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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력이 부족하여 보행 재활을 필

요로 하는 환자들의 수에 비해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인

원은 한정되어 있다 기존 치료방식은 치료사가 환자 옆에.

서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만약 이

를 로봇으로 대체 할 경우 훈련에 필요한 치료사의 최소한

의 관리만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재활운동

을 할 수 있도록 보행을 보조해주는 재활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보행 재활 목적으로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

다 스위스 사는 라는 보행 재활 로봇을 개. Hocoma Lokomat

발하였다 골반부에 개 무릎에 개의 구동부를 가지는[1]. 2 , 2

트레드밀 훈련기구이며 의 엉덩이와 무릎 관절은, Lokomat

외골격 구조로 액츄에이터에 의해 작동된다 미국. Aretech

사는 라는 보행과 균형 시스템 물리 치료 시스템을ZeroG

개발하였다 환자가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평지에서[2].

보행 균형 자세 및 활동을 연습할 수 있으며 오버 헤드가, , ,

트랙을 따라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자가 로봇

을 착용해서 평평한 표면 거친 지형 또는 계단을 걸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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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할 수 있다 독일 대학에서는. Fraunhofer HapticWalker

라는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하였다 각 발판이 자유도[3]. 3

를 가지는 기구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고 상체를 하네스를,

이용하여 들어올린다 또한 축 센서를 이용하. 6 Force/Torque

여 계단 경사로 등의 다양한 가상보행환경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경상대학교에서도 슬라이딩 장치를 이용하여 각.

발판이 측면방향에서 자유도를 갖는 기구 메커니즘을 설3

계하였다 자연스러운 팔 스윙이 가능하도록 진자 링크 메.

커니즘 그리고 상체 리프트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가상보행

환경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4].

로 중국의 하얼빈 공대에서는 하나의 모터와 크랭크로커, -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각 발판의 자연스러운 보행 운동 궤

적을 생성해주는 로봇을 설계하였다[5].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보행 재활 로봇들은 대부분 환

자가 혼자 걷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상대로 제자리에서 상

체를 들어주고 트레드 밀이나 발판 기구 메커니즘을 이용

하여 보행 모션을 생성해주는 로봇들이다 이러한 로봇은.

부피와 무게가 크기 때문에 보행에 있어서 공간적인 제약

이 있고 실제 지면을 걷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 마찰,

에 의한 추진력을 느낄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ZeroG

의 경우는 상체를 지지해줌과 동시에 지면 보행을 할 수

있으나 보행 범위가 한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행재활로봇이

아닌 자가 보행이 가능하지만 자가 재활 훈련이 필요한 환,

자들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였다 특징으로써 환자의 체중을.

가슴으로 지지하고 양 팔을 자유롭게 하여 팔의 부담을 최

소화하고 환자가 실제 지면을 위를 제한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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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chest-wearable robot that can efficiently perform self walking rehabilitation

without a helper. The features of the developed robot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as a mechanical characteristic, the

conventional elbow crutch is attached at the forearm. However, the proposed robot is attached to the patient's chest, enabling

them to feel free to use their hands and eliminate the burden of the arms. Second, as a characteristic of the driving algorithm,

pressure sensors attached to the chest automatically perceive the patient’s walking intention and move the robot-leg thereafter.

Also, for safety, it stops operating when an obstacle is found in front of the patient by using ultrasonic sensors and generates a

beeping sound. Finally, by using the scotch yoke mechanism, supporting legs are moved up and down using a rotary servo

motor without excessive torque that is generated by large ground reaction forces. We showed that the developed robot can

effectively perform self walking rehabilitation through walking experiments, and its performance was verified using

Electromyograph (EMG)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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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컨셉.

Fig. 1. Development concept.

개발 컨셉II.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보행 재활 로봇의,

개발 컨셉은 보행 지지의 안정성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양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참( 1

조 첫째 노약자 및 환자가 대상으로써 넘어지게 되면 자). ,

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모터가 장착된 로봇 다리를 이용한 족 보행을 적4

용 하였다 이때 모터는 다리의 스윙을 담당하며 스카. DC ,

치요크와 서보 모터는 다리를 상하 운동을 담당한다RC .

