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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능력 향상을 위한 하지 외골격 시스템의 기술 동향
Technical Trend of the Lower Limb Exoskelet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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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recent developments in lower limb exoskeletons. The exoskeleton system is a
human-robot cooperation system that enhances the performance of the wearer in various environments while the human operator is in
charge of the position control, contextual perception, and motion signal generation through the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ystem is in the form of a mechanical structure that is combined to the exterior of a human body to improve the muscular power of
the wearer. This paper is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exoskeleton systems and their three main
applications in military/industrial field, medical/rehabilitation field and social welfare field. Besides the key technologies in
exoskeleton systems, the research is presented from several viewpoints of the exoskeleton mechanism, human-robot interface and
human-robot cooperation control.
Keywords: lower limb exoskeleton, exoskeleton system, wearable robot system,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I. 서론

통해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외골격 시스템들

외골격 시스템은 사람 중심의 인간-로봇 협업 시스템으로
써 로봇의 인공지능부분의 자세제어, 상황인식, 동작신호 생
성을 사람이 담당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착용자의 근력을
지원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1,2]. 이 시스템
은 인체 외부에 기계적 구조로 결합되는 형태를 가지며, 외
골격에 의해 착용자의 근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안되고 있
다[3]. 외골격 시스템은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군

은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조작하는 산업현장 및 군사
작전환경에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3]. 이러한 외골
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로는 외골격 메커니즘 설계
기술,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인간-로봇 협업 제어 기
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외골격 시스템의 적용분야 및
활용목적에 맞게 특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지 외골격 시스템의 기술동향파악을 목
적으로 대표적인 연구사례들의 적용분야 별로 분류하여 소

사, 산업, 의료, 재활 등의 분야에 적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골격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근력보조(power assistance) 또
는 근력증강(power augmentation)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력보조 시스템은 외골격이 착용자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착용자는 외골격에 의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러한 외골격 시스템들은 주로 노약
자 또는 장애인과 같이 핸디캡을 가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개하고, 핵심 요소기술인 외골격 메커니즘 설계,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및 인간-로봇 협업 제어 기술에 대하여 특징들을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 가능하도록 보조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근력증강
시스템은 외골격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힘을 증폭함으로써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작업을 외골격의 고하중 동작성능을

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하지 외골격 시스템들의 적
용분야는 크게 군사 · 산업 분야, 의료 · 재활 분야 및 사회복
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적용분야에 따라 착용
하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 요구기능에 맞추어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현재 개
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사례들을 소개한다.
1. 군사 · 산업 분야
군사 ·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하지 외골격 시스템은 착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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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연구동향
외골격 시스템은 사람의 근력증강 또는 근력보조를 통하
여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로봇 기술로써 활용도가
높으며, 최근 다양한 국가의 연구그룹들에 의해 활발히 개발

가 동일 조건에서 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무거운
물체를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착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증강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MIT 대학교에서는 무거운 등짐을 운반할 때 인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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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골격 로봇 시스템들의 적용분야 및 개발목적에 따른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exoskeleton robot systems by application field and development purpose.
MIT Exoskeleton

BLEEX

HULC

XOS

HEXAR-CR50

EKSO

X1

Military/
Industrial Field

Military /
Industrial Field

Military /
Industrial Field

Military/
Industrial Field

Load-carrying
augmentation
during walking
[4,5]

Load-carrying
augmentation
during walking
[7,26]

Load-carrying
augmentation
during walking
[6]

Power
augmentation of
the soldier
[8]

Vanderbilt
Exoskeleton

ReWalk

REX

WAD
Bodyweight
Support

WAD Stride
Management

HEXAR-WA20

HAL

Medical/
Rehabilitation
Field

Medical/
Rehabilitation
Field

Medical/
Rehabilitation
Field

Social Welfare
Field

Social Welfare
Field

Social Welfare
Field

Social Welfare
Field

Exoskeleton
Name

Application

Purpose
Reference

Medical/
Medic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Field
Field
Load-carrying Providing legged Rehabilitation for
augmentation
mobility to
the spaceman or
during walking paraplegic patient paraplegic patient
[9,10,11]
[12,13]
[14]
Military/
Industrial Field

