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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부터 저 출산 

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학 기술 발전에 의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자 인구 및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써 24 시간 

일하는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1) 신체적인 힘을 장

시간 요구하는 필드 작업에 많은 생산 근로자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추세로부터 근

력이 부족한 고령층 근로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시간적으로 신체적인 힘

을 필요로 하는 생산근로 현장에서 고령층의 근로

Key Words: Wearable Robot(착용형 로봇), Power Assist(힘 보조), Elbow(팔꿈치), Stretch Sensor(스트레치센서) 

초록: 본 논문은 고령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층 근로자들의 팔꿈치 근력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의 개발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기존에 연구 개발된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들은 착용자가 사용하기에 가

격, 휴대성 측면 뿐만 아니라 느린 착용자 의도 파악에 단점들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였다. 첫째, 양팔 작업 시 가장 많은 모멘트를 받는 팔

꿈치 관절에만 구동기를 부착하여 무게와 부피 및 가격을 줄이고 실용성을 높였다. 둘째, 웨어러블 로봇

의 작동을 추종 모드와 근력 증강 모드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박 근력 측정 장치로부터 착용

자의 의지를 실시간 파악하여 모드가 자동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빠른 착용자 의

도 파악과 동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로봇을 이용하여 무 부하 시 착용자의 모션 추종 성

능을 측정하고, 부하 시 EMG (Electromyography) 센서로부터 상박의 근력을 측정함으로써 착용자의 근력 

보조 성능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초당 120 도의 모션 추종 성능과 60% 이상의 근력 보

조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wearable robot to assist the elbow muscle for use by elderly 

workers in aging societies. Various previously developed wearable robots have drawbacks in terms of their price, 

portability, and slow recognition of the wearer's intention. In this paper, emphasis is placed on the following features to 

minimize these drawbacks. The first feature is that an actuator is attached only at the elbow joint that withstands the 

highest moment during arm motion to reduce the weight, volume, and price of the robot and increase its practicality. 

The second is that operation of the wearable robot is divided into two modes, a tracking mode and a muscle 

strengthening mode, and the robot can automatically switch between these modes by analyzing the wearer's intention 

through the brachial muscle strength measuring devic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assistiv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wearable robot is experimentally verified by motion tracking experiments without an external load and 

muscle strengthening experiments with an external load. During the muscle strengthening experiments, the power of the 

muscle of the upper arm is measured by a commercial electromyography (EMG) sensor. Motion tracking performance 

at a speed of 120°/s and muscle assistance of over 60 % were obtained using our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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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느끼는 피로감을 덜어 줄 보조기구가 있다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웨어러블 로봇을 조사해 

보면 사용자의 전신을 보조하는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격이나 무게측면에서 상품성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사이버다인

(Cyberdyne)사가 개발한 HAL(Hybrid Assistive Limb)

은 두 가지 제어방식을 사용한다.(2) 첫 번째는 

CVC(Cybernics Voluntary Control) 토크 제어 방법으

로 사용자의 근육 활동량으로부터 관절 토크를 예

측해 정해진 비율만큼 힘을 보조하거나 증폭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CAC(Cybernics Autonomous 

Control) 위치제어 방법으로 실제 관절 각이 정해

진 관절 각에 이르도록 비례미분 (PD) 제어기로 

HAL 의 구동기를 움직인다. 평소 동작은 CVC 로, 

무게를 버티는 특정 자세에서 각 관절의 각속도 

값이 미리 정해진 기준 값보다 낮아지면 CAC 로 

전환된다. UC 버클리 대학의 H. Kazerooni(3,4) 연구

팀의 블릭스(BLEEX)는 사람의 운동학을 따르는 

구조와 따르지 않는 구조의 장점들을 모아 웨어러

블 로봇을 구현했다. 본 로봇은 인체의 중요 관절 

자유도를 순수 회전 관절로만 묘사했고 복잡한 관

절 설계는 배제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와 블릭스 

사이에 견고한 연결이 없고 블릭스가 모든 무게를 

지지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

록 설계되었다. 또한, 벨기에 ULB 대학의 P. 