둘째 보행자가 받는 팔의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보행 시,

양 팔은 작업이 가능하도록 가슴 착용형으로 개발하였다.

셋째 이동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슴부 압력센서로부터 사용자의 보행 의도를

파악하여 손쉽게 보행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 제작III.

로봇 기구부 설계1.

그림 는 가슴 착용형 보행 재활 로봇의 도면을 나2 2D

타낸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슴부이며 에 해당하는A , B

부분은 다리부이다 가슴부는 재활 보조 로봇을 이용하. A

기 위해 환자의 가슴에 밀착되어 착용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지지 하중을 가슴 전체로 넓게 분산1)

가슴부 압력 측정으로부터 사용자 보행 의도 파악2)

로봇 다리 구동부 및 제어 시스템3)

우선 가슴부의 너비를 설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

한국 성인 남성과 여성을 착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평균 가

슴 너비를 조사하였다 표 은 약 명의 사람을 표본. 1 3000

조사한 가슴부 너비의 통계청 자료이다 자료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적인 가슴너비는

안팎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슴에 밀착되는 부분300mm .

은 의 너비를 갖도록 하였고 로봇의 다리를 구동300 mm ,

하는 부분은 각각 식 외부로 돌출되도록 하여30 mm

A

B

a

b

그림 2. 차원캐드도면 단위2 ( mm).

Fig. 2. 2DCADDrawing (unit : mm).

표 1. 년도한국성인평균가슴너비2010 [6].

Table 1. Averaged chest breadth of Korean adults in 2010 [6].

Men Women

Number of people 2896 2483

Average (mm) 308 277

Maximum (mm) 431 365

Minimum (mm) 253 228

그림 3. 가슴프레임부품.

Fig. 3. Chest frames.

의 너비를 갖도록 최종 설계하였다360 mm .

상하 길이 역시 충분히 환자의 가슴부를 덮을 수 있도록

약 로 결정하였다 가슴부 프레임은 그림 과 같이176 mm . 3

총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량화를 위해 두께9 , 3 ~ 4 mm

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프레임에 타공 작업을. ,

수행함으로써 더욱 무게를 경감시켰고 검정색으로 애노다,

이징을 수행하여 프레임을 보호하였다.



Development of a Chest-wearable Walking Rehabilitation Robot 395

다음으로 그림 의 가슴부에 포함된 구동부 표시 의2 ( a)

모터와 감속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힘 해석을 수행하였다, .

그림 와 같이 로봇을 착용한 환자와 로봇에 부과되는 힘4

을 간단하게 도시하였다 우선 환자가 로봇에 가하는 힘을. ,

두 성분으로 나누었다 수평 힘을. 

수직 힘을, 


으로

설정하였고 지면에서 이 힘에 대한 반력을 각각, 


, 


라고 하였다 지면과의 수직거리를.  지면과의 수평거리,

를  이라고 할 때 구동부에서 필요한 토크는 아래와 같,

이 계산된다.

 




 (1)

지지대를 이용한 간단한 가슴부 지지 실험으로부터 가,

슴부 압력과 지지대 수직 하중이 각각 최대 및5 kgf 20

로 측정되어 본 논문에서는kgf , 


,  ,




,   라고 가정하였고 위의 식의 의해,

필요한 구동 토크는 가 된다 여기서 의 기어비. , 100:1

를 갖는 감속기와 의 기어비를 갖는 타이밍 풀리에 의1.5:1

해서 최종적으로 의 감속비를 얻을 경우 모터가 출력150:1 ,

해주어야 하는 토크는 가 된다 안전계수 를. 1.5

고려하면 약 이다.