Exoskeleton
Name

Application

Bodyweight
Providing legged Providing legged Providing legged
Walking assist for Walking assist for Walking assist for
support of the
Purpose
mobility to
mobility to
mobility to
the elderly and
the elderly and
the elderly and
industrial worker
paraplegic patient paraplegic patient paraplegic patient
infirm
infirm
infirm
and elderly
Reference
[15,16]
[17,18]
[19,20]
[21,22]
[21]
[11,23]
[24,25]
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지 외골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외골격의 관절에 구동기를 부착하는 대신 고관절
과 족관절에 스프링을 사용하고, 슬관절에 가변형 댐퍼
(variable damper)를 사용하여 보행 시 착용자의 신체적 부담
을 줄여주도록 고안되었다[4,5]. 근력지원 효과검증을 위한

선한 HULC (Human Universal Load Carrier)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관절과 슬관절에만 소형 유압 구동기를 장착함
으로써 구동기의 수를 줄이고, 착용자 동작의도 파악을 위한
센서의 수를 줄임으로써 경량화 하였다. 이 시스템의 착용자
가 3.2 km/h 속도로 보행할 때 5~12 %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

실험 결과 착용자는 등짐의 하중에 의한 신체적 부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착용자는 외골격 로봇을 착용함에 따른 보행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했으
며, 그 결과 정상 보행 시 보다 10 %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
하였다[6].
미국 Berkeley 대학교는 BLEEX (Berkeley Lower Extremity
Exoskeleton)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관절, 슬관절 및
족관절에 유압 구동기를 장착하였으며,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들었으며, 36.7 kg의 중량물을 지고 동일 속도로 보행할 때
15 %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은 장시간
작전 수행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적합하다[6].
社
Raytheon Sarcos 에서는 XOS라 불리는 상 · 하지가 결합된
형태의 외골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무거운 중
량물이 주어질 때 착용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으로 동작
속도, 하중지지 강도 및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동작을 위하여 XOS는 유압 구동기로 동작되는 30개

파악하기 위하여 40개 이상의 센서들을 부착하였다. 또한 75
kg의 하중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운반 가능한
무게에는 외골격 로봇의 자체 중량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하
중물 운반 능력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 유압
구동기를 장착함으로써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문제
社
가 야기되었다[7]. 이 후 Berkeley Bionics 를 통하여 이를 개

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착용자와 외골격 로봇이 체
결되는 손, 발, 몸통에 부착되어 있는 다 축 힘-토크 센서
(multi-axis force-torque sensor)를 통해 측정된 상호작용력을 기
반으로 착용자가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외골격 로봇을
제어한다[8].
한국의 한양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버전의 HEXA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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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Exoskeletal Assistive Robot-Carriage) 시스템을 개발하

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듈화되어 있어 휠체어로 쉽게

였다. 그 중 HEXAR-CR35 시스템은 고관절과 족관절에 스프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링을 사용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등짐의 하중이 착용자에게

슬관절 구동부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외골격 로봇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슬관절에 전기 모터를 사용함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전기식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

써 계단과 오르막 보행 시 착용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준다.

시스템은 족관절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용 보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Insole 센서를 사용하

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외골

여 보행구간을 판단하며, 근 부피 센서를 통하여 다리의 근

격 로봇의 제어를 위하여 관절 각도 측정용 홀 센서, 3축 가

육활성도를 측정한다. 이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30 kg의 중
용되는 주요 근육들의 활성도가 평지보행 시 평균 40.5 %, 계

속도계 및 단축 자이로 센서가 허벅지 부위에 부착되어 있다
[15,16].
社
이스라엘 Argo Medical Technologies 는 하지 마비 장애인을

단 등반 시 평균 12.5 %의 줄어들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ReWalkTM을 개발하였다.

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최근 공개된 HEXAR-CR50은 고

이 시스템은 나이 17~70세, 체중 100 kg 이하, 신장 155~200
cm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관절과 슬관절에 DC모터가

량물을 지고 보행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보행 시 사

관절과 슬관절에 4개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며 근 부피 센서
와 같은 인체 부착형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동작의도를 파악
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시스템 총 중량 26 kg, 최대 가

장착되어 다리의 시상면 상의 동작을 제공해 주고 족관절은

반하중 40 kg, 최대 보행속도 6.5 km/h의 사양을 가지며, 장착

일어서기, 계단등반 모드를 제공하며 평지 보행 시 최대 2.2

된 배터리는 한번의 충전으로 6 시간 동안 외골격 시스템을

km/h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외골격 로봇에 부착되어 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9-11].

