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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의료분야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

어나고 있다. 그 중 재활치료 로봇은 의료용 로봇

시장의 10 %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

90년대 초반 재활치료용 로봇으로 시작된 로봇 연

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록히드마틴, 도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들

및 한국의 현대차 등도 재활치료용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화제가 되고 있

다. 미국 헬스케어 전문 조사기관 윈터그린의 리

Key Words: Walking Rehabilitation(보행재활), Wearable Robot(착용 로봇), Legged(족형)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하지 보행 장애를 가진 환자가 사용하는 크러치에 로봇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타

입의 착용식 족형 보행 재활 로봇에 대해 서술하였다. 개발된 로봇의 주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

다. 첫 번째, 착용 방식의 특징으로서, 팔꿈치에 착용하여 환자를 보조하는 엘보 크러치와 달리 환자의

가슴부에 족형 로봇을 착용함으로써 보행 시 넓은 가슴 면적으로부터 하중을 분산시키고 팔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을 제거하였으며, 팔과 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였다. 두 번째, 사용자의 보행 의지를 파악

하는 방법으로서, 족형 로봇의 발에 부착된 3축 힘센서를 이용하여 지면 반발력의 크기와 방향으로부터

사용자의 보행의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가슴 착용형 로봇을 보행시켰다. 마지

막으로, 계단 보행을 위한 근력 강화 방법으로서, 둔턱을 오르내리는 근력 훈련이 가능하도록 바닥 높낮

이에 따라 상하 운동 궤적이 변화할 수 있는 둔턱 보행 기능을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로봇이

보행 의도를 인지하고 로봇 다리로부터 보행 보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하지 근전도 측정을 통하여 보행 시 로봇이 하지 근력을 보조하는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novel type of a walking rehabilitation robot that applies robot technologies to crutches 
used by patients with walking difficulties in the lower body. The primary features of the developed robot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developed robot is worn on the patient's chest, as opposed to the conventional elbow crutch 
that is attached to the forearm; hence, it can effectively disperse the patient's weight throughout the width of the chest, 
and eliminate the concentrated load at the elbow. Furthermore, it allows free arm motion during walking. Second, the 
developed robot can recognize the walking intention of the patient from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the ground 
reactive forces. This is done using three-axis force sensors attached to the feet of the robot. Third, the robot can perform 
a stair walking function, which can change vertical movement trajectories in order to step up and down a single stair 
according to the floor height. Consequently, we experimentally showed that the developed robot can effectively 
perform walking rehabilitation assistance by perceiving the walking intention of the patient. Moreover we 
quantitatively verified muscle power assistance by measuring the electromyography (EMG) signals of the muscles of 
the lower 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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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에 따르면 2014년 로봇재활의 시장 규모는 4

억3300만 달러(약 5000억원)이며 2020년에는 18억

달러(2조600억원)으로 400 % 이상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1)

로봇 재활은 크게 환자 치료용과 보조용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치료용으로는 상지운동 재활, 하지

운동 재활, 보행 재활 등이 지속적인 연구로 점차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지의 재활을 목

적으로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다. 먼저, 말

단장치 타입의 재활로봇으로서, 독일 Fraunhofer 

대학의 Haptice walker라는 보행 재활 로봇이 개발

되었다. 각 발판이 3자유도를 가지는 구조로 설계

되었고, 상체를 하네스를 이용하여 들어올린다. 또

한, 6축 Force/Torque 센서를 이용하여 계단, 경사

로 등의 다양한 보행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

하다.(2) 규슈산업대학의 Kanta Aoki 외 6명은 사용

자 하지와 로봇이 연결되는 발 패드에 장착되어

있는 압력센서와 마이크로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

의 의도를 파악하고 궤적 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하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한다.(3) 현대 중공업

중앙기술원의 한정우 외 1명은 보행 재활 중 중력

방향 토크 보상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였다. 발

목에 작용하는 중력방향 토크를 보상하기 위해, 

압축 방향에 대한 반발력을 가지는 가스 스프링을

적용하였다.
(4) 바퀴형 보행 재활 보조 로봇으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정엽 외 1명은 유아보행

기 및 전동휠체어 메커니즘을 융합한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했다. 가변저항 및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정확한 보행 추종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

