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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포츠상해 및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대부분의 하반신마비환자는 운동 및 감

각기능 손상 이외에 방광과 대장기능을 조절

하는 자율신경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

림 1)[1,2]. 하반신마비환자의 재활치료로는 

척추의 손상부위에 따라 보조기를 이용한 보

행훈련을 실시한다. 보행훈련은 운동기능에 

있어서 관절의 구축방지 및 강직의 감소에 효

과적이고, 마비환자에게서 발생되는 합병증

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3]. 하지마비의 

보행훈련 목적으로는 치료적 보행과 기능적 

보행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

지만 보조기를 사용한 보행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동하기에 편리하지 못하여 치료

적 보행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을 중단

하는 사례가 많다 [4]. 따라서 치료적 보행훈

련 이후에 기능적 보행에 효과가 있는 보조기

의 연구가 필요하다. 동력식 보행보조기는 일

상생활 동작 및 이동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

도록 잔존근력의 운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하반신마비 대상자를 위한 보행

보조기의 연구개발 현황 및 주요기술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행보조기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보행보조기 종류 

하반신 마비환자들의 치료적 보행과 기능적 

보행을 위한 보행보조기는 꾸준하게 연구되

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KAFOs (Knee-

Ankle-Foot Orthosis)가 주로 사용되었으

며, 왕복보행보조기 (Reciprocating Gait 

Orthosis)의 개념은 1968년 캐나다 OCCC 

(Ontario Crippled Children's Centre)에서 처

음으로 고안되었다. 이후 루이지애나 대학의 

Douglas 등에 의해 케이블 링크에 의한 LSU-

그림 1.  Effects of spinal cord injury and 
regions of paralysis. The spine (spinal 
column) contains the spinal cord, which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cervical 
(neck), thoracic (chest), lumbar (lower 
back), and sacral (pelvis). Each section 
is referred to by a letter (C, T, L, o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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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O (Reciprocating Gait Orthosis)가 개

발되었다 [5]. 1987년 Beckman [6] 등에 의

해 고관절부의 링크부가 개량되고, 1989년 

Salter [7] 등에 의해 성인에 적용한 LSU-

RGO가 고안되었다. 영국의 Hugh Steeper社

에 의해 1990년에는 Advanced RGO (ARGO)

가 개발되었다 [8]. ARGO는 마비환자를 위

한 보행을 위해 혁신적인 구조이었으나 부가

적인 장치들로 인해 무겁고 착용을 위해 많

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ARGO는 1990년 

후반에 Lissen [9], Ijzerman [10] 등에 의

해 개량되었다. 1992년에는 Motloch 등에 의

하여 Isocentric RGO (IRGO)가 개발되었다 

(그림 2)[11]. IRGO는 골반밴드 중심축의 회

전운동을 링크에 의해 고관절의 왕복 연결기

로 작동하도록 되어있다. 일체형 골반밴드

와 링크로 연결된 보조기는 균형을 잡는 자

세의 안정성이 높고,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

워 보행 시 에너지 소모가 적다.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해 개발된 기계식 

왕복보행보조기는 체간의 움직임을 이용하

는 특성 때문에 과도한 신체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며 보행 시간과 이동거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하지마비 환자에게 보행을 위해 기계

식 왕복보조기에 외부 동력을 이용하거나, 

마비된 근육에 전기자극을 가하는 방식의 혼

합한 보행보조기가 연구되었다. 하지마비 환

자의 보행보조를 위하여 Solomonow 등은 기

능적 전기자극장치 (FES)와 보행보조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보행 보조장치를 1989년

에 제작하여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근육

의 반응도, 근육의 강직도 감소 등을 연구하

였다. 하지만 FES를 사용은 짧은 시간에 높

은 근 피로도 발생시킴으로 인해 장시간 보

행에는 적합하지 않다. 