는 자세 검출 센서, 관절 각도 센서 및 지면 접촉 판단 센서

2. 의료 · 재활 분야

는 착용자의 보행 시 상반신 움직임을 측정하여 보행의도를

구동기가 없는 수동관절로 되어 있다. 또한 평지보행, 앉기,

의료 · 재활 분야에 적용되는 하지 외골격 로봇 시스템은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원격 제어기를 사용하여 평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하지 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보행 모드를 변경할 수

외골격 로봇을 통하여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유럽 및 미국의

로써 자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게 해주거나 보행재활훈련에

의료재활센터들에서 임상실험 중에 있다[17,18].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社

社

뉴질랜드의 REX Bionics 에서는 목발 없이 걷기, 일어서기,

미국 EKSO Bionics 에서는 척추손상환자의 보행능력을 향

계단등반 등이 가능한 하지 마비 장애인용 외골격 로봇

상해주기 위한 하지 외골격 시스템인 EKSO를 개발하였다

REXTM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관절, 슬관절 및 족관

[12]. 이 시스템은 외골격의 중량과 시스템 복잡성을 최소화

절에 모두 구동기가 장착되었으며 시스템 중량은 38 kg이다.

하기 위하여 보행진행 방향인 시상면(sagittal plan)으로 작동하

외골격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특별한
훈련 없이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보행 시 착용자 체중의

는 고관절과 슬관절에 4개의 구동기만을 사용하였다. 구동기
가 부착되지 않은 자유도에 대해서는 기구적으로 잠겨있거
나 수동관절(passive joint) 또는 스프링을 이용한 준수동관절

60 %를 로봇에 의해 지지 받을 수 있다[19]. 또한 최근에는

(quasi-passive joint)로 구성되어 있다. 착용자는 인간-기계 인

Interfac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0].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외골격 로봇에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3. 사회복지 분야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착용자는 일어서기, 걷기, 앉기와
같은 동작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13].

EEG (Electro-Encephalogram)를 사용한 BMI (Brain-Machine

최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이

미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되는 하

IHMC (The Florida Institute for Human and Machine Cognition )는

지 외골격 로봇 시스템은 노약자들의 약화된 근력을 지원해

공동으로 재활훈련을 위한 X1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초기에

줌으로써 보행을 보조해 주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社

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공간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일본 HONDA 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WAD (Walking

재활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

Assist Device)를 개발하였다. 착용자의 체중을 지지하기 위한

행보조를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시스템은 25.9 kg의 중

목적으로 개발된 WAD는 두 개의 구동기에 의해 동작되며,

량을 가지며 착용자 다리 관절의 운동을 지원하거나 억제하

신발과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은 6.5 kg이다[21]. 이 시스템을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운동 억제 모드에서는 외골격이 착

사용할 때 착용자 다리의 근육활성도는 평지보행 시 17.85 %,

용자 다리 운동에 대하여 저항력을 제공함으로써 우주에서

계단등반 시 19.45 %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소모는 평지보행

비행사들의 근력을 유지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 또한, 운동

시 11 %, 계단등반 시 7 % 감소하였다[22]. 착용자의 보폭을

지원 모드는 지구로 귀한 비행사의 약해진 근력을 보조하며
재활훈련을 도와 줄 수 있다[14].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WAD는 고관절에 두 개의

미국 Vanderbilt 대학교에서는 척추 손상 장애인의 보행 시

km/h의 속도로 보행 시 2 시간 동안 운용이 가능하다. 이 시

관절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외골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고

