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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착용형 외골격 로봇은 고성능 개인화기, 생존/통신 

장비 등 병사의 개인 임무 장비의 중량이 증 되고 도

시 지역, 산악 지형 등 작전 수행 영역이 확장되는 미

래 전장 환경에서 병사의 기동 능력을 증 시켜 생존

성 및 임무지속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착용형 외골격 로봇은 지진, 화재, 붕괴 등의 재난 현

장에서 고중량 장비 및 사상자 운반을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으며 고하중의 중량물을 옮겨야 하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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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현장에서 착용자의 힘을 증폭시켜 작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근력을 

지원하는 실버 산업,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보행 보조 장치 또는 재활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다.

  현재 착용형 외골격 로봇은 군사용, 재난 구조용, 재

활/의료용, 노인 근력 지원용, 산업용 근력 지원 등 다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로 장애인 및 재활이 필

요한 환자의 보행 보조 장치 또는 재활 훈련의 목적으

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DARPA의 지원에 

힘입어 BLEEX[1,2], XOS2[3], HULC[4] 등이 개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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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lower-limb exoskeleton testbed and its control method. An exoskeleton is a wearable 

robotic system that can enhance wearer’s muscle power or assist human’s movements. Among a variety of its 

applications, especially for military purpose, a wearable robot can be very useful for carrying heavy loads during 

locomotion by augmenting soldiers’ mobility and endurance. The locomotion test on a treadmill was performed up 

to maximum 4km/h walking speed wearing the lower-limb exoskeleton testbed with a 45kg backpack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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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도 HERCULE[5]을 개발하였다. 국내에

서는 한양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HEXAR[6], 

HyPER[7]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 로템, 우조

선해양 등의 기업에서도 산업현장에서 고중량물을 이

송할 목적으로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재활이

나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국

내에서 개발된 시스템들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비교적 

느린 2-3 km/h의 속도로 30-40 kg 정도의 중량물을 이

송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사용 외골격 로봇의 

경우에는 산악지형과 같은 험지환경에서 40 kg 이상

의 고하중물을 짊어져야 하고 동시에 빠른 6 km/h 이

상의 기동속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실내에서 지속적

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에 비해 운용환경

이나 운용조건이 훨씬 가혹하여 기존에 개발된 시스

템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술적으로 풀

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첫째, 근력증강 

로봇의 제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착용자의 의도를 

빨리 감지하고 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착용자 의도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 및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착용자의 의도를 빠르고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는 운동의도 추정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며 오르막, 내리막 등의 경사지, 계단, 불규칙한 

지면 등의 험지 환경에서의 보행 단계 및 자세를 판

별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필요하다. 둘째, 인간-로봇 

연동 제어의 측면에서는 산악지형 등의 험지 환경에

서 고하중의 부하를 짊어지고 고속으로 보행하기 위

해서는 인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 및 부하 

변동 및 동하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사나 계

단, 불규칙한 지면에서의 자세 안정성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험지 환경에서 운용하는데 있어 외부 

충격에 유연해야 하며 기구적인 구속이 착용자의 움

직임에 한 역부하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체 관절 운

동 범위에 맞는 기구 메커니즘 및 소형/경량/고출력 

구동기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군 작전 간 

운용하기 위해서는 휴 용 전원 공급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휴 용 전원 공급 기술과 더불어 기

구/제어/전원 등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

화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거운 등짐을 짊어진 

병사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용 착용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실험용 테스트

베드로 제작한 하지 근력증강 로봇 테스트베드의 전체 

시스템에 해 기술하고 제어 기법에 해 소개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의 하지 근력증강 로봇 테스트베드는 가반하

중1) 45 kg, 평지 보행 최고 속도 4 km/h를 목표로 인

체-로봇 연동 제어 기법 개발용 테스트베드로 제작하

였으며 동력원으로 유압을 사용하는 유압구동식이다. 

시상면(sagittal plane)을 기준으로 한,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의 피치(pitch) 방향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양 다리 총 4축에 유압구동기를 배치하였고, 양 엉덩

관절의 롤(roll) 회전 각 1축 및 양 발목관절 각 3축(롤, 

피치, 요(yaw)), 허리관절 1축은 수동관절로 구현하여 

총 13자유도(능동 4, 수동 9)로 구성된다.

2.1 기구관절부

  하지 근력증강 로봇 테스트베드의 기구관절부는 Fig. 

1과 같이 골반, 퇴, 정강이, 발바닥의 링크부와 엉덩

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관절부, 백팩기구부로 구

성된다.

