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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육 강화를 위한 외골격 훈련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raining system on exoskeleton for enhancement of  specific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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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bot hardware system

1. 서론
 

최근, 재활 및 훈련용 로봇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로봇으로는 외골격을 착

용한 상태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보행 재활 훈련을 

하는 Locomat [3], 환자의 신체 하중을 천장에 설치

된 레일 시스템에 고정된 와이어로 지지해 주는 

ZeroG [4]가 있다. 대부분의 재활 운동기구는 부피

가 크기 때문에 공간 제약적이며, 기구를 이동시키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시설

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개인 사용자

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환자의 재활 부위

에 대해 정확한 훈련 방침이 없으며, 정량적인 재활

이 불가능하다.
반면, 자전거를 이용한 재활 운동은 공간제약이 

없으며, 개인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자전거 운동은 신체 

하중을 핸들과 안장으로 분산시켜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고, 페달링의 원운동은 동작을 부드럽게 하

여 관절의 충격을 줄여준다.[1] 자전거 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안전한 운동이며 동시에 신체기

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유산소 운

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장, 폐, 근육을 흥분시키며 

신경계, 순환계, 근력계 기능을 향상시켜준다.[2] 
이러한 이점과 더불어 자전거 운동은 크랭크 각도

에 따라 특징적으로 훈련되는 부위가 있어서[5] 
제어를 통해 개별적 근육 강화하는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환자가 착용하여 자전거를 탑승, 운동할 수 

있는 외골격 로봇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외골

격 로봇 하드웨어를 제작하였고,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동역학 모델링을 거쳐 제어기를 설

계하였다. 운동 패턴 생성 알고리즘을 제작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전거 운동 시 크랭크 각도에 

따라서 하지의 선택적 근육 운동[5]을 통해 개별적 

근육 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EMG
분석을 하여 근육 강화 척도를 판단할 것이다.

2. 로봇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봇의 하드웨어는 Fig. 1과 

같다. 고관절(Hip joint), 슬관절(Knee joint), 족관절

(Ankle joint)부위에 엔코더가 설치되어 있고, 고관

절과 슬관절에 전동기가 삽입되어 있다. 외력(사람

의 힘)을 보상할 수 있도록 발바닥 부위에 로드셀 

시스템을 설계하여 장치하였다.
순 기구학을 이용하여 양 페달의 위치를 계산하

고, 페달의 원운동 궤적을 따라 역기구학을 통해 

고관절과 슬관절이 움직여야 할 궤적을 계산하였

다. 궤적을 효율적으로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 동역

학 모델링을 바탕으로 외력과 비선형항을 feed-

forward시켜 소거시켜주고, PID 제어기를 적용하

여 실험을 하였다.

Fig.2의 왼편의 그래프는 이론 페달 궤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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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deal trajectory and real trajectory of pedal(right)
in & output of hip joint in relation to crank(upper left)
in & output of knee joint in relation to crank(lower left)

실제 페달 궤적을 나타낸다. 이론 페달 궤적원의 

1사분면의 오차는 페달의 Down Stroke 상태에서 

모터에 의해 관절이 펴지는 힘이 페달을 미는 동시

에 로봇 상부를 위로 올려주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

다. 오른편 상부의 그래프는 크랭크 각도에 따른 

고관절의 입력 값 및 출력 값의 그래프, 오른편 

하부의 그래프는 슬관절의 입력 값 및 출력 값의 

그래프이다. 고관절 평균 추종오차는 0.06 rad이

고, 슬관절의 경우는 0.03 rad으로 외골격 로봇을 

통한 사이클링 모션 제어가 훈련용 시스템으로 

충분히 제어됨을 알 수 있다.

3. 개별 근육 강화 시스템

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의 목표한 근육을 

집중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짓는 근육은 총 10가지이며

[5], 각 근육은 크랭크의 회전 위치에 따라 발달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위치에 따라 

로봇 저항력을 변화시켜줌으로써, 개별 근육에 대

해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로봇 저항력 조절

에는 임피던스 제어 개념을 도입하여 크랭크 위치

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변화시켜 로봇 저항력을 

조절 할 것이다.
근육 강화 제어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훈련 

전 후의 EMG 데이터를 추출할 것이다.  
MVC(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normal-
ization을 통해 EMG 신호를 표준화 시켜 줌으로써, 
근육의 출력 힘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운동이 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EMG 신호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근육의 제어

가 원활하게 되도록 임피던스 제어의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자전거 탑승형 외골격 훈련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실험을 통해 실제 궤적을 판단해 

보았으며, 사람과 로봇의 밀착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차후의 과제로 개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다. 임피던스 제어기를 

사용하여 크랭크 궤적에 따라 임피던스에 변화를 

줄 것이며, 이의 효과를 EMG를 통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EMG 신호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동효과

가 나올 수 있도록 임피던스를 조절 해 주는 제어기

를 설계할 계획이다.
개별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 시스템을 통

하여 재활 훈련 분야에서는 효율을 극도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운동 훈련 분야에서는 운동선수가 

균형잡힌 운동을 통해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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