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GROUND
그 동안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뇌졸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한 쪽 손과 팔에 마비증상을 겪

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

된 제품들은 기능적인 부분과 심미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장비가 크고 무거워 실

제로 다루기가 쉽지 않았고, 환자가 착용 하였을 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

로 보기 좋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SOLUTION
Alemzadeh 박사는 이 같은 환자들에게 특화된 로봇 보조 재활기구의 개발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접

근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사람 팔과 손의 골격구조의 관절움직임을 인식하도록 환자 본인

의 팔에 직접 보조기를 장착시키는 방식과 여러 장치들을 장갑 내부에 설치하는 접근 방식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보조기는 팔의 외골격을 기계 장치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통해 개

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손등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를 직접 관절에 연결하여 작동시

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어 환자의 팔에 장

착된 장비는 크고 무거워 불편하기 때문에 손등 근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외관상으로

도 보기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Alemzadeh 박사와 그의 팀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장갑(glove)

을 이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이름 그대로 장갑 내부에 센서와, 작동기, 그리고 인공 힘줄 등

을 삽입하는 원리입니다. 이 같은 접근법은 손등과 바닥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손과 팔의 움

직임을 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갑 내부에 설치된 장치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환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장갑을 이용한 보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들의 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사람 손 뼈의 3D 스캔 

데이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Alemzadeh 박사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실제 손뼈의 3D 디지털 데이

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의과 대학에서 사용하는 실제 손뼈를 스캔

하여 3D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손뼈의 디지털 모델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D 디지털 모델 생성 

그들이 3D 디지털 모델 생성을 위해 선택한 장비는 솔루션닉스의 Rexcan CS+ 시스템이었습니다. 

Rexcan CS+는 센서와 스탠드, 그리고 2축의 자동 턴테이블이 하나로 통합되어 컴팩트하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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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그 동안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뇌졸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한 쪽 손과 팔에 마비증상

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의 개

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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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하였을 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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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가 이끄는 로봇 연구 팀은 3D 스캐닝 기술

로 사람 손뼈의 정확한 3D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

여 활용하는 과정으로 심미적이고 지능적인 생체

공학적 장갑(Bionic Glove)을 개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장갑 내부에 센서와, 작동기, 

그리고 인공 힘줄 등을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한 

쪽 손과 팔에 마비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

해 새로운 보조기구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계

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의 첫 단계

는 바로 사람 손 뼈의 정확한 3D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뼈를 3D 스캔 

하기 위해 솔루션닉스의 Rexcan CS Plus 시스템

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2축의 자동 턴테이블이 

센서, 스탠드와 통합되어 있어 완전 자동화된 3D 

스캐닝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Blue LED를 

탑재하여 보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데이터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다듬

고 수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약 2시간만에 손

뼈 전체를 3D 디지털 모델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

런 다음 임상 실험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

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lemzadeh 박

사는“만약, 솔루션닉스의 Rexcan CS Plus를 활

용한 3D 솔루션이 없었다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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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 책상위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xcan CS+는 Blue LED

을 탑재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정밀도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보장하며, 스캐너가 획득한 데이터를 처

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ezScan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여 완전히 통합된 3D 스캐닝 솔루션을 보

장합니다. 

우선, 그들은 손뼈의 전체 형상을 스캔하기 위해 400mm FOV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자동 턴테이블 

위에 손 뼈 모델을 올려놓고, 미리 설정해 둔 스캔 경로를 선택하여 자동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손 뼈 

전체 형상을 획득한 뒤에는, 각 뼈 마디를 모두 나누어 100mm FOV 렌즈로 교체한 뒤 다시 자동 스

캐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작동 방식을 통해서 2시간 만에 손뼈의 전체 형상을 3D 데이

터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스캔 데이터를 ezScan 소프트웨어 

상에서 폴리곤 매쉬 모델(Polygon mesh model)로 변환시키는 모든 편집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그들

은 ezSca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손뼈 마디 사이 엣지부분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디테일한 

형상을 보장하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용이한 데이터 크기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스캔 모델은 STL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으며, Geomagic Wrap(폴리곤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불러들여 스캔이 되지 않은 공간(Holes)들을 채우고, 각각 스캔 된 손뼈 마디의 각 스캔 데이터를 하

나의 완전한 형상의 폴리곤 모델로 정열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작업 단계는 완성된 

폴리곤 모델을 하나의 3D 솔리드 모델(3D solid model)로 변환시키는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지멘스

(Siemens)사의 PLM 소프트웨어 NX CAD 를 사용했습니다. 

▶ 시제품 제작 

이 같은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나면, Bristol 팀은 실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됩

니다. 이 개발의 첫 단계는 NX 3D 솔리드 모델링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손의 각 뼈마디의 본

래 형상을 최대한 유지시키며, 소프트웨어상에서 테스트 해보았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

하도록 데이터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NX 소프트웨어상에서 디지털 모델을 사용하여 손가락과 뼈마디의 움직임을 가상으로 임

상 실험하며, 실제로 손을 움직일 때 근육과 힘줄의 역할과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 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가상실험을 통해서 장갑 보조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센서와 작동기, 그리고 인공 힘

줄이 장갑 내부의 어느 위치에 장착되어야 환자들의 손과 팔에 편안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지 적절

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람의 힘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힘줄을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장갑에 적용시키고 사출성형(injection moulding) 과정을 통해 장갑의 실질적인 생산을 위

한 주형틀을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RESULT/BENEFITS 
Alemzadeh 박사는,“저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는 솔루션닉스의 Rexcan CS+를 사용하여 사람 

손 뼈의 3D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이었습니

다. 저희는 앞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18개월에서 2년안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캐닝 기술을 통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디지털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실제 시제품이 제작되고 이를 통해 보조기의 실용성이 증명되기만 하면, Alemzadeh 박사는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사업 파트너를 찾아 볼 생각입니다. 비로소 손과 팔에 마비 증상을 겪

고 있는 환자들에게 무겁고 다루기 힘든 장비가 아니라 자유로운 손의 움직임을 보장하는 동시에 심

미적인 디자인의 로봇 보조기를 제공하는 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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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닉스 (Solutionix Corp.)는 White light 및 
Blue Light의 고정밀 3차원 스캐너를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3차원 스캐너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 
닉스는 장영실상, 신기술(NEP) 인증, 세계일류
상품 인증 등 3차원 측정과 관련한 다수의 특
허와 인증을 보유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솔루션닉스의 제품은 2000년 회사 설립 이후 지
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20여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고객
사들의 핵심 장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Rexcan 시리즈는 자동차 부품, 전기ㆍ전자, 치
과 및 의료, 디자인, 그리고 소비재 등 다양한 산
업 현장에서 측정ㆍ검사(quality inspection) 및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솔루션닉스의 고객사들은 모두 3차원 
스캐너의 도입을 통해서 초기 제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
확한 부품 검사를 통 해서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정보와 그 사례, 그리
고 솔루션닉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용
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www.solutionix.
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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