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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활의 중요한 목표는 훈련을 통해 환자의 기능, 

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Poli et al., 2013). 그래서 

보행 재활치료에서는 보행의 회복과 유지가 중요한

데, 보조 장치 없이 스스로 하는 보행훈련은 넘어짐으

로 인한 낙상으로 인해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보행훈련 로봇은 다른 역할을 하는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왔다(Chang & Chun, 2015).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s)

의 외골격(exoskeletons)은 착용자를 기존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보행 기술이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Mika et al., 2015). 이에 보행보조 재활 

로봇의 기술력은 현재 낙상 감지 기능까지 겸비되어 

있으며(Liamtrakoolpanich & Sanngoen, 2020), 그 종

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Kim et al.(2017)은 평지 보행 

모드와 계단 보행 모드가 모두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ejin@cnu.ac.kr

본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9R

1A2C1005598).

보행보조 재활 로봇 착용에 따른 쾌적성 평가

엄란이·이예진*
†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Comfort Evaluation by Wearing a Gait-Assistive Rehabilitation Robot

Ran-i Eom⋅Yejin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y 19, 2020; Revised June 26, 2020; Accepted July 14, 2020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subject’s body reaction and subjective sensation when wearing a gait-assistive rehabili- 

tation robot. The research method measured skin and clothing surface temperatures for ‘seating-standing’ and 

‘walking in place’ exercises after wearing a gait-assistive rehabilitation robot. In addition, subjective sensation 

and satisfaction were evaluated on a 7-point Likert scale.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kin temp-

erature during exercise while wearing the gait-assistive rehabilitation robot was within a comfortable range. How-

ever, during the ‘seating-standing’ exercise, the skin temperature was slightly lowered. Additionally, the cloth- 

ing surface temperature tended to be lower than the pre-exercise temperature after all exercises. The subjective 

sensation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wear comfort of the waist part was low during mobility/activity. In 

addition, an overall improvement in the wear comfort of the robot is necessary. The short-time movement of 

wearing and walking in the gait-assistive rehabilitation robot did not interfere with the thermal comfort of the 

body. However, the robot needs to be ergonomically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long wearing time along 

with improved material that to satisfy overall wearing comfort.

Key words: Exoskeleton, Gait assistance, Rehabilitation exercise, Physiological reaction, Subjective sensa-

tion; 외골격, 보행보조, 재활운동, 인체 생리반응, 주관적 평가

[연구논문] 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4, No. 6 (2020) p.1107~1119

https://doi.org/10.5850/JKSCT.2020.44.6.1107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6, 2020

– 1108 –

을 개발하였고, Kim et al.(2018)은 환자의 장애 정도

에 따른 세 가지 보행 재활 모드를 제안하기도 하였

다.

웨어러블 로봇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에 의해 둘러싸인 인체 부위에

서 열 축적으로 인한 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인체와 웨어러블 장치 사이에 축적되어 표피

(epidermis)를 불편하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다

는 것이다(Nimawat & Jailiya, 2015). 또 하나의 특징

은 외골격 로봇은 로봇의 착용부에 따라 다른 힘을 

가하기 위해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고정한다는 것이

다(Meng et al., 2015).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갖는 

외골격 착용 대상자의 인체 생리반응을 살펴보는 것

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행보조 재활 로봇의 연구사례

는 기계의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용자의 

착용감까지 분석한 것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보행보조 로봇의 착용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Kang et al.(2010)은 보행보조

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호흡 시 발생하는 복부와 

흉부의 움직임에 물리적 압박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고 하였으며, Jang et al.(2010)은 보행보조 재활 로봇 

개발 과정에서 로봇이 동작할 때 신체와 로봇 사이의 

마찰 때문에 피부손상이 예상되므로, 인체와 닿는 부

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봇 착용부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Kim(2013)은 넘어짐을 방지하고, 지

면 반발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갖는 골반 지지대를 

로봇에 고정하였다. Kim(2019)의 연구에서는 보행재

활 로봇 디자인에 대한 사용성 평가요인을 도출하였

는데, ‘팔 · 발의 고정과 자세유지’에 관한 평가가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앞의 선행연구에서는 착용부에 대한 착용

감 분석 및 개선의 효과까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그러

나 웨어러블 로봇도 의복처럼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착용 후의 인체 생리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의복 착

