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로봇의 기술 동향

요 약 

재활로봇은 최근 기술적 성장과 임상 수요를 통해 시장을 만

들어 가고 있다. 재활로봇은 1990년대 일상생활보조를 바탕으

로 연구개발 및 제품화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치료현장에서 재활로봇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척수손상과 같

은 마비환자의 보행재활을 시작으로 대상군의 규모가 더 큰 뇌

졸중에 재활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재활로봇은 많은 횟수의 훈

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료 수준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최

근 기술적 이슈인 (1) 경량화, (2) 재료의 변화, (3) 의도파악, 

(4) 인간-로봇 상호작용 관점의 피드백에 대해 살펴본다. 추가

적 최근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하는 하지 외골격 로봇에 대해 

현황을 살펴본다. 재활로봇 분야는 절대 강자가 없는 다양성이 

강한 시장이다. 재활로봇의 임상진입을 위한 중개연구, 시장 보

급을 위한 시범보급이 추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Ⅰ. 서 론 

인간은 질환, 외상, 또는 노화로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

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므

로 개개인의 남아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

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재활을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능

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으로 향상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1]. 

재활에는 다양한 도구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로

봇을 재활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장치는 로봇보다 자율성

이나 구동할 수 있는 축수가 적은 경우(2축 미만)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재활에 사용되는 로봇장치를 재활

로봇장치(rehabilitation robotic device)라고 하고 재활로봇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치료, 검사, 측정에 사용

되는 치료재활로봇을 비롯하여 집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일상생

활 보조로봇까지 재활로봇에 포함될 수 있다<그림 1>. 치료용 

재활로봇은 수술, 진단 등을 포함하는 의료용 로봇의 일종으로

도 볼 수도 있다.

고령화의 심화, 사회참여 욕구의 확대, 삶의 질 향상과 관련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재활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고령 및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간병인, 보호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더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에 처

하고 있다. 재활로봇은 로봇기술의 임상적 활용이다. 재활로봇 

시장은 신경재활분야만 하더라도 2013년 4천3백만 달러 규모

에서 2020년 18억 달러 규모로 40배가량의 높은 성장이 예상

된다[3]. 

재활로봇은 본격적인 판매 및 보급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 필

요성에 의하여 향후 사업으로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공공적

인 의미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치료재활

로봇은 재활로봇이 별도의 치료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 과정의 하나의 도구로서 가치가 더 증대되고 있다. 산

업적인 가치 외에도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재활로봇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이슈, 

송원경  

국립재활원

그림 1. 재활로봇의 분류. 수평은 용도, 수직은 신체 부위를 나타냄. 

왼쪽은 치료재활, 오른쪽은 일상생활보조 용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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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격 로봇 경쟁 현황, 표준화를 포함한 정책적 이슈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발전적 관점에서의 재활로봇에 대한 제

언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재활로봇의 기술적 이슈인 경량화, 

재료의 변화, 의도파악, 상호작용 관점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시장 사례로 최근 경쟁이 심화되

는 착용형 하지재활로봇에 대한 시장진입 현황을 살펴본다. 4

장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재활로봇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Ⅱ. 재활로봇의 기술적 이슈 

1. 경량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는 항상 경량화 이슈를 가져 왔다. 

핸드폰, 노트북 PC를 비롯하여 다양한 휴대형 기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로봇분야도 자중 대비 출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

다. 특히 재활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재활로봇이나 재활로봇장

치, 그리고 관련 연구장치도 비슷하다. 특히, 몸에 부착되는 부

분의 무게는 성능 및 사용성에 영향을 끼친다.

20여 년 전 상용화된 케이블 구동형 WAM은 3자유도 구성의 

경우 25kg, 6자유도 구성의 경우 27kg의 무게를 가진다. 실제 

이 로봇은 역구동성(backdrivability)이 좋고 민첩하여 재활분

야에 연구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있다[4]. 하지만, 자중으로 인

하여 사용자에게 높은 관성(inertia)을 가지게 되고 근력이 약

한 사람에게는 로봇팔 끝을 잡고 팔을 움직이는 것이 큰 어려움

이 되기도 한다. 특히, 측정에 사용되는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Proficio라는 3 자유도의 11.5kg의 

경량 로봇팔이 2015년 출시 되었다[5]<그림 2>.