스템은 착용의 허리와 허벅지를 벨트에 의해 체결하며, 구동

관절과 슬관절에 부착된 4개의 구동기는 순간적으로 40 Nm

기로 허벅지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착용자의

의 토크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시스템 중량이 12 kg으로 경량

보폭을 증가시켜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보행이

구동기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은 2.8 kg이며 4.5

인체 능력 향상을 위한 하지 외골격 시스템의 기술 동향

가능하도록 도와준다[21].
한국의 한양대학교에서는 노약자의 보행보조를 목적으로
HEXAR-WA (Hanyang Exoskeletal Assistive Robot-Walking
Assist)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관절 굴곡/신전 동작 시
토크를 생성해 주기 위한 두 개의 구동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고관절 외전/내전 동작을 위한 수동관절이 포함되어 있다. 배
터리를 포함한 시스템 중량은 5.5 kg이며, 한 번 충전으로 1
시간 동안 운용할 수 있다[11].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파악하
기 위해서 신발에 장착하는 Insole 센서를 사용하여 보행구간
을 파악하고, 허벅지 체결부에 부착되어 있는 힘 센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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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기반으로 제어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이를 위해서는 착용자의 동작을 만족시키는 외골격 메커
니즘 설계, 착용자의 동작의도 파악을 위한 인간-로봇 인터
페이스 및 동작의도 기반 인간-로봇 협업 제어 기술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림 1은 외골격 형태를 가지는 시스템들의 기
본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외골격 시스템은 착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하여 인간-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을 측정한다. 제어기에서는
획득한 착용자 동작의도를 기반으로 외골격 시스템을 제어
하게 되며, 외골격 메커니즘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직접적으

해 인간-로봇 상호작용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
한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기반으로 외골격 로봇이 고관절 굴
곡/신전 동작 시 필요한 보조 토크를 생성하도록 힘을 제어
함으로써 착용자는 보행 시 근력을 보조 받으며 보폭 및 속
도 조절이 가능하다[23].
일본 Tsukuba 대학교에서는 착용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보
완해주거나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버
전의 HAL (Hybrid Assistive Limb)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AL-

로 근력을 보조해 주는 힘을 전달한다. 이때 착용자는 자신
의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외골격의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착용자는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인
지하여 외골격을 스스로 제어 할 수 있다.
2. 외골격 메커니즘 설계
외골격 메커니즘은 착용자의 인체 외부에 부착되는 형태
를 갖는다. 따라서, 외골격 설계 시 착용자 인체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로봇 개발목적 및 동작환경에 대한 분석

5는 하지 외골격 로봇에 상지를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
고 있다. 이 시스템의 하지 외골격은 4개의 구동기에 의해
시상면 상의 동작을 지원해주며 걷기, 앉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준다. 하지 외골
격의 중량은 15 kg이며, 한번 충전으로 약 2 시간 40 분 동안
운용할 수 있다.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리
의 피부에 부착한 EMG (electromyograph) 센서로부터 측정한
근육활성도 신호와 신발에 장착된 압력센서로 측정한 보행

이 필요하다. 표 2는 대표 연구사례들을 외골격 메커니즘 구
조와 관절의 메커니즘 형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외골격 메커니즘의 구조는 크게 Anthropomorphic, Non-

구간 정보를 사용한다. 최근에 공개된 웰빙용 HAL은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들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하
여 개발되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지 마비 장
애인의 재활 훈련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24,25].

의 충돌 회피를 위한 설계요소들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하

III. 핵심 요소 기술
1. 기본개념
외골격 시스템은 착용자 중심의 인간-로봇 협업 시스템이
다. 착용자 중심이란 외골격 로봇이 동작함에 있어 절대적으

anthropomorphic 및 Quasi-anthropomorphic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26]. Anthropomorphic 형태는 인체와 외골격의 관절의 회
전 축을 기구적으로 일치하도록 외골격을 설계함으로써 외
골격 로봇이 착용자와 동일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골
격 로봇 설계를 위한 로봇의 동작범위 결정 및 인간과 로봇
지만 인체 외부에 부착되는 외골격 로봇의 모든 자유도에 대
표

2. 외골격 시스템의 기구 구조 및 관절 형태에 따른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of exoskeleton robot system by mechanism
architecture and joint mechanism type.
Application
field

Exoskeleton name
MIT Exoskeleton
BLEEX

Military/
Industrial
Field

HULC
XOS
HEXAR-CR50

Medical
Field

그림 1. 외골격 형태를 갖는 시스템들의 기본 개념.
Fig. 1. Basic Concept of the Exoskeleton Type System.