1997년에 Ruthenberg 등에 의하여 DC모

터에 의하여 1자유도로 구동되는 동력 보행

보조기 (Powered Gait Orthosis)가 개발되

었으며, Ohta (그림 3)[12] 등에 의해 슬관절

부에 별도의 소형 DC모터를 추가한 2자유도

의 PGO (Powered Gait Orthosis)가 개발되

었다. 이들 PGO 시스템은 기계식 링크와 감

속기가 부착된 모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행

보조기의 부피가 커지고, 복잡한 기계장치

에 의해 무거워지며, 모터 구동을 위해 많은 

소비전력이 필요하다. 전원과 제어를 위해 

별도의 케이블을 제공하므로 실생활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2006년에 고관절 굴곡

을 보조하기 위해 퍼지 컨트롤 (Fuzzy logic 

control)을 이용한 공압식 동력보행보조기 

(그림 4)[13]가 개발되어 보행 시 에너지 소

그림 2.  Lower Limb Orthosis for Paraplegics 
(a) Parawalker, (b) IRGO.

그림 3.  Powered gait orthosis, (a) Active gait 
orthosis, G. Belforte, 2001, (b) A two-
degree-of-freedom motor-powered 
gait orthosis, Oh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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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줄일 수 있었으나 고정된 슬관절에 의

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마비환자용 보행보

조기는 그림 5에서와 같이 종류에 따른 각각

의 특성을 갖고 있다. 

3. 보행보조기 구성

하반신 마비장애인의 보행을 위해서는 하

지관절의 해부학적 이해와 운동학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용 보행보조기는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스런 보

행을 위해서는 관절에 최소한의 자유도를 두

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고관절 (Hip Joint)

에는 3개의 자유도, 슬관절 (Knee Joint)에

는 1개의 자유도, 족관절 (Ankle Joint)은 3

개의 자유도로 이루어지며, 동력은 관절마다 

최소 1개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다 (그림 6)

[14]. 

관절의 회전운동을 위한 액츄에이터로는 

DC모터, 유압실린더, 공압실린더, 인공근육 

(Air Muscle), 솔레노이드 등이 사용되고 있

으며 구동력 및 무게, 보행의 목적에 따라 선

택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된다. 동력 보행보조

기를 이용한 보행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

는 사용자의 운동의지를 판단하고 감지하는 

기술이다. 마비된 하지근육은 뇌에서 내려오

는 운동신호를 전달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

행의도는 별도의 신호전달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근래까지 개발된 보행의도 감

지방법으로는 클러치의 위치인식, 체중심 이

동, 근전도, 관절 토오크 및 뇌에서 전달되

는 운동신호를 정상근육에 연결하여 EMG 

(Electromyography) 신호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4.  Photographs of the air-muscle 
powered gait orthosis.

그림 5.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ventional gait orthosis.

그림 6.  Schematic showing the degrees 
of freedom of the first presented 
Berkeley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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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개발 현황 

동력 보행보조기로 활용이 가능한 웨어러

블 로봇은 국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파

워증강형 (Power Augmentation System)

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로봇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웨어러블 로봇은 목적하는 용도

에 따라 파워 및 보행속도, 생체신호 처리방

식이 다르게 개발된다. 파워증강형 웨어러블 

로봇은 기능적 요소를 변경하여 재활로봇으

로 개발이 가능하여 재활로봇과 혼용되어 사

용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및 신호처리에 방식

에 의해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재

활보행에 사용되는 로봇은 운동장애의 따라 

단순 근력보조와 하지마비에 대한 완전한 기

능 보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군사용 입

는 로봇인 하이퍼 (HYPER)를 개발하였으

며 유압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무거운 물

체를 들 수 있게 하였다 (그림 7)[15]. 로봇

을 착용하면 30 kg 이상의 무게를 쉽게 들

어 올릴 수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개발된 헥

사 (HEXAR)는 외골격 보조로봇 (Hanyang 

EXoskeletal Assistive Robot)이라는 뜻의 

영문 약자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며 보행

속도가 아직 저속이지만 최대 45 Kg의 무게

의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근

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의 PGO-II는 재

활로봇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보조를 위

한 외골격 로봇장치로 개발되었다. GPAM 

(Gait Phase Assist Mechanism)이라고 하는 

기계식 근력증강 방식을 이용하여 BLDC모터

와 함께 보행 시 필요한 근력을 보조한다. 최

대 보행속도는 6 km/h 정도이다 (그림 7). 

