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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intelligent ankle assistive robot which provides assistive power to reduce ankle torque based on an 

analysis of ankle motion and muscle patterns during walking on level and sloped floors. The developed robot can assist ankle muscle 

power by driving an electric geared motor at the exact timing through the use of an accelerometer that detects gait phase and period, 

and a potentiometer to measure floor slope angle. A simple muscle assistive link mechanism is proposed to convert the motor torque 

into the foot assistive force. In particular, this mechanism doesn't restrain the wearer's ankle joint; hence, there is no danger of injury 

if the motor malfunctions. During walking, the link mechanism pushes down the top of the foot to assist the ankle torque, and it can 

also lift the foot by inversely driving the linkage, so this robot is useful for foot drop patients. The developed robot and control 

algorithm are experimentally verified through walking experiments and EMG (Electromyograph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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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체의 노령화로 

인한 질환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

우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고혈압이며, 다음으로 많은 것이 관절 

질환이다. 관절 질환은 노인 뿐만 아니라 작업자나 군인, 등

산객 등 장시간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보행을 하는 

경우 발목 염좌, 골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등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족하수 현상 또한 이에 포함된다[1].  

최근, 이러한 신체의 노령화 및 장애로 인한 근력이 약화

로부터 신체의 각 부위에 착용하여 근력을 보조해줄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2-4]. 그 중, 무

리한 운동 및 과체중으로 인해 발목근육에 손상이 가해져 보

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 장치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발목 근력 보조 장치가 개발되

고 있다. 

경북대학교의 강오현 외 4인은 MR유체를 사용하여 발목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방지하는 발목 염좌 방지를 위

한 보행 보조기구를 개발하였다[5]. 전북대학교의 오혜진 외 

4인은 공압근육을 사용하여 족배굴곡 보조를 위한 외골격 

보조기를 개발하였다[6]. 미국의 Illinois 대학에서는 유압시스

템을 이용하여 발목 근력을 보조하는 외골격 로봇의 소형화

에 성공하였다[7]. Rajastan Technical University의 Prashant K. 

Jamwal 외 4인은 발목 염좌의 치료를 위한 착용형 로봇을 개

발하였다[8].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는 전기적

인 장치 없이 스프링으로 구성된 장치만을 이용하여 발목의 

운동을 도와주는 외골격 장치를 개발하였다[9]. MIT의 

Joaquin Blaya 외 1인은 Series Elastic Actuator를 사용하여 족하

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발목 보조기를 개발하였다[10].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목 근력 보조용 외골

격 로봇들은 구동 메커니즘이 복잡하며 특수하게 제작된 신

발을 이용하여 발과 로봇이 완전히 구속되는 방식인데, 이는 

로봇의 오작동 시 오히려 착용자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 신체적 요건이 맞는 

사람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평지, 경사로 등 지면의 상태에 

따라 보행 패턴이 다른데 이러한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

어 평지에서만 근력 보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단순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보행 

분석을 통해 보행 시 발목에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구간을 

찾아 정확한 타이밍에 근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행 시 평지, 경사로 등 지면의 상태에 따

라서 보행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

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노약자, 등산

객, 군인 등 폭넓은 분야에 상용화가 가능한 근력 보조 로봇

을 개발하였다. 

 

II. 개념 설계 및 원리 

1. 개념설계 

본 연구에서는 착용형 외골격 로봇이 보행 중 정확한 타이

밍에 발목 근력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 1과 같

이 보행 주기 시 발목 관절 궤적과 토크 궤적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11].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뒤꿈치가 지면에 닿

는 순간 몸통의 무게로 인하여 발목에 하중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발목 토크가 점차 증가하면서 발가락이 지면에서 떨어

지는 구간 (A 구간) 에서 발목 관절에 가장 높은 토크값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착지 후 발등이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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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는 A 구간을 센서로부터 감지하여, 기계적인 힘을 이

용하여 발등을 눌러주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발목 관절에 

작용하는 토크 및 발목의 피로도를 저감하는 근력 보조 장치

를 목표로 한다. 

