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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업유닛이란, 착용로봇에 부착 되어 

중량물을 승/하강 및 운반/설치 하기 위한 부가 
장비이다. 착용로봇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유닛 연구/개발도 점차 활발해져 
가는 추세이다. 미국 Lockheed Martin 社에서 
개발한 군용 착용로봇인 HULC1 는 하지 
외골격에서 착용자의 등쪽으로 연결되는 
등판에 체결된 작업유닛을 이용해 착용자 
정면에 위치한 중량물을 지탱하고 그 무게를 
하지 외골격을 통해 지면으로 전달 한다. 
하지만 별도의 구동 장치 없이 중량물의 
승/하강 및 운반/설치 작업을 하는 것은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지 외골격과 작업유닛을 

이용하여 조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량물 
운반/설치 작업을 목표로 한 작업유닛 개발을 
다루었다. 

    
2. 작업 분석  

조선 작업에는 수많은 중량물 운반/설치 
작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착용로봇 
작업유닛을 이용한 대표적인 작업대상으로 
조선용 소부재 운반과 의장품 운반/설치 
작업을 선택 하였다. (Fig. 1참조) 

 
Fig. 1 steel pieces & fittings for shipbuilding 
 

소부재와 의장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그 형태 및 무게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착용로봇의 구동력을 기준으로 40kg 미만의 
중량물을 작업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의장품의 
경우 파이프나 밸브와 같이 중량물을 특정 
위치에 지지한 상태에서 부가적인 bolting 
작업이나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중량물의 섬세한 승/하강 기능이 
필요하다. 
작업유닛을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설치 

작업은 크게 5가지 동작으로 이루어 진다. 
○1 중량물 clamping○2 중량물 상승○3  

운반(보행) ○4 중량물 위치 조정(승하강) 및 
설치○5

 
중량물unclamping  

3. 조선용 작업유닛 설계 및 제작  
작업유닛의 설계 포인트는 중량물 승하강 

기능의 구현과 경량화였다. 작업유닛의 주요 
기능은 중량물을 클램핑 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무게를 지지해주는 것과 수동 버튼 
조작을 통해 중량물을 승/하강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의 모터를 이용하여 큰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웜기어 감속기가 
적용되었고 별도의 전자브레이크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중량 지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착용자의 키보다 높은 위치까지 중량물이 
승하강 할 수 있도록 와이어&윈치를 이용하여 
2500mm의 스트로크를 확보하였다. 
한편, 작업유닛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착용로봇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강드랄루민(A7075) 소재를 적용하여 
경량화했다. 작업유닛의 기본적인 설계 사양은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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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working unit 

 
Contents Specification 

Actuator 1 axis actuated Motor + reduction gear 

payload 40kg 
Real time sensing w/ 
load cell 

stroke 2000mm Up-down 

weight 17kg  
 
와이어가 감겨 있는 윈치 및 모터 구동부 

일체는 작업유닛 프레임과 로드셀을 통해 
체결되어 있는데 별도의 내부 가이드를 통해 
상하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을 로드셀에 전달해 
준다. 이를 통해 착용로봇 쪽으로 실시간으로 
센싱된 무게값을 전달해 준다. Fig. 2 는 
작업유닛 최종 설계도를 나타낸다. 

 
Fig. 2 Design of working unit 
 

4. 작업유닛 적용 구동 알고리즘  
Fig. 3 은 작업유닛이 적용된 착용로봇의 
좌표계를 나타내며, 양다리 지지 상태의 한쪽 
다리 모습이다. 착용로봇의 구동 알고리즘은 
각 링크에 걸린 하중을 계산하여 중력보상 
해주는 것으로, 슬관절(knee joint), 고관절 (hip 
joint)의 구동기로 실현된다. 계산 편의상 
상체(Torso), 작업유닛(Working Unit), 중량물 
(Weight)의 질량(mto/mwu/mw)과 질량중심 (x,ycto 

/x,ycwu/x,ycw)을 각각 mT 와 x,ycT 로 합쳤다.  
중량물 질량(mw)은 제어 알고리즘 상에서,  
로드셀로부터 실시간으로 센싱되는 값으로 
변환된다. 

 

cwwcwuwuctotocT

cwwcwuwuctotocT

wwutoT

ymymymy
xmxmxmx

mmmm

⋅+⋅+⋅=
⋅+⋅+⋅=

++=

 

 
Fig.3 Coordinate Frames of Wearable Robot 
 
중력보상을 위한 슬관절, 고관절의 요구 

토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실시간으로 
제어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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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량물 승하강 기능이 
구현된 조선 작업용 작업유닛 개발을 다루었다. 
경량화된 작업유닛은 로드셀에 의해 중량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착용로봇 중력보상 제어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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