이에 알맞은 모터로써 무게와 크기가 작고 최대 토크가

약   인 급의 을 선정하였으60 Watt Maxon RE30

며 감속기는 백래쉬가 없고 높은 토크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모닉 기어를 선택하였다 하모닉 기어 타입 중에서.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미니 모델을 선택하였으CSF

며 기어의 최대허용토크는,  로서 힘 해석에서 요구

하는 최대 토크보다 충분히 높아 보행 시 부과되는 토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모터와 감속기로.

부터 그림 와 같이 구동부를 설계하였다 모터가 회전하면5 .

타이밍 풀리를 거쳐 하모닉 기어의 입력축을 회전시키며,

이때 출력부가 감속되어 회전하게 된다 출력부의 높은 강.

성 굽힘 강성을 위하여 출력부에 추가적인 베어링을 장착

하여 감속기 내부의 베어링과 함께 출력부의 양단 지지를

구현하였다.

Harmonic Drive

Maxon Re30

Bearing

그림 5. 구동부분 차원캐드도면2 .

Fig. 5. 2DCADof driving part.

다음으로 그림 의 다리부의 프레임은 시중에 판매, 2 (B)

되고 있는 20 × 단면 사이즈의 알루미늄 프로파일40 mm

을 이용하여 무게 대비 강성을 높였다 프로파일의 길이는.

키가 인 성인 남녀가 착용 가능하게끔 선정하160~180 cm

였으며 사용자에 키에 따라 다리부 프레임의 지지 기울기,

를 다르게 해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 하다 다리부 프레임의.

무게를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타공 작업을 통해서 경

량화를 실시하였으며 로봇의 다리부가 바깥방향으로 도, 6

기울도록 하여 보행 시 다리프레임에 착용자의 다리가 닿

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의 는 다리부에 장착된 족부로써, 2 (b)

보행 시 상하 운동을 하게 된다 상하 운동을 위해서. RC

서보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스카치 요크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스카치6 .

요크 메커니즘의 장점은 축의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축에

작용하는 힘이 회전부의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회전부에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용량. ,

의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그림 과 같이 족부 상하 운RC 7

동을 구현하였다 족부 끝에 고무마찰재를 장착하여 지지.

시 미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H

B

H
F

V
F

RV
F

RH
F

τ

그림 4. 구동부의힘분석.

Fig. 4. Force analysis of driving joint.

F

P

M=F*L

=0

L=0

그림 6. 스카치요크메커니즘.

Fig. 6. Scotch yoke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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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리부분사진.

Fig. 7. Photographs of foot part.

그림 8. 제어시스템도표.

Fig. 8. Control system diagram.

제어 시스템 설계2.

그림 은 가슴착용형 보행 재활로봇의 제어 시스템 다이8

어그램을 보여준다 을 기반으로 한 가 주. ATmega128 MCU

제어기이며 주 제어 주파수는 이다 그림 에 보이, 100 Hz . 9

는 두 개의 압력 센서로부터 양쪽 가슴부의 압력을 측정하

여 이를 기반으로 통신을 통하여 오른쪽 왼쪽 모터RS-232 ,

의 각도 위치 명령을 모터 제어기에 보낸다 이 때 모터 제.

어기는 각도 위치 명령으로부터 모터의 위치를 실시간DC

제어하게 된다 참고로 모터 제어기는 전류 리밋을 설정할. ,

수 있어서 구동부에 하모닉 기어의 최대치인 이상25 Nm

의 토크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동부의 안전성과

관절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로봇 다리부가 구동되면 타이밍.

에 맞추어 제어로부터 서보 모터가 족부를 상승PWM RC

및 하강시켜준다 또한 그림 에서 보듯이 각 다리 하부에. , 7

부착되어있는 두 개의 초음파 센서는 전방의 장애물을 감

지하여 이로부터 부저를 구동시키고 다리를 전진할지 여부

를 판단한다 시스템의 상태나 압력 센서값은 출력을 통해.