Letier(5) 연구팀의 엑소스테이션(Exostation) 은 사

람의 관절을 바탕으로 7 개의 자유도 햅틱 제어 체

인(haptic control chain) 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그에 따라 

외골격시스템제어기(Exoskeleton Controller) 에서 

로봇 팔을 제어한다. 이외에도, 중국의  Z. Tang(6)  

연구팀은 두 개의 공압근육과 EMG 신호를 이용

하여 팔꿈치 관절을 보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한양대와 한성대의 한창수 및 한

정수(7) 연구팀의 상지 근력 보조 로봇의 모델을 

보면 두 가지 형태를 가진 근력보조시스템을 개발

했다. 첫 번째는 액티브 구동 방식으로 어깨와 팔

꿈치에서 총 5 자유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전

체 관절이 모터의 구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구동방식으로 어깨부분만 

모터로 구동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프링 

등에 의한 약간의 지지력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형 

관절구조 또는 단순한 힌지(Hinge) 관절로 구성했

다. 마지막으로, 명지대의 김갑일(8) 연구팀은 팔목

부에 2 축 F/T 센서를 장착하고 팔꿈치 모터의 토

크를 제어함으로써 상지 근력 보조 로봇을 개발하

였다. 

  앞에서 조사한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들을 살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로

봇의 동력원으로써 모터나 유압장치가 대부분 사

용되었으며,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원의 힘에 대

부분 의존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구동부가 비대하

며, 사람의 근력을 구동부와 함께 효과적으로 이

용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로봇들이 전신을 보

조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로부터 로봇의 크기

가 커지고 자체적으로 무거우며 사용자가 평상시

에 로봇을 휴대하고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로 사용자가 로봇을 착용하고 단순반복

노동을 하고 있다가 작업을 마칠 때는 구동부의 

작동을 중지해야 하는데 이 때 로봇 관절의 마찰

력 때문에 사용자가 로봇을 벗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모터와 생체신 

 

  

Fig. 1 Photograph of elbow wearable robot 

 

Elbow line Shoulder line

 
Fig. 2 Elbow working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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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측정을 위해 많은 장치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실생활에서 쓰기엔 아직 비용적으로 부

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팔작업을 수행할 때 사람의 힘과 동력원의 힘을 

같이 사용되며, 상지 작업 시 가장 큰 부담이 부

과되는 팔꿈치 관절의 근력만을 보조할 수 있는 

소형 및 경량화된 웨어러블 로봇을 Fig. 1 과 같이 

개발하였다. 주된 대상으로써 Fig. 2 와 같이 어깨

에 비해 팔꿈치 근력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택

배근로자를 모델로 선정하였다.  

본 로봇은 팔목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양쪽에 장

착하고 상박에 스트레치 센서를 착용하여 상완이

두근(biceps brachii)이 팽창되는 정도를 측정함에 

따라 착용자 추종 모드와 착용자 근력 증강 모드

가 부드럽게 변환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징

으로서 착용자의 힘과 모터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

기 때문에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보다 모터/감속기

의 용량을 줄이고 무게, 부피 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착용자가 로봇의 작동을 

정지했을 때, 감속기 내부의 마찰로부터 역구동이 

원활하지 않아 팔의 움직임에 힘이 많이 들게 되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용상태에서 감속기와 

하박부 사이의 프레임을 스프링 래치 메커니즘으

로 연결하여 착용자가 쉽게 동력연결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 론 

2.1 기구부설계 

기본적인 로봇의 구조는 Fig. 3 과 같이 알루미

늄으로 제작된 상박부와 하박부가 있고 그 사이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다. 상박

부의 상단은 견착식 어깨 지지대와 연결되며 하단

은 고성능 소형 BLDC 모터가 타이밍/풀리를 이용

하여 구동부와 연결된다. 하단부의 끝에는 팔목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팔목 스위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박부와 하박부의 길이는 구동부와 팔목 

센서 장치가 착용자의 팔꿈치 관절과 팔목에 최대

한 가깝게 놓일 수 있도록 Table 1 의한국인의 평

균 팔 길이에 맞추어 각각 300mm 와 250 mm 로 

선정하였다. 또한, 팔목 센서는 길이조정과 두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Fig. 4 는 구동부를 확대한 3D CAD 모델을 보여

준다. 모터의 토크를 충분히 증폭하고, 팔꿈치 관

절의 유격을 제거하기 위하여 백래쉬가 없고 토크 

용량이 큰 하모닉 감속기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Table 1 Korean body size in age 40(9) 

 
Length from 

elbow to wrist 

 (mm) 

Length from 

shoulder to elbow 

(mm) 

Length from 

elbow to hand 

(mm) 

Man 261 332 321 

Woman 242 306 297 

Average 252 320 309 
 

 

Upper arm part

Forearm part

Driving part Wrist 
switch

 

Fig. 3 3D CAD model of elbow wearable robot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플랫형의 SHD 시리

즈를 사용하였다. Fig. 5 와 같이 하모닉 기어의 

입력단은 상박부와 체결되었으며, 상박부에 장착

된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동력이 하모닉 기어의 

입력 축에 전달되어 출력부가 감속되어 회전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출력부는 하박부와 체결되어있