2. 개념원리 

발목 근력 보조 로봇의 기본 원리는 발목에 장착된 기어

드 모터에 링크 구조를 통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모터

의 힘이 발등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는 작동 원

리를 나타낸다. 모터에 부착되어 있는 링크 (이하 링크 1)가 

모터와 함께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 발목 관절부의 

‘L형 링크’ (이하 링크 2)를 밀어주게 되는데, 이때 링크 2가 

발등을 하향으로 눌러주면서 발목 관절의 필요한 토크를 보

조하게 된다.  

본 메커니즘의 장점은 보행 시 발목을 기계적으로 구속하

지 않는 방식으로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도 발목에 영향을 주

지 않으며, 모터가 자칫 발진하게 되어도 발목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족하수 모드에서 링크 1이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발등을 위로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

반 보행뿐만 아니라 발등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족하수 환자

의 보행을 보조할 수 있다. 

 

III. 로봇 제작 

1. 로봇의 전반적인 외형 및 사양 

그림 3은 본 로봇 기구부의 전체적인 형상 및 치수를 나타

낸다. 일반적인 성인의 발목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여 가로 

100 mm, 세로 100 mm, 높이 120 mm로 제작하였다. 전체적으 

로 세 부분(프레임부, 센서부, 링크부)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레임부는 큰 힘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 경량화를 

위해 아세탈로 제작하였다. 센서는 착지 감별을 위한 가속도 

센서, 지면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한 가변저항, 모터의 초기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포토 인터럽터로 이루어져 있다. 링크

부는 높은 힘을 전달 할 수 있도록 Steel으로 제작되었고, 모

터에 부착되어 있는 링크 1과 발등을 직접 눌러주는 부분의 

링크 2로 이루어져 있다. 각 링크의 길이는 발목의 회전 반

경을 고려하여 기구학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발에 로봇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원활한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종아

리 보조대와 버클을 이용하였다. 로봇의 전반적인 사양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각 주요 부위의 기능 및 재료 선정 과정

을 아래에 자세하게 소개한다. 

2. 기어드 모터 선정 

일반적으로 보행 시 발목에 작용하는 피크 토크는 약 70 

Nm 가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 15%의 발목 토크를 모

터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모터/감속기를 선정하였다. 모터는 크

기 및 무게 대비 파워가 높은 Maxon BLDC 모터를 사용하였

고, 감속기는 Maxon 유성기어를 사용하였다. 감속기를 통과

한 구동기의 피크 토크 값은 15.6 Nm 이며, 감속기의 최대 

전달 토크는 10 Nm 이다. 그런데, 모터의 토크를 링크 2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속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감속비는 그림 4와 식 (1)로부터 1.1:1로 계산되었다. 결국, 

링크 2가 발목에 전달하는 최대 토크는 약 11 Nm 이 되며 

선정된 모터와 감속기가 발목 피크 토크의 약 15%를 감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터의 최고속도는 13,100 rpm으로 감속

 

그림 1. 발목 궤적과 토크 그래프[11]. 

Fig.  1. Ankle trajectory and torque graphs [11]. 

 

Torque 
Assistance

Link 1

Link 2

 

그림 2. 작동 원리. 

Fig.  2. Operation principle. 

120mm

100mm

100mm

Geared BLDC Motor

2-axis Accelerometer

Potentiometer

Frame Part

99 mm

51.5 mm

71 mm

그림 3. CAD 모델. 

Fig.  3. CAD model. 

 

표   1. 로봇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robot. 

Dimension 100mm x 100mm x 120mm 

Weight 1kgf 

Battery Li-Po 24V 3.3A 

Actuator 24V Maxon BLDC motor 50W 

Controllers 
Main Controller : dsPIC 

Motor Controller : BL2404-DIK 

Sensors 

Acceleration sensor 

Potentiometer 

Photo interru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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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의해서 초당 1.5바퀴를 돌 수 있으며 1바퀴를 회전하는

데 약 0.52 sec가 소요된다. 사람의 평균 보행 속도는 약 3.5 

km/h이며 보폭이 70 cm 라고 가정하면 한 걸음주기에 약 

0.72 sec가 소요된다. 모터의 회전 속도가 보행 속도보다 충분

히 높으므로 다음 동작을 준비하기에 적절하다. 참고로, 선정

된 기어드 모터의 사양은 표 2에 나타내었다. 

