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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증가시

켰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늘어난 수명에 비해 현

저히 떨어지는 신체 능력은 노인 실업 및 소외 현

상이라는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들의 신체

능력을 보조하기 위해 로봇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보조 기구들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목발과 휠체

어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령

자뿐만 아니라 과한 운동 및 과체중으로부터 발목

염좌 또는 족하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조

장치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하체 근력

을 보조할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Key Words: Pneumatic Muscle(공압 근육), Wearable Robot(착용형 로봇), Ankle Power Assistance(발목근력보조)

초록: 본 논문은 노약자들의 발목근력보조를 위한 착용형 로봇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기존 착용형 로봇

들은 보행 시 필요한 근력을 보조하기 위해 대부분 모터와 감속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모터와 감속기

의 조합은 무게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감속기 치차의 마찰때문에 실제 사람의 근육과 달리 강성과 토크

를 동시에 제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터/감속기 조합보다 가볍고 안전하며

근력을 보조하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Mckibben 공압 근육을 사용하였다. 발목의 피칭 모션에

이용되는 종아리 가자미근 및 앞정강근의 힘을 한 쌍의 공압 근육을 사용한 상극구동으로 보조하였으

며, 상극구동제어를 위해 상극구동 모델 파라미터들을 실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사용자의 보행의지를 판

단하고자 발바닥에 부착된 압력변위센서로 압력과 압력중심위치를 측정하여 발바닥의 하중과 발목토크

를 계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압 근육 관절의 강성과 토크를 동시에 제어하였다. 최종적으로, 트레드

밀에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여 발목근력보조로봇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wearable robot to assist ankle power for the elderly. Previously 
developed wearable robots have generally used motors and gears to assist muscle power during walking. However, the 
combination of motor and reduction gear is heavy and has limitations on the simultaneous control of stiffness and 
torque due to the friction of the gear reducer unlike human muscles. Therefore, in this study, Mckibben pneumatic 
muscle, which is lighter, safer, and more powerful than an electric motor with gear, was used to assist ankle joint. 
Antagonistic actuation using a pair of pneumatic muscles assisted the power of the soleus muscles and tibialis anterior 
muscles used for the pitching motion of the ankle joint, and the model parameters of the antagonistic actuator were 
experimentally derived using a muscle test platform. To recognize the wearer's walking intention, foot load and ankle 
torque were calculated by measuring the pressure and the center of pressure of the foot using force and linear 
displacement sensors, and the stiffness and the torque of the pneumatic muscle joint were then controlled by the 
calculated ankle torque and foot load.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ankle power assistive robot was
experimentally verified by measuring EMG signals during walking experiments on a tread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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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발된 착용형 로봇의 대다수는 고출

력 모터 및 감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고출력 모터

와 감속기는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만들어내지만 고령자가 착용하기엔 지나치게 무겁

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또한, 모터를 고정하기 위

해 금속기구부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며, 감속기

의 치차 마찰력으로 인해 토크 및 강성제어 역시

어려워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압

근육이라는 구동기가 대두되고 있다. 공압 근육은

강성과 토크를 동시에 제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게 대 파워비가 약 400:1로 모터(약 16:1)에 비

해 매우 크다.(1) 따라서 공압 근육은 가벼우면서도

보조에 필요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고

무재질의 부드러운 성질은 착용형 로봇의 유연한

구동기로서 적합하다.

최근까지 개발된 공압 근육을 사용한 착용형 로

봇들을 살펴보면, 미시건 대학의 Daniel P. Ferris연

구팀의 AFO(Ankle-Foot Orthosis)는 Soleus근육에

장착된 근전도센서로 근육의 활성도에 따라 공압

근육을 수축시켜 보행을 보조하였다.(2) 카네기 멜

론 대학의 박용래 연구팀의 착용형 소프트 로봇장

치는 다리의 생물학적 인대 구조의 기능을 모사하

여 발목관절의 자연적인 자유도를 제한하지 않으

면서 발목의 재활을 돕는다.(3) 하버드 대학의

Michael Wehner 연구팀의 경량 엑소슈트(Exosuit)는

발목관절을 보조하기위해 하반신 전체를 직물 끈

으로 감싸 인장력을 전달하는, Virtual anchor 방식

으로 개발되었다.(4)

