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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 단조용 작업보조로봇 개발 및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성능 평가

Development of an Assistant Robot for use in Hot Forging Work 
Sites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s using Electromyographic Signals

송 지 연, 김 황 근, 윤 정 원*

(Ji Yeon Song1, Hwang Geun Kim1, and Jung Won Yoon1,*)
1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and ReCAP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Hot forging industry workers are prone to encounter several health risks due to lack of automation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conditions. These workers particularly suffer from muscle fatigue owing to the constant handling of heavy products 
during the forging process. Thus we developed an assistant robot for workers who carry out hot forging tasks. The purpose of 
a robot is to compensate gravity-loads for heavy products. To verify the functionality of a robot, we performed a muscle 
fatigue analysis using Electromyography (EMG) signals. Four muscles of the upper extremity were chosen to measure muscle 
activity. And experiment conditions were setup to imitate the hot forging process. Post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captured 
muscle activity revealed a reduction in the median frequency of the EMG signals, which means clear fatigue reduction due to a 
robot’s assistance. The developed assist robot with compact and economical components can be efficiently utilized at forging 
work sites to create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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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단조산업은 금형세트, 단조프레스, 단조해머, 업세터 등

을 이용하여 산업 기계, 자동차, 건설 중장비 부품 등 산업

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계공업

의 기반기술이다. 단조산업은 열간 단조와 냉간 단조로 나

누어지는데 열간 단조산업은 고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간 단조산업보다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단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열악한 작업조

건 및 환경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D기피 업

종이다. 
열간 단조 공정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가열된 단조품을 집게로 집고 2)단조품을 프레스기

의 적당한 위치로 옮긴 후 3)프레스로 단조품을 가공하고 

4)가공된 단조품을 다음 라인으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근

로자는 고온에서 성형되는 단조품으로 인한 화상, 단조품 

낙하로 인한 외상, 프레스기에 의한 상해, 무게감 있는 단

조품을 옮기는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육체적 피로 

등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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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지원하여 연구하였음.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

템 및 로봇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열간 단조 공정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6자유도 로봇인 일본의 FANUC이나 

독일의 KUKA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하지만 위 로봇

들은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여 이용하기에 매우 고가이고 로

봇이 가지는 복잡한 조작부(Teaching pendant)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렵다. 또한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

한 넓은 공간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단조작업환경에 유연

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EQUIPOIS社
에서 개발한 ZeroG의 경우 직사각형의 4bar형태에 스프링

을 삽입하여 중량물을 중력보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스프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게에 따른 능동적인 중력보상

은 불가능하다. 열간 단조 공정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을 살

펴보면 이준호 외 3명은 열간 단조 작업 전용 로봇시스템을 

개발하여 열간 단조 공정 자동화를 시도하였다[3]. 그러나 

개발된 로봇은 구조가 복잡하고 지정된 동작만을 수행하므

로 다양한 작업 반경을 가진 공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열간 단조작업에 비해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를 

경감시키고 단조품의 다양한 중량을 능동적으로 지지하면

서 근로자의 동작에 대응 가능하며, 단조 작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열간 단조용 작업보조로봇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로봇은 두 개의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고중량의 단조품을 중력보상해주는 장치로써 객관적인 중

력보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였다.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평가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김

재준 외 6명은 상용차용 전자페달의 평가를 위해 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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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된 로봇.
Fig. 1. A developed robot.

그림 2. 개발된 로봇의 기구학적 분석.
Fig. 2. Kinematic analysis of robot.

그림 3. 개발된 그리퍼.
Fig. 3. A developed gripper.

신호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피로도 및 페달의 조작성 등을 

평가하였고[4] 이영신 외 2명은 국내 자동차의 운전석 시트

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실험자의 주관적인 평가지를 통한 

안락감 평가와 동시에 근전도 측정을 통한 근육 피로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어 근전도 신호를 자동차 시트의 안락감

을 평가하였다[5]. 이처럼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평가방법

은 객관적인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능동적인 중력보상이 가능한 열간

단조용 작업보조로봇을 개발하고, 근전도 신호를 이용해 개

발된 작업보조로봇의 객관적인 중력보상 성능을 평가하였다.