어 같이 회전하게 된다. 여기서, 본 설계의 특징

으로써 출력단과 하박부 사이에 Fig. 6 과 같은 핀 

고정식 클러치를 장착하였다. 이는 착용자가 다른 

작업을 위해 근력 보조가 필요 없을 경우 감속기

의 내부 마찰 때문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

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속기의 출력 

토크가 하박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핀 고정을 쉽

게 풀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로봇에 사용될 구동기의 용량을 결정

하기 위해 하중의 크기를 선정하고, 힘 해석을 수

행하였다. 사람의 하박 길이와 무게, 가반 하중, 

그리고 안전계수를 토대로 팔꿈치 관절에서 필요

한 최대 토크를 식 (1)과 같이 표현하였다. 
 

  ( ) max

ArmLower Payload τLgmm =⋅⋅⋅+ κ      (1) 

  

위의 식에서, maxτ 는 팔꿈치에 가해지는 최대 

토크이고, 
Payloadm 는 들어올리는 물체의 최대 무

게로 10 kgf 으로 고려하였고 
ArmLower m 는 하박의 

무게이며 1.5 kgf 으로 계산하였다. L은 모든 하중

이 손에 집중되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팔꿈치로부터 떨어진 손까지 거리를 의미하고 



이석훈 · 이시행 · 김정엽 

 

620 

Table 1 을 참고하여 300 mm 로 선정하였으며, κ
는 관성력을 고려한 안전계수로 1.2 로 선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팔꿈치 관절에 필요한 최대 토크

는 40.6 Nm 로 계산되었다. 

위에서 계산된 최대 토크의 70%를 착용형 로봇

이 담당한다고 가정할 때, 로봇의 관절에는 28.4 

Nm 가 필요하다. 우선, 위의 토크를 감당할 수 있

는 가볍고 컴팩트한 고성능 모터로써, 100Watt 급

의 맥슨(Maxon) BLDC 모터를 선정하였다. 본 모 

 

Motor

Pulleys

Photo-interrupter

Clutch
pin

Harmonic gear
 

Fig. 4 3D CAD of elbow joint mechanism 

 

Motor
Pulley/bel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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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bow driving principle 

 

Fixed Clutch pinReleased Clutch pin
 

Fig. 6 Clutch mechanism between output part of the 
harmonic gear and the lower arm frame 

터는 무게가 210g 이고 최대 0.22 Nm 의 토크를 

낼 수 있어서 150 : 1 의 감속비를 사용한다면, 약 

33 Nm 의 토크가 생성되어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

음으로 감속비는 하모닉 감속기의 감속비 100 : 1

과 풀리의 감속비 1.5 : 1를 적용하면 총 150 : 1의 

감속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모닉 감속기는 부

피와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박형 타입의 

SHD 시리즈를 선택하였다. SHD 시리즈의 17 형번

의 최대 허용 토크는 71 Nm 로 본 로봇에 필요한 

최대 토크 용량을 훨씬 상회한다. 최종적으로 설

계된 구동기의 사양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로봇의 기구부 무게는 1.9 kgf 이며, 로

봇의 무게를 상체 전체에서 지지될 수 있도록 어

깨지지대를 Fig. 7 과 같이 상박부에 장착하였다.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로봇에 고정하기 위해 하박

부에 듀얼 버클을 사용하여 Fig 8과 같이 팔을 고

정하였으며, 팔목 스위치 장치에 스펀지 쿠션을 

장착하여 착용자의 팔목 운동이 스위치에 부드럽

게 눌릴 수 있도록 하였다. 
 

2.2 제어 시스템 

로봇의 제어시스템은 Fig. 9 와 같이 크게 AVR

을 이용한 주제어기와 TMS 를 이용한 모터제어

기로 이루어져 있다. 팔목부에 장착되어 착용자의 

운동 의지 및 방향을 측정하는 두 개의 마이크로

스위치와 상박부에 착용되어 착용자의 근력을 측

정하기 위한 스트레치 센서 (Fig. 10 참조) 는 각각 

디지털 입력과 10 bit-A/D 컨버터를 통하여 주제어 

 
Table 2 Specifications of actuator 

Motor Harmonic gear 
Timing 

pulley 

Max. 

output 

torque 

EC 4 pole 30 

(max. torque : 

0.22Nm)  

SHD-17-100-

2SH 

(max. torque : 

71 Nm)  

1.5:1 33Nm 

 

 