보행용 외골격 로봇도 비슷한 추세를 가지는데 자중이 30kg 

정도인 ReWalk이나 20kg 정도인 Ekso에 비해 10kg로 휠씬 

더 가벼운 Indego 라는 외골격로봇이 시장에 출시되었다<그림 

3>.

경량화와 더불어 모듈형의 외골격로봇 Phoenix도 공개되었

다. 이 로봇은 사용자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외

골격 로봇이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쉽게 그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에서도 NREX[10,11]라는 상지 운동용 로봇팔을 

개발 중이다<그림 4>. <표 1>과 같이 팔에 착용 되는 무게는 

2kg 이하로 감소시켰다. 이 외에 어깨 움직임에 대응하는 기구 

자중을 로봇 받침대로 향하게 구성하였다.

표 1. NREX의 향상

구분

(년)

V 2.0 

(2013)

V 2.1

(2014)

V 3.0 

(2014)

V 3.1

(2015)

Forearm

Forearm	

고정	벨크

로	스트랩	

2개

Forearm	고정	벨

크로	스트랩		1개,	

Loadcell	변경,	

기구	단순화

보완	및	

개선

Wrist	rotation	

angle	변경

(±30		±15,

7.5도	간격	조정)

Hand

손	재활	모듈

재질:	알루

미늄

손	재활	모듈

재질	변경

(알루미늄	 

ABS)

보완	및	

개선

보완	및	개선

(색상	및	크기

소폭	변경)

주요사항
기구	부품의	

최소화

기구	기본

재질	변경

(알루미늄

카본)

Potentiometer,	

ROM	제한	기구,

케이스	추가

무게 1,672g

1,432g

(-14.4%,	V2		

기준)

1,166g

(-30.3%,	

V2	기준)

1,320g

(케이스	포함)
그림 2. WAM(좌)[4]과 Proficio(우)[5]

그림 3. 하지 외골격 로봇, 왼쪽부터 ReWalk [6], Ekso [7], Indego [8], Phoeni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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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을 이용하여 손으로 로봇 말단부를 잡고 뻗기 운동을 4

주 동안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팔의 움직임 속도가 향

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pre-test), 2주 

후 (after 2 weeks), 4주 후 (after 4 weeks)에서 움직임 속도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그림 5>. 뻗기 동작은 목표물의 위치

에 영향을 받게 된다. 움직이는 팔을 기준으로 목표물은 Target 

1은 반대 측(contralateral), Target 2는 중간 측(medial), 

Target 3은 움직이는 팔 쪽인 동 측(ipsilateral)방향으로 가슴

높이로 위치한다. 특히 반대 측(contralateral)의 목표물에 대

하여 빠른 움직임을 가지며 향상되었다. 

2. 재료

재활로봇 분야에 재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o-Glove

는 수년 동안 개발되었다[13]. 척수손상 환자, 뇌졸중 환자의 손 

기능 보조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착용형 손 로봇 상용화

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연구 진입을 위한 재활로봇중개연구[2]

에서 기업의 제품화된 Poly 장갑형 재활로봇 기술과 대학의 텐

던 구동형 착용형 소프트 로봇기술 융합하여 Exo-Glove Ploy

를 도출하였다<그림 6>. 2015년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추진하던 중 천으로 된 재료를 사용한 착용형 로봇은 소

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Polymer로 변경하게 된다. 기존 대비 소독이 쉬울 뿐만 아

니라 착용형 로봇을 손에 입고 물에서 씻을 수 있다. 