국내의 경우, 전북대학교의 김경 연구팀의 장하

지 보조기는 발바닥의 압력센서와 무릎부분의 엔

코더로 보행단계를 검출하여 발목과 무릎토크를

보조하였다.(1) 한남대학교의 김령현 연구팀의 공압

근육 원격조정시스템은 근육경도센서와 관성센서

로 착용자의 근육강도와 관절변위를 측정하여 슬

레이브 장치가 마스터장치의 모션을 모사하면서

위치 및 근력의 세기에 따라 슬레이브 장치의 강

성을 제어해준다.(5)

앞서 조사한 기존의 보행보조로봇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근육의 활성

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 피부에 근전도센서를 부

착하고 이를 제어입력으로 사용하였으나 착용할

때마다 매번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둘째, 구동기의 효율적인 장착을 위해

발목의 자유도를 제한하도록 기구부를 설계했으

며, 이는 착용자의 피로도와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실용성도 떨어진다. 셋째, 인체에서는 보행 시 발

목관절의 회전력을 만들기 위해 종아리 하퇴삼두

근(Triceps surae muscle)과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muscle)의 상극구동(Antagonistic actuation)이 이루어

지는데,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적은 수의 구동

기로 보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근육 중 가장

큰 힘을 내는 한 개의 근육만을 보조하고 있다.

이는 실제 근육과의 유사성이 낮아지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목표로 하였다. 첫째, 근전도 센서를 사용

하지 않으면서 관절의 자유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둘째, 상극구동모델링을 적용해 앞뒤 공

압 근육의 강성과 토크를 실제 근육과 유사하게

동시 제어한다. 이를 위해 본 로봇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보행의지를 파악하

기 위해 신발밑창에 압력변위센서를 부착하고, 측

정된 압력중심과 지면반발력을 이용해 Fig. 1의 왼

쪽 그림과 같이 발목토크를 계산한다. 계산된 발

목토크의 30%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봇의 보조

토크로 설정하여 사용자의 발목 토크를 줄인다.

보조토크를 발휘하기 위해 가변강성 및 상극구동

알고리즘을 통해 공압 근육들의 참조 압력 수치를

도출하고 압력제어를 수행한다. 상극구동 알고리

즘에 필요한 상극구동모델 파라미터들은 의사역행

렬(Pseudo inverse)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개발된

로봇의 근력보조성능은 근전도 센서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공압 근육의 개념 및 선정

공압 근육은 Fig. 2와 같이 내부에 고무튜브, 겉

을 둘러싼 익스펜더 튜브 그리고 양쪽 끝단의 고

정부로 구성되어있다.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

Fig. 1 Development concept of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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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변위와 인장력을 늘리기 위해 공압 근육을 압

력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방향으로 늘

린다. 그후 공기압력이 증가하고 내부 고무튜브가

부풀면 길이방향으로 수축하면서 인장력이 발생한

다. 특히, 공압 근육은 수축이 될수록 인장력이 줄

어드는 특징이 있어서 근육의 길이를 신중하게 설

계해야 한다.(6)

Mckibben 공압 근육의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형

상 파라미터가 상수로, 수축률과 압력값이 변수로

사용된다. 그런데 Fig. 3과 같이 상극구동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한 쌍의 공압 근육이 필요하

다. 따라서, 하나의 공압 근육에 대한 인장력 모델

식을 한 쌍의 공압 근육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극구동토크식이 유도된다.(7)

θkPkτ 21Δ= -             (1)

식 (1)의 PΔ 는 두 개의 공압 근육의 압력차이

이며, 관절의 회전각은 θ 로 나타낸다. 단위는 각

각 바(Bar)와 라디안(Radian)이다. 두 공압 근육의

기준압력 0P 을 PΔ 만큼 동일하게 증감시키면 인

장력의 차이로 인해 상극구동토크가 발생하며 0P

는 기준압력으로써 강성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상수 1k , 2k 는 기존의 인장력모델을 상극구

동모델로 유도하면서 생긴 형상 파라미터들을 나

타낸다. 상극구동모델은 PΔ 와 θ 에 의해 생성되

는 토크를 나타내며 식 (1)의 물리적인 의미는 다

음과 같다. 첫번째 “ Pk Δ1 ”는 두 공압 근육의 압

력차로 발생한 토크항이다. 두번째 “ θk2- ”은 기

준압력에 비례하는 강성을 의미한다. 2k 는 0P 에

비례하는 항이다. 식 (1)에서 압력차가 없어지면

강성항만 남는다. 이는 한쪽 방향으로 외력을 가

할 경우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반대방향의 토크가

발생되는 강성의 성질과 일치한다. 식 (1)을 통해

두 개의 공압 근육으로 이루어진 관절의 강성과

토크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구동기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극구동모델링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8)

다음으로 상극구동모델을 발목관절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로봇의 성능과 이에 적합한 공압근

육의 선정 과정을 서술하였다. 첫째, 보행 시 근

력보조에 필요한 발목 최대 토크를 결정하였다.