Lockheed martin社에서 개발한 HULC 

(USA)는 전면과 등의 하중을 합하여 약 200 

lb의 가반 하중 하에서 동작이 가능하며, 리

튬-폴리머 배터리 사용하여 72시간 동안 운

용이 가능하고 보행속도는 4.8 Km/h, 최대

속도는 16.1 Km/h로 동력이 떨어지더라도 

착용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구조로 개

발되었다 (그림 8)[16]. BLEEX (Berkeley 

Lower Extremity Exoskeleton, USA)모델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최대 75 kg까지 물건을 

운반가능하며 최대 보행속도는 1.3 m/s 정도

이다 [17].

일본에서 개발된 사이버다인사의 HAL 

(Hybrid Assistive Limb) 모델은 자체중량 

23 kg이며, 하부만의 중량은 15 kg로 마비

장애를 제외한 하지장애를 갖는 장애인의 근

력 보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작동시간

은 180분이며, 착용자의 힘을 최대 10배까

그림 7.  Power assistance system (a) HYPER, 
(b) PGO-II.

(a) (b)

그림 8.  Power augmentation system, (a) 
HULC, (b) BLEEX.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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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승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18]. 미국의 

Ekso Bionics社의 eLEGS 모델은 하반신 마

비장애인의 보행보조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

로 자체중량은 20 kg 정도이며, 최대 보행속

도는 3.2 km/h로 6시간 이상 운용이 가능하

다 (그림 9)[19]. 이스라엘의 Argon Medical 

Technologies에서 개발된 ReWalk 모델은 하

반신 완전마비장애인의 사용이 가능하며, 일

어서기, 앉기, 보행,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

가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12년 런던 

마라톤에 참가해 17일 만에 완주를 하기도 

했던 모델이다. 통상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자의 보행에서는 보행보조기와 함께 양

손에 클러치를 사용하며, 클러치에는 보행을 

위한 신호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20].

5. 기능적 관절 분석

동력 보행보조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본 

장에서 정상인과 하지마비 장애인의 보행 분

석을 통하여 관절별 기능 및 중요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시험에서는 20대의 건장한 성

인과 척수손상 (T11)에 의한 하지마비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험에서는 고관절

과 슬관절의 운동 제어가 가능한 동력 보행

보조기 (재활공학연구소, PGO-I) 모델을 사

용하였다. 피검자의 운동학적 (Kinematic)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처리 장

치로는 Vicon 370 (Oxford Metrics, UK)

을 사용하였고, 적외선 모션 캡처 카메라 

(Oxford Metrics, UK) 6대와 4개의 힘 측정

판 (Kistler, Switzerland), 25 mm 반사 마

커 (Reflective marker)가 사용되었다.

5.1 고관절 메커니즘 
동력 보행보조기는 하반신 마비환자의 고

관절 운동을 동력에 의해 보조함으로 보행 

시 균형을 잡는 자세의 안정성이 높아야 한

다. 그림 10은 정상인과 동력 보행보조기에 

의한 보행분석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동력 보행보조기는 일체형 골반밴드와 링크

로 연결된 Isocentric RGO 구조이다. 고관절 

메커니즘은 회전하는 C형상의 골반밴드가 

허리부 중앙에 위치하며, 골반밴드의 양끝에 

볼 조인트를 사이에 두고 고관절 장치와 연

그림 9.  Powered gait orthosis (a) eLEGS, (b) 
ReWalk.

그림 10.  Angular pattern of pelvic joint by 
Normal and Powered gait ort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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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동력 보행 시 고관절 장치와 볼 조

인트로 연결된 골반밴드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회전 방향에 따라 굴곡이 교차되어 보행

을 유도한다. 그림 10에서 정상인 (Normal)

의 골반 틸딩 (Pelvic tilt) 각은 약 10° 이내

로 동력보조기의 30° 보다 매우 적으며, 골

반 회전 (Pelvic Rotation) 값도 매우 낮게 나

타난다. 즉, 정상인의 인체구조는 해부학적

으로 최적화된 골반의 움직임으로 보행이 이

루어고 보행 시 운동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

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력 보행보조기의 개

발에서도 보행 시 고관절의 움직임을 최적화

하여 에너지 소모가 최소화되도록 메커니즘

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11은 보행 시 고관절의 신전-굴곡 

(Flexion-Extension) 각도와 내반-외반 

(Abduction-Adduction) 각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동력 보행보조기는 일반적으로 신