용쾌적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Kim et 

al.(2019)은 의류학 전문학술지를 통해 웨어러블 로

봇의 착용상 문제점을 의류 측면에서 토론하기도 하

였다. 즉, 그동안 보행보조 로봇의 개발이 많이 활성

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보행보조 로봇을 착용했을 

때의 착용자 반응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웨어러블 

로봇 개발 및 웨어러블 로봇과 결합 가능한 의복 제

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웨어러블 기술은 인체의 생리적

인 특성까지 고려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착용감까지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Flechtner et al., 

2020).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의 연구동향을 고려한다

면, 보행보조 재활 로봇의 착용이 피부온도, 온열생

리반응, 주관적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 웨어러블 로

봇의 색상을 고려하거나(Stone et al., 2014), 치료용 재

활 로봇의 디자인 차별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

여(Kim & Kim, 2018) 심미적인 측면의 연구 중요성

도 강조되고 있는데, 착용성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을 

선행하여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보조 재활 로봇을 착용

했을 때의 착용자의 인체 착용 반응 및 주관적 착용감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동작 시의 피부온도와 의복표면온도의 변

화를 관찰하고, 인체 부위별 주관적 착용감, 사용만

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착

용쾌적감을 고려한 웨어러블 로봇 개발 또는 이와 함

께 착용하기에 적합한 의류 설계에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및 착의조건

피험자는 성인 남자 7명으로, 연령에 따라 하지 재

활 로봇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고(Kim, 2016) 

주관적 감각에 대해서도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해 보

행보조 재활 로봇을 사용하는 피험자가 아닌, 정상인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은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orean Agency for Techno-

logy and Standards [KATS], 2015)의 20대 남성 평균치

수와 유사하며, <Table 1>과 같았다.

피험자의 착의조건은 착의량이 동일하도록 반팔 

면 티셔츠(Cotton 100%)와 긴 바지(Polyester 65%, Ra-

yon 35%)로 통일하였다. 그 위에 재활 치료를 위해 사

용되는 웨어러블 재활 의료 장비인 EAM(ExoAtlet Me-

dy, ExoAtletAsia, Korea)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장

비는 의료 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국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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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아주대병원 등과 협력해 재

활 트레이닝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웨어러블 로봇은 골반 너비와 깊이, 허벅지 길

이, 종아리 길이, 발 사이즈 등이 조절 가능하여 착용

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며, 구성품은 <Fig. 1>과 

같았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IRB 승인을

(201910-SB-182-01) 받았다. 실험은 2020년 2월 실시

하였고, 재활치료와 관련된 연구(Baik et al., 1996; 

Kang et al., 2013) 및 웨어러블 로봇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험환경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실

험은 기온 20.2±1.5℃, 상대습도 30.0±2%, 기류 0.2±

0.3 m/sec로 조정된 실내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Fig. 2>와 같이 진행하였는데, 먼

저 피험자는 착의조건을 갖추고 안정기(Rest I)를 가

졌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의 주요 운동인 ‘착석-기

립’과 ‘제자리 보행’을 10분 동안 학습하는 시간(exer-

cise learning)을 가졌다. 웨어러블 로봇의 운동은 태

블릿 PC로 작동하여 수행되는데, 착용자의 안전을 

위해 작동하는 사람과 피험자 간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실험을 수

행하는 동안에는 운동 전문가와 함께 하였다. 이 웨

어러블 로봇은 ‘보행’ 운동도 수행할 수 있지만, 예비

실험을 통해 ‘제자리 보행’과 무릎 높이가 같아 착용

감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웨어러

블 로봇의 주요 운동을 ‘착석-기립’과 ‘제자리 보행’

으로 선택하였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주요 운동에 대한 학습

이 끝나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상태로 착석하여 

10분 동안 쉬고(Rest II), 본격적인 운동을 <Fig. 3>과 

같이 수행하였다. 운동의 순서는 웨어러블 로봇 회사

에서 교육하는 순서에 의해 정하였고, 이에 ‘착석-기

립’을 10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뒤, ‘제자리 

보행’을 10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각 피험자

에게 소요된 전체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Items

Mean (S.D.)