Fig. 4는 보행 주기 시 발목관절의 내적토크 그래

프이다.(9) 1.37 m/s의 속력에서 발바닥쪽굽힘(Plantar 

flexion)시에는 약 1.5 Nm/kg, 발등굽힘(Dorsiflexion)

시에는 약 -0.3 Nm/kg의 내적토크가 발생한다. 90 

kg의 착용자를 대상으로 고려했을 때 최대 약 135 

Nm의 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약 30 %인 40.5 Nm에 안전계수 1.2를 고려하여 약

48.6 Nm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압 근육을 고려하

였다.

둘째, 선정할 공압 근육의 목표 인장력을 결정

하였다. 상극구동토크를 발생시킬 때의 두 공압근

육의 허용길이( 1L , 2L )와 발목회전축까지의 모멘

트암 길이( 1R , 2R )는 Fig. 5와 같이 보행 시 요구

되는 발목 운동범위를 기초하여 기하학적으로 도

출하였다. 그림의 상단부는 슬관절의 앞, 뒤이고

하단삼각형의 회전축 중심은 복숭아뼈이며 좌, 우

측 꼭지점은 발뒷꿈치와 발등을 나타내며, 치수는

Fig. 2 Mckibben pneumatic muscle contraction state

Fig. 3 Antagonistic actuation principle

Fig. 4 Ankle joint internal torque during gait cyc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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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고령자의 표준 무릎둘레 및 높이 그

리고 발사이즈를 참고하였다. 보행 시 발목관절의

시상면(Sagittal plane) 회전범위는 복숭아뼈를 중심

축으로 약 -10~20도이다.(9) 보조범위 역시 보행

시 발목운동범위와 동일하다 가정하고 발등굽힘

0 ~-10도, 발바닥쪽굽힘 0~20도의 범위로 설정하였

으며, 발등과 발뒷꿈치에 공압 근육을 연결하였다.

최종적으로 발목관절의 운동 시 회전축과 각 공압

근육 사이의 모멘트암을 Table 1과 같이 구하였다.

발 형상은 비대칭적인 타원모양이지만 목표 인장

력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가상의 풀리로 가정하였

다. 가상풀리 반지름을 두 모멘트암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0.1 m이다. 따라서, 앞서 구했던 필요토

크 48.6 Nm에서 목표 인장력을 환산하면 약 486 N 

이 필요하다.

셋째, 공압 근육의 길이와 종류를 결정하였다. 

Table 2는 발목 운동에 따른 각 공압 근육에 필요

한 최대 및 최소 길이이다. 선정할 공압 근육의 길

이는 연결부품의 길이까지 고려한 전체길이가 운동

범위 내에서 Table 2의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또

한, 목표 인장력 486 N을 상회하는 공압 근육을

고려해야 한다. Table 3은 Shadow robot사의 공압 근

육 종류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앞의 과정

들에 따르면 지름 30 mm 공압 근육을 사용시 목

표 인장력 486 N을 만족할 수 있고, 길이 또한 연

결 부품 길이 130 mm를 고려했을 때, 허용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로봇의 구동기로 선정하였다.

2.2 공압 근육의 수학적 모델링

공압 근육은 동일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근육의

길이에 따라 인장력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학

적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압 근육의 길이에

따른 인장력 실험으로부터 상극구동모델 파라미터

1k 와 2k 를 도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고, 의사역

행렬 방법을 이용하여 각 상수의 최적치를 얻어내

었다. 테스트플랫폼은 근육의 압력과 길이를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Fig. 6과 같이 인

장형 로드셀 및 근육길이 조절장치로 구성된다.