 
'

1 1 1

'

2 2 2

55
Reduction ratio 1.1

50

θ θ θ

θ θ θ

Δ
= = = =
Δ −

-

 (1) 

3. 링크부 설계 

그림 5의 링크 1은 기어드 모터와 연결되어 모터의 동력

을 직접적으로 링크 2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링크 1이 

링크 2를 직접적으로 접촉시키는 과정에 링크의 마찰을 줄

이고 부드러운 동작이 가능하도록 링크 2와 닿는 A 위치에 

베어링을 장착하였다. 모터의 축과 결합하기 위하여 모터 축 

장착홀을 D컷으로 가공을 하였으며, 강성을 높이기 위해 

Steel로 제작하였다. B는 포토 인터럽터를 나타낸 것으로써, 

링크 1의 중심부에 위치한 돌출부가 포토 인터럽트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지점을 모터의 초기 위치로 설정하였다. 그림 

6의 링크 2는 링크 1이 회전함에 따라 회전력을 발등의 수직

력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림의 C 부분은 밀도 높은 스펀지로 

제작되어 링크 2가 발등을 눌러줄 때 수직력이 발등 전체로 

넓게 분포되도록 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4. 토션 스프링 

하단의 링크 2가 보행 시 흔들리지 않고 발등에 밀착될 

수 있도록 그림 7(a)의 A와 같이 축과 링크의 사이에 매우 

작은 스프링상수를 갖는 토션 스프링을 장착하였다. 토션 스

프링은 로봇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7(b)와 같이 링

크 2가 지면과 수직하게 되는 것을 초기각도로 설정하였다.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발등을 들어올렸을 때 링크도 발등

과 같은 각도로 따라 올라가게 되며, 발등이 밑으로 내려가

게 되면 스프링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발등과 밀착되어 같이 

내려간다. 보행 시 정강이와 발등 사이의 최대 각이 180°이

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션 스프링의 최대 각을 180°로 설

계하였다. 

5. 가변저항부 설계 

그림 8은 가변저항부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변

저항부는 보행 시 발등과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평균값으로부터 지면의 기울기를 추정하는 역

할을 한다. 가변저항을 발목 프레임에 장착시키고 가변저항 

회전축을 링크 2의 회전축과 고정하여 발목 각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변저항과 축의 견고한 결합과 부드러운 

회전을 위해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으며, 베어링이 빠지지 

않기 위한 커버와, 가변저항을 본체와 결합하기 위한 프레임

으로 구성되어 있다.  

Link 2

Link 1

 

(a) Start of contact. (b) End of contact. 

그림 4. 링크 감속비 계산. 

Fig.  4. Calculation of link reduction ratio. 

 

표   2. 기어드모터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geared motor. 

Model EC-i40, Planetary gear 

Dimension 40Φ, 90mm 

Reduction ratio 111 : 1 

Nominal/Peak torque 5.2 / 15.6 Nm 

Maximum speed 13,100 rpm 

 

 

그림 5. 링크 1의 설계. 

Fig.  5. Design of link 1. 

그림 6. 링크 2의 설계. 

Fig.  6. Design of link 2. 

 

  

(a) Spring. (b) Initial. (c) Return. 

그림 7. 토션 스프링. 

Fig.  7. Torsio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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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변저항부. 

Fig.  8. Potentiometer part. 

 

6. 제어시스템 구성 

그림 9는 발목 근력 보조 로봇의 제어 시스템 다이어그램

을 보여준다. 주 제어기로써 마이크로칩 사의 dsPIC 를 사용

하였고, 모터 제어기로써 로보큐브테크 사의 BL2404 를 사

용하였다. 주제어기는 발목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는 2축 가

속도 센서를 통해 착지 시점 및 보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며, 가변저항을 사용하여 링크 2의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지면의 기울기를 추정한다. 그림 8에서 링크 2의 기준 각도

를 확인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를 기반한 근력 보조 알고리

즘으로부터 모터의 위치를 실시간 제어하며 제어주파수는  

1 kHz 이다. 그림 10에는 실제 제작된 제어 시스템을 나타낸

다. 제어부는 허리에 착용할 수 있도록 허리 착용형 가방 안

에 제작되었으며 주 제어기 구성 회로, 모터제어기, LCD, 리

튬-폴리머 배터리, 비상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LCD에서는 

실시간 가속도와 배터리 잔량 및 제어 상황 정보가 UART를 

통해서 표시된다. 최종적으로 그림 11과 같이 지능형 발목 

근력 보조 로봇을 완성하였다. 참고로, 족하수 환자들을 위해 

발 앞쪽에 토-클립을 추가하여 발등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IV. 제어 알고리즘 

1. 구동 알고리즘 

그림 12는 발목 근력 보조 로봇의 구동 알고리즘을 나타

낸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그림 9. 제어 시스템 구성. 

