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작업

의 유연성, 숙련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로봇의 도입이 더디며, 

작업자의 30%는 전체 작업시간 중 적어도 1/4 동안 무거운 물

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1]. 이러한 작업들 중 고하중물

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2].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착용형 근력증강시스템으로 사람의 근력

을 보조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과 작업효율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3-5]. 

착용형 근력증강 시스템은 크게 passive type의 근력보조장

치와 active type의 근력증강로봇으로 나뉜다. 근력보조장치는 

별도의 구동기나 센서 없이 근력보조장치의 구조, 탄성체 등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근력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력증

강로봇은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의 동작 의도 파악과 구동기를 

이용하여 근력보조를 위한 동력을 생성한다.

Passive type의 근력보조장치에 관련한 연구들로는, artificial 

tendon을 사용하여 보행 시 착용자를 보조하는 연구[6], 열 반응

에 따른 passive 외골격의 영향에 관한 연구[7], passive back 외

골격 착용 후 자동차 조립 작업 시 근력보조장치가 작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8] 등이 있다. 

Active type의 근력증강로봇은 사람의 동작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사람의 행동을 보조해야 하기 때

문에 passive type의 근력보조장치에 비해 더 도전적인 연구 주

제이다. 사람의 동작의도를 추정하기 위해 근전도 센서를 이

용하여 신호를 측정하거나[9], 로봇과 사람 사이의 F/T센서로 

착용자의 동작 의도가 담긴 힘을 측정하는 방법[10]들이 주로 

사용된다. 착용자의 동작의도를 추정한 후 전기모터, 유압 액

추에이터, 공압 액추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로봇 제어 알고리즘

에 따라 동작 의도에 맞는 적절한 근력보조를 수행한다[10-12].

국방 분야 에서는 미래 전투작전 뿐만 아니라 야전 및 군수

지원부대에서 탄약, 교량, 보급품과 같은 중량물을 반복적으

로, 장시간 취급함에 따라 착용형 근력증강 시스템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작전지속지원분야에 근력증강 시스템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고려한 전투실험, 사용자의 

착용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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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중량물 작업을 위한 착용형 근력보조장

치(LEXO-W)를 개발하였다. LEXO-W는 와이어를 이용해

서 전방에 있는 부하 중량물을 다룰 때 팔에 집중되는 부하

를 몸으로 분산시키고, 장치 버튼을 조작하여 와이어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중량물의 위치에 관계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목적 대상물에 맞는 보조장치 제작과 체결 인

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장치를 쉽

게 연동할 수 있다. 등판 프레임에 CFRP를 사용하여 4 kg 내/

외로 가벼우면서 최대 55 kg의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운반

할 수 있다.

LEXO-W의 근력보조 효과와 작업효율 개선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군과 협조하여 포탄 운반, 간편조립교 운반, 탄

약박스 운반 등 실제 군에서 수행되는 모의 작업 환경을 구

성하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근력보조장치의 성능시험

을 수행하였다. 포탄 운반 작업과 간편조립교 운반 작업에서

는 착용 전/후에 대한 소요시간과 신진 대사량을 비교하였고, 

탄약박스 운반작업에서는 착용 전/후에 대한 근전도 신호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LEXO-W 착용 전과 착용 후 작업시간, 신진 대

사량, 근전도 신호 크기가 모두 감소하여 근력보조 및 작업효

율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시험은 근력보

조장치의 성능을 군 운용관점에서 시험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

를 가진다.

2. 근력보조장치 LEXO-W 설계

근력보조장치는 근력보조 효과와 작업효율 개선 효과를 위

해 경량화, 구조 강건성, 사용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근력보조장치는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지만 편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항시 착용이 필요하여 시스템이 가벼울수

록 이점이 있다. 장치의 경량화가 높을수록 착용성과 활동성

이 증가되지만 고중량물 운반 작업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강건

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근력보조장치는 의도인식이나 동력원

이 적용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착용자가 수동 조작하여 장비

를 운용해야 한다. 처음 사용하거나 장비에 숙련되지 않은 인

원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운반작업 수행 과정에 크

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설계 목표를 바탕으로, LEXO-W는 인체에 주는 부

담을 최소화하고 운용성을 고려하여 4 kg 으로 설계되었다. 강

건성 확보를 위해 목표하는 Payload에 2배 이상의 안전률을 적

용하였으며, 운용편의성을 위해 장치를 운용하는 버튼을 최소

화하고 직관적으로 버튼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1 기구부 설계

LEXO-W의 외골격은 작업 환경에서의 Payload를 고려하

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목표하는 군 모의 환경의 경우 최대 55 

kg 이상 중량물 운용이 가능하도록 요구된다. LEXO-W의 구

조는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네스를 이용하여 장

치를 신체에 구속하고 와이어 길이조절 장치와 엔드이펙터 등

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하중을 등판 플레이트에 분산되도록 설

계하였다. [Fig. 2]는 LEXO-W를 착용한 모습으로 전방 중량

물을 들었을 때 와이어가 몸에 구속한 장치로 하중을 분산하

여 팔에 집중되는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등판 플레이트는 CFRP를 적용하여 경량화와 강건성을 확

보하고, 외골격은 중량물의 하중 분산과 허리 굽힘 동작에서 

허리가 구속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와이어는 고중량물을 안

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150 kg 이상인 케블라 소

재를 적용하고 와이어 길이조절 장치는 엔드이펙터와 연동되

는 풀리 멈춤형 메커니즘을 적용하였다. 

