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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환자를 위한 보행보조 재활 로봇 개발

Development of Gait Assisting Rehabilitation Robot
for SCI (Spinal Cord Injury)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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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gait assisting rehabilitation robot which helps SCI patient walk again. We propose new concept 
of orthotic for robot considering motions of Hip and Knee Joints, and how to fit the robot to a user in terms of weight 
balance and comfortable standing. Then we describe our first engineering sample being designed based on the passive orthotic 
and show how to make the robot work for SCI patient in bas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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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50년
에 OECD 국가 대부분은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구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

로 중풍, 뇌졸중,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보행에 불

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치명

적인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과정에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되면서 이들이 장애인이

될 확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행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을 위한 보행보조 장치는 이동기능의 회복이나 하지

의 근력향상과 더불어 장시간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경

우 생기는 소화, 호흡기계의 합병증을 예방하며, 혈액순환

을 도와주고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

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와 장애인의 증가

로 보행보조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것은 어렵

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로봇기술을 응용한 보행보조 기술로는 Harunobu, 

GuideCane[1] 등의 RTA (Robotic Travelling Aided)등이 있으

나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

와는 기술적 성격이 다르다. 혼자서는 걷지 못하거나 부축

이 없으면 보행이 불가능한 노인 또는 환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보조 로봇 기술로 Care-O-bot, PAM-AID, PAMM, 
Nursebot 등이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로봇 주행기술을

응용한 바퀴 구동형 smart walker이다[2]. 바퀴 구동형은 계

단을 오르내리지는 못할 뿐 아니라 하지의 불편한 정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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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Exoskeleton 타입의 착용형 로봇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SUBAR는 바퀴 구동형 smart 
walker와 외골격 보조기를 결합한 형태로 보행능력 상실 정

도가 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바퀴

구동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HAL은 노인 등

근력 약하자의 근력보조뿐이 아니라 정상인의 근력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하지만 HAL은 근력 증강용 로봇

으로 마비가 심한 경우나 완전 마비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LOKOMAT은 하지마비환자의 보행보조를 위한 착용

형 이족보행 로봇이지만 treadmill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활훈련용 로봇이다[4]. Rewalk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하반

신이 마비되어 독자적으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착용형 로봇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서고 앉기, 보
행,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할 수 있다[5]. 기존의 착용형 보

행보조 로봇기술은 운동마비 증세를 가지더라도 근 긴장이

심하지 않아 보조구 등의 가벼운 도움을 받으면 보행을 할

수 있는 환자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였다면 Rewalk은 완전

마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겠다는

점이 기술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ewalk은 관련

홈페이지에 오른 소개영상과 방송에 소개된 동영상으로 그

기능과 성능을 알 수 있을 뿐 기술적인 내용이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형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walk과 기존의 수동 보조기로부

터 로봇 보조기의 신규 개념을 정의하고 로봇 보조기의 보

행관련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플랫폼 ROBIN-P1을 설계 제작 하였는데 II 장에서는

로봇 보조기 신규 Concept 및 구성 요소의 설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III 장에서는 로봇 보조기의 보행모

델과 보행패턴 생성방법에 대해서 다루며 IV 장에서는 실

험을 통해 개발된 로봇의 성능을 보이고 동작을 평가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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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RGO(Reciprocating Gait Orthosis)와 (b) 장하지 보조

기.
Fig. 1. (a) RGO(Reciprocating Gait Orthosis) and (b) Knee - 

Ankle-Foot Orthosis (KAFO).

그림 2. 관절위치조정, 체중심정렬, 안정한자세유지등기

구물로구성된로봇을인체에맞추는프로세스설계.
Fig. 2. Design of the process that fit robot as rigid body to user  by 

the arrangement of joints, center of pressure, stabilization 
posture.

그림 3. 모터구동축을가진로봇보조기.
Fig. 3. The robot orthosis with motor-driven joints.