3. 의도파악을 이용한 하향식 접근

뇌졸중 재활에 있어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재활로봇을 제어

하기 위해서 사용자 의도파악이 필요하다[14]. 재활로봇은 훈련 

시 주어진 임무를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데 부족한 힘을 도

와주거나 잘못된 동작을 바른 동작으로 바꾸어 뇌를 자극하여

서 뇌 가소성(Neuroplasticity)을 증진해야 한다[14]. 연구 결

과에 따르면 고식적 치료(conventional therapy,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치료)에 비하여 상지 재활로봇을 이용한 치료가 재

활효과가 좋았다[15]. 하지 재활로봇의 재활효과는 로봇을 사용

하지 않는 고식적 치료와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16]

[17]. 즉, 단순히 로봇을 이용하여 보행훈련을 시킴으로써 뇌를 

자극하는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만으로는 재

활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사용자의 의도에 의한 

뇌신호에 따라 로봇의 보행훈련 동작을 제어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approach)을 더하여 로봇과 탑승자 사이의 닫

힌 루프(closed loop)를 형성하면 뇌 가소성을 촉진하여 보행 

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18]. 이러한 하

향식 접근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로봇 탑승자의 보행의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그림 7>. 단순한 수동식 정

형운동 장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트레드밀 위에서 다리를 움직

이는 로봇은 사용자는 조는 경우와 같은 상황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변경/복원/증가/향상/연구의 분야

그림 4. NREX V 2.0 (2013년)과 NREX V 3.1 (2015년)의 손목 및 팔꿈치 부분

그림 5. 로봇 보조 뻗기 운동에 있어서 움직임 속도. MV-T1, MV-T2, 
MV-T3는 Target 1 (반대 측), Target 2 (중간 측), Target 3(동 측)에 

대한 움직임 속도. (*: p < 0.05) [12]

그림 6. Exo-Glove Poly 외관과 물로 씻는 모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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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실험실 환경에서 가정

환경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에서 깨끗한 신호를 획득

하기 위하여 전극의 이식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될 예정

이다. 유럽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향후 20

년 동안의 계획[20]을 발표한 바 있다<그림 8>. 뇌-컴퓨터 인

터페이스 기술 발전은 재활로봇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4. 시각/청각 피드백 왜곡

시각 및 청각은 보행이나 팔 움직임에 있어 피드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보폭에 대한 시각 피드백 왜곡한 상태에서 보행하

였을 때 보폭에 대한 대칭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1]<그림 

9>. 

뇌졸중 환자 및 장애인에 대해 보행에 있어 청각 자극은 보

행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청각 자

극 모듈은 휴대하기 쉽고, 간단히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청각 

자극이 가능하다[22]. 15명의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속도 

(velocity, 거리/시간), 보행률(cadence, 단위 시간당 보행 수), 

활보장(stride length, 한쪽 발뒤꿈치에서부터 다시 같은 쪽 발

뒤꿈치 닿기까지의 동작 거리), 보폭(step length, 한쪽 발뒤꿈

치 닿기부터 반대쪽 발뒤꿈치 닿기까지의 동작 거리), 보행주

기(gait cycle)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편한 걸음 속

도를 기준으로 -10%, -5%, 0%, +5%, +10%의 5종류의 속도

에 따라 보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10>. 청각 자극의 변화

에 따라 보행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보폭에 대한 대칭성

(symmetry ratio)은 0%와 훈련 후에서 가장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22]. 향후 청각 자극도 왜곡을 통해 보행 대칭성을 개선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실용적 제품과 최고급 제품의 공존

재활로봇은 저렴한 로봇과 고가격의 로봇이 시장에 공존한다. 

가격과 기능은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가격-기능 간의 

관계도 기술적 이슈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고가격의 최고급 

제품이 기능을 단순화하여 사용하기 덜 복잡하고 저렴한 제품

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탑승자와 치료사의 신체적 노력이 

그림 7. EEG, EMG, IMU를 이용한 뇌신경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19]

그림 9. 보폭에 대한 시각 피드백 왜곡 하의 보행 모습(상)과 보폭에 대한 
시각 피드백 왜곡에 따른 보행 대칭성 변화(하)

그림 8. BCI 향후 로드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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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소모되는 보행 재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나

고 있다[23]. 보행 재활로봇은 보통 트레드밀과 같은 고정형 장

치를 기반으로 할 때는 체중지지모듈을 바탕으로 다리를 움직

이는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모듈로 구성된다. 