전-굴곡에 대해서만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며, 내반-외반은 보행 시 조인

트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정상인의 보

행에서는 신전-굴곡 각의 변화가 포물선을 

그리며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력 

보행보조기의 경우는 동력의 단속에 의해 급

격하게 각도 변화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

한, 연동되는 내반-외반 각도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즉, 동력 보행보조기를 이용

한 보행에서는 자연스러운 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력 전달에 정교

한 제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5.2 슬관절 메커니즘 
슬관절이 고정된 보행에서는 입각기 지지 

시에 안정성은 주지만 보행 시 슬관절의 굴

곡이 불가능하여 골반의 움직임이 커진다. 

이는 하반신 마비환자의 기능적 보행에 영

향을 주어 보행을 어렵게 한다. 기능적 보행

효과를 위해 슬관절 굴곡에 리니어 모터 또

는 전자석을 이용한 브레이크 장치가 사용

되고 있다. 모터는 장치가 크고 무거워서 보

행 시 신체에 부담을 주고 기능적 보행 효

과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실험에 사용된 슬

그림 11.  Angular pattern of hip joint by 
Normal and Powered gait orthosis.

그림 12.  Angular pattern of knee joint by 
Normal and Powered gait ort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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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은 전자클러치를 이용한 슬관절 장치이

다. 그림 12는 보행 시 슬관절의 굴곡-신전 

(Flexion-Extension)의 각도 변화에 대한 결

과이다. 동력 보행보조기를 이용한 슬관절의 

굴곡은 짧은 구간에서 급격하게 굴곡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하지마비 장애인의 균형

유지 및 좌굴을 방지하지 위하여 빠르게 슬

관절을 잠금 (Lock)시키기 위해서다. 반면 

정상인의 보행에서는 슬관절의 굴곡과 신전

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신체균형을 위해 에너

지 소비가 적게 소모되어 자연스런 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력 보행보조기의 자연

스러운 보행을 위해서는 미끄럼 회전을 하는 

슬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와 정밀한 제어방식

이 요구되고 있다. 

 

5.3 족관절 메커니즘 
동력 보행보조기에 의한 보행에서 족관절 

(Ankle joint)은 일정한 각도로 관절을 위치

시키는 고정식으로 사용된다. 족관절은 3개

의 자유도를 갖추며 보행 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완전한 족관절 운동의 모방과 제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자세 불균형으로 넘어짐

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지 

완전마비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족관절 메커

니즘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연

구에서는 자연스런 보행을 구현하기 위해 다

양한 액츄에이터를 족관절에 설치하는 관절

모방 연구와 함께 족관절 운동의 효과 및 중

요성에 대하여 연구들이 수행하고 있다. 동

력 보행보조기에 의한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

해서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족관

절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적용

이 필요하다. 

6. 결 론 

웨어러블형 동력 보행보조기의 발전은 하

지마비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기능적 보행을 

가능하게 하며,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

립적인 이동과 생활을 위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동력 보행보조기에 의한 보행훈

련은 생체기능 회복에 효과적임이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보행

훈련은 체지방 (Body Fat mass)과 체질량 지

수 (BMI=Body Mass Index)의 수치를 감소

시키며, 마비환자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에 

대해 골밀도 (BMD: bone mineral density)

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어 특히, 동력보행

에 의해 가동되는 요추 (Lumbar spine)와 대

퇴골 (Femur)의 골밀도 개선에 효과를 나타

낸다. 보행훈련은 자율신경 기능에 대하여도 

영향을 주며, 방광의 기능 약화와 위축에서 

방광의 용적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도 

연구되고 있다. 

향후 웨어러블형 동력 보행보조기는 자연

스런 기능적 보행을 위한 연구와 함께 임상 

훈련법 개발, 치료적 보행에 대한 효과검증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재활의료기기

로써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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