Subjects
20s men's

(KATS, 2015) 

Stature (cm) 173.4 (03.8) 173.9 (05.7)

Weight (kg) 071.3 (05.4) 072.4 (01.2)

Bust circumference (cm) 095.8 (03.8) 096.2 (07.6)

Waist circumference (cm) 086.3 (13.4) 081.3 (09.5)

Hip circumference (cm) 096.9 (04.6) 096.1 (07.1)

BMI (Body Mass Index) 023.7 (01.3) -

Table 1. Korea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 

jects and mean values of men in their 20s 

in SizeKorea

Fig. 1. Components of wearab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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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평균피부온도, 의복표면온도, 주관적 

평가로 각 측정항목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간을 <Fig. 

2>에 나타냈다.

평균피부온도는 휴대용 피부온도 측정기(LT-8AB, 

Gram, Co., Japan)를 사용하여 Ramanathan(1963)의 4점

식 측정법에 의해 피부표면에서 가슴온(Tchest), 윗팔

온(Tforearm), 허벅지온(Tthigh), 종아리온(Tleg)을 측

정하였고, <Eq. 1>에 의해 계산하였다.

Tsk = 0.3Tchest + 0.3Tforearm + 0.2Tthigh + 0.2Tleg

...... Eq. 1.

의복표면온도는 착장의 최외층 표면온도를 의미

하며(Wu, 2016), 의복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외

선 열화상 카메라 FLIr E75(FLIR Systems, Inc., USA)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을 포함한 실험

복을 모두 입고 서있는 상태의 피험자를 촬영하였

다. 촬영 후 피험자가 착용하고 있는 티셔츠의 가슴 

부위(Cchest)에서, 바지의 허벅지(Cthigh), 무릎 부위

(Cknee)에서 의복표면온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운동별로 동작

성/활동성(1점: 매우 나쁨~4점: 보통임~7점: 매우 좋

음), 온냉감(1점: 더움~4점: 보통임~7점: 추움), 압박

감(1점: 매우 압박~4점: 보통임~7점: 매우 느슨함), 통

증(1점 :매우 아픔~4점: 보통임~7점: 매우 아프지 않

음), 안정감(1점: 매우 불안정함~4점: 보통임~7점: 매

우 안정됨), 전체적인 착용감(1점: 매우 나쁨~4점: 보

통임~7점: 매우 좋음)을 평가하였다. 이는 웨어러블 

로봇의 스트랩(strap)에 의해 신체 압박이 되는 착용

부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어깨와 등을 포함한 견

Fig. 2. Experimental protocol for wear test of the wearable robot.

Fig. 3. Front view after wearing the wearable robot during the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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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착용부(shoulder zone), 허리 착용부(waist zone), 허

벅지 착용부(thigh zone), 종아리 착용부(calf zone)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끝난 뒤에 피험자는 웨어러블 

로봇을 벗고 사용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7점 척도로 

하였다. 사용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Park et al.(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주관적 평가 시에는 피험자들의 

생각과 의견도 도출하였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부위별 피부온도와 의복표면온도를 시

간의 경과로 나누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반복

측도 ANOVA를 수행하였다. 주관적 평가에서도 평

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가지 운동에 따른 차이

를 보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인체 부위별 착용감 

차이는 반복측도 ANOVA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위별 피부온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피부온도와 인체 부위별 

피부온도의 변화 경향을 <Fig. 4>에 제시하였다. 웨어

러블 로봇 착용 시 평균피부온도에 대해 ‘안정’, ‘착석

-기립’, ‘제자리 보행’ 구간별로 구분해서 보면, ‘착석

-기립’ 운동 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피부온도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평균피부온도는 쾌적 시에 33.0~

34.0°C라고 알려져 있고(Kim et al., 2011), Kang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5.0 km/h의 걷기 운동에서 피부

온도 쾌적영역이 31.5~33.5°C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피부온도 결과는 전체적으로 

32.0°C 내외의 값으로 나타나, 쾌적한 범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웨어러블 로

봇은 근육의 재건과 관절 운동의 회복을 목적으로 사

용되는 재활 의료 장비로, 이를 착용하고 약 20분 정도 

수행하는 운동은 착용자에게 열적 스트레스를 유발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환경 

조건이 기온 20.2±1.5°C, 상대습도 30.0±2%, 기류 0.2

±0.3 m/sec로 온도가 높지 않고, 상대습도가 낮아 동작 

시 쾌적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평균피부온도가 운동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Bang et al.(2013)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착석-기립’의 운동에서는 평균피부온도가 감소

하고, ‘제자리 보행’의 운동에서는 평균피부온도가 

다시 ‘안정’ 시의 평균피부온도와 유사하게 상승하

여, 재활 운동에 따라 평균피부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균피부온도가 선 자세에