용자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팔의 자유도를 보장

하였다.(5) Lifang Ma 외 5명은 자체 개발한 sleeve-

rod 메커니즘이 장착된 손잡이와 사용자와 로봇

사이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laser range finder를 통

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

는 aid-robot을 개발하였다.(6) Trinity College에서 개

발한 PAM-AID(Personal Adaptive Mobility AID for the 

frail visually impaired)는 자전거 핸들과 같은 양의

손잡이를 통해 로봇을 제어하는 전략을 선택하였

다.(7) 마지막으로 외골격형 보행 재활 로봇으로서, 

스위스 Hocoma사는 Lokomat이라는 보행 재활 로

봇을 개발하였다. 골반부에 2개, 무릎에 2개의 구

동부를 가지는 트레드밀 훈련기구이며, Lokomat의

엉덩이와 무릎 관절은 외골격 구조로 구동기에 의

해 작동된다.(8)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Cowalk를 개발하였다. 골반의 자연스

러운 움직임을 위해 4축 자유도를 포함해 총 14개

의 자유도를 가진 외골격 로봇과, 트레드밀 등으

로 구성되어 있는 재활 로봇이며, 로봇무게의 영

향을 줄이기 위해 중력보상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9)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대학에서는 Active 

Leg Exoskeleton(ALEX)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하

였다. 일종의 ‘가상 벽’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Force-field controller를 적용하여 환자의 다리가 계

획된 궤적을 따라 보행하도록 제작 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보행 재활을 하는 동안 사용자의 보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설

치 되어 있다.(10)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하지의 보행 재활 로봇

들은 척추 손상 혹은 반신 마비 환자와 같이 중증

환자를 위한 보행 재활 로봇이 대부분이다. 반면, 

엘보우 크러치나 손잡이 역할을 하는 이동 보조

레일바 등의 재활 및 보조 기구가 필요한 다소 경

증 환자에게 필요한 보행 재활 로봇의 개발은 미

비한 상황이다. 그런데, 엘보우 크러치나 이동 보

조 레일바를 이용하여 보행 재활을 수행하는 경

우, 사람의 체중이 팔에 집중되어 힘이 약한 고령

및 노약 환자에게는 장시간 치료가 불가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언급된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착용형

보행 재활 보조 로봇을 개발하였다.

2. 본 론

2.1 개념 설계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족형 재활

보조 로봇의 개발 컨셉은 가슴 착용 방식의 양 손

자유도 보장, 자동적인 사용자 보행의지 파악, 평

지뿐만 아니라 계단 보행 재활을 위한 4족 보행

보조라고 할 수 있다(Fig. 1 참조). 구체적으로, 첫

째, 엘보우 크러치로부터 보행자가 겪는 팔의 부

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양팔 운동이 가능

Fig. 1 Development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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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가슴 착용형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이동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슴부 압력센서와 지지다리 끝점에 부

착되어 있는 3축 힘 센서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로봇의 지지다리를 구동하였다. 이때, 지

지다리의 궤적은 선형구동기와 회전 구동기를 동

시에 이용하여 구동함으로써 회전 관절에 부과되

는 피크 토크를 최소화하였다. 셋째, 3축 힘 센서

를 이용해 현재 보행중인 지면의 높낮이를 파악하

여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 보행 훈련을 위한 둔턱

상하강 보행 재활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

족 보행 운동으로부터 보행 안정성을 높였다.

2.2 기구부 설계

Table 1과 Fig. 2는 개발된 로봇의 사양 및 3D 

모델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치수는 우선, 사람의

평균적인 가슴너비에 맞춰 로봇의 너비는 300 mm

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지다리 제어 시, 사용자

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지다리를 가슴

부로부터 전방으로 약 200 mm 이격시켰고, 선형

구동기의 운동 반경을 고려하여 전후 깊이는 400

mm로 설계하였다. 또한, 키가 160~180 cm의 사용

자가 로봇에 의지 시 평균적으로 필요한 지지높이

를 고려하여 가슴부의 높이를 1,320 mm로 선정하

였으며, 지지다리의 길이는 둔턱에서의 보행제어

를 위해 1,480 mm로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보

다 안정적인 사용자 지지를 위해 지지다리를 양쪽

으로 8도 경사지도록 설계하였다. 다리부의 경우,

일반적인 2자유도 직렬연결형 회전구동식 링크 메

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링크 메

커니즘 구조는 Fig. 3(a)와 같이 두 개의 회전 구동

기로 구성되어 사람의 다리 모션을 모사하기에는

편하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된 Joint 1에 높은

토크가 작용하여 대용량의 모터와 감속기가 요구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g.

3(b)와 같이 회전구동기와 선형 구동기의 조합으

로 구동부를 설계하여 구동부 높이를 다리 중심부

에 위치시켰고, 보행 시 회전 구동기에 작용하는

최대 토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선

형 구동부의 설계 구조는 지지다리에 체중이 가해

질 시 선형 구동기에 반지름 방향의 힘이 작용하

여 회전축이 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 4(a)

와 같이 가이드를 설계하였다. 선형 구동기의 회

전축 양쪽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지지봉 두 개를

장착하였고, 이동 블록과 지지봉 사이에 반지름

방향의 유격을 두어 반지름 방향의 하중이 가해져

도 선형 구동기의 회전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축 방향 힘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 

4(b) 참조).