먼저, 근육길이를 설정하고 3바를 인가하였을

때, 인장형 로드셀을 사용하여 인장력을 측정하였

다. 근육부분만의 길이 180 mm부터 10 mm 단위로

실험하였고, Fig. 7과 같이 공압 근육의 길이가 길

수록 인장력이 높아지는 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Shadow robot사의 지름 30 mm 공압 근육의

데이터시트에서는 최대인장력을 70 kg, 약 686 N으

로 표시하였지만, 실험해본 결과 실제 인장력은

길이 220 mm에서 약 948 N까지 측정되었다. Fig. 8

을 1차 피팅하여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Variable moment arm during walking

Plantar flexion Dorsiflexion

1R 2R 1R 2R

Max 0.13 m 0.09 m 0.14 m 0.07 m
Min 0.11 m 0.07 m 0.13 m 0.06 m

Average 0.12 m 0.08 m 0.135 m 0.065 m
Virtual ankle 

radius
0.1 m

Table 2 Muscle length during gait

Dorsiflexion Plantar flexion

1L 2L

Max 0.37 m 0.41 m
Min 0.34 m 0.38 m

X [m]

0.8 0.9 1 1.1 1.2

Y
 [

m
]

0.5

0.6

0.7

0.8

0.9

1
Plantar flexion
Dorsiflexion

L
1

L
2 R

1
R

2

Fig. 5 Muscle length simulation in ankle motion range

Table 3 Specifications of shadow robot muscles

Picture Diameter
Length
(Min)

Length
(Max)

Weight
Maximum

Pull

6 mm 133 mm 150 mm 10 g 7 kg

20 mm 168 mm 210 mm 40 g 20 kg

30 mm 210 mm 290 mm 80 g 70 kg

Fig. 6 Experimental setup of a single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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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15=][ -mmlengthmuscleNForce (2)

식 (2)에서 길이 192.4 mm일 때 목표 인장력

486 N을 만족할 수 있다. Fig. 8은 공기 압력 변화

에 따른 공압 근육의 인장력 그래프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근육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압력에서

높은 인장력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약

0.5바에서는 모든 근육 길이 상태에서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원인은 공

압 근육 내부의 고무튜브에 최소압력이 인가되기

전에는 길이방향 수축이 발생되지않기 때문이라

추정하며, 이는 최소 0.5바의 압력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또한, 길이 220 mm 데이터를 1차 보간하

면 목표인장력을 만족하는 압력값이 최소 약 1.5 

바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실험을 통해 공

압 근육의 초기길이가 최소 192.4 mm, 약 1.5바

이상일 때 목표 인장력(486N)을 만족함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근육 두 개를 사용한 상극구동실험

시스템은 Fig. 9와 같이 발목 각도 조절부, 압력밸

브 그리고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참고로, 제어장치

부는 후반의 제어시스템설계 절에서 설명하였다.

발목각도조절부에는 Fig. 5에서 사용한 발 치수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상수 1k , 2k 의 추정값을 구하

는 실험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기본압력 0P

은 최대압력의 절반인 1.5바로 설정한다. PΔ 을 진

폭 1바, 주파수는 0.5 Hz로 정현파 제어한다.

PPP

PPP

Δ+=

Δ=

02

01 -
            (3)

1P , 2P 은 각 공압 근육의 참조압력값을 의미하

며 식 (3)과 같이 0P 에 대해 PΔ 만큼 증감시킨다.

회전관절부분은 Fig. 9처럼 각도조절부에서 강제발

목 각도를 고정한 후 보행범위인 -10~20도에서 5도

단위로 실험하였다. 식 (1)의 θ 는 공압 근육의 길

이와 PΔ 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Fig. 10은 PΔ 를 정현파 제어하여 두 공압 근육

의 참조압력이 변화할 때 압력추종 성능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각도가 0도일 때 PID 제어기를 통하

여 압력을 추종시켰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압력이 참조압력을 적절히 추종하고 있으나

PID 제어 이득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평균 0.147 

초의 시간 지연과 최대/최소 부근에서 소량의 오

차를 가지고 있다.

