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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길이 조절 메커니즘이 없는 
뇌졸중 하지 외골격 로봇 설계

Design of the Lower Limb Exoskeleton Robot For Stroke Patients 
without the Adjustment of Fram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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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0년 한국에서의 뇌졸중 발생 환자 수는 12만 

7천 건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1000명당 2.62 명에 

해당된다[1]. 뇌졸중 인구는 197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30
년에는 1000명당 6.77명에 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뇌졸중환자는 후유증으로 운동기능의 장애를 

가지며, 이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보행 

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뇌졸중환자가 독립적인 보

행을 하고 원활한 보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이 재활치료에 로봇 기

술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재활전문병원에서 뇌졸중환자의 보행재

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제품은 

LOKOMAT[2], G-EO system[3], HAL[4], Tibion 
Bionic Leg[5] 등이 있고 각 로봇들의 특징은 표1과 

같다. 이와 같은 보행재활로봇은 고정된 형태의 

보행 훈련, 큰 부피 및 복잡한 구조, 긴 착용시간, 
또는 병적보행패턴 교정성능과 같은 문제점 때문

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상용화된 재활로봇을 개선

하여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뇌졸중 

환자용 보행재활로봇 ROBIN-H를 제안한다. 
ROBIN-H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급

성기 뇌졸중환자(내과적,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된 

환자로 시기적으로는 뇌졸중 발병 후 1주일 이후부

터 뇌졸중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6개월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1)착용이 간편/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2)일반 평지 재활보행훈련과 3)병적보행 패턴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Table 1 Comparison of Robots

2. ROBIN-H 설계 

대다수 외골격로봇들은 사람과 로봇의 관절을 

일치시키는 구조로, 관절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력(interaction force)을 줄이기 위해 프레

임길이 조절과 벨트(harness) 결속과정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로봇 보행훈련시간의 1/3차지). 
ROBIN-H는 로봇 착용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형 다리(anthropomorphic 
Leg)형태에서 탈피하여 사람보다 한개 더 많은 링

크를 가지며 사람의 복부와 정강이에 결속된다

(Fig. 1). 따라서 ROBIN-H는 프레임길이 조절 없이 

일정 범위의 사용자에게 간편/신속한 사용이 가능

하고 프레임길이 조절 메커니즘이 사라져 간단한 

형태의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사람의 

복부와 정강이 자세 제어를 통해 뇌졸중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Tredelenburg gait또는 cir-
cumduction gait와 같은 병적 보행을 방지 할 수 

있다. 
체중지지 장치(BWS)와 제자리 고정훈련장치

(Treadmill)는 실제 보행에 필요한 힘보다 적은 힘으

로 보행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정보(속도/거리) 획

8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 1 Free-Fitting type lower limb exoskeleton robot

득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스스로 걷지 못하는 환자

나 초기 뇌졸중환자의 보행훈련을 위해 많이 사용

된다. 그러나 재활훈련 도중 활성화 되는 환자의 

근육은 일반 평지보행에서 사용되는 근육과는 다

르고 환자의 골격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어 골다공

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자의 안전을 보호 하면서 

재활훈련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ROBIN-H
는 체중지지 장치 대신 환자의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보행차를 사용하여 외골격로봇과 함께 

보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3. ROBIN-H  Test-bed 제작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2와 같은 

Test-bed용 ROBIN-H를 제작하였다. ROBIN-H는 

8개의 관절을 가지는 하지 외골격로봇과 평지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보행차로 구성된다.
 하지 외골격로봇은 각 다리 당 2개의 능동 관절

과 1개의 자유관절을 이용하여 복부와 정강이 자세

를 제어한다. 여기서 능동관절은 역구동이 가능하

도록 제작된 actuator module을 사용한다. 그리고 

1개의 수동관절(클렉작관절)을 이용하여 발목의 

끌림을 방지한다. 보행차는 낙상을 방지하는 역할 

이외에도 부피와 무게가 큰 배터리와 제어기를 

외골격로봇에서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로봇의 자세 정보를 얻기 위해 절대 엔코더와 

IMU를 사용하였다. 또한 FSR 센서를 로봇 발바닥

에 장착하여 보행 단계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ROBIN-H의 하드웨어 특징은 표2

와 같다. 

Fig. 2 ROBIN-H

Table 2 Features of ROBIN-H

Feature ROBIN-H

Patient Stroke
Service space in the clinic  room
Fitting time about 8min.

Size 780 x 1155 x1000 mm (W x D x H)
Weight 15kg(only Exoskeleton)

DOF
(each leg)

Active : 2DOFs 
Free : 1DOF

Passive : 1DOF (ankle) 
Sensor IMU, absolute encoder, and FSR

4. 결론

뇌졸중 환자의 보행재활을 위해 착용이 간편/신
속하게 이루어지고 일반 평지보행훈련과 병적보

행 패턴 교정이 가능한 하지 외골격로봇을 설계 

제작하였다. 뇌졸중 환자가 아닌 정상인을 대상으

로 구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추후 과제로 보행 

방향 전환, 경사 보행 등과 같은 다양한 보행재활 

훈련동작이 가능한 외골격로봇을 개발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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