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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외골격 로봇을 위한 보행 단계 분류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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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의 움직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하지 외골

격 로봇은 사람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야한다. 사람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는 로봇에 작용하는 중력과 로봇 관절에서 

발생하는 마찰력 등이다. 이들의 영향은 중력, 마찰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1]. 여기서 중력

은 로봇의 자세와 관계되어 있으며, 자세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로봇의 

자세는 두 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양 쪽 

다리가 모두 땅에 붙어있는 상태이다. 이때 각 다리

의 상태를 디딤기(stance phase)라고 한다. 또 다른 

자세는 한 쪽 다리는 땅에 붙어 있고, 반대쪽 다리는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때 다리의 상태를 

각각 디딤기, 흔듦기(swing phase)라고 한다. 로봇

의 자세가 디딤기와 흔듦기로 나뉘는 보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로봇의 자세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 보상을 

위해 보행 단계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진단을 위해 보행 단계를 분류해왔던 기존 연구

자들은 다리 분절의 가속도 정보, 발바닥에 부착 

된 접촉 센서 정보, 다리관절들의 각도 등을 이용하

여 보행 단계를 구분해냈다. 기존 방법들도 보행 

단계의 분류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하지 

외골격 로봇에는 기본적으로 엔코더가 부착되기

에 이것을 이용해서 보행 단계를 분류한다면 비용

적, 구조적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지 외골격 로봇의 구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엔코더 각도를 이용하여 보행 

단계를 구분하는 것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보행 단계 분류기 개발

가. 오류 역전파 신경망

본 논문에서는 보행 단계 분류기를 개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오류 역전파 신경망을 적용하

였다. 오류 역전파 신경망은 목표출력과 실제출력

사이의 제곱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변경함으로써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

며, 기울기강하법(gradient descent method)을 이용

하여 가중치를 변경한다.

나. 신경망 구성

보행 단계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신경망을 Fig.1
과 같이 구성하였다. 신경망은 은닉층 1개를 포함

하여 총 3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입력층은 4개의 

뉴런을 가지며 각 뉴런으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에 부착 된 엔코더 각도와 각속도의 추정치가 입력

된다. 은닉층은 20개의 뉴런으로 구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신경망의 출력층은 보행 단계를 나타내는 

이진수 1(디딤기) 또는 0(흔듦기)을 출력하게 된다.

Fig. 1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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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데이터 집합 구성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기준 입출력 쌍을 갖는 

학습데이터 집합(training data set)을 구성하였다. 
데이터 획득을 위한 장치로는 외골격 로봇 

ROBIN-H1[2]이 이용되었다. ROBIN-H1의 발바닥

에는 FSR(force sensing register)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FSR센서의 신호는 지면반발력의 특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보행 단계를 정확

하게 감지 할 수 있다. ROBIN-H1의 주 제어기에는 

보행 단계 정보를 사용하는 중력보상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 정상인이 외골격 로봇 ROBIN-H1
을 착용하고 6번의 보행 실험을 하였으며, 각 실험

마다 5주기의 보행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한 주기

는 한 쪽 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부터 같은 쪽 다리가 

다시 땅에 닿는 순간 까지를 뜻한다. 보행 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각도 및 추정된 각속도 그리고 FSR센서의 신호이

다. 사람의 보행 주기가 매 걸음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획득한 보행 데이터들을 보행 주기가 0에서 

100의 구간을 갖도록 정규화하였다. 정규화 된 30 
주기의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하였고, 기준 보행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 FSR 센서 신호는 1이 넘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각각의 입력데이터가 0에서 1의 크기를 갖도록 

크기에 대해서도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처

리된 데이터는 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집합으로 사용되었다.

라. 신경망의 학습

학습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켰

다. 학습율과 반복횟수는 시행착오를 통해 결정하였

으며, 값은 각각 0.1과 100,000회로 설정하였다.

Fig. 2 Training data set
(RH : right hip angle, RK : right knee angle, RHV: right 

hip angular velocity, RKV : right knee angular 
velocity, GP : gait phase)

Fig. 3 Comparison result

3. 실험 및 결과

정상인 3명이 외골격 로봇 ROBIN-H1을 착용하

고 보행 실험을 하였다. 보행 실험을 통해 획득한 

보행 데이터 중 엔코더 각도와 각속도의 추정치를 

보행 단계 분류기에 입력하여 보행 단계를 분류하

였다. 분류 된 보행 단계와 FSR 센서 신호를 비교한 

결과 중 하나는 Fig.3과 같다. FSR센서 신호와 분류

된 보행 단계의 시간 상 오차를 계산함으로써 분류

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걸음 주기마다 오차를 

계산하였을 때 가장 오차가 크게 나타난 걸음 주기

는 첫 번째 걸음 주기이며 그 값은 0.15s였다. 이 

오차는 한 걸음 주기의 약 8%에 해당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엔코더 각도를 이용하여 보행 단계

를 구분하는 보행 단계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분류기의 평가를 위해 보행 단계 분류 결과를 FSR센
서 신호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한 걸음 주기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오차가 나타났으나, 실험에 

참가한 실험자수가 적다는 것이 고려사항이다. 향후 

더 많은 사람에 대해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분류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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