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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활, 산업, 군사 목적으로 20년 넘게 연구되어 

온 외골격 로봇중 상지의 예로는 미국 워싱턴대학

의 외골격 로봇이 있다.[1]
오랜 기간 로봇분야에 있어 하드웨어, 알고리즘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외골격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은 로봇이 착용

자의 의도대로 동작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의도와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동기화율을 성능검증 요소

로 정하였다.
기존에 연구되어온 동기화율은 생성된 궤도와 

로봇의 실제 움직임을 비교하는 것으로 산업용 

머니퓰레이터부터 항공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었다.[2] 외골격 로봇은 미리 생성된 궤도를 
로봇이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착용

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 의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로봇을 구동시키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동기화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외골격로봇의 성능검증을 위하

여 새로운 방식의 동기화율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상지 외골격로봇(HL35 system)성능을 검증하였

다.

2.  상지 외골격 로봇 시스템 분석(HL35)
본 논문에서 제시할 인간-로봇 동기화율로 검증

할 시스템으로 상지 외골격로봇 HL35 system을 

선정하였다. 개발된 상지 외골격 로봇은 한 팔에 

3자유도 전기식 능동형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자유도는 어깨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 

동작을, 1자유도는 팔꿈치관절의 굴곡/신전 동작

을 수행한다.

Fig.1은 의도기반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로봇 말단에 위치한 힘센서에 의해 측정된 

착용자와 로봇간의 상호 작용력으로 시스템의 자

중보상에 추가될 HRI 토크를 계산한다. 또한 외부 

하중물에 대한 핸들링을 위하여 힘센서를 통해 

측정된 토크를 통하여 관절토크를 보상한다. 방위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 기저부의 방위를 측정함으

로써 자세에 따른 중력보상을 수행한다. 위의 내용

에 따라 식(1)의 관절토크를 생성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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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load HRI HRIHq Cq g J f J ft = + + - +&& &     (1)

Fig.1 HL35 algorithm

3. 인간-로봇 동기화율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상지 외골격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서 인간-로봇 동기화율을 제안하

였다. 인간-로봇 동기화율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착용로봇이 동작한 정도를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기법이다.

인간의 의도는 힘 센서를 통해 측정된 인간-로봇간 
상호 작용력으로, 위치벡터는 제어 루프에 따른 

순간적인 머니퓰레이터 말단부의 움직임으로 규정

하여, 각 벡터 데이터를 식(2)와 같이 정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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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된 벡터의 내적으로 식(3)과 같이 동기화율 
을 산출한다.

            ( 1)hri i im F P- -=
uuur uuuuuur
g             (3)

산출된 동기화율 은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으
며 100%에 가까워질수록 상호작용력과 말단부의 
위치벡터가 동일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어
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다.

4. 실험 및 결과

Fig.2는 제어를 위한 말단부의 힘 센서에 시상면에 
대하여 어깨  굴곡/신전 동작을 진행 후 말단부의 

실시간에 따른 위치벡터와 측정된 힘벡터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로 동기화율 을 

구하면 Fig.3과 같이 표현되며, 분석하였을 때 동기

화율은 전체 동작에 대해 평균 83.9%를 나타내었

다. 굴곡, 신전구간에 대해서는 동기화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동작이 천이되는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Fig.2 position vector and force vector of 
exoskeleton

Fig.3 Synchronization rate, position vector, force 
vector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the HRI algorithm.

동기화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은 로봇의 동

작속도와 인체의 동작속도 차이의 문제, 벡터방향

이 반대가 되는 문제로 순간적으로 추종하지 못하

는 현상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외골격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

과는 다른, 로봇의 제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으로 동기화율로 표현되는 성능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상지 외골격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

하였으며, 개발된 외골격의 동기화율은 약 83.9%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향후 동작이 천이되는 구간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강하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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