서는 하강하다가, 앉은 자세에서 다시 상승하였다는 

Sung and Ryu(1995)의 연구결과와, 인체 움직임에 의

해 의복과 피부 사이에 강제기류가 발생하고, 이에 의

Fig. 4. Mean skin temperature and skin temperature of different body parts after wearing the wearable robot and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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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외부의 차가운 공기의 교환

이 일어나 피부온도가 하강한다는 Kim et al.(2010)의 

연구를 함께 고찰해봤을 때, 반복적인 ‘착석-기립’은 

평균피부온도를 감소시키는 운동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운동 구간별 각 10분 동안 측정되었던 피부

온도를 인체 부위에 따라 각각 평균값으로 산출해서 

그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았다. ‘착석-기립’ 

시 인체 부위 중에서 윗팔의 피부온도(p=.000)가 다

른 부위의 피부온도보다 가장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Park and Yoo(2014)의 

20대 성인 남성의 자전거 운동 시 부위별 피부온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가슴, 허벅지, 종아리보다 윗팔의 피

부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

한 Choi et al.(2004)의 연구에서 긴 소매보다 짧은 소

매의 옷을 착용할 때 피부온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어, 본 연구에서 피험자가 착용한 반팔 소매의 개

구부에 의해 다른 부위보다 피부온도가 더 감소했다

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슴과 허벅지는 ‘안정’ 시

보다 ‘제자리 보행’에서 약간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종아리에서는 운

동 구간별 피부온도의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p=.293).

따라서 보행보조 재활을 위해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운동에 따른 피부온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

았다. 보행동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체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Lee, 2018),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보행은 쾌적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

서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웨어러블 로

봇 착용 시의 동작을 연구자가 보조하여 수행함으로

써 피부온도의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10분 동안의 ‘제

자리 보행’은 가슴과 허벅지의 피부온도를 약간 상승

하게 하였다. 한편, 피험자들은 ‘제자리 보행’은 ‘착

석-기립’을 반복하는 것보다 운동 강도를 약하게 느꼈

는데, ‘제자리 보행’ 운동은 기립 자세에서 왼쪽 무릎

과 오른쪽 무릎을 동일한 높이로 번갈아 수행하는 보

행훈련에서 하는 동작으로(Lee et al., 2011; Won, 2006), 

이 동작은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재활 운동에서 인

체를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재활 치료에 상대적

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 부위별 의복표면온도

의복표면온도 변화는 <Table 3>과 같았다. 의복표

면온도는 로봇 착용 직후(Rest I)와, 운동을 시작하기 

Item
Mean (S.D.)

F
Rest II Seating-standing Walking in place

Tchest 33.1 ( .0) 33.0 ( .1) 33.3 ( .0) 1621.487***

Tforearm 31.3 ( .1) 30.4 ( .1) 31.3 ( .0) 0456.963***

Tthigh 31.6 ( .2) 31.8 ( .1) 31.9 ( .0) 0258.816***

Tleg 32.5 ( .1) 32.5 ( .0) 32.5 ( .0) 0001.435***

F 14626.220*** 43736.310*** 47114.550***

***p<.001

Table 2. Comparison of the skin temperatures of various body parts when wearing the wearable robot and moving

Item

Mean (S.D.)

FJust before wearing 

wearable robot (Rest I)
After rest II

After exercise of

wearable robot

Cchest 31.4 ( .5) 31.7 (1.3) 31.4 ( .6)  .456

Cthigh 30.2 ( .2) 31.1 (1.0) 30.6 (1.2) 1.289

Cknee 28.5 ( .8) 29.3 (1.1) 29.1 ( .7) 1.092

F 19.127** 9.819* 11.735* 　

*p<.05, **p<.01

Table 3. Analysis results of clothing surface temperature at various body parts  in time-ordere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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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착석-기립’과 ‘제자리 보행’을 모두 수행하고 난 

뒤에 얻은 데이터이다. 그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의복표면온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분

석한 인체 부위에서 로봇 착용 직후보다 운동 전에 쉬

는 구간에서 의복표면온도가 상승하다가, 운동 후에 

의복표면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인체 부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로봇 착용 

