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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운동을 하는 동안 근육에서는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소산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1]. 에너지를 생성하는 

구간에서 인간의 근육은 가속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를 소산하는 구간에서 인간의 

근육은 감속자로 작용을 한다. 특히 보행이나 

앉고 일어서기와 같은 동작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개발되는 

정상인의 하중물 이송이나, 노약자들의 보행 

보조를 위한 착용형 로봇들은 보행 분석을 

통해 가속자(accelerator)로 작용하는 관절에는 

액추에이터를, 감속자(decelerator)로 작용하는 

관절에 스프링이나 뎀퍼를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2-4]. 하지만 

이러한 로봇들은 구조가 복잡하고 부피가 커 

실제 로봇을 착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스프링을 이용한 

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생체역학적 분석 
 

인간의 동작 중 에너지 생성과 소산의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동작은 앉고 

일어서기이다. Fig. 1 은 인간이 앉고 일어서기 

동작을 할 때의 무릎 관절의 각도, 토크 

그리고 일률을 나타낸다. 앉는 동작에서(0-30%) 

무릎 관절의 근육은 부하(즉, 체중)를 

감속시키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산시킨다. 

반면에 일어서는 동작에서(60-100%) 무릎 

근육은 부하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웅크린 자세에서의 무릎 근육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관절에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어알고리즘 
 

제어 개념도를 Fig. 2(A) 에 나타내었다. 

만약 인장스프링이 착용형 로봇의 고관절과 

수직방향 임의의 점 사이에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착용자의 앉는 동작에서 스프링은 

에너지를 저장함과 동시에 착용자의 체중을 

보상해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착용자가 

하중물 이송을 위한 착용형 로봇의 제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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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nee joint angle, moment, and power 

during sit-to-stan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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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서는 동작에서는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는 방출되어 착용자의 체중을 

들어올리는데 사용되게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어 입력은 식(1) 과 같다. 

 

𝒖 = 𝒈(𝒒) + 𝑱𝑻𝑭𝒗𝒔          (1) 

 

여기서 𝒈(𝒒)  는 중력보상을 위한 항이며 𝑭𝒗𝒔 

는 가상 스프링에 의해 발생되는 힘이며 

식(2)와 같다. 

 

𝑭𝒗𝒔 = 𝒌(𝑷𝒅 − 𝑷)          (2) 

 

여기서 𝒌  는 가상스프링의 강성도(stiffness) 

이다. 

 

4.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에서는 인간 모델이 앉고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착용형 로봇에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무릎 관절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하였다. 스프링의 강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릎 관절에 걸리는 토크는 

감소함을 보였다 (Fig. 3). 하지만, 강성도가 

임계값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앉기 

위한 토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착용형 로봇이 특이점(singular point) 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0-5% 와 95-100%) 관절 토크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상스프링을 이용한 

착용형 로봇의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경우 인간의 관절에 걸리는 토크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착용형 로봇에 적용하면 

하중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체중도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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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knee moment variation according to 

spring stiffness. 

 

Fig. 2 The concept of the control method (A) and 

kinematic model of the lower extremity 

exoskelet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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