II. 열간 단조용 작업보조로봇 개발

1. 개발된 로봇의 구조

1.1 로봇 프레임 설계

개발된 로봇 암은 그림 1과 같이 4bar 시스템에 공압 실

린더를 더한 형태의 기구 구조로 설계하였다. 작업 공정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로봇의 유연함을 주기 위해 각 4bar 사
이는 힌지(hinge)를 설치하여 회전운동(revolute joint)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여 총 3마디로 이루어져있다. 작업자의 팔 길

이를 고려하여 한 마디의 길이는 300mm로 설계하였다. 이
러한 구조는 중력보상을 위한 기구로 많이 응용되고 있지

만 주로 스프링을 이용한 수동적인(passively) 중력보상을 

수행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단조품에 대응하기 위해 

4bar 시스템에 공압 실린더를 삽입하여 능동적인 중력보상

을 구현하였다. 중력보상을 위한 실린더는 로봇의 끝단과 

연결된 마디와 가운데 마디에 설치하고 끝단과 가장 먼 거

리에 설치된 마디는 로봇의 길이를 늘려주는 기능만을 수행

한다. 중력보상을 위해 상하 움직임은 공압 구동기(actuator)
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actively) 중력을 보상하고 좌우 움

직임은 수동적으로(passively) 구동되도록 설계하였다.
1.2 구동기 설계 

개발된 로봇의 구동기를 설계하기 위해 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와 같이 로봇은 4개의 회전관절(revolute 
joint)과 2개의 1자유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총 6
자유도를 가진다. 개발된 로봇의 구동용 6bar 구조의 구동

부는 중앙에 설치된 공압 구동기에 의해 평행사변형 형태

로 구동되므로 끝단의 회전이 발생되지 않고 대부분의 동

력이 기준 좌표계 (reference frame)에 대하여 Z축 방향으로 

중력 보상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구동기에 요구되는 최

대 힘을 구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의 각 힌지가 최대 각도

일 때 구동기에 최대 토크가 발생하므로 이 때 구동기에 

걸리는 힘을 식 (1) 및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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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관절각과 끝단의 속도관계식을  는 4bar 관

절각과 구동실린더 변위 속도 관계식을 나타내고,  는 

개발된 로봇의 끝단에 걸리는 힘을 ,  는 각 실린더에 

걸리는 힘을 나타낸다. 
로봇의 끝단(end effector)에 걸리는 힘은 보통 단조작업

에서 성형되는 단조품의 무게와 짐벌(gimbal), 집게, 개발된 

로봇의 무게를 고려하여 구동기에 필요한 힘을 도출하였

다. 최대 5kg의 단조품을 작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린

더에 요구되는 최대 힘은 336.88N, 이에 적합한 실린더 직

경은 Ø29.6mm로 안전율을 고려하여 Ø32mm 실린더를 선

정하였다. 실린더의 스트로크(stroke)는 작업공간 분석을 통

해 70mm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단조 산업 현장에는 

공압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된 

로봇의 구동기를 복동형 공압 실린더인 일본의 SMC공업

社의 CDM2D 제품으로 선정하였다[6].
1.3 그리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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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발된 로봇에 적용된 제어기.
Fig. 4. Controller applied to a developed robot.

그림 5. 위치기반 임피던스 제어 결과.
Fig. 5. Result of mpedance control based on position.

그림 6. 근전도 센서 부착모습.
Fig. 6. EMG sensor attachment.

그리퍼는 그림 3과 같이 단조품을 집는 집게, 공압 구동

기(airchuck), F/T센서, 짐벌(Gimbal), 작동스위치, 손잡이로 

구성되어있다. 로봇 암의 끝단에 짐벌을 설치하고 가운데는 

그리퍼를 삽입하여 작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퍼는 작업자가 큰 악력(握力)을 주지 않더라도 단조

품을 잡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다양한 단조품의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의 집게를 제작하였다. 
2. 개발된 로봇의 제어

제어부는 에어컴프레셔, 에어유니트, 솔레노이드 밸브, 
레귤레이터, CompactRIO, PXI로 구성하였으며 CompactRIO
와 PXI를 통해 제어기를 설계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