직후(p=.009), 운동 전(p=.029), 운동 후(p=.021)에서 의

복표면온도의 차이가 보였다. 이는 ‘가슴>허벅지>무

릎’의 순서로 의복표면온도가 나타났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의복표면온

도에 대한 대표 이미지는 <Fig. 5>와 같았는데, 분석

영역 중에서 다리 부분은 스트랩에 의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가슴 부위

의 의복표면온도가 운동 후에 확연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an and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복의 의

복표면온도가 운동 후에 하강하는 경우, 땀이 의복 소

재에 흡수된 후 증발하면서 외기로 열 방출이 이루어

져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 의복표면온도가 하강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웨어

러블 로봇 착용 시 땀이 나지는 않았지만, 운동으로 인

해 인체에서 열 평형을 유지하고자 어느 정도 열 방출

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웨어러블 로봇 

착용 시 동작에 따라 의복표면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결과는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 착용부

별, 운동별로 나누어 <Table 4>에 나타냈다. 동작성/활

동성을 묻는 문항에서 허리 착용부가 운동에 따른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34). 즉, 허리 착용부

는 ‘착석-기립’ 시에 ‘제자리 보행’보다 동작성에서 착

용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작성/활동성을 묻는 문항에서 ‘착석-기립’ 

시에 인체 착용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36), 

‘제자리 보행’에서도 인체 착용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9). 모든 운동을 수행했을 때, 견갑과 허

리 착용부에 비해 허벅지와 종아리 착용부의 평가점

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착석-기립’에서 허벅지 착

용부의 점수는 3점대로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웨

어러블 로봇 착용 시에 스트랩을 조이는 정도는 피험

자가 적당하게 느끼는 수준에서 착용되도록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착석-기립’에서 허벅지 착용

부의 피부변형에 스트랩이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이는 압박감에서 ‘착석-기립’ 시에 허벅지가 2점

대(압박함)로 나타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었다. 웨어

러블 로봇이 착용되는 모든 신체 부위에서 압박감 점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 착용부에 대한 착용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가장 점수가 낮은 허벅지 착용부에 대

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Clothing surface temperature result after wearing the wearable robot in time-ordere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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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냉감은 두 가지 동작에서 모두 인체 부위별로 3점

대(약간 따뜻함)로 나타나, 장시간 착용하거나 외부 

환경의 온도나 습도가 올라가면 덥게 느낄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었다. 이에 장시간 로봇을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한다면, 쾌적성 측면에서 착용감이 우려되었

다. 이에 환경 변화에 따라 통기성을 조절할 수 있도

록 착용부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

나 통증과 안정감에서는 모두 인체 부위별로 4점(보

통임)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

으면서 안정감을 주는 정도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착용감에 대해서는 견갑 착용부

Item
Mean (S.D.)

t
Seating-standing Walking in place

Mobility/Activity

Shoulder zone 6.2 (0.4) 5.7 (1.0) 1.168*

Waist zone 4.7 (0.8) 5.8 (0.8) ‒3.162*

Thigh zone 3.9 (1.3) 4.9 (1.3) ‒1.382*

Calf zone 4.3 (1.1) 4.4 (1.4) ‒.354*

F 3.925* 3.843*

Thermal

Shoulder zone 3.7 (0.5) 3.6 (0.5) 1.000*

Waist zone 3.6 (0.5) 3.1 (0.7) 2.121*

Thigh zone 3.1 (0.7) 3.1 (1.1) .000*

Calf zone 3.0 (0.8) 3.1 (0.7) ‒1.000*

F 1.000* 0.853*

Pressure

Shoulder zone 3.7 (1.1) 4.0 (1.3) ‒.795*

Waist zone 4.4 (1.9) 3.9 (1.1) .730*

Thigh zone 2.7 (0.5) 3.0 (0.0) ‒1.549*

Calf zone 3.6 (1.1) 3.3 (1.1) .679*

F 1.957* 4.615*

Pain

Shoulder zone 6.6 (0.8) 6.4 (0.8) .420*

Waist zone 5.3 (1.9) 5.1 (1.8) .157*

Thigh zone 5.1 (1.3) 4.7 (1.8) .510*

Calf zone 4.7 (2.1) 4.7 (2.1) .000*

F 2.722* 0.975*

Stability

Shoulder zone 4.9 (1.3) 5.7 (1.0) ‒1.867*

Waist zone 4.4 (1.5) 4.7 (1.6) ‒.679*

Thigh zone 5.0 (1.2) 4.6 (1.3) .596*

Calf zone 5.4 (1.3) 5.1 (1.2) .603*

F 0.781* 1.685*

Whole

Shoulder zone 5.4 (1.1) 5.7 (0.8) ‒.795*

Waist zone 4.4 (1.3) 4.7 (1.6) ‒.603*

Thigh zone 4.0 (1.2) 4.6 (1.1) ‒.880*

Calf zone 4.6 (1.6) 4.3 (1.6) ‒1.000*

F 1.249* 2.681*

*p<.05

Table 4. Subjective evaluation analysis results by wearable robot contact areas i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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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나머지가 4점대(보통임)인 것을 생각했을 