에 표시된다 그림 은 제어시스템이 장착된 로봇 가LCD . 10

슴부의 사진을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로봇의 전체,

모델과 사진 및 구체적인 사양을 그림 과 표 에 나3D 11 2

타내었다.

그림 9. 로봇뒷면에부착된압력센서.

Fig. 9. Pressure sensors on the back plate.

그림10. 제어시스템사진.

Fig. 10. Photograph of the control system.

(a) 3D model. (b) Photograph.

그림11. 개발된로봇의 차원모델링과사진3 .

Fig. 11. 3Dmodel and photograph of the developed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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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로봇의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robot.

Dimension
Chest : 360mm × 176mm

leg : 1,325mm

Weight 10kgf

Battery LI-po 24V 4Ah

Actuator
2 × 24V DC motors 60W,

2 × 8V RC Servo motors

Controller ATmega 128

Sensor
2 × Pressure sensor

2 × Ultrasonic sensor

구동 알고리즘IV.

가슴 착용형 보행 재활로봇의 구동 알고리즘을 그림 12

에 나타내었다 먼저 시작 버튼이 눌리면 장애물과 로봇의.

거리를 측정한다 사용자의 보폭이 약 이므로 안전. 20 cm

거리를 보폭 길이의 배인 이하의 범위로 설정하2.5 50 cm

였고 이 거리 이내로 장애물이 감지되면 부저를 통해 알람

이 울리며 로봇이 동작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보행 시 로봇.

에 신체를 기대게 되며 그 때 발생하는 가슴 양쪽의 압력,

차이가 이상이면 로봇은 사용자가 보행하려는 것으로 판5N

단한다 압력 값의 크기가 왼쪽 센서가 더 크면 오른쪽의.

로봇다리가 스윙을 하고 오른쪽 센서의 압력 값이 더 크면,

왼쪽의 로봇다리가 스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동 원리는.

단순히 사용자가 보행 시 전진하는 다리방향으로 신체를

기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기반한다 다리는 전진할 때 먼.

저 족부를 상승시키는데 이것은 사람이 보행할 때 무릎을

접는 행위를 표현하며 다리가 전진하면 마지막으로 다리,

족부를 하강시킨다.

실험V.

보행 실험1.

위에서 제안된 구동 알고리즘을 가슴 착용형 보행 재활

로봇에 적용한 후 두 가지 보행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7].

번째 실험은 일반 보행 실험으로써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원활한 보행이 가능한 지 알아보았다 피 실험자는 로.

봇을 착용하고 약 초의 스텝 시간을 가지고 전진 보행을2

수행하였다 그림 은 착용자의 전진 보행에 대한 스냅샷. 13

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에 따라 시작 버튼이 눌린 이후 가슴.

부에 가해지는 압력 차이에 의해 로봇의 왼쪽 또는 오른쪽

다리가 전진하는데 번과 번 스냅샷은 착용자가 왼쪽 다, 1 2

리를 내딛는 사진이다 번 스냅샷에서는 사용자 다리에 맞. 3

춰 로봇의 오른쪽 다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번. 4 , 5

번 번 스냅샷에서는 착용자가 오른쪽 다리를 내딛을 때, 6

로봇의 왼쪽 다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실험은 착용자가 보행 시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알고리즘에 맞게 보행 동작이 멈추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실험 시 피실험자는 약 정도 전진 보행을 수. 60cm

행하였으며 소화기를 장애물로 설정하였다 그림 는 착, . 14

용자의 장애물 보행에 대한 스냅샷을 보여준다 스냅샷 번. 1

은 장애물 검출 상황이다 스냅샷 번에서는 착용자가 장애. 2

물이 검출된 상황에서 보행 모션으로부터 입력 신호를 보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스냅샷 번에서 보듯이 주황색으로. 3

표시된 로봇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장애물이 제거되고.

스냅샷 번 착용자가 보행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면 스냅( 4 ) (

샷 번 로봇은 다시 정상 작동한다 스냅샷 번5 ) ( 6 ).

그림12. 작동알고리즘의흐름도.