다음으로, 로봇의 안정적인 지지와 양쪽으로 8

도 경사지도록 설계된 지지다리의 구동을 위해

DC 모터 축을 Fig. 5(a)와 같이 로봇 가슴부의 하

단부에 같은 각도만큼 경사지도록 설계하였다. 가

슴부의 공간 최소화를 위해 하모닉기어를 전방으

Table 1 Overall specification of the developed robot

Dimension 300mm x 400mm x 1480mm

Weight 12 kgf

Battery LI-po 24V 5Ah

Actuator
24V Maxon DC motor 60W×2

(24V Maxon BLDC 50W motor + Spindle 
drive GP 32 S Trapezoidal)×2

Motor 
Controller

CUBE-BL2408-DID 200W
CUBE-DC2404-DIK 100W

Reduction 
Gear

Harmonic gear
(CSF-11-100-IU-F×2, 100:1)

Timing-
belt ratio

1.5:1

Main 
Controller

dsPIC33FJ128MC804

Sensors
Pressure sensor (FSR)×2 , 

3-axis force sensor×2

Fig. 2 3D model of the developed robot

Fig. 3 (a) Conventional leg mechanism (b) Proposed le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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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격시켜 설계하였고, 토크를 추가 증가시키기

위해 DC 모터의 출력축과 하모닉 감속기 입력축

사이를 1.5:1의 감속비를 갖는 타이밍풀리와 벨트

를 장착하였다. 선형 구동기부에서는 스핀들 드라

이브에 결합되어 있는 플린지에 지지다리를 조립

하여 지지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하였다.

보행 시 견고한 다리부의 지지를 위하여 페루프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6과 같이 전방과 측

방에서의 프레임을 ‘ㅁ’자로 배치하여 착용자의

체중이 다리부에 가해져도 다리가 견고하게 지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a)는 로봇의 지지다리

로서, 엘보우 크러치의 역할을 대체한다. 지지다리

의 상단은 Fig. 7(b)와 같이 레일로 설계되어 있으

며, Fig. 6에서 슬릿 서포터부에 장착되어 있는 베

어링과 접촉하여 지지다리의 원활한 슬라이딩 운

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Fig. 7(c)는 다리 구조물의

이음부로써 로봇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

유연성과 착용성을 높이기 위해 MC 나일론 재질

로 제작하였으며, 사용자의 신장에 맞도록 지지다

리의 길이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지

다리의 하단의 끝점에는 3축 힘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자의 보행 의도와 지면의 높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8을 통해 개발된 로봇 착용 모

습을 나타내었다.

2.3 구동기 및 감속기 선정을 위한 해석

로봇 구동을 위해 사용할 감속기와 구동기의 용

Fig. 4 (a) Cross-section diagram of linear actuation part 
(b) Unaffected linear actuation in spite of radial 
force (c) Design of linear actuation mechanism

Fig. 5 (a) Photograph of the rotary mechanism design
(b) Photograph of the linear mechanism design

Fig. 6 Closed-loop mechanism design

Fig. 7 (a) 3D design of a support leg (b) Upper rail part 
(c) MC nylon parts for adjusting leg’s length (d) 
3-axis force sensor at leg’s end-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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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otograph of the developed robot

Fig. 9 Required velocity of linear motor during walking

량을 결정하기 위해 속도 및 힘 해석을 수행하였

다. 먼저, 보행 주기에 맞는 회전 및 선형 구동기

를 선정하기 위해 속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속도

해석에 필요한 최대 보폭, 높이 및 보행주기를 고

려하였으며, 본 로봇이 보행하기 위한 둔턱의 목

표 높이를 100 mm, 로봇의 최대 보폭을 250 mm으

로 선정하였다. 최대 보폭은 엘보우 크러치를 착

용하고 보행 보조를 받을 시 걷게 되는 평균 보폭

값이다. 또한, 보행 재활중인 환자의 느린 보행 주

기를 고려하여 로봇의 보행 주기를 안정적인 보행

재활 및 보조를 위해 3초로 가정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궤적 계획에 의해 모터를 구동하였을 시