Lyra(Ability, Switzerland)[24]는 말단자형 보행 재활로봇이

다. 즉, 미리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발판을 제공한다. 보

장(Step Length)을 조정할 수 있고 탑승할 때는 탑승하는 방향

에서 왼쪽 기구부를 왼쪽으로 더 벌려 탑승공간이 넓어져 탑승

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다른 보행재활로

봇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오른발과 왼발의 보장을 기구적으로 

각각 조종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계단 오르는 기능을 가진 G-EO에 대하여 

가격을 낮추어 실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복잡한 기능을 제거한 

NexStep이라는 제품이 출시 되었다. 말단자 훈련 방식의 장점

인 짧은 시간 내에 착용할 수 있고 착용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Ⅲ. 하지 외골격로봇의 시장 진입 경쟁

1. ReWalk

2014년 6월 미국 FDA는 이스라엘의 하지 외골격로봇인 

ReWalk을 하지마비에 대하여 병원용 및 개인용으로 동시에 허

가하였다. 하지 외골격로봇을 개인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대

해 큰 관심을 끌었다. 동반자의 관리하에 집에서의 사용을 허

가한 것이다. 동반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배우자나 간병인을 

의미한다. 하지마비 척수손상 장애인이 사용대상자이다. 미국

에는 완전 또는 불완전마비를 가진 척수손상이 200,000명가량 

있다고 알려져 있다. ReWalk은 다리와 상체의 일부를 지지하

는 금속 브레이스, 엉덩이, 무릎, 발목에 움직임을 제공하는 모

터, 기울임(tilt) 센서, 컴퓨터와 전기공급장치를 가진 배낭으로 

구성되어 있다. ReWalk은 보행, 기립, 의자에서 앉고 서기 동

작에 있어 추가적인 안정성(stability)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손

에 지팡이를 사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 손목에 착용

하는 무선 리모트 제어장치를 통해 서기, 앉기, 또는 걷기가 가

능하다[25]. 

2. Indego

다른 경쟁자인 Indego가 약 이 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2016

년 3월 미국 FDA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ReWalk과 비슷

하게 병원용(clinical use) 및 개인용(personal use)으로 허가

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ReWalk만이 병원용과 개인용으로 허가

를 받았으나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ReWalk에 비

하여 약 9kg 정도 가볍다. Indego는 역진자 방식으로 제어되는 

Segway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즉, 몸을 앞으로 숙이면 걸음을 

내딛도록 한다. 휠체어에서 로봇을 쉽게 착용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

Indego와 ReWalk의 적응증(indication for use)은 T7에서 

L5  사이의 척수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특별히 훈련받은 동

반자의 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더욱 높은 손상인 T4에서 

T6 사이의 척수손상을 가진 사람은 재활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스포츠와 계단 오르기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Indego는 낙상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

다. 앞, 뒤, 옆으로 낙상이 발생할 때 디바이스를 조정하여 사용

자에게 최소한의 손상이 발생하도록 한다[26]. 

3. Ekso GT

2016년 4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Ekso Bionics가 외

골격로봇 Ekso GT를 척수손상뿐만 아니라 뇌졸중에 대해서

도 FDA 허가(approval)를 받았다[27]. 이전에는 하지 외골격

로봇은 주로 마비 정도가 높은 척수손상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 

및 적용이 되어 왔다. 하지만 편마비 등 뇌졸중으로 그 대상층

을 넓힘에 따라 사용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 또한, 척수손상에 

대해서도 C7의 ASIA D인 경우까지 사용대상자의 범위가 늘어

났다. 미국은 매년 척수손상으로375,000명이 고통받고 있다. 

반면 뇌졸중으로795,000명이 고통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1700만 명이 사용대상자가 된다. 하지 외골격로봇 시장의 경쟁

은 성능 경쟁뿐만 아니라 적응증 확대 경쟁도 진행되는 것을 주

그림 10. 청각 자극에 따른 보행 속도. (*: p<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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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필요가 있다. 

