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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착용로봇 사용자의 의도 파악을 위한
팔 포즈(Pose)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유연 구
동 구조를 가진 착용로봇의 경우 운용성과 편의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 하여, 본 논문
에서는 최소한의 관성측정장치와 구동부 모터의 엔코더 데이터
만을 사용하여 유연 구동 착용로봇 사용자의 팔 포즈를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산업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감소 및 완화를 위한 착용형 유
연구동 로봇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3]. 이러
한 유연구동 착용로봇의 경우 사용자가 받는 부하(Load)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의도
를 빠르게 파악하여 로봇 구동계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유연구조를 가진 착용로봇
은 사용자의 편의 및 운용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센서를 부착하기 어려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1]-[3]. 하여, 우리는 제한적인 센서의 활용만으로 사용자
의 의도파악을 위한 핵심 데이터인 사용자의 팔 포즈(Pose) 추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 [1]의
착용형 로봇 구조에 기초하여 상박에 부착된 관성측정장치와 구
동부의 엔코더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팔 포즈(Pose)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본

<그림 2> 사용자 팔 포즈(Pose) 추정

어깨를 원점으로     축을 가지는 좌표계  를 고려해보자.
여기서 팔의 포즈(Pose)  는 상박의 포즈(Pose)  와 하박의
포즈(Pose)  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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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포즈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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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각 기호는 회전행렬  ∈  , 벡터  ∈  , 그리
고 영벡터  ∈ 를 나타낸다. 위에 정의한 식 (1)에서 상박의
포즈  은 상박에 부착된 관성측정장치(IMU)에서 얻은 자세
(Attitude) 정보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론



2.1 유연구동 착용로봇 구조

본 논문은 이전 연구 [1]에서 설계한 유연구동 착용 로봇의 구
조를 따르며, 구체적인 로봇의 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하기 그림에서 착용로봇의 구동부는 사용자 등에 위치하며 사용
자 손목에서 어깨로 고정된 케이블을 감거나 풀어 보조 토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설계 구조에서 사용자의 팔
포즈(Pose) 추정을 위한 측정 장치는 사용자의 상박에 부착된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와 사용자 등 부위 구
동계 서보모터에 부착된 엔코더(Encoder)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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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  는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식 (3)에서 회전행
렬  은 관성측정장치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상박의 길이 상수  를 정의함으로써 벡터       을
구할 수 있다. 상박과 하박을 연결하는 팔꿈치는 2 자유도를 가
지며 굴곡/신전과 회전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의 설계 구
조에서 하박의 회전운동은 손등에 장착된 글러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팔 포즈 추정 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팔
꿈치를 1 자유도의 굴곡 및 신전 운동만으로 가정한다.
×





⊤



가정 1: 팔 상박과 하박을 연결하는 팔꿈치는 1 자유도의 굴곡
및 신전 운동만을 한다.
<그림 1> 유연구동 착용로봇의 구조([1])
2.2 착용로봇 사용자의 팔 포스(Pose) 추정 기법

이전 연구 [1]의 착용형 로봇 구조에서는 팔 포즈(Pose)를 추
정하는 문제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위와 같은 가정에서 상박과 하박 사이에 관여하는 단일 변수는
상박과 하박 사이의 굴곡각  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상박 길이
 와 하박 길이  는 고정된 상수이고, 어깨와 손목을 연결하는
케이블 길이   은 구동부 엔코더의 측정값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즉, <그림 2>에서 포즈      의 요소 벡터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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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를 알 수 있으므로 굴곡각은 다
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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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적으로 하박의 포즈는 식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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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과 식(4)를 통해 아래와 같이

     

⊤




  

 ⊤
 

∈   

(5)

여기서 회전행렬  ∈   은 굴곡에 의한 회전을 의미하며,
벡터       이며, 여기서  는 하박의 길이를 의미
하는 상수이다.

<그림 5> ROS 기반 데이터 수집 및 포즈 추정 시스템



3. 결

⊤

론



2.3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유연구동 착용로봇의 사용자를 위한 팔 포즈

(Pose)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사용자의 착용성 및 편의성을 중시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
지는 착용형 로봇의 경우 일반적으로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박과 하박의 집합인 팔
의 포즈를 추정하기 위해 관성측정장치(IMU)와 구동부 엔코더
로부터 계산된 보조 토크 생성 케이블의 길이만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관성측정장치에서 측정되는 자세 정보와 사용자 상
박의 길이를 기반으로 상박의 포즈 정보를 얻은 후, 구동부 모
터에 감겨있는 케이블의 길이를 역산함으로써 어깨와 손목 사이
연결된 케이블 길이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팔꿈치 굴곡각을
추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자 하박의 포즈를 추정하였다 추
후 우리는 본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착용로봇 사용자 팔의 포
즈에 따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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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굴곡각에 따른 하박 포즈(Pose)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된 사용자 팔 포즈(Pose) 추정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그림 3>과 같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상박과 하박
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팔을 2링크 매뉴플레이터의 구조로 단순
화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엔코더 값과 식 (4)를 사용하
여 계산된 굴곡각  에 의해서 하박(Link 2)의 포즈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2.4 시스템 구현

개발된 사용자 팔 포즈(Pose)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 4>와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사
용자의 의도 파악 기술을 고려하여 고성능 이미지 처리 모듈인
Jetson AGX Xavier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Robot Operating
System(ROS)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발 시스템은
사용자의 착용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기반 관성측정
장치인 EBMotion V4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1링크 구조의 매
뉴플레이터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포즈 데이터 추정 작업 검증
되었다. 또한, 본 개발 시스템은 ROS Rviz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링크의 자세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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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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