테스트플랫폼에서의 상극구동에 의한 토크는

Fig. 11처럼 인장력과 모멘트암을 이용해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 1122 θRFθRFτ rmTestplatfo -)(          (4)

식 (4)의 인장력 1F , 2F 은 인장형 로드셀로 측

Fig. 7 Max force v.s. muscle length at 3 bar

Fig. 8 Muscle tensional force v.s. pressure

Fig. 9 Antagonistic actua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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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모멘트암은 각도의 함수 형태로 기하

학적으로 도출하였다. 측정한 PΔ , θ , rmTestplatfot

데이터들을 식 (5)의 의사역행렬식을 이용하여 계

산한 결과, 상수 1k , 2k 은 각각 18.8717, -57.8347

로 최종 결정되었다. 참고로, 의사역행렬방법은 비

대칭적인 상극공압근육의 배치로 발생한 비선형성

에 최적화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

rmTestplatfo
TT AAA

k

k

PA

t

q

1

2

1 )(

][

-=ú
û

ù
ê
ë

é

D=

    (5)

추정값 1k , 2k 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극

구동의 수학적 모델로부터 얻은 토크와 실제 로드

셀로 얻은 토크의 궤적을 비교해보았다. Fig. 12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수학적 모델에 의해 계산

된 토크와 실제 토크궤적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0~10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는 약간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 Antagonistic torque verification

Fig. 13 3D CAD of robot

2.3 기구부 설계

발목근력보조로봇의 기구부는 Fig. 13과 같이 알

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한 하퇴 지지부와 신발 착용

부로 나뉘어 있다. 설계의 기본방향은 공압 근육

의 힘을 견디면서 설계의 경량화와 착용자의 발목

관절 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로봇이 하퇴

부를 감쌀 수 있도록 성인 한국인 표준수치를 고

려하여 하퇴 지지부의 무릎둘레, 신발착용부의 발

의 너비와 로봇의 높이를 설계하였다. 또한, 개인

차를 감안하여 기구부높이를 조절가능하게 하였

고,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측면에 개폐장치를 설

계하였다. 하퇴 지지부와 신발착용부에는 아이볼

트를 장착하여 공압 근육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하퇴 지지부와 신발착용부의 연결을 위해서 발

목관절의 피치 모션 및 롤 모션의 자유도를 보장

할 수 있는 볼조인트 로드엔드베어링을 Fig. 14와

같이 사용하였다. 또한, 공압 근육 제어에 필요한

Fig. 10 Antagonistic actuation sinusoidal control

Fig. 11 Ankle-type antagonistic a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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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피치 각도의 측정을 위해 Murata사의 소형

회전위치센서(SV03A)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신발

착용부와 로드엔드베어링 하부를 Fig. 14와 같이

유연한 우레탄 고무로 연결하여 발목의 자유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발목피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로봇 기구부의 총 무게는

1.06 kg으로 측정되었다.

2.4 제어 시스템 설계

본 로봇의 제어시스템과 회로부의 구성은 Fig. 

15, 16과 같다. 주제어기로써 Microchip사의 dsPIC33

을 사용하였으며, 100 Hz의 제어주파수로 발목 근

력 보조 알고리즘을 처리하였다. 또한, 공압 근육

구동을 위한 비례솔레노이드 공압 밸브의 서보 제

어는 200 Hz의 주파수로 제어하였다. 공압 밸브의

PWM주파수는 5 kHz로 설정하였다. 모든 센서신

호는 이동평균필터 또는 10 Hz의 저역 필터를 적

용하였고, 12 bit-A/D 컨버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값

으로 변환하였다.

비례솔레노이드 밸브는 공급 밸브로 Parker 사의

MDPRO(Orifice: 1.27 mm)와 배기 밸브로 HFPRO

(Orifice: 1.78 mm)를 선정하였다. 두 모델 모두 2-

way 경량화된 소형밸브로서 착용형 로봇에 적합

하다. 밸브의 유속은 압력차이와 공급밸브와 배기

밸브 사이의 비대칭적인 유속으로 인해 느려진다.

특히, 본 로봇은 상극구동의 구조를 사용하기 때

문에 배기유속이 느리면 전체 구동 속도가 느려진

다. 이는 공급 압력과 공압 근육내의 압력 차이에

비해 배기 시 공압 근육내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가 더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상

하기위해 공급 밸브는 한 개로 하고, 배기 밸브는

두 개로 사용하였다.(10)

보행 시 발목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신발밑창에

FSLP(Force Sensing Linear Potentiometer)센서를 Fig. 

17과 같이 배치하였다. FSLP 센서는 보행 시 발바

닥면에 대한 압력 중심의 이동경로를 참고하여 배

치하였다.(9)

weightCoPankle WXτ •=            (6)

FSLP센서는 압력의 중심 위치( CoPX ) 및 하중

( weightW )을 동시에 측정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발

목 토크( ankleτ )를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발목 각도와 토크의 양의 방향은 Fig. 17의 오른

쪽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Fig. 14 3D CAD of ankle measurement sensor

Fig. 15 Control system diagram of the robot

Fig. 16 Photograph of control system

Fig. 17 FSLP sensor in i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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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근력보조 로봇의 착용사진을 Fig. 18에 나타내

었다.