최대로 필요한 선형 구동기의 최대 속도는 약 150

mm/s이다(Fig. 9 참조). 다음으로, 힘 해석을 실시

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다. 사용

자가 로봇을 착용한 후 보행 시 하나의 지지다리

에 의지하고 있고, 선형 구동기의 축이 지면과 수

평을 이루고 있을 경우 가장 큰 반발력이 작용한

다. 지면에서 구동기까지의 높이를 H, 수평거리를

R, 사용자가 로봇에 가하는 수직방향의 힘을 �� , 

수평방향의 힘을 �� , 이 두 힘에 반하는 힘을 각

각	��� , ���이라고 명명 하였을 때, 구동부에 필요

한 힘과 토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1)

Fig. 10 Force analysis

�� = ��� , �� = ��� (2)

하나의 로봇 다리만으로 착용자를 지지할 때,

R= 0.25 m, H = 1 m, 30 kgf가 지지다리의 길이 방향

으로 지면에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길이방향 하

중은 73 kg 체중의 사람에 의해 실험적으로 도출

하였음.), ��� = 76 N, ��� = 284 N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전 구동기의 필요 구동 토크는 식 (1)

의해 5 Nm, 선형 구동기의 필요 힘은 식 (2)에 의

해 76 N이 된다. 회전 구동기의 경우, 1.5:1의 기어

비를 갖는 타이밍 풀이와 100:1의 기어비를 갖는

감속기에 의해 회전 구동기의 모터가 생성해주어

야 하는 토크는 33.33 mNm가 되며, 안전계수 1.2

를 고려하면 40 mNm가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모터

토크치가 된다. 이에 적합한 구동기로서, 공칭 토

크가 약 85.6 mNm인 60 Watt 급 24V 전압의

Maxon RE30을 선정하였다. 감속기는 높은 토크

전달 능력을 가지고 백래쉬가 없는 하모닉 기어를

선정하였다. 하모닉 기어의 타입은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미니 CSF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이

모델은 최대허용토크가 25 Nm로서 힘 해석을 통

해 계산된 회전 구동기에서 요구하는 최대 토크 5 

Nm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작용되는 토크를 감당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형 구동기의 경우, 최대

출력 속도가 186 mm/s이고, 최대 이송력이 216 N

인 Maxon사의 Trapezoidal 스핀들 드라이브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스핀들 드라이브와 결합하여 사

용할 회전식 모터에 요구되는 토크는 24.3 mNm이

다. 이에 알맞은 모터로서, 정격 토크가 52.7 mNm

인 50 Watt 급 24V 전압의 Maxon BLDC 모터인

EC-i 40을 선정하였다.

2.4 제어 시스템 설계

본 로봇의 제어 시스템은 Fig. 11과 같이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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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주 제어기는 마이크로칩 사의 dsPIC를 사용

하였다. 2개의 BLDC모터와 2개의 DC모터를 이용

하여 양 지지다리의 모션을 생성하였고, 각각의

모터는 로보큐브테크 사의 200Watt급 BL2408와

100Watt 급의 DC2404 모터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

어하였다. 각각의 모터 제어기는 두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기반한 보행 재활 알고리즘으로부터 모

터의 위치를 실시간 제어하며, 제어 주파수는 100 

Hz이다. 주 제어기는 압력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로봇 착용 유무를 판단 후 보행 재활 보조를 실시

하고, 지지다리 끝에 부착되어 있는 3축 힘 센서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보행 의지를 예측

하고 임피던스 제어에 사용되며, 현재 지면의 높

이를 계산한다. 각 모터의 위치제어와 3축 힘 센

서의 데이터는 CAN 통신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압력센서와 현재 지면의 높이 및 종류와 배터리

잔류량 등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LCD와 압력센

서의 데이터는 시리얼 통신과 A/D 변환을 통해

처리하였다. Fig 12는 실제 제작된 제어 시스템을

나타낸다.

2.5 로봇 제어 알고리즘

2.5.1 다리 구동 알고리즘

우선, 본 로봇의 다리 구동 알고리즘을 Fig. 13

에 나타내었다. 사용자에 의해 지지다리의 구동에

필요한 보폭과 높이가 선정되면, 사용자를 지지하

기 위한 홈 위치로 다리가 이동한다. 그리고, 착용

자가 로봇에 기대었을 경우를 인지하기 위하여,

가슴부 양쪽에 부착된 압력센서의 값이 각각 10 N 

값 이상일 경우에만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다음으

로, 발 착지 높이로부터 착용자가 평지 보행인지

둔턱 보행인지를 구분한다. 그 이유는 평지 보행

과 둔턱 보행의 판단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

행 의도 판단 조건으로부터 5초 이상 보행 의도가

없을 경우 앞으로 내디뎠던 로봇 다리를 원 위치

로 복귀되며, 만약, 착용자의 보행 의지가 파악되

면 파악된 조건으로부터 로봇의 오른다리 혹은 왼

다리를 내딛게 된다.