하여 공압을 조절하였다. 
개발된 로봇의 제어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하위레벨제어

기(low level control)로 sliding Mode control을 이용하여 공

압 구동기를 제어하고 상위레벨제어기(high level control)로 

임피던스 제어기를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제어하였다.
하위레벨제어인 Sliding Mode control은 시스템의 내재적

인 불확실성과 외란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압 시스템을 제어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로

봇에 적용된 Sliding Mode control은 공압 구동기와 같은 위

치에 설치된 LVDT를 통해 구동기의 길이를 측정하고 측정

된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 구동기 내부 압력을 조절한다[7].
슬라이딩 평면의 기울기    , 도달 조건   , 슬라이

딩 면에 빠르게 도달시키기 위해 제어이득  로 결

정하였다. Sliding mode control의 파라미터는 시행착오(try 
and error)를 통해 도출하였다.

상위레벨제어는 위치기반 임피던스 제어를 사용하였다. 
위치기반 임피던스 제어기는 기구의 동역학을 구하지 않고

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

위레벨제어기인 sliding mode control을 통해 위치를 제어하

고 이를 기반으로 임피던스 제어를 이용하여 위치를 보상

한다. 그림 5는 위치기반 임피던스 제어를 이용한 F/T센서

를 통해 측정된 힘에 따른 실린더 위치의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어드미턴스 필터(admittance filter)
의 파라미터는 각각    로 도출하였다[8,9]. 

III. 개발된 로봇의 평가를 위한 실험

근전도(Electromyography)는 골격근(skeletal muscle)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한 것으로 침상전극식과 부

착식이 있다. 침상전극식은 침 형태의 센서를 근육에 찔러

넣어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부착식은 피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부착식 센서를 

이용한 근전도 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도 부착식 센서를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 
1. 실험 구성

실험은 단조작업의 경험이 없고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성인남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에 선정된 근육은 총지신근(EDC: Extensor Digitorum 

Communis), 척측수근굴근(FCU: Flexor Carpi Ulnaris), 심지

굴근(FDP: Flexor Digitorum Profundus), 단무지굴근(FPB: 
Flexor Pollicis Brevis)으로 3가지 팔근육과 1가지 손가락 근

육으로 총 4가지 근육을 선정하였다(그림 6 참조).
실험 방법은 기존의 열간 단조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집게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현장에서 성형하는 1.5kg과 3kg
의 단조품샘플이 일정한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직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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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 using existing tongs.

(b) Experiment using developed robot.

그림 7. 각 실험 방법별 실험 모습.
Fig. 7. Experiment scenses of each experiment method.

표 1. 각 피실험자 별 각 실험 방법의 종료시간.
Table 1. Final time of each experiment method by each subject.

종료시간(s)
1.5kg 3 kg

subject 1
hand 67 72
robot 124 130

subject 2
hand 55 64
robot 117 95

subject 3
hand 67 74
robot 116 137

다른 위치로 왕복 10회 이동시켰을 때와 개발된 로봇을 이

용하여 1.5kg과 3kg의 단조품샘플을 왕복 10회 이동시켰을 

때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그림 7 참조). 근
전도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DELSYS社의 BagnoliTM 
Desktop EMG Systems과 National Instrument社의 NI 
USB-6251이다.
2. 근전도 신호 분석 방법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

져 있지만 주로 등척성 운동(isometric exercise)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법이 대부분이다. 등장성 운동(isotonic exercise)의 

경우 근육의 수축 속도, 온도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근전도 신호에 잡음이 많이 섞여 분석하기 어렵다. 최근에

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한 근전도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동일한 피험자의 동일한 근육을 여러 실험

조건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비교/분석 하였으므로 정규

화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대역필터(band pass filter)를 이

용해 10~500Hz사이에서만 측정되도록 하였으며 샘플링 시

간(sampling time)은 1000Hz이고 측정단위는 mV이다. 실험 

방법은 등장성 운동(isotonic exercise)에 속하므로 신호의 안

정성에 영향이 없이 분석 가능한 시간-주파수 분석을 수행

하였다[10].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통해 근육의 피로를 분석하기 위

해 중앙주파수(median frequency)를 이용하였다. 중앙주파수

를 도출하기위해 식 (3)을 이용하였다. 