3. 제어 알고리즘

공압 근육의 상극구동모델을 사용한 발목근력보

조로봇의 근육제어블록도를 Fig. 19에 나타내었다.

우선, 보행 시 상극구동제어를 위해 필요한 입력

들은 0P , ankleτ , ankleθ 이며, 각각 공압 근육의 기

본 압력, 발목토크 그리고 발목각도를 뜻한다. 이

러한 입력들은 상극구동모델에 적용되어 refPΔ 가

계산되며 다시 식 (3)을 이용하여 두 공압 근육에

대한 참조압력값
ref

P1 , 
ref

P2 으로 변환된다. 최종적

으로, 참조압력을 추종하기 위해 PID제어를 통해

밸브를 구동한다. 추가적으로 공기압의 빠른 추종

을 위해 PID제어기의 출력값의 부호에 따라 적용

될 밸브를 선택하고 피드포워드제어를 수행한다.

피드포워드는 refPΔ 의 절대치에 실험적인 비례이

득 ffk 을 곱하여 제어입력에 더하여 적용된다.

3.1 가변 강성보조 제어

인간의 관절은 두 개 근육의 장력을 조절하여

토크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일반적으로 발에 작용하는 하중과 토크에 비

례하여 관절의 강성이 높아지게 되며,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착용자의 관절 강성

을 보조하기 위해 두 개 공압 근육의 기본 압력

0P 를 제어하였다. 참고로,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이 기본 압력 0P 는 인공 근육 관절의 강성과 비

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ankle

ankle
pweightp kWkP

q

t

D

D
+= 210        (7)

식 (7)의 물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항은 발에 하중이 가해지면 신체를 지탱하기 위해

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모방하기 위함이며, 두 번

째 항은 보행 시 착용자의 발목 강성의 변화를 반

영하기 위함이다. 1pk , 2pk 는 각각 발 하중과 발

목 강성에 대한 비례게인으로서 공압 근육의 최대

압력인 3바를 넘지 않기 위해 절반인 1.5바 내외

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각각의 계수는 0.01667, 0.0005이다.

3.2 상극구동모델기반 토크 보조 제어

착용자의 발목 토크 보조를 위하여 가변강성보

조 제어로 결정된 기본 압력에 공압 근육의 상극Fig. 18 Photograph of developed ankle assistive robot

Fig. 19 Muscle contro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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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모델을 적용하여 발목 토크 보조 제어를 수행

하였다. 상극구동모델인 식 (1)를 PΔ 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
=Δ

k

θkτ
P

ankleref
ref            (8)

위의 식에서 보행 시 측정된 발목 토크( ankleτ )

의 30%를 참조토크 refτ 로 정하였다. 보행 시 참

조 토크와 발목각도를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refPΔ

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때 2.3절에서 실험

적으로 결정된 1k , 2k 를 사용하였다.

Fig. 20에서는 평지보행 시 계산된 발목 토크와

발목 토크의 30%로 계산된 참조 토크 그리고 발

목 각도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면을 밀어낼 때 발목 각도가 상승하면서 동

시에 발목 토크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식

(8)에 실시간으로 입력된다.

Fig. 21은 식 (3)에서와 같이 refPΔ 와 0P 로부터

계산된 두 공압 근육의 참조압력값(
ref

P1 , 
ref

P2 )을

실제 압력(
act

P1 , 
act

P2 )이 추종하는 것을 보여준다.

참조압력값은 최소 인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2.3 절에서 언급되었던 최소 참조압력값을 0.5 바

로 설정하였다.
act

P2 의 압력 추종속도가 낮은 것

은 선정한 입력 밸브의 유속에 비해 보행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보행 실험

4.1 실험방법

본 절에서는 개발된 발목근력보조로봇의 근력보

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0, 5, 10도 경사에서 보행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피실험자가 트레드밀

에서 1km/h 속도의 전진보행 중 근전도신호를 측

정하였다. 또한, 발목근력보조성능의 변별력을 위

해 각 실험 경우마다 20 kgf 무게의 가방을 착용

하고 보행실험을 수행하였다. BTS바이오엔지니어

링사의 POCKET EMG 근전도센서를 사용하였으

며, Myolab프로그램을 통해 신호처리를 하였다. 각

근육별로 정류(Rectification) 및 적분(Integration)한

후 RMS(Root-mean-square)값을 구하였다. 각 실험

경우마다 4회 수행하였고, 보행 시마다 특정 구간

을 설정하여 각 구간별 평균 RMS값들로 근력보

조성능을 비교하였다. 근전도 센서는 앞정강근

(Tibialis anterior)과 가자미근(Soleus)에 Fig. 22와 같

이 부착하였다.