사용자의 보행 의지를 효과적으로 판별하기 위

하여, 로봇의 양 지지다리 끝 점에서 발생하는 지

면 반발력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각 다리의 끝점에 광학식 3축

Fig. 11 Control system diagram of the robot

Fig. 12 Photograph of the control system in a chest part

Fig. 13 Flow chart of the leg driving algorithm

Fig. 14 Measurement of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ground reaction force using 3-axis forc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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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센서를 부착하였고, 이로부터 지면 반발력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하였다(Fig. 14 참조). 그 다음

으로 양 발의 반발력의 크기와 방향의 차이를 이

용하여 보행 의도 판별 조건을 실험적으로 도출하

였다. Fig. 15와 Fig. 16은 수평축이 양 발 지면 반

발력 크기의 차이이고 수직축이 양 발의 지면 반

발력 벡터의 방향 차이일 때 평지와 둔턱에서의

보행 의도 판별 영역을 나타낸다. Fig. 15의 (a) 영

역과 Fig. 16의 (d) 영역은 착용자가 로봇의 오른쪽

지지 다리에 기대었을 경우로 판단하여 로봇의 왼

쪽 다리를 전방으로 내딛게 된다. Fig. 15의 (c) 영

역과 Fig. 16의 (f) 영역은 이와 반대로 착용자가

로봇의 왼쪽 지지 다리에 기대었을 경우로 판단하

여 로봇의 오른 다리를 전방으로 내딛게 된다. 또

한, 착용자가 보행의지 없이 로봇에 의지하고 있

다면 Fig. 15의 (b)와 Fig. 16의 (e) 영역에 센서 값

이 존재하게 된다. 각각 영역 판별 조건 식 (3)과

같다.

ï
ï

î

ï
ï

í

ì

<>

->-<

<>

->-<

5075:)(

5075:)(

50100:)(

50100:)(

yandxf

yandxd

yandxc

yandxa

          (3)

위 식 (3)에서 x는 오른쪽 지지다리의 힘 벡터

의 크기와 왼쪽 지지다리의 힘 벡터의 크기의 차

이고 y는 각도의 차이다. Fig. 13에서 지지다리의

보행 운동 블럭 중 오른쪽 지지다리의 보행 운동

블럭(Movement of right leg according to each ground)

의 내부 구조를 Fig. 17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내었

다. 오른쪽 지지다리는 궤적계획에 따라 3초에 걸

쳐 사용자가 지정한 보폭과 높이에 따라 전방으로

내딛는다. 먼저, 로봇 발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

기 전에 3축 힘 센서의 값이 10 N 이상 측정될 경

우 로봇은 지면에 이른 착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리의 구동을 정지시키며, 착지 지면의 높이를

계산한다. 착지 높이가 50 mm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둔턱을 오르는 알고리즘이 작동되며, 50 mm

이하일 경우 일반 평지를 보행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 작동된다. 다음으로, 로봇 발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힘 센서에 힘이 측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 평지를 보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작동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왼쪽 지지다리의 보

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5.2 임피던스 제어

사용자가 로봇의 지지다리에 의지 시 로봇이 유

연하지 않다면 착용감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안

정적이고 유연한 보행 보조를 위해 3축 힘 센서를

통해 측정된 수평 x축과 수직 z축 힘을 이용하여

로봇에 임피던스 제어를 적용하였다. x축과 z축에

적용된 2개의 가상 스프링 댐퍼 모델을 Fig. 18을

통해 나타내었다. 각 수학적 모델은 식 (4),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4)

�� =̈ −��� − ��� +̇ ��             (5)

k = Spring stiffness (N/m)

Fig. 15 Condition of walking intention of normal ground

Fig. 16 Condition of walking intention of stair climbing
Fig. 17 Flow chart of the movement of right leg 

according to each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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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irtual spring-damper models

Fig. 19 Geometric inverse kinematics

c = Damping coefficient (N∙s/m)

식 (4)에서 ��는 지지다리에 부착된 3축 힘 센

서로 측정되는 수평 지면 반발력이다. m(= 2.3 kg)

은 지지다리의 무게이고, k(= 230 N/m)는 스프링 강

성이고, c(= 46 N∙s/m)는 감쇠 계수 값이다. 식 (4)는

식 (6)과 (7) 같은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출력 y는 발의 수평 위치에 더해진다.

같은 방식으로 수직 방향의 임피던스 제어 역시

수행된다.