Fig.  9.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그림 10. 제어 시스템의 사진. 

Fig.  10. Photograph of the control system. 

Toe clip

 

그림 11. 지능형 발목 보조 로봇의 전체모습. 

Fig.  11. Photograph of intelligent ankle assistive robot. 

 

 

그림 12. 알고리즘 순서도. 

Fig.  12. Flow chart of th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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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근력 보조를 위한 일반 보행 모드 (NW)이고 두 번째는 

족하수 환자를 위한 족하수 모드 (FD)이다. 처음 시작 시 모

드를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모드에 따라 알고리즘이 다르게 

적용된다. 모드를 선택한 후 로봇의 링크 1은 포토 인터럽터

가 있는 초기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가속도계와 가

변저항의 센서값들을 수신한다. 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보행 시 전진방향인 x축의 가속도를 사용하게 된다. x축 

가속도를 적분기와 고주파 통과필터가 혼합된 Leaking 적분

기를 통하여 Bias가 제거된 전진 방향 속도를 계산하고 속도

가 0.3 m/sec 를 초과하여 0.3 sec 동안 지속하게 되면 보행으

로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속도값이 0.3 m/sec 이하에서 1 sec 

동안 지속하게 되면 정지라고 판단한다. 참고로, 본 판단 조

건은 시행착오 방식을 이용한 실험적인 방법으로 보행판단

과 정지조건을 구하였다. 보행이 인식되면, 적절한 타이밍에 

링크를 회전시켜 발등을 아래로 눌어주거나 (일반보행모드), 

발등을 위로 올려주어야 한다 (족하수 모드).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이용하여 이러한 타이밍을 적절히 계산하

고자 한다.  

그림 13은 보행 시 측면에서 본 발의 가속력을 나타낸다. 

빨간색 부분은 발 뒤꿈치의 지면 착지 기간을 나타내며, 

Point 1은 뒤꿈치 착지 순간이며, Point 2 는 뒤꿈치가 지면에

서 떨어지는 순간이다. 그림 1을 고려했을 때, 뒤꿈치가 지면

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발목 토크가 상승하므로 Point 2의 

타이밍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림 13에 

표시된 가속력의 피크치를 검출한 후 적절한 지연 시간을 부

여한 후 Point 2 지점에서 링크 1을 구동하는 방법을 식 (2) 

와 같이 제안하였다.  

 

 Total delay A B CT T T T= + +  (2) 

: 200 [ sec]

1
: [ sec]
3

: [deg] 10 [ sec]

A

B

C

T Basic delay m

T Walking period m

T Ground slope m×

 

 

위의 식에서 TA 는 가속력 피크치에서 Point 1까지의 기준 

소요 시간을 200 msec 로 가정하였고, TB는 Point 1 에서 Point 

2까지의 소요 시간을 직전 보행 주기의 1/3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다수의 실험결과로부터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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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d angle of link 2 during slope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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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interpolation

 
(b) Curve fitting of averaged link 2 angle. 

그림 14. 지면 경사각과 평균된 링크 2각도의 관계. 

Fig.  14. Relationship between ground slope & averaged link 2 

angle. 

 

TC는 경사로의 경우, 경사가 높아질수록 뒤꿈치가 지지하

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사각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하는 

변수이다. 그런데, TC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면경사를 

추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 시 링크 2의 각도를 가변

저항으로 측정하여 지면 경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4(a)는 매 보행 주기 동안 얻어진 링크 2의 평균 각도를 

지면 경사도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이다. 평균각도는 보행 시 

발의 가속도의 피크치 사이의 구간에서 구하였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면경사가 높아짐에 따라 링크 

2의 평균각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14(b)에 지면경사 0도, 4.5도, 9도에 대한 링크 2의 평균 각도

를 점으로 표시하였고, 이를 직선 보간하였다. 직선 보간식은 

식 (3)과 같다. 