Fig. 12. Flow chart of operation algorithm.

그림13. 일반걸음실험의스냅사진.

Fig. 13. Snapshots of normal walk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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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장애물존재시보행실험의스냅사진.

Fig. 14. Snapshots of walking experiment in the presence of an

obstacle.

측정 실험2. EMG

본 로봇을 착용했을 때 얻어지는 근력 보조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센서를 이용하여 다리 하부 및 팔의 근EMG

전도를 측정하였다 참고로 그림 는 센서의 세 가. , 15 EMG

지 부착위치를 나타낸다 첫 번째 실험으로써 일반 보행의. ,

경우 하박에 착용하는 보행 보조 기구인 엘보 크러치를 사,

용했을 경우 그리고 개발된 로봇을 착용했을 경우에 종아,

리 앞쪽 부분 그림 의 부분인 전경골근 의 근( 15 A (Tibialis))

전도의 측정값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일반 보행에서는16 .

근육의 피크 전압이 에서 사이로 측정된 반면2.5mV 3.5mV

하박에 부착하는 엘보 크러치는 가슴 착용형 보0.6~0.7mV,

행 재활 로봇은 근처 값 사이로 피크 전압이 측정되1mV

었다 두 번째 실험으로써 그림 은 종아리 뒤쪽 부분 그. 17 (

림 의 부분인 장딴지근 의 근전도를 나타15 B (Gastrocnemius))

낸다 일반 보행에서는 근육의 전압이 정도 측정. 1.3~2mV

된 반면 엘보 크러치는 정도로 측정되었고 개발된1.4mV

로봇은 이내로 측정되었다 위의 두 가지 실험결과0.5m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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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전경골근의 신호측정EMG .

Fig. 16. EMG signal measurements of tib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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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장딴지근의 신호측정EMG .

Fig. 17. EMG signal measurements of gastrocn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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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심지굴근의 신호측정EMG .

Fig. 18. EMG signal measurements of flexor digitorum profundus.

A B C

그림15. 몸에서 센서의위치EMG .

Fig. 15. Locations of EMG sensors 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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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행 시 하퇴부에 부담되는 하중이 일반 보행보다

약 더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엘보 크66% . 18

러치와 개발된 로봇을 착용하고 있을 때그림 의 부분( 15 C

인 심지굴근 의 근전도 측정값이(Flexor digitorum profundus))

다 엘보 크러치의 경우 피크 전압이 이상으로 매우. 4mV

높은 하박부의 근력이 요구되는 반면 개발된 로봇을 착용

했을 때에는 보행 시 팔부분에 거의 근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론VI.

본 연구에서는 보행 재활이 필요한 재활 환자들의 보행

보조를 위해 착용이 가능한 족형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하

였다 본 로봇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동화된 두 개의 로봇.

다리가 사람의 추가적인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며 로봇 다,

리의 구동을 위해서 가슴부의 압력센서로부터 사용자의 보

행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압력센서의 신호는 모터 드라.

이버를 통해 모터로 보내지고 이로부터 로봇 다리를 착DC

용자 보행에 동기시켜 스윙하도록 하였으며 스카치 요크,

구조를 이용하여 모터의 부담없이 족부의 상하 운동을 구

현하였다 또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전방 장애물 검출을. ,

수행하였고 장애물 검출 시 보행을 중지하고 부저를 이용,

하여 알람을 착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

였다.

보행 실험을 통해 기구부의 설계를 검증하였으며 제안,

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착용자의 움직임에 동기화되어 다리

부와 족부가 성공적으로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센서를 통하여 표 과 같이 개발된 로봇이 보행 중에EMG 3

착용자의 다리와 팔에 부과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비록 엘보 크러치에 비해,

전경골근에 더 높은 근전도 신호를 나타내었으나 팔의 자,

유도에 있어서 더욱 큰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충돌과 같은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바닥 높낮이 변,

화를 고려한 기구부 및 알고리즘 개선을 계속적으로 수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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