II. 로봇 보조기의 신규 개념 및 설계

1. 로봇 보조기 concept 및 프레임 설계

하반신마비환자나 하지의 근력이 매우 부족한 환자를 기

립시키거나 걷기 등의 재활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왕복운동

보행 보조기인 그림 1(a)의 RGO(Reciprocating Gait Orthosis)
나 그림 1(b)의 장하지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의 이

들 수동 보조기는 지지대(upright), 사용자를 고정하기 위해

3점압 원리에 따라 위치하는 밴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

조기 부착물(brace attachment)로 구성된다. 또한 보조기 밴

드는 사용자의 허리를 감싸 척추를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하는 체간고정부와, 사용자의 허벅지부분에 착용되는 대퇴

고정부, 그리고 사용자의 종아리부분에 착용되는 하퇴고정

부로 이루어진다.
한편, 정상인에게 있어서 하지는 신체의 전 체중을 지탱

하면서 서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다. 또한

하지는 일상적인 자세나 동작상에서 모든 체중을 지탱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에서

발생되는 작은 통증이나 변형도 신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발과 발목관절, 무릎관절 및 엉덩이 관절에서

의 문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의 국소적인 기능장애 뿐 아니

라 신체 전체의 배열에도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골반 및

척추를 따라 상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6]. 따라서 장

하지 보조기는 전문가에 의한 취형과 석고를 이용한 캐스

팅 작업 등을 통해 사용자의 관절위치와 신체 굴곡에 정확

하게 대응되는 형태로 제작되어야한다. 따라서 하지마비환

자의 보행을 위한 로봇 보조기는 일반적인 근력강화 로봇

보다 로봇 의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은

통상적인 수동 보조기 수준의 맞춤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

로 프레임을 설계하였으며 관절 축에 모터 구동부를 장착

하는 새로운 개념의 로봇보조기를 설계하였다. 
RGO와 같은 수동보조기를 기초로 로봇용 보조기를 설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선, 무릎 관절이 고정된 상태로 보행하는 수동보조기

와 달리 로봇 보조기는 많은 부분이 인체의 곡면 형태로

접촉한 상태에서 무릎관절이 움직이므로 로봇이 동작할 때

신체와 로봇사이의 변위로 인한 마찰 때문에 피부손상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법은 인체와 닿

는 부분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발목

안쪽 지지대를 제외한 안쪽 지지대를 모두 제거하고 금속

밴드를 넓적다리에 두 개, 종아리에 하나, 발목에 하나씩

부착하였으며 벨트를 연결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척

추를 지지하는 체간 고정부를 간소화하여 신체와 닿는 면

적을 최소로 하였다. 또한 착용밴드와 벨트에 의한 피부손

상을 피하기 위해 쿠션이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넣어 제작

하였다.
둘째로 수동보조기는 무릎이 빠지지 않도록 무릎 바로

앞부분을 벨트로 잡아주어 체중을 지지하는데, 이는 로봇

보행동작에 방해가 되어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로봇 동

작을 고려하여 무릎관절의 밴드위치를 통상보다 30mm정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2. 구동부 설계

구동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가정1: 하반신 마비환자의 보행에는 환자가 스스로 중심

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한다.
가정2: 목발을 이용한 보행에서 좌우로의 무게중심 이동

은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다.
가정3: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 최소한의 관절운동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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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관절의소요토크측정결과(재활공학연구소측정).
Fig. 4. The joint torque measurement.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엉덩이(hip), 무릎(knee), 발목(ankle)에

회전축을 가지는 6축 2족 보행로봇을 설계하였다. 이 가운

데 실제 모터 구동축은 Hip joint와 Knee joint이며 Ankle 
joint는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터 구동부를 달지 않았

으며 환자상태에 따라 고정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각 관절의 모터 구동부는 모터, 감
속기, 엔코더 그리고 구동 모터 제어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모터 구동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용량의

모터를 선정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관

련장비를 이용하여 정상인을 기준으로 평지보행과 계단보

행 그리고 의자기립의 경우로 나누어 총 19종류의 동작에

대해 각 관절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하였다. 그림 4의 실험

결과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 슬관절(knee joint)에서 최대 토

크 1.76Nm/kg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0kg 환자를

기준으로 로봇무게와 마진을 감안하여 80kg을 기준으로 모

터용량을 산출하면 최대 약 140Nm의 토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목발을 이용하면 0.52Nm/kg으
로 거의 1/3 수준의 토크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6Nm/kg의 토크도 순간에 걸리는 피크 값이다. 따라서

140Nm의 절반 수준의 모터로 결정하였다. 
3. 센서부 설계

움직일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로봇이 움직인다던지

원하는 반응이 느리다면 사용자가 놀라거나 답답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착용형 로봇의 경우 사용자 의도감지가 중

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의도 인식을 위해

그림 5와 같은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5. 센서시스템(ETRI 제작).
Fig. 5. The sensor system.