때, 착용형 로봇의 착용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용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

았다. 안전성 측면에서 묻는 문항에서 4점대(보통임)

가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착용형 로봇을 수

월하게 착용해야 하는 점과 안전성, 다치지 않도록 긴

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피험자의 의견에 의하면, ‘제자

리 보행’에서 한쪽 무릎이 올라갈 때 반대편 발에서 

앞꿈치가 들리면서 몸이 돌아가게 되어 불안함을 느

꼈다고 하다고 하였으며, 기립보다는 앉는 동작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측면을 묻는 문항을 통해서는 대부분 4점

(보통임) 후반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관절가동범위

만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점수였는데, 피험자의 의견

에 의하면 웨어러블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주고, 원하는 만큼 무릎 높이가 조절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관절가동성에 대한 만족도

가 낮다고 하였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모두 5점대(약

간 그러함)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피험자의 

의견에 의하면 스트랩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체와 접

촉하는 부위의 소재에 쿠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착용된 웨어러블 로봇은 스트랩 착용

부에 모두 쿠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감 만족

도를 더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만족

스러운 쿠션 사용이 요구되었다. 이 외에 엉덩이 착용

부는 인체공학적인 곡면 형태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

였다. 또한 웨어러블 로봇을 벗고 난 뒤에 몸이 뻐근하

여 착용감이 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으

며, 로봇의 무거운 느낌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주관적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웨어러블 로봇은 상

체와 하체에 착용부를 만들고, 착용부를 압박하여 고

정하는 형태를 갖고 있으나, 해당 착용부에 대한 적절

한 압박감을 부여하여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압박이 적절하지 못하여 

동작성/활동성을 방해하는 것은 착용자에게 웨어러

블 로봇 착용에 따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웨어러블 로봇은 재활 치료

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보조자와 로봇의 도움이 커서 적은 시간의 동

작에서 온열쾌적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않았지만, 다

소 동작 시간이 길어지거나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웨어러블 로봇 

안에 착용하는 의복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종합하여, 

Item Mean (S.D.)

Safety

Is it easy to wear the wearable robot? 4.7 (1.7)

Is it safe to wear the wearable robot? 4.9 (1.2)

Are the torso and legs secured properly? 6.3 (0.5)

Is there any physical abnormality during or after wearing the wearable robot? (e.g. dermal changes, 

pain, edema, etc.)
3.9 (2.5)

Is there any risk of being injured by the wearable robot? 4.7 (1.6)

Can you handle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abnormal conditions or wearable robot problems? 4.3 (1.4)

Efficiency

Is it effective for the range of joint movement? 4.3 (1.5)

Does the wearable robot perform in a realistic way? 4.6 (1.9)

Is it easy to adapt to the wearable robot? 4.9 (1.7)

Is there a sense of stability when wearing the wearable  robot? 5.1 (1.8)

Is it easy to perform with the wearable robot? 5.4 (1.3)

Satisfaction

Is the wearable robot suited to the body? 5.4 (1.3)

Is the wearing sensation of straps, buckles, pads, etc. comfortable? 5.3 (1.5)

Do you think you will need to wear a wearable robot in the future? 5.4 (1.4)

Table 5. Usage satisfact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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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 재활 로봇을 착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웨어

러블 로봇 설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Fig. 6>에 정

리하였다. 우선적으로 형태 측면에서 허리와 엉덩이 

착용부는 인체 굴곡을 반영하는 인체공학적인 설계

가 요구되었다. 기존의 허벅지와 종아리의 착용부는 

인체 둘레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스트랩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동작성 측면에서는 재활 운동에 의해 신

장되는 피부변형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였다. 또한 부위별 쾌적한 수준의 압박

감이 다르므로 이를 찾아 착용감을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였고, 적절한 접촉면적도 함께 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착용부에 유사한 