��̇
�̈
� = �

0 1
�

�

�

�

� �
�
�̇
� + �

0
�

�

� ��            (6)

        � = [1 0] �
�
�̇
�                 (7)

2.5.3 역기구학

지지 다리의 경로 계획에 따른 선형구동기와 회

전 구동기의 변위 및 각도를 구하기 위해 역기구

학식을 도출하였다. Fig. 19는 역기구학식을 형태

학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변수와 상수 설정을 나

타낸다. 먼저, H = 1,320 mm, ��= 1,015mm, ��= 280

mm로 치수가 결정되었으며, 선형 구동기의 변위

를 �� , 회전 구동기의 각도를 �� , 경로 계획에 의

한 발끝 좌표를 각각 (�� , 	��)	라고 하였다. 첫째,

경로 계획에 의해서 발끝 좌표가 정해지면 ��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식 (8),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20 Snapshots of normal ground walking

(�� + ��)
� = (� − ��)

� + ��
�      (8)

�� = �(� − ��)
� + ��

� − ��        (9)

둘째, 식 (8), (9)에 의해 구한 ��과 �� 그리고

사이각 ��을 코사인 법칙에 대입하면 선형 구동기

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2���� cos��     (10)

마지막으로, 회전 구동기의 각도 ��는 삼각함수

를 이용한 식 (11), (12), (1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 �� sin��              (11)

�� = ���
� − ��

�             (12)

�� = atan2(��,	��)           (13)

2.6 구동 실험 및 데이터 분석

2.6.1 보행 실험

앞서 제안된 구동 알고리즘을 개발된 로봇에 적

용한 후 두 가지 보행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

째 실험은 일반 평지 보행 실험으로써, 로봇 발끝

3축 힘 센서만 사용하여 착용자의 보행 의도를 파

악한 후 보행 재활 보조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Fig. 20은 평지에서의 보행에 대한 스냅샷을 나타

낸다. 각각의 다리에 부착된 3축 힘 센서를 통하

여 계산된 힘 벡터의 크기와 각도 값에 의해 착용

자의 보행을 인지하고 이에 맞춰 오른발과 왼발이

전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평지 보행으로

인한 두 지지다리의 보행 전진 변위와 로봇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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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전진 변위를 Fig. 21을 통해 나타내었고,

두 지지다리의 수직 변위와 로봇 몸통 중심의 수

직 변위의 변화량을 Fig. 22에 나타내었다. 각 그

래프에서 RF는 오른 다리, LF는 왼 다리 그리고

BC는 몸통 중심을 의미한다. 또한, 아랫 첨자 x와

z는 각각 전진 변위와 수직 변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실험은 둔턱 보행 실험으로써, 3축 힘

센서만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보행 의도를 파악하

고, 지면의 높이를 계산하여 높이 10 cm인 둔턱을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 보았다. 먼저, Fig. 

23은 사용자가 둔턱 보행에 대한 스냅샷을 보여준

다. 스냅샷 1번, 2번은 사용자가 오른발을 내딛은

후 로봇의 왼쪽 지지다리가 둔턱에 올려진 스냅샷

이다. 사용자가 왼발을 내딛은 후 로봇의 오른쪽

지지다리가 둔턱 위에 위치하는 모습을 스냅샷 3

번, 4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용자가 둔턱에

오른쪽 다리를 내딛은 후 로봇의 왼쪽 다리가 전

진한 모습을 스냅샷 5번, 6번에 나타내었다. 스냅

샷 7번, 8번을 통해 둔턱으로 상승하기 위해 사용

자의 왼발이 전진된 후 로봇의 오른쪽 다리가 이

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 24는

사용자가 둔턱에서 하강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사

용자가 오른발을 전진한 후 로봇의 왼쪽 지지다리

가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3축 힘 센서의 수직력이

측정되지 않아 로봇은 둔턱에서 하강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실행하였다. 왼쪽 지지다리를 지면에 접

촉될 때까지 하강하는 도중 힘 센서 값이 측정되

어 동작을 멈춘 상황을 스냅샷 1번, 2번, 3번을 통

해 나타내었다. 스냅샷 4번, 5번, 6번은 스냅샷 1번,

2번, 3번과 같은 상황에서 로봇의 오른쪽 지지다리

에 둔턱 하강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냅샷이다. 두

지지다리가 둔턱을 하강하기 위해 구동된 후, 사

용자가 안정적으로 둔턱을 하강하기 위해 로봇이

착용자 지지 높이를 낮추는 모션이 수행된 모습을

Fig. 21 Forward trajectories of robot feet and body 
during walking on the normal ground

Fig. 22 Vertical trajectories of robot feet and body 
during walking on the normal ground