Social
Welfare
Field

Mechanism
architecture

Joint mechanism
type

Anthropomorphic
Quasianthropomorphic
Quasianthropomorphic
Anthropomorphic
Quasianthropomorphic

Quasi-passive
Active/Passive
Active/Passive/
Quasi-passive
Active
Active/Passive/
Quasi-passive
Active/Passive/
Quasi-passive
Active/Passive
Active/Passive
Active

EKSO

Anthropomorphic

X1
ReWalk
REX
Vanderbilt
Exoskeleton

Anthropomorphic
Anthropomorphic
Anthropomorphic
Quasianthropomorphic

WAD-Bodyweight
Support
WAD-Stride
Management
HEXAR-WA20
HAL

Nonanthropomorphic

Active/Passive

Anthropomorphic

Active/Passive

Anthropomorphic
Anthropomorphic

Active/Passive
Active/Passive

Active/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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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Don
이Lee
희 and
돈, 한
Chang-Soo
창수
Han

하여 착용자의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관절의 회전 축과 일치
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기구적으로 쉽지 않다. Quasianthropomorphic 형태는 인체 관절의 회전축과 외골격 관절의
회전축을 일치 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
계된 외골격 메커니즘 구조이다. 이러한 외골격 메커니즘의
관절 및 링크 설계를 위해서는 사람의 동작분석이 수행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하여 외골격 로봇과 착용자 사이의 상대운
동의 허용범위 및 체결위치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Nonanthropomorphic 형태는 인체와 외골격의 관절 회전축이 일치
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
만 외골격 로봇의 기능적인 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형태의 외골격 메커니즘은 착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
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활용범위 안에서 작업
을 수행함에 있어 인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외골격 로봇
보다 편리한 동작이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효과적
일 수 있다.
외골격의 관절 메커니즘은 능동(active)관절, 수동(passive)관
절 또는 준수동(quasi-passive)관절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착용
자에게 근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 모터 또는 유압 구동
기를 사용하는 능동관절을 통하여 외골격 관절의 파워를 생
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외골격 시스템은 인체 외부에 부착되
는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인체 모든
자유도를 능동관절로 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동기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중량이 증가하고 시스템 복
잡도가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체동작분석 및
작업분석을 통하여 일부 관절에 수동관절 또는 준수동관절
을 사용하여 인체 자유도를 구현하는 저구동(under-actuated)
방식의 외골격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9]. 준수동 관절이
란 스프링 또는 댐퍼와 같은 탄성 또는 점성을 가지는 에너
지 저장장치를 포함한 수동관절을 의미하며, 동작구간 중 특
정구간에서 에너지를 축척하였다가 방출하는 방식으로 근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4,5,9]. 이러한 준수동
관절의 설계를 위해서는 외골격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작
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또한 그 작업을 수행하
는 착용자의 동작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동
작과 방출이 필요한 동작에 대한 분석이 필요다.
3.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착용자의 동작의도 획득은 외골격 시스템의 제어를 위해
중요하다. 착용자의 동작의도 파악은 사람과 로봇 사이의 상
호작용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며, 최근 인간-로봇 상호작용
측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27].
사람은 시각, 촉각, 청각 등과 같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
용하여 획득한 주변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인체를 동작시키
기 위한 추론, 계획, 실행에 관한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을
수행한다. 사람과 로봇이 결합된 형태를 갖는 외골격 시스템
과 같은 인간-로봇 협업 시스템들은 로봇에 의하여 사람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사람의 인지과정의
변화로 인하여 협업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인간-로봇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인간-로봇 상호작용은 사람의 인지과정 중 로봇에 의한 영향

