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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착용형 외골격 로봇이 의료 분야에서 이상 보행

환자들의 보행을 보조하거나 재활을 도와주는 용도로 

제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와 군수 분야에서

도 일반인의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용도로 제작되고 있

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어 있는 로봇은 큰 무게와 센서 

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그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정도를 객

관화하기 위해 관절에 설치된 힘 토크 센서를 이용하여 

돌림힘 (Torque)과 소비 에너지를 계산하여 로봇 착용 

전과 착용 후의 상호작용 정도를 객관화하였다 [1]. 다

른 연구에서는 물질 대사 에너지 (Metabolic energy)의 

차이를 이용하여 로봇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객관화하였

다 [2]. 하지만 관절의 돌림힘과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각 관절에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

하므로 하드웨어의 크기를 불필요하게 커질 뿐 아니라 

미분 과정 등의 계산 과정에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물질 대사 에너지를 이용할 경

우, 외부 환경에서 측정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 (Surface electromyography (sEMG))를 이용하

여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를 객관화하고자 

한다. 근전도란 인간의 근육 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의미하며 이는 피부 표면에서 측정 가능하다.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면 전기적 신호의 크기 차이를 통

해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분

석이 가능하며 또한 무선 표면 근전도 측정 센서를 사

용하면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근육 활성화도를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2. 일반 보행과 계단 보행 시의 근전도 비교 

그림 1 은 연구팀에서 개발한 착용형 외골격 로봇이

다. 위 로봇의 무게는 발 2kg, 경골 1kg, 대퇴골 1.5kg

으로 제작되었다 [3]. 개발한 시스템은 엑츄에이터를 

이용한 보조 기능 없이 외골격 로봇의 골격만으로 이루

어져 있다. 

 

 그림 1 (b) 는 이번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근육 

부위에 표면 근전도 센서를 부착한 모습이다. 안쪽넓은

근 (VM), 뒤넙다리근 (HAM), 장딴지근 (GAS), 앞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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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about developing the lower limb exoskeleton not only for elderly and 

disabled people but also ordinary people. The users could feel uncomfortable when wearing the robo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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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ly established yet. In this paper, we decided surface electromyography (sEMG) level as the index of 

uncomfortableness because the activation level of human muscle is different when the load is added during 

walking. We compared sEMG of vastus medialis (VM), hamstring (HAM), tibialis anterior (TA) and 

gastrocnemius (GAS) during normal walking and stair walking whether the user wearing the system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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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착용형 외골격 로봇과 (b) 근전도 신호 추출 

근육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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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TA) 에서 근전도 신호를 추출하였다. 근전도 신호

는 표면 근전도 센서 (Trigno, Delsys, USA)를 이용하

여 2kHz로 측정하였다. 

  실험은 착용형 외골격 로봇의 착용 전후에 따른 일반 

보행과 계단 보행 시의 근전도 신호를 비교하였다. 그

림 2 은 일반 보행 시의 시스템 착용 전후에 따른 근전

도 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3 은 계단 보행 시의 시스템 

착용 전후에 따른 근전도 신호를 나타낸다. 근전도 신

호는 시스템 착용 전의 각 근육의 신호의 실효값 (Root 

mean square)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였다. 그

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안쪽넓은근, 앞정강근, 뒤넙다

리근은 모두 신호가 착용 후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장딴지근이 약 150%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단 보행 시에서는 모든 

근육의 신호가 착용 후에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

딴지근이 약 190%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로봇의 착용으로 인해 하

지에 하중이 부가되었을 경우, 하지 근육에 전반적으로 

근전도 신호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 

큰 힘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그 중 장딴지근이 가장 상

승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앞정강근, 안

쪽넓은근, 뒤넙다리근 순으로 상승폭이 큼을 확인하였

다. 장딴지근과 앞정강근의 상승폭이 다른 두 근육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 근전도에서 근육

활성화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피부에 지방층이 얇을수록 

근전도 신호가 더 크게 측정된다.  

 
 그 다음으로 일반 보행과 계단 보행 시 근전도 크기 

및 활성화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장딴지근과 안쪽얿

은 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장딴지근의 경우 

(그림 4(a)), 신호 활성화 시간이 계단 보행 시 길게 측

정되었고, 안쪽넓은근의 경우 (그림 4(b)), 계단 보행 

시 근전도 크기가 더 크게 측정되었다. 위 정보를 이용

하면 사용자의 보행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모

니터링 시스템 개발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결론 

일반 보행과 계단 보행 시 착용형 외골격 로봇의 착

용 여부에 따른 근전도 활성화도 비교를 통해 착용형 

외골격 로봇으로 인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에

서의 불편함을 객관화할 수 있었다. 사용자에게 하중이 

부가되었을 때 근육 활성화도는 일반 보행 시와 계단 

보행 시 로봇을 착용한 후에 모두 크게 나타나는 현상

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

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표면 근전도 

신호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다양한 센서와 통합된 형태의 표면 근

전도 센서를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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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착용형 외골격 로봇 착용 전과 후에 따른 일반 보

행 시 근전도 신호 비교 

 

 
그림 3. 착용형 외골격 로봇 착용 전과 후에 따른 계단 보

행 시 근전도 신호 비교 

 

 
그림 4. (a) 상단 : 일반 보행 시 장딴지근 근전도 신호, 

하단 : 계단 보행 시 장딴지근 근전도 신호, (b) 상단 : 일

반 보행 시 안쪽넓은근 신호, 하단 : 계단 보행시 안쪽얿

은근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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