Fig. 23 Snapshots of stair climbing walking

Fig. 24 Snapshots stair descend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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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7번, 8번, 9번에 나타내었다. 스냅샷 9번, 10

번, 11번, 12번에서 로봇이 사용자의 지지하는 거리

를 유지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보행 보조를 하기

위해 착용자는 둔턱 위를 보행하고 로봇은 지면에

서 보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스냅샷

13번에서는 둔턱에서 사용자가 오른쪽 다리를 지

면에 내딛고, 스냅샷 14번에서 로봇의 왼쪽 지지

다리가 보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둔턱에서 완전

히 하강하기 위해 사용자가 왼발을 지면에 내딛

고, 로봇의 오른쪽 지지다리가 보행되는 모습을

스냅샷 15번, 16번, 17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냅샷 18번은 계속해서 사용자가 보행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둔턱 보행으로 인한 두 지지다리의

보행 거리와 사용자의 보행 거리를 Fig. 25를 통해

나타내었고, 두 지지다리의 높이와 사용자의 몸통

중심 높이의 변화를 Fig. 26에 나타내었다. 사용자

를 지지하는 높이의 변화는 실험적으로 실험자가

안정적으로 보조 받는 높이로 제어하였다. 보행

실험 영상은 참고문헌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2 EMG 측정 실험

로봇의 근력 보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BTS 

바이오 엔지니어링 사의 POCKET EMG 근전도 계

측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둔턱과 평지에서 저자

가 각각 1회씩 보행 실험을 수행한 후 전용 프로

그램을 통해 정류 및 적분 과정만을 거쳐 신호를

획득하였다. 근전도 측정 근육은 두 개로써, 보행

중 하퇴부에서 다른 근육들에 비해 근전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되는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과

장딴지근(Gastrocnemius)을 선정하였다(Fig. 27(a), 

(b) 참조). 첫 번째 실험은 평지 보행으로써, 정상

보행, 엘보우 크러치 착용 보행 그리고 개발된 로

봇 착용 보행 시 전경골근과 장딴지근의 근전도

값을 각각 Fig. 28과 Fig. 29에 나타내었다. 먼저,

전경골근의 근전도 피크 전압이 정상 보행 시 오

른발의 경우 10 ~15mV, 왼발의 경우 8~12mV 사이

로 측정(Fig. 28(a) 참조)된 반면 엘보우 크러치와

개발된 로봇을 사용했을 경우 양 발 모두 5~9mV 

사이로 피크 전압이 측정되었다(Fig. 28(b), (c) 참

조). 다음으로, 장딴지근의 근전도 피크 전압은 정

상 보행 시 오른발의 경우 16~22mV, 왼발의 경우

12~18mV 측정(Fig. 29(a) 참조)된 반면 엘보우 크

러치를 착용한 경우 양 발 모두 6~15mV, 로봇을

착용한 경우 양 발 모두 8~15mV 사이로 측정되었

Fig. 25 Forward trajectories of robot feet and body 
during walking on the stair

Fig. 26 Vertical trajectories of robot feet and body 
during walking on the stair

(a)             (b)

Fig. 27 (a) EMG sensors on the tibialis anterior (b) 
EMG sensors on the gastrocnemius

Fig. 28 EMG signal measurement of tibialis anterior
during normal walking (a), crutch walking (b) 
and robot assistive walking (c) on the norma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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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EMG signal measurement of gastrocnemius
during normal walking (a), crutch walking (b) 
and robot assistive walking (c) on the normal 
ground 

Fig. 30 EMG signal measurement of tibialis anterior
during normal walking (a), crutch walking (b) 
and robot assistive walking (c) on the stair

다(Fig. 29(b), (c) 참조).

두 번째 실험은 둔턱에서의 보행으로써, 정상

보행, 엘보우 크러치 착용 보행, 그리고 개발된 로

봇 착용 보행 시 전경골근과 장딴지근의 근전도

Table 2 Mean and maximum values of EMG signal 
measurement on the normal ground

Type Normal Ground

Muscle
Tibialis Anterior
(Avg(Max)) mV

Gastrocnemius
(Avg(Max)) mV

Direction Left Right Left Right

Normal
Walking

2.86(12) 2.97(15) 3.71(18) 4.74(23)

Elbow
Crutches

0.83(15) 0.81(15) 1.99(13) 1.75(16)

Robot 1.31(15) 1.02(11) 4.45(13) 4.2(15)

Table 3 Mean and maximum values of EMG signal 
measurement on the stair

Type Stair

Muscle
Tibialis Anterior
(Avg(Max)) mV

Gastrocnemius
(Avg(Max)) mV

Direction Left Right Left Right

Normal
Walking

3.92(20) 3.47(18) 4.93(35) 4.92(50)