4.2 보행중 근전도실험 및 결과

Fig. 23은 평지와 경사 5, 10도에서 개발된 로봇

을 착용하고 보행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실내용

런닝 머신에 경사도를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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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nkle & desired torque during level walking

Fig. 21 Pneumatic pressure PID control

Fig. 22 EMG sens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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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대해서 관찰해보면, Fig. 24(a)에서 발뒷꿈치

가 땅에 닿으면 종아리 앞 공압 근육의 압력이 상

승되면서 발등굽힘 방향으로 보조를 시작한다. 또

한, Fig. 24(b)에서 발이 발바닥쪽굽힘 방향으로 지

면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종아리 뒤 공압 근육이

최대 참조압력값까지 계속 수축하면서 발뒷꿈치를

당겨주게 된다. 보조 후 다음 걸음을 위해 발바닥

이 지면과 떨어지면 최소 참조압력값으로 복귀한

다. 실험동영상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

다.(11) 참고로, Fig. 25에 20 kgf 가방을 매고 평지보

행 시 로봇 착용유무에 따른 근전도 신호를 예시

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을

착용했을 때 근전도 신호의 피크치가 매우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하 구간에서는 오

히려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그 원인은

로봇 착용에 의한 하중증가와 압력 추종 지연에

따른 공압근육 내의 압력이 착용자로 하여금 저항

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측정된 근전도신호를 발목근력보조로봇의 착용

유무와 경사각도에 따라 Fig. 26, 27에 도시하였으

며, 결과치들을 Table 4, 5에 정리하였다. 우선, 

Payload가 없을 때, 평지보행 시 앞정강근과 가자

미근의 근전도 RMS 수치가 45%, 1.3% 가량 줄어

들었다. 평지에서는 가자미근의 보조 성능이 거의

없었으나 경사 5도에서 51%, 13%가 줄어들었고,

10도에서는 40%, 11%가 줄어들었다. 특히, 20kgf의

Fig. 23 Snapshots of level & slope walking

Fig. 24 Muscle contraction state dur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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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MG signal during level walking with a payload               
of 20kgf

Fig. 26 EMG comparison during walking

Fig. 27 EMG comparison during walking with a
payload of 20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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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착용하고 실험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가자

미근의 근력향상효과가 평지와 경사보행 모두에서

높았다. 평지보행 시에는 앞정강근과 가자미근의

근전도 RMS 수치가 각각 35%, 32% 줄어들었으며

경사 5도에서 22%, 26%, 10도에서 29%, 27%로 줄

어들어 개발된 로봇이 착용자 근력의 약 30%를

보조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공압 근육의 상극구동모델링를 응용

한 발목근력보조로봇의 개발에 대해서 서술하였

다. 신발밑창에 압력변위센서를 부착하여 발목토

크를 계산하였고, 상극구동모델로 도출된 참조압

력값을 추종하도록 공압 근육의 압력제어를 수행

하였다. 또한, 공압 근육 관절의 강성과 토크를

실제 근육과 유사하게 동시 제어하였다. 상극구

동제어에 필요한 상수들은 의사역행렬방법을 통

해 유추하였다. 최종적으로 트레드밀에서 평지, 

경사보행 시 Payload에 따라 근전도를 측정했고, 

이를 통해 발목근력보조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

하였다.

선정된 공압 근육은 그 특성상 힘과 공기소모량

이 필요이상으로 높아 빠른 속도에서의 추종에 한

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압 근육을 직접 제

작하여 보행속도와 힘이 같이 고려된 로봇을 개발

할 것이다. 또한, 공압 밸브와 공압 근육 압력사이

의 수학적 모델을 시스템식별실험을 통해 추가하

여 공압 추종 제어 성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마

지막으로 비대칭적인 발목의 형상으로 인해 발생

하는 비선형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하학적 요소를

고려한 비대칭적 상극구동모델에 대해 연구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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