[Fig. 1] LEXO-W structure

[Fig. 2] Holding a heavy object with LEX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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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 멈춤형 와이어 길이조절 장치(이하 와이어 장치로 칭

함)는 와이어 길이를 엔드이펙터로 수동 조작하여 길이 조절

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과 같이 와이어 장치는 와이어를 

권취하는 회전 기어와 엔드이펙터의 버튼 조작에 의해 동작하

는 기어 스토퍼로 구성되어 있다. 엔드이펙터는 와이어 길이

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롤러 역할을 하며, 슬라이딩 파트

는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 와이어를 이송방향으로 압착하여 고

정한다. 엔드이펙터에서 압착에 의해 와이어가 고정되면 기어 

스토퍼가 회전 기어와 맞물려 길이가 조절되지 않는다. 이 상

태에서 길이 조절을 원하는 경우 해제 버튼을 누르고 와이어 

권취 방향으로 움직이면 맞물린 기어가 탈출하여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길이 조절 메커니즘은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만 버튼을 누

르게 되어있는데 이는 중량물 반복 운반 시 개인이 운반하는 

높이는 결정되어 있어 여러 번 조작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도

록 의도하였다.

3. 효과도 분석

LEXO-W의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해 착용 전/후 비교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군 환경과 유사한 모의환경을 구성하

였고, Payload, 운반 거리 등 작업 환경을 최대한 모사하여 테

스트베드를 구성하였다. 실험에서는 1) 총 소요시간, 2) 근전도 

신호, 3) 신진 대사량 세 가지 지표를 측정하여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실험환경 구성

실험은 군의 협조를 받아 [Fig. 4]와 같이 포탄 운반(artillery), 

간편조립교 운반(military engineers), 탄약 박스 운반(ammunition 

soldier)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하고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수행했으나 공통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그룹 내 1인을 지정하여 

착용 전/후 데이터 측정, 2) 적재된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발생

되는 거리 편차 무시, 3) 측정은 1일 간격을 두고 착용 전/후를 

비교하였다. 또한 모든 실험자는 근력보조장치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고 실험 현장에서 작동 원리,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

였으며 사전에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로 구성되었다.

포탄 운반 시험은 3인 1개조로 55 kg의 포탄을 탄약고에서 

K9, K10 자주포로 옮기는 모의 환경을 구성하였다. 운반 거리

는 각각 탄약고에서 운반지점까지 편도 8 m 거리를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포탄 운반 시험은 1개조에 속한 3인에 대

하여 LEXO-W 착용/전 후 포탄 운반 작업 시험을 진행하였으

며 착용 전과 후 각각 1회씩 수행되었다. 3인 중 1인에 대해 신

진 대사량을 측정하였다.

간편조립교 운반 시험은 4인 1개조로 약 200 kg 간편조립교

를 편도 10 m 거리를 14회 운반하도록 구성하였다. 간편조립

교 운반 시험은 1개조에 속한 4인에 대하여 LEXO-W 착용/전 

후 포탄 운반 작업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착용 전과 후 각각 2회

씩 수행되었다. 4인 중 1인에 대해 신진 대사량을 측정하였다.

탄약박스 운반시험은 1인이 33 kg 탄약박스를 왕복 18 m 거

리를 5분동안 운반할 수 있는 최대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구성

하였다. 

[Fig. 3] Wire winding device and end-effector mechanism

[Fig. 4] Three types of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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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장비 소개

본 실험에서는 앞서 근전도 신호와 신진 대사량을 측정하

기 위하여 DELSYS사 Trigno EMG system과 COSMED사 K5

를 사용하였다. 근전도 센서는 [Fig. 5]의 그림과 같이 피실험

자의 이두근(Musculus biceps)과 전완근(Antebrachial muscles)

에 부착하여 착용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중량물 운반 시 

이두근과 전완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 부위에 한

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LEXO-W는 운반 시 팔에 집중되는 

부하를 몸으로 분산시키는데 착용 전/후에 대해서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함이다.

신진 대사량 데이터 획득을 위한 K5 장비는 LEXO-W와 동

시 착용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측정 데이터는 각 장

비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

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Fig. 6]는 포탄, 간편조립교 운반환경에서의 결과 데이터이

며, [Fig. 7]은 탄약박스 운반환경에서의 결과 데이터를 나타낸

다. 포탄, 간편조립교 운반환경에서는 총 소요시간과 신진 대

사량 측정과 탄약박스 운반환경에서는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

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착용 전은 W/O, 착용 후는 W로 

표기하였다.