     Fig. 1. Mechanical design of the lower-limb 

exoskeleton testbed

1) 짊어질 수 있는 무게



평지 보행을 위한 하지 근력증강 로봇 테스트베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3호(2015년 6월) / 311

  링크부는 병사용 목적에 맞게 20-24세 남자를 기준

으로 한국인 표준체형 데이터[8]를 활용해 링크의 길이

를 결정하고 각 링크별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여 표준체형의 70 % 범위 이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각 관절의 구동범위는 Fig. 2와 같이 모

션 캡쳐 시스템 및 센서 목업을 이용하여 평지 보행에 

한 각 관절별 운동 데이터를 분석[9,10]하여 결정하였

다. 골반링크부에 엉덩관절을 구동할 수 있는 유압구

동기와 퇴링크 및 정강이링크에 무릎관절을 구동할 

수 있는 유압구동기를 배치(Fig. 1)하여 보행 시 착용

자의 힘을 증폭시켜줄 수 있다. 백팩기구부는 착용자

의 등과 어깨에 밀착되는 부분임과 동시에 유압발생

장치, 제어기, 배터리 등 시스템 부수 장치들이 결합

된다.

Fig. 2. ROM(range of motion) specification

2.2 센서부

  센서부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시상면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관절에 총 6개의 엔코더를 

배치하고 능동구동축인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힘 정

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유압구동기 끝단에 로드셀

을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보행 단계 판별을 위하여 

Fig. 3과 같이 발바닥 링크에 4개의 로드셀을 배치하

여 발바닥 센서 모듈[11]을 제작하였다.

Fig. 3. Foot sensor module

2.3 유압구동부

  유압구동부는 인체 보행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를 바탕으로 45 kg의 부하를 지고 4 km/h의 속도로 보

행할 때 필요한 유압용량은 최  7 lpm의 유량이 요

구되며 최  140 bar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압발생장치(Fig. 4) 및 유압실

린더를 설계/제작하였다. 유압발생장치는 서보모터를 

구동하여 유압을 생성하고 제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서보밸브의 위치를 제어하여 유압실린더를 구동시킨

다. 유압발생장치의 무게는 약 20 kg으로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는 문제로 인해 테스트베드에 직접 장

착하지는 못하고 외부에 분리한 채로 실험을 수행하

였다.

Fig. 4. Hydraulic supply system

2.4 제어통신부

  제어통신부는 하지 근력증강 로봇의 기본 위치 제어

에서부터 보행 제어를 위해 토크 명령을 생성하는 상

위제어기, 상위제어기의 토크 명령을 서보밸브의 전류 

명령으로 바꾸어 주는 유압하위제어기, 그리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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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용모드/제어모드를 선택하고 각 제어 모드에 맞

게 게인을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센서 데이터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상

위제어기는 dSPACE사의 MicroAutoboxII를 사용하였고 

유압 하위제어기 및 각 센서처리보드와 CAN 통신을 

통해 구동 명령 및 센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제

어 및 운용 알고리즘은 MATLAB Simulink로 구현하여 

MicroAutoboxII에 이식하고 dSPACE 실험용 소프트웨

어인 ControlDesk와 연동하여 하지 근력증강 로봇 테스

트베드를 제어한다. 운용 소프트웨어는 ControlDesk를 

활용하여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구현하였고 전체 

시스템을 제어 및 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모든 센서 

데이터 및 상태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Fig. 5). 하위제어기에서는 상위제어기의 

운용모드에 따라 모터를 구동하여 유압을 생성하고 

서보밸브 및 바이패스 밸브를 제어한다. 상위제어기의 

토크 명령에 따라 서보밸브의 전류명령으로 바꾸어 

유압실린더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며 모터 RPM, 압

력, 온도 등의 정보를 상위제어기에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2.5 전원공급부

  전원공급부는 크게 유압발생장치에 전원을 공급하

는 고전압부와 센서 및 제어기를 위한 저전압부로 구

성된다. 고전압부는 180 V 전원으로 유압발생장치의 

서보모터를 구동하는데 사용되고 저전압부는 24 V 전

원을 이용하여 상위제어기(24 V), 하위제어기(±15 V), 

신호처리보드(12 V)에 각각 전원을 공급한다.

3. 하지 근력증강 로봇 보행 제어

  착용형 외골격 로봇의 제어에서는 발이 지면에 닿

아있는 입각기(stance phase)에는 등에 짊어진 부하를 

잘 지탱하여야 하고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유각기

(swing phase)에서는 착용자가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

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하지 근력증강 로봇의 제어는 Fig. 6과 같이 크게 

입각기/유각기를 판단하는 보행 단계 판별(gait-phase 

estimation)을 거쳐 힘/관절각 등의 센서 정보로 추정한 

착용자 의도(human intention estimation) 로 로봇이 따

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인간-로봇 연동 제어

(human-robot interaction control)로 나눌 수 있다.