3.1 손바닥 센싱 모듈

손바닥 센싱 패드와 연결되어 손바닥으로부터의 아날로

그 압력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하여 zigbee 모듈을 통해 호스트 모듈로 전송한다.
손바닥의 압력을 센싱할 수 있는 손바닥센서패드를 노출

되지 않게 장갑 내부에 장착하였는데 센서패드는 Interlink 
Electronics Inc.에서 제작한 지름 0.72cm, 두께 0.46mm인 원

형 모양의 압력센서를 사용하였다. 손바닥 센싱 모듈은 초

당 5번의 데이터 전송 주기를 가진다.
3.2 발바닥 센싱 모듈

발바닥 센싱 패드와 연결되어 발바닥으로부터의 아날로

그 압력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하여 zigbee 모듈을 통하여 호스트 모듈로 전송한다.
오른쪽 발바닥 및 왼쪽 발바닥 부위에 각각 1개 존재하

며, 양발에 발바닥 압력을 센싱할 수 있는 발바닥센서패드

가 1개씩 장착된다. 발바닥센서패드는 압력 센서 8개를 발

바닥 형태 안에 압력 센싱이 잘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치

한 형태(발뒤꿈치 2개, 발칼 3개, 발바닥 2개와 엄지발가락

1개)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바닥 깔창의 형태를

취하였다. 발바닥 센싱 모듈은 초당 100번의 데이터 전송

주기를 가진다.
3.3 손바닥/손목 센싱 모듈

손바닥 센싱 모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push 버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여기로부터 센싱된 데이터를 수신

하여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호스트 모듈로 전송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Push 버튼은 walking(일반보행), 
stair-up/down, stand-up/sit- down 모드의 5개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II. 로봇 보조기의 보행 모델과 보행패턴 생성방법

1. 로봇 보조기의 보행모델과 제어

보행하는 동안 신체는 기능에 따라 전달과 이동의 두 요

인으로 나뉜다[7]. 전달요인(passenger unit)은 자세를 통합하

는 기능을 가지며 머리, 목, 팔, 체간 그리고 골반으로 구성

되어 HAT라고 일컬어지는데 상체에 해당된다. 이동요인

(locomotor unit)은 골반과 양하지를 포함하는 이동 시스템

에 의해 일어나며 보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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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목발을이용한로봇의3족보행모델.
Fig. 6. The triple-legged gait model of robot orthosis with crutch.

그림 7. 보행패턴생성블록도.
Fig. 7. The block diagram for generating gait pattern.

그림 8. 엔코더기반각도추출시스템과측정결과.
Fig. 8. The joint angle measurement system based on encoder and 

the experimental result.

그림 9. 보행패턴분석툴.
Fig. 9. The gait pattern analyzer.

반은 전달요인과 이동시스템 양쪽에 모두 관여하는 부분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상인의 보행모델에서 수동적 전달요인

은 이동 시스템(locomotor) 위에 놓여서 운반되어진다고 가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로봇의 보행모델은 로봇의 두 다리와 목발

을 이용한 3족 또는 4족 보행으로서 로봇을 착용하는 마비

환자가 목발을 이용하여 직접 신체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또한, 목발은 이동을 위해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발은 골반과 더불어 전달요인과

이동시스템 양쪽에 모두 관여하는 부분이 된다. 한편 목발

은 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erry[7]의 보행

모델에서보다 팔의 역할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중요한 이

동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목발을 이용한 3족 보행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수동 보조기를 착용하고 평행봉을 이용한 환자의 보행실

험에서 손바닥의 압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상인의 보행 시 발뒤꿈치가 가장 먼저 지면에 닿

고 중족골, 발끝의 순으로 닿는 것과 다르게 환자의 보행은

발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발뒤꿈치와 중족골이 거의 동

시에 지면에 닿으며 발뒤꿈치의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한편, 근전도 측정 결과 완전마비 환자의

경우 다리 근육에서는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손바닥과 발바닥 센서모듈로부터 받아들인 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로봇보조기를 제

어하기 위한 의도감지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다. 
2. 보행패턴 생성방법

제안한 로봇은 무릎과 고관절에만 관절 구동기를 가지기

때문에 발목 및 2-3 자유도의 관절로 구성된 사람의 보행

패턴과는 다르다. 따라서 로봇 환경에 맞는 최적의 보행 패

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보행패턴

을 찾기 위해 엔코더 기반 관절각도 추출 시스템과 gait 분
석 및 편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림 7은 이를 이용하

여 최적의 보행 패턴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1 Gait Pattern 측정

