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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보행 훈련기와 사용자 하지사이의 상호작용력 제어를 위
한 임피던스/어드미턴스 제어기 설계

Design of impedance/admittance controller for interaction force control be-
tween user lower limbs and  robot walking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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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고령화, 노령화로 인해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 신경계 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이 점차 들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자에게서 빈번히 발생

하는 하지의 운동 능력 저하로 인해 환자가 서기, 

걷기, 이동 등 일상생활의 여러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뇌졸증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 하지가 불완전 

마비된 환자의 보행 재활을 위해, 체중을 지지 

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트레드밀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보행과 하지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검증되어 왔다. 

하지만 수동으로 트레드밀 훈련을 시키는 방식

은 전문 치료사의 많은 노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환자의 보행 훈련시간은 환자의 피로도에 의해서

가 아니라 훈련을 돕는 전문 치료사의 피로도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로봇을 이용한 보행 훈련기들이 개발

되어 왔다. 로봇 보행 훈련기를 이용한다면 훈련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환자 당 요구되는 치료 

전문가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로봇의 도움으

로 보행 패턴을 각 환자에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심성 감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로봇 보행 훈련기는 미리 정해진 보행 패턴을 

환자의 하지에 부과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안내한

다. 이러한 방식에서 로봇의 조인트 강성이 높은 

위치 제어를 사용하여 환자 하지를 안내할 경우, 

환자의 근력 정도에 따라 환자는 로봇으로부터 

상호작용력을 받아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어 재활 

훈련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조인트 강성을 환자의 근력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임피던스[1,2]/어드

미턴스[3] 제어기를 설계, 적용하여 하지 재활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 임피던스/어드미턴스 제어기 설계 및 실험

Fig. 1의 (a)는 하지 재활 훈련기를 나타내고 Fig. 
1(b)는 하지 보행 훈련기를 단순화시킨 모델을 나

타낸다.  

Fig. 1 Experimental setup and simplified model 

식(1)은 하지 보행 훈련기의 동역학 방정식을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로봇 훈련기의 관성행렬, 

 는 코리올리, 원심력, 는 중력 벡

터, 는 입력 토크 벡터를 나타낸다. 식(1)과 같은 

거동을 하는 재활 훈련기에 임피던스 제어기를 

적용하여 재활기 훈련기가 Fig. 2와 같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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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질량, 스프링, 뎀퍼와 같은 거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Fig. 2 equivalent impedance system

여기서 , , 는 원하는 관성, 뎀핑 계

수, 강성 행렬을 각각 나타내고, h는 상호작용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Fig. 3과 4는 임피던스와 어드미

턴스 제어 시스템의 블록도를 각각 나타낸다. 

Fig. 3 block diagram of impedance control system

Fig. 4 block diagram of admittance control system

위에서 설계된 임피던스/어드미턴스 제어기를 

재활 훈련기에 직접 적용하여 재활 훈련기의 조인

트 강성이 400[Nm/rad]와 25[Nm/rad]일 때, 고관

절의 기준 보행 각도와 실제 보행 각도를 Fig. 

5에, 슬관절의 경우는 Fig. 6에 나타내었다. 고관

절과 슬관절 모두 조인트 강성이 400[Nm/rad]일 

때보다 25[Nm/rad]일 때가 기준 보행 각도에 대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조인트 

강성이 낮을 때 사용자는 재활 훈련기로부터 상호

작용력을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활 

치료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 훈련기의 조인

트 강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환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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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p angle when joint stiffness is 400 an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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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Knee angle when joint stiffness is 400 and 25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로봇 기반의 재활 훈련기와 사용

자 하지 사이의 각도 편차를 허용할 수 있는 임피던

스/어드미턴스 제어기를 재활 훈련기에 적용하였

다. 그리고 재활 치료 전문가는 사용자의 상태(근력

의 상태)에 따라 훈련기의 조인트 강성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 훈련 시  

상호작용력을 조절하여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이

고 재활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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