Shoulder supporter

 
Fig. 7 Photograph of shoulder su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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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연결되었다. 참고로, 스트레치 센서의 민감도

는 81.3 mV/mm 이다. 모터의 원점 감지를 위한 

포토인터럽터가 모터제어기의 디지털 입력으로 연

결되었으며, 팔꿈치 관절을 구동하기 위한 BLDC 

모터가 모터 제어기에 연결되었다. 주제어기는 

200Hz 의 주제어주파수로부터 센서데이터를 피드

백 받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거쳐 모터제어기에 각

도 명령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때, 각도 명령은 

RS-232 직렬통신으로 송신하였으며, 모터제어기는 

1kHz 의 서보제어주파수로 모터의 위치를 제어한

다. 참고로, 제어시스템에 사용된 파트들의 모델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2.3 제어 알고리즘 

팔꿈치 착용형 로봇의 모션 제어를 위한 전체작

동 흐름도는 Fig. 11 과 같다. 첫째로, 로봇을 착용

한 뒤 모터를 구동시켜 포토인터럽트 센서를 통해 

관절을 원점으로 위치시킨다. 둘째로, 스트레치 센

서들의 평균 팽창량을 실시간 측정하여 팽창량이 

미리 설정된 기준 값 이하이면 추종모드로 작동하

며 기준 값 이상이면 근력 증강 모드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착용자가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Micro Switch
Buckle

Micro Switch

 
Fig. 8 Photograph of the forearm part of th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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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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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rol system of elbow wearable robot 

때는 로봇이 착용자의 팔 모션을 추종하게 되며, 

착용자의 근육이 팽창되어 높은 근력을 필요로 하

게 되면 근력을 보조하게 되어 모드간의 전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각각의 모드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1 추종모드 

추종모드에서는 착용자의 손목의 양 방향에 장

착된 마이크로 스위치에 의해 로봇의 관절이 구동

된다. 착용자가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게 되면 팔

목이 특정 방향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누르게 되고 

누른 방향으로 로봇의 관절이 움직이게 된다. 여

기서, 만약 로봇의 관절 구동속도가 착용자의 운

동 속도보다 너무 빠르면 로봇 하박부와 착용자의 

 

Table 4 Specifications of the parts in control system 

Part Picture Model 
Manu- 

facturer 

Main 

Controller 
 

ATMEGA 

128 
ATMEL 

Motor 

Controller 
 

CUBE 

BL2408-

DID 

Robocube 

tech 

Photo 

Interrupter 
 

EE-SX 

911-R 
Omron 

Stretch 

Sensor 
 

SE-STRS 
Sample 

Electronics 

Micro 

Switch 
 

JM1241-07 
Shinhwa 

Electronics 

 
 

Stretch Sensor

 

Fig. 10 Muscle strength measurement using stretch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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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부가 서로 충돌하여 추종 모션이 불안하게 진동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하박부가 

착용자의 하박부의 모션을 부드럽게 추종하기 위하여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여 속도를 증가시키는 간단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식 (2)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눌렸

을 경우, 샘플링 시간에 더해지는 각 변화량 θ∆ 를 

나타낸다.  
















 ×++⋅=∆
40

k
π

2

1
πcos1Aθ        

( k=0,1,2,…,40 )                 (2) 
 

위 식에서 A 는 각 변화 진폭을 나타내고 눌려지

는 마이크로 스위치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의 값을 

가진다, k 는 0 부터 최대 40 까지 매 샘플링 시간마

다 증가하는 정수이다. 따라서, θ∆ 가 일정하게 더

해져서 일정한 속도로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사인 함수의 3/2π~π 부분을 이용하여 θ∆ 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관절의 속도가 부드럽게 증가

하다가 일정히 유지된다. 그럼으로써 급격히 관절 

속도가 발생하여 로봇이 착용자의 팔목을 부딪치면

서 관절 궤적이 진동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Fig. 12는 θ∆  가 일정할 경우와 제안된 방

식을 사용했을 경우 생성되는 관절 각도 궤적의 형

태를 나타낸다.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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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assistiv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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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lowchart of elbow wearab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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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enerated joint angle trajectories 

2.3.2 근력증강모드 

근력 증강모드에서는 상박에 장착된 근력센서

를 사용한다. 우선, 추종 모드에서 근력 증강 모

드의 전환을 판단하기 위해 Fig. 13 과 같이 상완

이두근에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팔

꿈치 관절 각도에 대한 상박 근력 센서 값을 

Saved Sensor Value 로 미리 저장한다. 다음으로, 

Saved Sensor Value 를 선형함수로 근사화한 Fitted 

Sensor Value 를 얻어낸다. 본 선형화된 궤적을 기

준으로 각 관절 각도에서의 상박 근력 센서 값이 

기준 값보다 낮으면 추종모드로 변환되고 기준 

값보다 높으면 근력증강모드로 변환이 될 수 있

도록 제어 모드 스위칭 전략을 구성하였다. 그런

데, 기준 값 근처에서 모드 변환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 한계치(Upper threshold) 와 하단 한계