  Fig. 6. Lower-limb exoskeleton locomotion control 

block diagram

Fig. 5. Control S/W and GUI(graphic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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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행 단계 판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지 착용 로봇의 보행 제

어에서는 입각기와 유각기의 보행 단계에 따라 제어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지 근력증강 로봇의 제어

를 위해 보행 단계를 판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본 논문의 테스트베드에서는 Fig. 3의 발바닥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보행 단계를 판별한다. 발바닥 센서 

모듈은 보행 시 압력의 변화가 뚜렷한 네 곳을 선정

하여 발바닥링크의 엄지발가락, 발볼의 안쪽, 발볼의 

바깥쪽, 발꿈치 부분에 로드셀을 각각 설치하고 로드

셀의 압력의 변화에 따라 Fig. 7과 같이 보행단계를 

판별한다. 보행단계의 판별에 있어 초기에 착용자가 

테스트베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왼/오른쪽 발을 든 상

태에서 양발의 센서값을 각각 초기화 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정해진 문턱치(threshold)를 기준(실험에서는 

5 kg)으로 입/유각기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

순히 양쪽 발의 입각기와 유각기만 판단하여 크게 왼

쪽발 지지(left single support), 오른발 지지(right single 

support), 양발지지(double support) 세 가지 모드로 구

분 짓는다[12,13].

3.2 착용자 의도 기반 인간-로봇 연동 제어

  하지 착용 로봇의 제어에서는 착용자가 움직이려는 

의도를 감지하여 로봇이 착용자의 움직임을 잘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근력증강 

로봇의 제어에 주로 사용되는 가상 조인트 토크 제어

(virtual joint torque control) 기법(Fig. 8)[2,14]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센서로 측정한 조인트 토크와 로봇의 역동

역학식(inverse dynamics)에서 계산한 로봇조인트 토크

와의 차이를 착용자의 의도로 판단하여 착용자가 로봇

에 가하는 토크가 영(zero)이 되도록 하는 제어 기법이

다. 자세한 내용은 [15]를 참고한다.

Fig. 8. Human-robot interaction control block diagram 

(virtual joint torque method)

Fig. 7. Gait-phase detection using foot sensor modu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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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 시험 결과

Fig. 9. Locomotion test on a treadmill

  착용자가 하지 외골격 로봇을 입고 트레드밀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Fig. 9는 실

제 4 km/h의 속도로 보행 실험할 때의 구분 동작을 보

여준다. 본 논문의 하지 근력증강 로봇 테스트베드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45 kg의 부하를 짊어지고 트레드

밀 속도를 0 km/h에서 4 km/h까지 증가시키면서 시험

을 수행하였다. 착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상 상황 

시 로봇이 쓰러지지 않도록 호이스트를 설치하였다. 

보행 시험은 트레드밀의 속도에 맞추어 착용자가 보행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며 착용자의 보행 속도를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Fig. 10은 트레드밀에서 4 km/h의 

속도로 보행할 때의 각 관절각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10 왼쪽 상단의 오른쪽 엉덩관절(Right Hip Angle) 

데이터를 살펴보면, 략 1 Hz의 주기로 움직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의 보폭을 5-60 cm 정도라고 

했을 때, 오른발-왼발-오른발의 한 주기 동안 략 매

초 110 cm(보폭 55 cm × 2) 이동한다고 보면 4 km/h

(약 1.1 m/s)의 속도로 보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Fig. 10. Hip/Knee/Ankle angle profiles when 4 km/h walking speed (magenta line - high: stance phase, low: sw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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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등짐을 짊어진 

상태의 평지 보행 제어를 위해 개발한 하지 근력증강 

로봇의 테스트베드에 한 내용으로 전체 시스템과 제

어 방법에 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테스트베드를 

착용하고 수행한 보행 시험 결과, 45 kg의 부하를 짊

어지고 트레드밀 기준 최고 4 km/h의 속도로 보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목표치인 45 kg의 부하를 짊어

지고 4 km/h의 속도로 보행하는 것을 트레드밀 위 보

행 실험으로 확인하였으나 실제 착용자에게 얼마나 도

움이 되는지에 한 정량적인 성능평가는 수행하지 못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소소모량, 근피로도 등을 측

정하여 근력증강로봇의 성능에 한 정량적 평가를 수

행하도록 하겠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의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되었음. [13-DU-MC-16, 험지 적응형 하지근력 고반응 

제어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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