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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보행 시에 필요한 하지 모든 관절에 보조
력을 전달하는 강체기반의 착용로봇은 하지 전체에 보행 보조력
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유연소재기반 착용로봇에 비해 기계 구
조가 복잡하고 착용감이 불편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가 단순
하고 착용감이 편안한 족관절에 보조력을 전달하는 와이어 구동
형 착용로봇의 설계방법을 제시한다. 수치해석을 통해 단순화된
1자유도 족관절 모델과 정적인 상태에서 와이어 장력의 상관관
계를 도출하여 족관절에 전달되는 토크를 분석하였다. 족관절
각도와 와이어의 힘에 따라 족관절에 전달되는 토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족관절에 보조력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착용로봇 시작품을 개발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착용로봇은 1950년대부터 인간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험한
작업환경에 위치한 산업용 로봇을 원격제어하기 위해 마스터장
치로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근력보조와 재활치료를 위해 그 목
적이 활발히 확장되고 있다[1-3]. 착용로봇의 기계적 구조는 강
체기반과 유연소재기반으로 구분되며 착용자의 적용부위에 따라
크게 상지와 하지로 구분된다.
HAL, Rewalk 등과 같은 하지 착용로봇은 다리 전체에 보조
력을 전달할 수 있지만 고가이며 복잡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선택적으로 보조력을 전달하는 착용로
봇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다[4]. 그림 1은 일반인의 보
행 과정에서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운동 특성을 나타낸다[5].
세 관절의 토크 특성 중에 족관절은 다른 관절과는 상이하게 추
진력을 발생시키는 발바닥굽힘(Ankle Plantarflexion)방향으로만
편중되어 높은 토크를 요구할 뿐 만 아니라 순간 최대힘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즉, 족관절에만 단방향으
로 높은 토크를 순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면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보행보조용 착용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
제안하는 착용로봇의 동력전달방식은 단방향 와이어 구동방식
이다. 착용자는 액추에이터모듈을 허리에 착용하며 모터-감속기
-스풀(Spool)을 통해 변환된 와이어 장력은 착용자의 발꿈치뼈
에 전달되어 족관절 토크를 최종적으로 발생시킨다(그림 2).
본 논문에서는 족관절 모델과 정적인 상태에서 와이어 장력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족관절에 전달되는 토크를 분석하였으며,
족관절 각도와 와이어의 장력에 따라 족관절에 전달되는 토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

론

2.1 시스템 해석

족관절에 보조력을 전달하는 와이어구동 착용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절 범위와 인체 특성을 고려한 가상 앵커
를 선정해야한다[5, 6]. 걸음걸이에 영향력 있는 족관절의 각도
범위는 그림 1에 근거하여 –25°에서 10°까지로 결정하였다[6].
족관절에 보조력을 전달하기 위한 가상 앵커는 그림 2(a, b)의
적색 원으로 표현된 것과 같이 족부와 하퇴부로 선정하였다. 보
행 시에 착용자의 다리 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는 고관절 보다 높은 위치로 선정하였다(그림 2(a)).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한 토크는 감속기와 스풀을 거쳐 와이어
장력으로 변환되며. 족관절 토크는 수식 (1)과 같다.
(1)
        
     
(2)
여기서  는 족관절 토크,  는 와이어 장력,  은  방향과 족
관절 회전중심사이의 수직거리,  는 족관절 각도,  은 모터
토크,  은 감속비,  는 스풀의 반지름이다.
그림 2는 족지가 지면에 맞닿은 상태에서  가 -25°일 때 하퇴
부의 기하학 상태를 표현한다. 그림 2(c)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은  에 관한 함수로 정의되며  과  를 지나는 직선의 방
정식과 족관절 회전 중심인  의 수직거리이다.














     
   

   

여기서, ,  ,  는  과  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의 계수,
, 는  의 원소이다. 위치 벡터  는 회전행렬과 위치행
렬을 포함한 변환행렬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a)
<그림 1> 일반인 보행 시에 관절운동 특성[5]







(b)

(c)

<그림 2> 족관절 착용로봇 구조

- 2051 -

2.2 수치해석 결과

표 1은 앞서 제시한 시스템 해석에 필요한 설계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  ,  ,  ,  값은 일반 성인남성 두 명의 관절 길
이를 실제로 측정한 평균값을,  는 그림 1에 제시한 족관절 각
도 범위로 선정하였다. 그림 3(a)는  =10° 일 때 족지와 족저
모두 지면에 맞닿은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3(b, c)는 각각 
=-7.5°,  =-25°이고 족지만 지면에 맞닿은 상태를 나타낸다. 그
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은  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a)는  에 대해 변화하는 ,  를 나타내며,  가 10
 일 때 수식 (1)에 따른  를 나타낸다. 수치해석의 목적은
기구부 설계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  , 에
상관관계 그래프를 확인해야 한다(그림 4(b)). 수치해석 결과, 표
1에서 제시한 설계 파라미터인 경우 일정한  를 발생시키기 위
해서는  와 이 반비례 관계로 확인되기 때문에 착용로봇 구동
부의 설계인자인 와이어 장력은  범위 안에서  의 최대값을 기
준으로 구동부를 설계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 수치해석 파라미터










(b)

3. 결

론

보행 시에 필요한 족관절 토크에 보조력을 전달 가능한 착용
로봇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며 의복 내부에도 착용이 가능할
정도로 착용성이 용이하다. 와이어 구동을 이용하여 족관절에
보조력을 전달하는 본 착용로봇은 족관절의 각도에 따라 와이어
장력과 족관절 중심사이의 수직거리가 변하는 특징을 갖는다.
족관절에 일정한 토크를 보조력으로 인가하기 위해서는 와이어
장력을 변화시켜야 하며 동력전달설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 장력과 수직거리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족관절 착용로봇의 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설계 파라미터 기준으로 시스템을 수치적으로 해석결과 와이어
장력과 수직거리는 반비례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복
내부 및 외부에 착용 가능한 보행 보조용 착용로봇이 개발되었
다.



-25°∼10° 200  96  91  162  67 

(a)

<그림 5> 의복 내/외부에 착용 가능한 보행보조용 착용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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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 족관절 각도에 따른 족부와 하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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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족관절 각도와 토크에 따른 와이어 장력과 수직거리

2.3 시작품 설계

앞에서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착용로봇 시작품을 개발 하였
다(그림 5). 모터는 EC-90(Maxon Motor Co.)를 사용하였고, 순
간 최대 속도에 대응가능하며 역구동성에 용이하도록 감속비는
낮게 2.8:1인 평기어 1단 감속기를 선정하였다. 스풀의 직격 
는 15  이며, 수식(2)를 통해 계산된 와이어 장력은 179.2 
이다. 와이어 구동용으로는 보든 케이블을 사용하였으며, 스풀에
서부터 착용자의 신발 밑창의 후면까지를 연결한다. 전기제어
장치의 구성으로 주제어기는 TMS320F28379D (TI Co.)를, 모터
구동회로모듈은 BOOSTXL-3PHGANINV(TI Co.)를 이용하였으
며, 주제어기는 모터제어와 시스템제어 모두를 수행한다. 그림
5(a)는 착용로봇을 의복 외부에 착용한 모습이며, 그림 5(b)는
의복 내부에 착용한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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