  (3)

여기서 Sm( f )는 파워스펙트럼에서 주파수 성분의 크기, fmed 

는 중앙주파수, N 는 파워스펙트럼의 주파수 인덱스를 나

타낸다.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험 시간과 로봇을 이용한 실험 

시간이 다르지만 측정 시간이 짧으므로 근전도 신호에서 

중앙주파수를 검출하고 시간에 따른 감소추세를 검출하여 

근피로를 분석하였다[11].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

파수의 기울기를 식 (4)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 때 기울기

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는 의미는 곧 중앙주파수가 하강 천

이(frequency shift) 하였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하강 천이하면 근육이 피로함을 나타낸다[12].

 ∆

  (4)

여기서 a 는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 f0 는 

회귀 분석을 통한 초기 중앙주파수, fn 는 회귀 분석을 통

한 마지막 중앙주파수, t 는 측정시간을 나타낸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 시작 후 5초 동안의 데이터와 

실험 종료 전 5초 동안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실험 결과

1. 1.5kg 단조품샘플을 이용한 실험 결과

표 1은 각 피실험자 별 각 실험방법의 종료시간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8은 1.5kg의 단조품샘플을 이용한 실험에

서 각 피실험자 별 각 근육의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

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h1은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

험의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

고 r1은 로봇을 이용한 실험의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

수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다.
로봇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피실험자 2의 fdp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

르다. 그러나 몇몇의 논문에 따르면 등장성 운동에서의 중

앙주파수 변화는 등척성 운동만큼 일관적이지 않으며 주파

수 변화가 거의 없거나[13] 타당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으나 

실험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4,15].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로봇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로봇을 이용했을 때 각 근육의 

중앙주파수의 기울기가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로봇을 

이용했을 때 모든 근육의 실험 결과값이 기존의 집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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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5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 시 각 피험자의 근육

별 중앙주파수 기울기 그래프.
Fig. 8. Gradient graph of median frequency using experiment of 

1.5kg sample for each muscle.

그림 9. 3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 시 각 피험자의 근육별 

중앙주파수 기울기 그래프.
Fig. 9. Gradient graph of median frequency using experiment of 

3kg for each muscle.

용한 실험 결과값보다 적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피실험

자의 로봇에 대한 숙련도, 로봇 손잡이 및 구동 스위치의 

편의성, 로봇의 작업속도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개발된 

로봇을 사용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숙련과정을 거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2. 3kg 단조품샘플을 이용한 실험 결과

그림 9는 3kg의 단조품샘플을 이용한 실험에서 각 피실

험자별 각 근육의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h3은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험의 회귀분

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고 r3은 로

봇을 이용한 실험의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를 살펴보면 1.5kg을 이용한 실험 결과와 마찬가

지로 대체적으로 로봇을 이용했을 때 각 근육의 중앙주파

수의 기울기가 더 적게 나타났다. 다만 로봇을 이용한 실험

에서 피실험자 1의 fpb 결과 값이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험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5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언급한 원인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최종 결과 

앞서 언급한 결과값이 유의함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노바 분석을 수행하였다.[16] 아노바 분석

이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로 3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집단 간의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

로 p <0.05이면 측정된 실험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볼 수 있다[17]. 표 2은 각 근육별 모든 피실험자의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 기울기의 평균과 아노바

(ANOVA) 분석을 통한 p value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각 근육별 아노바(ANOVA) 분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 그림 10에서 hand는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robot은 개발된 로봇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1.5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p value

을 살펴보면, 모든 근육에 대해 p > 0.05이므로 1.5kg 단조

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실험 결과가 유의한 결과라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작업에 비해 

로봇을 이용한 작업이 작업자의 근피로를 줄여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단조품은 개발된 로봇이 단조

품을 중력 보상해주는 정도가 크지 않아 기존의 집게와 개

발된 로봇의 근피로에 대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단조품이 경우 

로봇을 이용한 작업 시 극적인(dynamic) 중력보상정도를 기

대할 수 없고 표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작업 속도가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하지 못하므로 향후 실제 작업장에 

설치하였을 때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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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근육별 중앙주파수 기울기의 평균과 아노바 분석

을 통한 p value.
Table 2. Average of gradient of median frequency and p value for 

ANOVA analysis by each muscle.