보호패드가 사용되었는데, 부위별 차별화된 형태, 절

개선, 두께 등을 갖는 패드를 선택하여 부착하는 것

이 요구된다. 한편, 외부 환경 조건이 약 20.0°C, 상대

습도 30.0%일 때 보행보조 재활 로봇 착용 후 약 20분 

정도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열적 스트레스를 주지

는 않았으나, 환경온과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열적 스

트레스 발생이 예상되므로 로봇 착용부에는 기능성 

소재 선택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

라 현재는 로봇 착용부 안에 입는 의복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와 동작 종류 및 

시간에 따라 사용자의 쾌적성 영역이 달라지므로 이

에 대응 가능한 여유분 선정 및 개폐 디자인도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웨어러블 로봇인 보행보조 재활 로봇 착

용에 따른 피험자의 인체 반응과 주관적 착용감을 분

석하여, 웨어러블 로봇 착용자의 착용감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첫째, 기온 20.2±1.5°C, 상대습도 30.0±2%, 기류 0.2 

±0.3 m/sec인 환경에서 보행보조 재활 로봇을 착용하

고 약 20분 정도 운동 시 평균피부온도는 쾌적한 범위

에 속하였다. 다만, ‘안정’ 시보다 ‘착석-기립’ 운동에

서 약간 피부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제자

리 보행’에서는 윗팔과 종아리는 ‘안정’ 시의 피부온

도와 유사해졌으나, 가슴과 허벅지는 ‘안정’ 시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보행보조 재활 로봇을 이용한 재활 

운동은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나, ‘착석-기립’ 시에

는 ‘제자리 보행’보다 상대적으로 운동의 강도가 있

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피부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관

찰되었고, 10분 동안의 ‘제자리 보행’은 운동의 강도

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지만 가슴과 허벅지의 

Fig. 6. Needs for improving the wear comfort of the wearab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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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온도가 약간 상승하였다. 즉, 재활을 목적으로 웨

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운동 시 착용자의 건강상태와 

재활 운동에 따른 회복상태의 진행에 따라 선택적으

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둘째, 로봇 착용 직후보다 운동 전에 쉬는 구간에

서 의복표면온도가 상승하다가, 운동 후에 의복표면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웨어러블 로봇

을 착용하고 운동 시에 발한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운동으로 인해 인체에서 열 평형을 유지하고자 어느 

정도 열 방출이 생기므로 쾌적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관적 착용감 평가결과, 동작성/활동성에

서 허리 부위의 착용감이 낮았으며, 이 외에 착용부

의 압박감은 부위별 최적의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을 확인하였다. 한편, 주관적인 온냉감 측면에서는 대

체로 약간 따뜻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소

재의 활용이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보행동작은 

재활 운동의 효과를 갖으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적

은 시간 동안의 움직임 시, 인체의 온열쾌적성을 방

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시간 착용

할 경우를 위해 웨어러블 로봇의 형태개선이 요구되

었다. 즉, 허리와 엉덩이는 인체공학적인 형태로 설

계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하체는 동작에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쾌적한 수준의 압박감을 조정

하는 설계가 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웨어러블 로봇 안

에 입는 의복도 로봇과 함께 시스템으로 개발한다면 

쾌적성 측면에서 보다 착용감이 향상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고, 착용부의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상되는 열적 스

트레스를 위해 부위별 적절한 여유분 선정과 상황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여밈 디자인이 중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재활 로봇이 사용

되는 시점에서 웨어러블 로봇 착용 후 동작 시 인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 디자

인 개발의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용자 관점의 

요인을 다양하게 획득하였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웨

어러블 로봇 연구에서 실시되어 온 작동과 성능 구

현을 위한 공학적인 측면의 연구에서 발전시켜 본 

연구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의 연구시야가 확장되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 착용자가 

로봇 착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간공학 측면, 인체-

의복-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스템적 측면의 

연구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복 측면에서 착용자 중심의 설계

가 바탕이 된 웨어러블 로봇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았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 업체에서는 실제 사용자에게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시키기 전,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사전 착

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웨어러블 로봇 

착용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재활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은 것이 본 연구

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내용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

하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신체, 근력 특성 등을 고려

하고 실험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추후,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재활 운동 효과를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수행하고, 다양한 동작에 따

른 웨어러블 로봇 착용 시의 착용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웨어러블 로봇을 다양한 의복과 조합했

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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