그림 2. 외골격 형태를 갖는 시스템들의 기본 개념.
Fig. 2. Basic Concept of the Exoskeleton Type System.
으로 발생한 상호작용인 cHRI (cognitive Human-Robot Interaction)과 인지과정 중 실행의 결과로 인체 동작에 의해 로봇
과 발생하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인 pHRI (physical HumanRobot Intera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28,29].
cHRI 기반 시스템은 사람의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서 근골격계로 전달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여
로봇의 제어기 입력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착용자의 동작이
발생하기 전에 동작의도 파악이 가능하고, 인체관절에 동작
시 필요 토크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근력보조를
위한 외골격 로봇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pHRI 기반 시
스템은 사람의 근골격계에 의한 동작의 결과물인 힘 또는 위
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로봇의 제어기 입력으로 사용한다. 따
라서, 착용자의 동작에 의해 발생되는 위치변화 또는 힘에
대하여 로봇이 그 힘을 증강시키도록 제어가능하기 때문에
근력증강을 위한 외골격 로봇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
는 이러한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외골격 로봇 시스템의 제어기 입력신호 생성을 위하여
cHRI과 pHRI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HRI 측정은 사람의 인지과정에 대한 직접적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이를 이용한 인체 동작의도 파
악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28]. cHRI 신
호는 EEG를 이용한 뇌 활성도 측정 또는 EMG를 이용한 근
육활성도 측정과 같이 생체신호(biomedical signal)측정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cHRI 기반 외골격 로봇 시스템은
주로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여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파악하
여 제어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9,25,30].
근육활성도 신호는 사람의 인지과정 중 동작 실행과정에 대
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신호로부터 착용자의 관절
동작 토크 및 각도 예측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근육활성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EMG센서를 사
용하지만, 피부에 직접 부착되어야 하고, 신호 수집 시 높은
샘플링 주파수가 요구되며, 신호의 정량화가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3]. 따라서, 최근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육활성화 시 변화되는 근육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MVS
(Muscle Volume Sensor) [31], pMAS (piezo cable Muscle Activation
Sensor) [32], MSS (Muscle Stiffness Sensor) [33], Ultrasonic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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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착용자 동작의도 측정을 위한 HRI 센서.
Table 3. HRI sensors for the human intent measurement.
EMG, MVS, pMAS, MSS, Muscle Tenseness
Muscle
Sensor, Ultrasonic Muscle Activity Sensor,
activation
Mechanomyography
cHRI
Brain
EEG
activation
Etc.
Humidity sensor, Temperature sensor
Encoder,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Position/ Transformer), Potentiometer, Accelerator,
Motion Inclinometer, Magnetic Sensor, Electrogoniometer, MEMS Inertial Sensor Device
pHRI
Strain Gauge, Force/Torque Sensor, Pressure
Force/
Sensor, Piezoelectric Sensor, Piezoresistive
Pressure
Polymer, Capacitive Force Sensor
activity sensor [34], Mechano-myography [35]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다.
pHRI 측정은 힘 센서, 가속도 센서 및 압력센서와 같은 물
리량 측정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과 로봇의 동작에 대한 물리
적인 변화량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센서들은 사
람 또는 로봇이 동작한 결과에 의해 발생되는 물리량을 측정
하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발생하기 전에 동작의도를 예측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로봇 상호작용력 또는 가속도,
속도, 위치 변화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외골격 시스템의 제어
입력으로 사용가능하며, EMG와 같은 생체신호보다 신뢰성
있는 신호획득이 가능하다[1]. 또한, 외골격의 링크 또는 사
람과 외골격의 체결지점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cHRI 측정용 센
서보다 외골격 부착 및 사용에 용이하다. 표 3은 cHRI와
pHRI 측정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센서들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3].
4. 인간-로봇 협업 제어
외골격 시스템은 제어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외골격이 결
합된 폐루프(closed loop)가 형성되며, 따라서 제어기 개발 시
착용자와 외골격에 대하여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외골격 시
스템의 제어방법은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이용한 인간-로봇
협업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발목적 및 적용대상에 따
라 적합한 제어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외골격 시스템의 제
어기법은 cHRI 기반 제어와 pHRI 기반 제어로 분류되며,
cHRI 기반 제어는 착용자의 생체신호를 제어 입력으로 사용
하는 기법으로써 User-command 제어와 Myosignal 제어가 대
표적이다. 반면, pHRI 기반 제어는 인간-로봇 사이의 물리적
변화를 측정한 신호를 제어 입력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힘 제어, Master-slave 제어 및 Preprogrammed 제어가 대표적
이다[3]. 그림 3은 대표적인 제어기법들에 대한 개념을 도식
화한 것이다.
User-command 제어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외골격 시스
템 주로 사용되며, 장애가 없는 인체 부위에서 측정한 동작
으로 장애가 있는 하지를 외골격 시스템을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 제어방법은 하지 마비 장애인의 손가
락 동작 또는 발바닥에 부착된 버튼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
으로 외골격 로봇을 착용자의 의도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