일반적으로 로봇 보행 모션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 카

메라 기반 Motion Capture방식을 이용한다. 카메라 기반

Motion Capture방식은 카메라 장치가 있는 특정 공간에서

Marker를 신체에 부착하여 모션 패턴을 Capture 하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 기반 Motion Capture 시스템에서는 관절에

큰 각도 오차, 카메라 설치 공간 및 고비용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보행 보조 재활 로봇에서는 다 축에 대한 각도

Data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8과 같은 엔코더 기반

관절각도 추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측정되는 값은 보행할

때의 hip과 knee joint에서의 각도 값으로 파일로 저장되어

Gait Pattern Simulation에 이용된다.
2.2 Gait Pattern Simulation

관절각도 추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보행 패턴은 여러

노이즈 성분을 포함 하고 있어서 그림 9의 보행 패턴 분석

툴을 이용하여 특정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상동작을 확인 할

수 있다. 노이즈 성분의 원인은 시스템 착용 공차와 엔코더

자체 노이즈 이며 수집된 보행 Data에 따라 다양한Gait 형
상 및 보행 적절성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보행 패턴 분석 툴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보행을

결정짓는 특징점을 시간축에 대해 hip과 knee joint에서의

각도 값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Perry[6]가 제시한 8개의 보행단계(phase of gait)상에서 각

단계에 대한 hip과 knee joint의 변화를 통해 원하는 걸음걸

이를 편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각기(swing phase)에
서의 foot clearance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2.3 Gait Pattern 편집 및 생성

보행 패턴 분석을 통해 동작 이상 유무 및 원하는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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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보행패턴편집툴.
Fig. 10. The gait pattern composer.

그림11. 기립동작실험.
Fig. 11. Experimental view of the standing up.

그림12. 보행실험.
Fig. 12. Experimental view of the walking.

에 필요한 데이터 수정 부분이 결정되면 보행 패턴 편집

툴을 이용하여 원하는 보행 패턴을 생성하게 된다. 
보행 패턴 편집 툴을 사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보행 패턴

은 엔코더 각도 추출 시스템에서 획득된 원본 데이터에서

노이즈 성분이 제거되고 보행 중 Swing 하는 발바닥의

Foots clearance가 충분히 확보되어진 데이터가 된다.

IV. 실험

로봇보조기를 착용한 동작실험은 앉고 서기, 그리고 평

지보행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림 11의 앉고 일어서기 동작실험에서 trigger 신호는

주로 목발에 걸리는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

었다. 실험에서 기립에 필요한 최대 관절각은 hip joint에서

115도, knee joint에서 105도로 주어졌으며 이 경우 착용자

가 중심을 잡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림 12의 보행실험에서는 엔코더 기반 관절각도 추출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로봇보조기에 직접 넣은

경우 원래의 보행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시스템

간의 기구적인 차이로 인한 오차와 더불어 로봇 보조기의

프레임이 보행시 굽힘이 일어나는 것에 기인한다. 즉, 관절

각도 추출 시스템에서는 신체와 시스템의 무게를 실험자

자신의 하지로 지탱하지만 로봇 보조기의 경우 로봇 프레

임이 실험자의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면서 로봇 프레임에

일정량의 굽힘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유각기상(swing 
phase)의 로봇 다리가 충분한 foot clearance를 확보하지 못

하고 발끌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 패턴 편집 툴을 이용한 보상이 필요하였으며, 로봇을

착용하고 보행을 할 때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해 좌우로

rolling 하는 정도를 원래보다 좀 더 크게 해야 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향 후 과제

통상의 수동보조기를 기반으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

신 마비환자의 보행보조 재활로봇을 설계하였으며 4축의

모터 구동부를 가지는 6축 2족 착용형 보행로봇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로봇의 두 다리와 목발을 이용한 보행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엔코더 기반 관절각도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

여 보행패턴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재활로봇을 정상인과 하지마비환자에게

착용을 하여 앉고 일어서기, 보행과 관련한 기본 동작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계단 오르내리기나 보폭의 자유로운 변경, 

방향전환과 같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며, 실제 환자가 로

봇을 장시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fitting부분에

보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걸음걸이도 보다 다양

하게 적용하고 각 걸음걸이에 대한 특징을 비교분석하면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보다 적합한 보행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 후 연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과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로봇을 사용할 때, 사용가능한 환자 선정 기준 수

립, 착용 훈련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건강 개선효과 등 다

양한 임상의 절차 및 시험이 진행되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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