평균(Hz/s) p valuehand robot

1.5 
kg

edc 0.237198(±0.11) 0.086284(±0.06) 0.0964
fcu 0.13329(±0.13) 0.069203(±0.05) 0.4815
fdp 0.189146(±0.07) 0.050815(±0.09) 0.1063
fpb 0.309396(±0.1) 0.24139(±0.11) 0.3412

3 kg

edc 0.505952(±0.25) 0.035963(±0.03) 0.0334
fcu 0.173906(±0.12) -0.0095(±0.10) 0.1197
fdp 0.251722(±0.29) 0.052527(±0.03) 0.3122
fpb 0.341577(±0.12) 0.175628(±0.06) 0.1138

그림10. 각 근육별 아노바(ANOVA) 분석.
Fig. 10. ANOVA Analysis for each muscle.

표 2의 3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p value를 

살펴보면 총지신근(edc)을 제외한 p value가 0.05를 넘었으

므로 총지신근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총지신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에서 p value가 0.05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3명 이상의 피실험자를 이용하였지만 비교적 피실

험자의 수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3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총지신근의 

중앙주파수 기울기가 비교적 유의한 결과를 가지므로 총지

신근의 경우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작업에 비해 개발된 로

봇을 이용한 작업이 근피로를 낮출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

는 3kg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중량이므로 개발된 로봇을 이

용한 작업시 로봇이 단조품을 극적으로(dynamically) 중력 

보상하여 총지신근의 근피로를 줄여준 것으로 추측된다. 표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비록 로봇의 작업속도가 기존의 

작업속도보다 느리지만 로봇을 이용한 작업 방법은 지속적

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기존의 작업 방법에서 근피로를 해

소하기 위해 소모되는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을 줄여 전체

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과 비슷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열간 단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에게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업보조로봇을 

개발하고 개발된 로봇의 객관적인 중력보상 성능을 검증하

였다. 검증을 위해 단조 공정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단조 

작업과 유사한 실험 방법을 수립하고 피실험자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 분

석 및 실험의 유의함을 검증하기 위해 아노바 분석을 수행

하였다. 
1.5kg의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에서 로봇을 이용한 

실험이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험보다 회귀분석을 통한 

중앙주파수의 기울기가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노바 

분석을 수행한 걸과, 실험 결과가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웠

다. 이는 단조품샘플의 무게가 비교적 가벼워 로봇의 중력

보상 정도가 월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1.5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개발된 로봇을 

이용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3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 결과로는 대부분 근육의 

로봇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값이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실

험의 결과값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3kg 단조품 샘플을 이

용한 결과값을 아노바 분석한 결과 총지신근의 경우 1.5kg 
단조품 샘플을 이용한 실험 결과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었

다. 이는 로봇이 고중량의 단조품을 중력 보상하여 근육의 

피로를 줄여주었고 총지신근의 경우 결과값이 유의함을 뜻

한다. 비록 로봇의 작업속도가 기존의 방법보다 느리지만 

기존의 집게를 이용한 작업방법에 비해 지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므로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과 비슷하거나 우

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몇몇 근육의 결과값이 반대

의 경향을 띄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로봇의 반응속도, 로봇

에 대한 숙련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총지신근의 경우 모든 실험 결과에서 로봇을 이용

했을 때 실험 결과가 기존의 집게를 이용했을 때 실험 결

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지신근의 경우 

악력의 사용 유무와 관련된 근육으로 로봇을 이용한 실험

에서는 악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단조품을 왕복 10회 이동시키는 작

업을 수행하였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셀 수 

없이 많은 횟수로 단조품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개

발된 로봇의 유용성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의 반응성을 

사용자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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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퍼의 손잡이의 형태 및 스위치의 형태와 위치를 보다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제작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열간 단조작업현장에 로봇을 설치

하여 기존의 집게를 이용했을 때와 로봇을 이용했을 때의 

작업 전과 작업 후 근피로도를 분석하고 자체적인 평가지

를 제작하여 실제 사용자의 불편도를 검증하고 나아가 단

조품의 생산성 등을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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