그림 3. 외골격 시스템의 제어기법.
Fig. 3. Control method of the exoskeleton system.
주며, 반복적 동작을 통한 근력 훈련 또는 근력지원을 통하
여 일상생활에서 활동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36,37]. 하지만
이 제어방법은 인체의 다른 부위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외골
격 시스템을 제어하기 때문에 외골격의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사용자는 외골격 시스템의 동작명령 생성을 위한 많
은 훈련이 필요하다.
Myosignal 제어는 EMG 센서로 측정한 근육활성화 신호로
착용자의 동작을 예측하여 외골격의 동작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 방법이다. 착용자 동작 예측을 위하여 인체 근육모델
또는 Neuro-fuzzy 제어기 등을 사용하며, 근육활성도에 따른
관절 동작 방향 및 필요한 관절 토크 등을 예측하여 제어기
입력으로 사용한다[9,30]. 이 제어기법은 착용자 관절의 요구
되는 토크, 운동 방향 등을 예측하여 외골격을 제어하기 때
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근육활
성도와 같은 생체신호는 측정하는 사람마다 신호보정이 필
요하며, 신호잡음(noise)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처리가
어렵다.
외골격 시스템의 힘 제어는 착용자와 외골격 사이의 상호
작용력을 동작 명령 생성을 위한 제어입력으로 사용하거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제어
기법은 상호작용력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힘을 센서를 사
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제어하는 Direct force control [38]과 간
접적으로 측정하여 추정하는 Virtual force control [26]로 구분
할 수 있다. Direct force control 기법은 인간-로봇의 협업 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어 방식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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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인간과 로봇의 작용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가의 힘 센서
가 착용자와 외골격의 접촉점 마다 부착되어야 하므로 접촉
점에 대한 최소화가 필요하다. Virtual force control은 상호작용
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가의 힘 센서를 사용하는 대신
Disturbance observer를 사용하여 착용자가 외골격에 가하는 외
력을 외란으로 인지하여 상호작용력을 예측한다. 하지만 정
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정확한 동역학 모델이 필요하며 수학
적 연산량이 크다.
Master-slave제어는 사람이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가장 전
통적인 제어 방식으로서 외골격을 착용하는 사용자의 동작
을 센서로 측정하여 외골격 시스템이 동일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어방식은 1960년대
社
GE 에서 개발한 고중량물의 이송을 위한 외골격 시스템인
Hardiman에 적용되었으며, 외부 외골격(slave)과 내부 외골격
(master)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내부 외골격으로 착용자의
동작을 측정하여 외부 외골격이 착용자의 움직임을 따라 동
작하도록 제어하였다[39]. 이 제어기법은 인간의 동작을 직접
측정하여 로봇을 구동하므로 인간-로봇 협업 제어에 쉽게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착용자가 로봇의 내부에 결합되는
형태를 갖는 외골격 시스템의 특성상 착용자는 보행 시 외골
격과 일치감을 느끼기 어렵다[3].
Preprogrammed 제어는 주로 의료 · 재활을 위한 보행보조용
외골격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착용자로부터 시작 또는
정지와 같은 단순한 명령이 주어질 때 사전에 입력해둔 보행
동작을 사용하여 외골격을 보행하도록 제어하는 기법이다.
이 제어기법은 외골격 착용자의 자세 안정성을 판단하여 입
력되어 있는 보행동작 경로의 변화를 주거나 보행구간 별로
보행 속도정보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40,41]. 이 제어기법은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
에게 적용하여 일반인과 같은 걸음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착용자의 의지에 의한 자연스러운 동작이 어렵기 때
문에 보행 시 안정성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착용자의 인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하지 외골격 시스템의 국내 · 외 대표 연구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군사 · 산업 분야, 의료 · 재활 분야 및 사회복지 분
야로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골격 시스템
의 핵심 요소기술을 외골격 메커니즘 설계, 인간-로봇 인터
페이스 및 인간-로봇 협업제어로 분류하여 각 기술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골격 시스템은 착용자의 인체 외부에
결합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발 시 외골격의 활용목적,
적용대상 및 운영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또
한, 인체 메커니즘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필요하며, 제어 목적에 적합한 제어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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