치(Lower threshold) 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여 변

환이 부드럽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4

를 보면 A, C 구간은 추종모드, B 구간은 근력 증

강 모드이다. A에서 B 로 변환될 때는 그림과 같

이 상단 한계치를 사용하고, B 에서 C 로 변환될 

때는 하단 한계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근력 증강모드로 변환이 되면 근력

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적절한 관절 각도를 생성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같이 간단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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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retch sensor value trajectories according to the 

joint angle withou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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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ransitions between following mode and muscle 
assistiv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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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usclemuscle SSk −⋅=∆θ          (3) 

 

위의 식에서 θ∆  은 근력증강모드가 시작된 관

절 각도에 더해지는 각 변화량이고, 
muscleS 과 ref

muscleS

는 상박 근력 센서의 실제 센서 값과 미리 얻어진 

선형화된 참조 근력 센서 값이며, k 는 각도 변환

을 위한 비례 상수를 의미한다. 단, 근력 보상의 

방향은 팔꿈치를 접는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3. 실 험 

본 절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추종 모드 실험으로써 제안된 제어 전략

이 착용자의 팔꿈치 운동을 잘 추종하는지 알아

보았다. Fig. 15 는 손에 하중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 팔을 접었다 펴는 동작에서 마이크로 스위치

의 눌림에 따라 생성된 로봇의 팔꿈치 관절 궤적

을 보여준다. 빨간색은 제안된 코사인 함수를 이

용한 속도 증가 전략으로 생성된 궤적이며, 파란

색은 일정한 속도로 생성된 궤적이다. 그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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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Generated elbow joint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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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napshots of the following mode experiment 

이 파란색 궤적은 계단 형태의 궤적이 생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션 불일치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빨간색 궤적은 부드럽게 궤적이 생성되어있어 착

용자와의 팔꿈치 운동이 적절히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Fig. 16 은 본 추종 모드 

실험의 스냅샷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근력 증강 모드 실험으로써 착용자

의 상완이두근의 근력이 근력 증강 모드에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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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MG signals with and without robo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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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tretch sensor value and generated elbow joint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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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napshots of the muscle assistance mod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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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는지 실험하였다. 근력의 측정은 BTS 바이오

엔지니어링 사의 EMG 센서로 측정하였다. Fig. 17 

은 피실험자가 로봇 착용 유무 시 6 kgf 의 무게

추를 팔꿈치운동으로 2 회 들었다가 내렸을 때 

EMG 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평균치

를 비교하면 근력 증강 모드에서 착용자의 근력

이 로봇을 착용하였을 때 4.3 mV 에서 1.6 mV 로 

약 60 % 이상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Fig. 18과 19는 무게추를 1회 오랫동안 들었다가 

내렸을 때, 근력 증강 모드 실험에서 생성된 팔

꿈치 관절의 각도와 측정된 스트레치 센서 값 그

리고 실험 스냅샷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성공

적으로 근력 증강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팔꿈치 근력에 도움이 필요한 작

업자나 노약자들에게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로봇은 실용성을 위해 팔

꿈치의 근력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소형 및 경량

화설계되었으며, 클러치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로봇의 근력 보조를 쉽게 차단 및 연결할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또한, 상완이두근의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치센서 모듈을 제작하여, EMG 신

호 대신 착용자의 근력 사용 의도를 실시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로봇의 무게는 1.9 

kgf 로 측정되었고, 배터리와 제어기 및 고정대 

등이 포함된 총 무게는 4 kgf 로 측정되어,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개발된 로봇들에 비해서 매우 경량

화된 로봇을 구현하였다. 

제작된 스트레치센서의 팽창에 따라 두 가지 모

드로 변화하여 착용자의 근력을 보조하거나 팔꿈

치 모션을 추종할 수 있도록 제어 알고리즘을 구

현하였다. 특히, 추종모드 시 마이크로 스위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한 점진적인 로봇 모션 생성 

전략을 통해 착용자의 팔꿈치 모션을 보다 부드럽

게 추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력 증강모드 시 

스트레치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의 모션 생성이 착

용자의 근력에 비례하여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모드 변환과 각 모드에서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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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또한,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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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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