포탄, 간편조립교 운반환경에서 결과 데이터를 비교 분석

하면 착용 전보다 착용 후 총 소요시간이 감소한다. 신진 대사

량은 총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결과값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a), (c)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신진 대사량 기울기 값이 착용 

전보다 착용 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LEXO-W 착용 시 

작업 속도 증가로 신진 대사량이 증가한다. 

[Fig. 5] EMG sensor attachment position

(a) artillery test

(b) First test of military engineer

(c) Second test of military engineer

[Fig. 6] Experimental results for tests of artillery and military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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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착용 전/후 기울기 값의 차이는 동일

한 작업량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Fig. 7]은 [Fig. 6]의 (b) 그래프에 해당

하는 작업자의 LEXO-W 착용 전/후 운반 시간과 쉬는 시간을 

나타낸다. 착용 후 운반 시간과 쉬는 시간은 매우 안정적임을 

볼 수 있으나 착용 전 그래프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누적되는 팔 근력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긴 시

간동안 휴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착용하는 경우 운반 시

간과 쉬는 시간이 매우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탄, 간편조립교 운반 환경에서의 결과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LEXO-W를 착용했을 때 1) 동일 작업량에 대해서 총 소

요시간이 적다. 2) 운반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신진 대사량 감소로 누적되는 피로가 감소된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앞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Table 1]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포탄 운반환경에서는 착용 전/후 총 소요시간을 비

교했을 때 510초 단축과 신진 대사량 63 kcal 감소하여 신진대

사율은 약 15%가 감소되었다. 간편조립교 운반환경에서 1차 

실험 결과 총 소요시간은 174 s 단축과 신진 대사량 41 kcal 감

소하여 신진대사율은 약 30% 감소되었다. 2차 실험에서는 착

용 전/후 총 소요시간은 178 s 단축과 신진 대사량 25 kcal 감소

하여 신진대사율은 약 18% 감소되었다. 총 소요시간과 신진 

대사량은 각 운반환경마다 효과는 다르지만 LEXO-W가 운반

작업에 대해 신속한 임무수행과 누적되는 피로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8]은 탄약운반 환경에서의 총 소요시간 중 일부 데이

터 구간으로 3회 운반동안 착용 전/후 근력사용량 추세를 보여

준다.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착용 전/후 근력 사용이 확연히 감

소되었다,

(a) Working time

(b) Rest time

[Fig. 7] Working time (a) and rest time (b) before and after 

wearing LEXO-W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for time and metabolic cost of 

artillery and military engineer test

Test
Time [s] Metabolic rate [kcal]

W/O W Adv. W/O W Adv.

artillery 2,350 1,840 510 419 356 63

1st military 

engineer
668 494 174 137 96 41

2nd military 

engineer
702 524 178 141 116 25

[Fig. 8] EMG graph during ammunition soldie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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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O-W 착용 전/후 이두근과 전완근의 측정된 수치를 비

교하기위해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부위별로 최소 70%, 

최대 81%까지 근력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해당 수치는 LEXO-W를 착용함으로써 팔의 근력이 증강된다

는 의미가 아닌 팔에 집중되는 부하가 해당 수치만큼 감소됨

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착용자의 근력보조장치 의존도에 따

라 근력사용량의 분담률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

는 운반작업에서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 결  론

최근 운반 작업이 많은 작업환경 개선과 착용형 근력증강 

시스템의 연구개발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근

력보조장치 개발과 군 환경을 모사한 테스트 베드를 구성하고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여 근력보조 및 작업효율 개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 도입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고찰과 세 가지 모의 환경(포탄, 간편조립교, 탄약박스 운

반)을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1) 근력보조장치를 착용하는 경우 동일 작업량에 대해 총 

소요시간이 감소한다.

2) 근력보조장치를 착용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운반 작업

을 수행 가능하며, 신진 대사량 감소로 동일 작업량에 대

해 효율이 증가한다.

3) 근력보조장치는 전방 중량물을 몸 전체로 분산시킴으로

써 팔에 집중되는 부하를 감소시킴을 근전도 측정으로 검

증되었다.

4)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근력보조장치는 안정적인 작업 수

행과 착용 전/후 작업시간, 신진 대사량, 근전도 신호가 감

소하여 작업 효율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하는 군 운용환경에서 근력보조장치를 

적용하여 군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이 의미

하는 바는 근력보조장치가 모든 운반작업에서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목적하고자 하는 작업환경에 최적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명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착용 여부에 따른 정량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확대하였을 때 개인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운용환경에서 신속한 임무

수행과 부상방지를 위한 보조장비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군 운용환경 외에도 중량물 운반환경에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안전 인증 등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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