외골격 로봇의 경쟁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외골격 로

봇을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Pheonix

와 같은 모듈라형 하지 재활로봇도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ReWalk, Indego, Ekso를 제외하고 국내 업체, 대학, 연

구소에서도 다양하고 독창성 있는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고 있

다. 러시아 등에서도 보행용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여 판매를 앞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이 시작되는 재활로봇은 기술 및 서

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외골격 로봇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국내외 재활로봇 관련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

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되고 있어 장

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배

경을 가지고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구성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보조로봇을 포함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그 결과의 임상 적용 등 활성화를 통해 실제 장애

인의 건강 관련 서비스로 연결된다면 산업적, 복지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고,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

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배

경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과 노인이다. 노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의미

한다.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

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장비를 의미한다. (1) 보조기구의 지원, (2) 보조기기센터, 

(3)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4)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로 구성 된다.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 품

질관리/유통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3. 재활로봇에 대한 국제 표준

로봇의 표준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의 안

전에 관한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ISO 10218-

1:2011)’이 2011년 앞서 출판되었다. 이어서 비의료기기인 개

인지원로봇(personal robots)에 대하여 ‘로봇 및 로봇 장치 ― 

개인지원로봇 안전 요구사항(ISO 13482:2014)’이 출판되었

다. 개발되고 있는 표준으로 수술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인 IEC/NP 80601-2-77, 재활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인 

IEC/NP 80601-2-78이 있다. 구체적으로, IEC/NP 80601-

2-78은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medical robots for rehabilitation, 

compensation or alleviation of disease, injury or disability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활(rehabilitation)뿐만 아

니라 질병, 상해 또는 장애에 대한 평가(assessment), 보상

(compensation), 경감 (alleviation)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다. 현재 본 사항은 ISO TC 299, Robots and robotic devices

의 Joint Working Group 5 (이전의 JWG 9) Medical robot 

safety에서 개발 중이다[28]. 

대부분 국내기업의 경우 아직 재활로봇 시장이 안정화 되지 

못해 국제표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지만, 국제표준제정 움직

임이 빨라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여러 재활로봇은 일종의 의료기

기로 분류될 수 있다. 의료기기는 허가·관리제도에 따라 시장

에 진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보통 의료기기에 익숙하지 않

은 업체가 관련 규격을 너무 늦게 검토할 경우, 개발 과정이 어

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규격검토의 개발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

가 있다.

4. 건강보조기술 국제협력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보조기술 국제협력(GATE: 

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Health Technology)을 추

진하고 있다[29].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이 건

강하고 생산적이며 존엄한 삶을 위하여 고품질 및 저렴한 보

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되고 있다. 필요성 측면

에서, 전 세계 인구의 10%는 보조기구가 필요로 하다.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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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요는 높으나 실제 보급은 3% 내외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

이 현재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가진 Most 

Essential Assistive Product를 선정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자 한다. 최근 50개의 보조기구(Priority Assistive Products 

List)를 선정하였다[30]<그림 11>.

핵심적 필수 보조기구는 저렴하게 생산 보급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보조기구의 시장은 비슷한 보조기구라도 저렴한 

보조기구와 프리미엄 보조기구로 양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국내업체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적 필수 보조기구는 관련 보조기구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보조기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재활로봇의 일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시장 확대 

측면에서 저렴하면서 양질의 보조기구가 보급되는 체계와 방식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재활로봇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중개연구, 시범적 

보급, 공적급여, 건강보험지원, 이 과정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

선의 필요하다. 

V. 결론 

재활로봇은 로봇기술의 재활분야에서의 응용이다. 재활로봇

은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그간 여러 차례 혁신을 거듭하면서 

연구개발 되었다. 일부 공학적인 산출물이 임상에 연결되어 추

가적인 임상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31]. 국제적으로도 수술

로봇과 비슷하게 재활로봇을 사용하는 병원은 최고급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

았다. 대표적으로 경량화, 재료의 변화, 의도인식, 사용자 상호

작용 관련 피드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 외골격 재활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상황도 살펴보았다. 전세계적으로 IEC/

ISO가 추진하는 의료로봇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조

기기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의 GATE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차별화가 더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

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년 뒤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 많은 로봇 관련 기술이 재활분야에 적용되면서 임상에 연

결될 것이다. 향후 다양한 사용대상자의 증가로 시장형성이 기

대된다. 재활로봇 분야는 기술개발과 임상연구, 보험 등 법 제도

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의료기기나 보조기기의 일종인 재활

로봇은 시범적인 재활로봇보급사업[2]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만

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이 재활서비스로 연결되

기를 기대한다. 향후 다양한 재활로봇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

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정보를 추출하여 더욱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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