Elbow
Crutches

1.14(15) 0.8(12) 1.88(29) 1.74(20)

Robot 1.39(17) 1.06(16) 4.4(22) 3.02(21)

Fig. 31 EMG signal measurement of gastrocnemius
during normal walking (a), crutch walking (b) 
and robot assistive walking (c) on the stair

값을 각각 Fig. 30과 Fig. 31에 나타내었다. 먼저,

둔턱 보행 시 전경골근의 근전도 피크 전압은 정

상 보행 시 15~20mV(Fig. 30(a) 참조), 엘보우 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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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착용 보행 시 12~15mV(Fig. 30(b) 참조), 개발된

로봇 착용 보행 시 12~16mV로 측정(Fig. 30(c) 참

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딴지근의

근전도 피크 전압은 정상 보행 중 둔턱 상승 시

50mV, 하강 시 25mV가 측정(Fig. 31(a) 참조)된 반

면 엘보우 크러치 착용 후 둔턱 상승 시 25mV, 

하강 시 15mV 측정 되었으며(Fig. 31(b) 참조), 로

봇 착용 후 둔턱 상승 시 22mV, 하강 시 15mV로

측정되었다(Fig. 31(c) 참조). 최종적으로 위 두 가

지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근전도 값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표에서 Avg는 평균 근전도 값을 나타내며 괄호안

의 Max는 측정된 근전도 값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전경골근의 경우, 일반 평지 보행과 둔턱 보행

에서 정상 보행과 로봇 착용 보행의 평균 근전도

값을 비교했을 때 개발된 로봇 착용 보행의 평균

근전도 수치가 정상 보행보다 약 60% 경감되었

다. 또한, 개발된 로봇 착용 보행과 엘보우 크러치

보행의 평균 근전도 값을 비교 해본 결과는 차이

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엘보우 크러

치에 비해 개발된 로봇을 이용하여 보행 보조를 받

을 경우, 팔과 팔꿈치에 자유도가 보장되고 통증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발된 로봇이 엘보우 크러치

와 동일한 하지 보조 성능을 발휘하면서 상지 부담

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딴지근의 평균 근전도 값을 비교했

을 시 정상 보행 후 장딴지근의 평균 근전도 값과

개발된 로봇 착용 보행 후 평균 근전도 값의 차이

는 미미하였다. 이는 개발된 로봇을 착용한 후 걸

음을 내딛지 않은 상태의 평균 근전도 값이 정상

보행의 경우보다 근전도 값보다 약 1~2mV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딴지근의 최대 근전도 값을

비교 하였을 경우, 로봇 착용 보행 시 최대 근전

도 값은 정상 보행 시 최대 근전도 값보다 약

40% 경감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력이

약한 고령자와 경증 보행 장애를 가진 착용자로

하여금 하지 평균 근력과 최대 근력을 적절하게

보조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지 보행 장애를 가진 환자가

사용하는 엘보 크러치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평

지뿐만 아니라 둔턱 또한 극복 가능한 새로운 타

입의 족형 보행 재활 로봇의 개발하였다. 본 로봇

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용자의 팔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로봇을 가슴 착용형으로 제작하였고, 로봇의

지지다리로부터 항상 3점 또는 4점 지지를 유지하

며 발끝에 장착한 3축 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보행 의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계단보행을 위해서 둔턱을 오르내리는 근력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면 상황에 따라 상하 운동 궤적이 변

화할 수 있는 둔턱 보행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가상 스프링 및 댐퍼를 이용한 임피던스 제어와

다리 위치 추종 제어 그리고 착용자 보행 의도 인

식들의 실험적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참고문헌 (11)의 실험 동영상 자료로 제시하였다.

착용자 보행 의도 인식에 따른 로봇의 걸음새 생

성 역시 Fig. 20 ~ Fig. 26에 로봇의 보행 궤적 그래

프와 실험 스냅샷을 이용하여 제시 하였다. 최종

적으로, EMG 센서를 이용한 근전도 신호 측정을

통해 개발된 로봇을 이용했을 때 평지 및 둔턱 보

행 시 팔과 다리에 부과되는 근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써 착용자와 디바이스 체결 시 착용

감 개선을 위해서 3D 프린팅과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신체 부위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정대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지 다리

끝에 브레이크가 장착된 바퀴를 장착하여 바퀴-족

형 메커니즘(Wheel-leg mechanism) 으로부터 평지

에서 좀 더 빠르고 높낮이 변화가 있는 둔턱 역시

극복 가능한 가슴 착용형 바퀴-족형 보행 재활 로

봇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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