 87.16+087.1-=)( xxf  (3) 

위의 식에서 x 는 링크 2의 평균 각도이며 y 는 추정되는 

지면경사이다. 따라서, 식 (3)을 이용하여 링크2 각도의 평균각

도를 실시간 계산하고 실제 지면경사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유추된 지면 각도에 대해 얼마만큼의 시간 지연

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면 각도에 따라 뒤꿈

치 지지 기간이 얼마씩 증가되는지 그림 15와 같이 실험하여 

보았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아있는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시

하였으며, 그림 15(a)에서는 평지 시 평균적으로 약 0.7059sec

이었고, 그림 15(b)에서는 9도 시 0.8009 sec 으로 측정되었다. 

지면 경사가 9도일때, 약 95 msec가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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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행 시 발의 가속도 측정. 

Fig.  13. Acceleration measurement during walking. 

Woo-Chul Jeong, Chang-Soon Kim, Jin-Yong Park, Jung-Guen Hyun, and Jung-Yup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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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결과적으로 지면 경사 각도 당 10 msec를 추가하도

록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식 (2) 참고). 식 (2)로부터 Point 1

부터 Point 2까지의 지연 시간이 결정되면, 결정된 지연 시간 

후 모터제어기에 모터 위치값이 전송되고, 모터가 회전하여 

발목 근력을 보조하게 된다. 참고로, 그림 16은 일반 보행 모

드에서 모터 회전 시 링크들의 구동 모션 순서를 보여준다.  

2. 족하수 모드 

족하수란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발들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족하수 환자에게 

추가적인 보조를 위하여 일반보행모드와 다르게 모터를 시

계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링크 2와 연결된 발등을 

들어 올려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족하수 환자

가 3 km/h 의 평균 속도로 트레드밀에서 걷는다고 가정을 하

였다. 기본적인 딜레이 시간 계산법은 일반 보행모드에서와 

같으며, 발이 공중에 상승하기 직전에 모터를 동작한 후 발

등을 끌어올리면서 보조하게 된다. 발등을 당겨서 올려주는 

시간을 1 sec로 고정하여 설정하였다. 참고로, 족하수 모드에

서 모터의 구동은 그림 17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2.1 초기 대기 단계 

링크 1이 회전하여 포토 인터럽터가 있는 초기 위치를 인

식하게 되면 그림 17(a)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이 위치를 

초기 위치로 설정한 후 대기한다.  

2.2 발등을 들어 올리는 단계 

발등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모터를 구

동시키고, 모터를 발등을 들어 올릴 -5도에 해당하는 위치값

으로 이동시킨다. 이 때 모터의 이동 범위는 실험적으로 정

하였다. 

2.3 원점으로 돌아가는 단계  

발등을 들어올린 다음 발 뒤꿈치가 땅에 닿기 전에 모터를 

다시 초기 위치로 복귀시킨다. 

 

V. 구동 실험 및 데이터 분석 

1. 구동 실험 

위에서 제안된 구동 알고리즘을 본 로봇에 적용한 후 구

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동 실험은 평지에서의 보행, 10도 

경사로에서의 보행, 그리고 족하수 모드에서의 모터 구동 타

이밍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논문 저자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12]. 그림 18과 그림 19는 착용자의 일반 보행모

드 중 각각 평지와 경사로에서의 스냅샷을 보여준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순간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구동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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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경사각에 따른 뒤꿈치 지지 기간. 

Fig.  15. Landed period according to ground slope. 

 

그림 16. 일반 보행보조 모션. 

Fig.  16. Assistive motion of normal walking mode. 

  

(a) Initial. (b) Lift. (c) Return. 

그림 17. 족하수 보조 모션. 

Fig.  17. Assistive motion of foot-drop mode. 

 

1 2 3

4 5 6

7 8 9

그림 18. 일반 보행보조모드의 스냅샷. 

