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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보행지원을 위한 착용형 로봇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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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7.2%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2010년엔 약 4%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

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

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

는 수준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0-14세 미만 인구는 2000년대 전체 인구의 

21.1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2010년에는 16.14%

로 감소, 2020년에는 13.20%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노령화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고령자가 많아지고 생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생

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발맞추어 심신이 

쇄약해진 고령자들을 돌보아 주거나,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산업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의 약해진 신체능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착용형 로봇은 크게 군사용, 산업용, 재활

치료용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몸에 

착용하여 인간의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보완해 

주는 기술로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 인간보

다 뛰어난 하드웨어적 능력을 가진 로봇은 인간보

다 상대적으로 상황 판단 능력과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착용형 로봇은 이러한 로봇의 단점을 

사람이 직접 착용하여 해결함으로 다른 로봇 기술 

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에 의해 신체 여러 근육들

이 약해지게 된다. 근육 약화는 근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신체 운동 능력 감소 및 근육이 

감당해야할 여러 부하들을 관절이 대신 감당함으

로 관절에 무리를 주어 각종 질환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력 

저하와 신체 운동 능력 감소로 쉽게 느끼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보행 운동이다. 노화로 인한 하체 

근육 약화와 관절  약화는 단순한 보행도 부담스럽

게 만들며, 결국 지팡이나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해진 노약자들에게 하체 근력 지원

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좀 더 수월하

게 보행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력 부족으

로 관절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이로 인한 질병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노약자의 보행지원을 도울 수 

있는 착용형 로봇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로봇을 

통해 지원 하는 운동은 고관절의 운동으로 제한하

였다. 로봇무게를 사람이 짊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이 있지만, 이 연구를 시작으로 전신 버전까지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로봇 스스로 로봇 무게를 

지탱할 뿐 아니라 사람이 감당해야할 체중도 로봇

이 어느 정도 분담해 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로, 

보행 운동 시 필요한 근력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평지, 계단, 경사에 

따라 보행패턴이 다르므로 각각 지원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착용자가 어떤 보행

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의도 파악에 대한 문제이다. 

각 보행에 맞는 근력 지원 방법이 결정 되었다면, 

착용자가 평지를 걸으려 하는지, 그 외의 보행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보행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소개할 

내용은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로봇이 어떻게 

평지 보행하는 착용자의 고관절 운동 지원 시기를 

판단하고 및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하는지에 대한 

로봇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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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lking Assist Robot Hardware

2. 하드웨어 구성

이번에 발표할 시스템은 사람의 고관절 축과 

모터축을 일치하여 굴곡/신전 토크를 생성해주어 

노약자의 평지 보행을 지원해준다. 엑추에이터로

는 홀센서가 내장된 109W BLDC모터와 하모닉 드라

이버를 사용하였으며, 인체의 ROM 이상 로봇이 

구동되지 않도록, 굴곡 운동은 100도, 신전 운동은 

–30도로 로봇 구동이 제한되도록 설계하였다. 또

한 수동형 관절을 사용하여 외전/내전 운동이 10도

정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로봇 다리와 허벅지

가 체결되는 부분에는 1축 로드셀을 사용하여 사람

과 로봇사이의 힘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신발 

속에는 압력센서를 내장하여 보행구간 판단 및 

동작 의도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운동 지원 시기 결정 및 로봇 동작 알고리즘

고관절 운동에 필요한 근력을 지원해주기 위해

서 어느 시점에 어떤 운동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쪽 다리를 

기준으로 발바닥이 땅에 닿아있는 입각기 구간과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유각기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고관절은 시상면에서 보았을 때 

한 주기의 평지 보행을 기준으로 최소 –10도 부근부

터 최대 30도 부근까지 신전/굴곡 운동을 한다1. 

이 중에서 고관절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다리무게를 들기 위한 굴곡 운동이 일어나는 구간

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발의 반대쪽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시점과 일치한다. 즉 오른쪽 발의 굴곡 

운동을 지원하고 싶다면 왼쪽 발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오른발 고관절에 굴곡 토크를 인가하여 

운동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왼발도 같은 방법으로 

근력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발 속 압력 센서를 사용하여 왼쪽 발뒤

꿈치가 땅에 닿을 때, 오른발에 굴곡 토크를 인가하

여 굴곡 운동을 도와준다. 이후에 왼쪽 발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오른쪽 로봇 링크에 장착된 

로드셀을 사용하여 인간과 로봇사이에 발생하는 

힘이 0이 되게끔 로봇을 제어하여 사람의 움직임에 

로봇이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제어한다. 이와 반대로 

왼쪽 발은 오른쪽 발 압력 센서와 왼발의 로드셀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어한다. 이렇게 굴곡 

운동에서는 인위적인 운동 지원 토크를 인가로 

근력을 지원해주고, 신전 운동에서는 다리 무게를 

이용하여 사람의 의지를 반영함으로서 보폭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의 보행 지원을 위한 근력 

지원 시기를 제안하였으며, 그 시기를 센서로 측정

하여 고관절 근력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본 알고리즘은 보행 시 노약자의 고관절 근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에는 알고리즘을 발전

시켜 고관절뿐만 아니라 슬관절 근력 지원과 계단 

및 경사 보행 시 인체 하지부 근력 지원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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