Fig.  18. Snapshots of normal mode walking.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Ankle Assistiv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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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등이 내려감에 따라 링크 2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

전하며 발등을 눌러주어 보조를 하게 된다. 이후 링크 1이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와서 다음 동작을 준비하게 된다. 경

사로 보행의 경우 평지 보행에 비하여 모터가 구동되는 타이

밍이 더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0은 족하수 모드에서의 스냅샷을 보여준다. 일반 보

행모드에서와는 다르게 발등이 최대로 내려간 순간 모터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구동하여 링크 2가 시계방향으로 들어올

려지게 되면서 발등을 위로 올려주게 된다. 일반 보행모드와 

마찬가지로 한 동작 수행 이후 링크 1이 초기 위치로 돌아와

서 다음 동작을 준비하게 된다.  

2. 근전도 실험 

앞에서 수행한 구동 실험에서 지능형 발목 근력 보조 로봇

이 근력 보조에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MG 센

서를 이용하여 로봇 착용 유무에 따른 근력 변화를 측정하였

다. EMG 센서 실험은 BTS 바이오엔지니어링 사의 계측장비

를 사용하였으며, 보행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 경골근, 내

측비복근, 외측비복근, 가자미근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EMG 센서 부착 위치를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EMG 센서 착용 위치. 

Fig.  21. EMG sensor positions for the ankle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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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vel walking withou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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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evel walking with robot. 

그림 22. 평지에서 EMG 측정. 

Fig.  22. EMG measurement on level ground. 

 

각 실험은 5분 동안 평지보행 및 경사보행 하였고, 실험마

다 10분의 휴식을 취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EMG 신호값은 

저주파 통과 필터를 거치고 정류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2 

및 그림 23은 각각 평지와 경사로에서 30 sec 동안 보행했을 

때 지능형 발목 근력 보조 로봇의 착용 유무에 따른 근전도 

신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근육 별 로봇 유무 시 평균 

근전도 신호를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먼저 평지 보행의 경우, 로봇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했을 

때 전 경골근, 가자미근, 내측비복근, 외측비복근에서의 근전

도의 평균값은 각각 0.7797, 0.6438, 1.3863, 0.3694 mV로 측정

되었다. 또한, 평지에서 로봇을 착용한 후 측정한 근전도의 

평균값은 각각 0.4757, 0.4302, 1.1919, 0.2820 mV로 나타났다. 

각 근육별로 근전도값의 증감율을 계산하면 위와 같은 순서

대로 각각 -38.9, -33.1, -14, -23.6% 만큼 줄어들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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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0경사에서 일반보행보조모드의 스냅샷. 

Fig.  19. Snapshots of normal mode walking on 10 deg- slope. 

 

1 2 3

4 5 6

7 8 9

그림 20. 족하수 모드 스냅샷. 

Fig.  20. Snapshots of foot-drop mode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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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ope walking withou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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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lope walking with robot. 

그림 23. 10도 경사에서 EMG 측정. 

Fig.  23. EMG measurement on 10 deg-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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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G comparison graph of leve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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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MG comparison graph on 10 deg-slope. 

그림 24. EMG 비교 그래프. 

Fig.  24. EMG comparison graph. 

수 있다. 즉, 네 군데의 근육에서 평균적으로 27.4 % 만큼의 

근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10°의 경사를 

가진 경사로에서도 근전도 신호들을 측정해 보았다. 로봇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근전도값은 평지보행에서와 같은 순서

로 각각 0.9164, 1.0205, 1.3184, 0.7923 mV로 나타났으며, 로봇

을 착용하였을 때 각각 0.6733, 0.8862, 1.1666, 0.4544 mV로 나

타났다. 각 근육별 근전도 증감률의 평균값은 각각 -26.5,    

-13.1, -11.5, -42.6%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21.4%의 근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목 관절의 근력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

능형 발목 근력 보조 로봇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근력 보조

용 외골격 로봇에 비하여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링크 

구조를 사용하여 구동 메커니즘을 단순화하였으며 발목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특히, 본 로봇은 평지에서뿐만 아니라 경사로에서의 보

행에서도 근력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보행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착용자의 보행 의지와 보

행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근력의 보조가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에 로봇이 발목 운동을 보조할 수 있음

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EMG 계측 실험을 통해 평지에

서 약 27%, 경사로에서 약 21%의 근력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로봇은 일반 

보행모드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족하

수 현상 역시 효과적으로 보조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구

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행 속도 조건에서 실험

을 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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