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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lve the limitation of motion synchronization measurement method applied to medical rehabilitation in most laboratories,

a new method to measure the change of metabolic costs with or without a military exoskeleton on an external field

environment has been proposed. The relationship between oxygen consumption and heart rate in male subjects aged 20-

30 years is analyzed and an equation that estimates oxygen consumption by heart rate was deriv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 evaluation model which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exoskeleton was established for specific

military scenarios utilizing exoskeleton.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is simple and effective for quantit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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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로 의료 재활용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던 착용로봇은 관련 요

소기술에 발전에 의해 군사용 무기체계로 변환하는 단계에 있으

며, 작전반경의 확대와 개별 전투원의 전투하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전장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외부의 부하를 지지하

거나 상쇄하여 착용자의 동작을 지원하는 착용로봇은 인간과 로

봇의 상호작용(HRI, Human-Robot Interaction)이 중요하며, 착용

자의 동작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동기화하는 것이 핵심 성능지표

이다. 가장 이상적일 경우에 착용자는 맨몸 동작과 같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나, 동기화되지 않은 착용로봇은 체결부 압력과

운동부하가 발생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고 에너지 소모 및 근피로

도가 증가하게 되며 동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즉 인간의 운동의도

감지 기술과 인체와 로봇의 연동 제어기술은 착용로봇의 핵심기

술이며, 물리 센서와 근전도(EMG) 등의 생체신호를 복합한 동작

의도 인식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착용로봇의 동작의도 동기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Gwak,1 Marco2에 의하면 동작의도

생성모듈을 이용한 구동모터의 구동 토크 량을 측정하거나, 소프

트 실리콘 압력센서를 이용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분산도를 측

NOMENCLATURE

VO2 = Oxygen Consumption (ml/min)

R = Respiratory Exchange Ratio

HR = Heart Rate (bpm)

W = Weight (kg)

ε = Erro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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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등 물리적 센서를 이용하여 동기화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Yun,3 Jang4은 근육 피로누적에 따라 고주파 대역의 근섬유 활용

이 감소하고 저주파 대역의 근섬유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

하여 착용 전후 근전도 신호의 MPF (Mean Power Frequency)를

이용한 근피로도를 측정하거나, 피시험자 해당 근육의 최대 수축

대비 착용 전후의 EMG 신호 제곱평균제곱근(RMS)을 비교하여

동기화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Sawicki5등은 착용 전후 호흡가

스 측정 및 산소소모량(VO2) 분석을 통해 운동대사비용(Metabolic

Cost) 변화를 측정하여 착용로봇의 동기화 성능을 평가하는 모델

을 제시하였으며, Malcolm6등은 이 모델을 이용하여 약 6 ± 2%

효율의 발바닥 굴곡을 보조하는 간단한 공압식 착용로봇을 제시

하였다.

물리적 힘센서를 이용한 동기화 측정방법은 주로 의료 재활용

등 간단한 착용로봇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해당 관절 및 근

육에 대한 동기화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전체의 동기

화 측정에는 제한되고, 인체를 대신할 별도의 더미(Dummy)와 센

서 등이 필요하다. EMG 신호를 이용한 동기화 측정은 마찬가지

로 해당 근육만 대상으로 하여 전체 동기화 지표로의 사용이 제

한되고, 땀에 취약하고 시간 변화에 따른 근육피로 누적 시 잡음

(Noise)에 의한 오차 가능성이 높아 신뢰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

으며, 실험실 내 측정방법으로 고려된다. 반면 착용 전후(With/

Without) 호흡가스 분석을 통한 산소소모량을 측정 및 비교하는

방법은 “불편하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는 논리에 따라 직관

적이고 이해가 쉬우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착용로봇의 목

적에도 부합하므로 범용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호

흡가스 분석 장치가 필요하고, 사전 준비 소요가 과다하며, 측정

장비 자체가 부하로 작용하여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측정장비의 통신 거리 및 군사용 착용로봇의 활용 범위 등을 고

려시 실험실 외부 환경에서 착용자의 호흡가스를 측정하기는 쉽

지않다. 20여 종 이상의 군사용 착용로봇 평가 경험을 기초로 용

어정의, 개발 고려요소, 성능척도 등에 대해 기술한 미 육군연구

소(ARL, Army Research Laboratory)7보고서에는 야전(Field) 환

경에서의 호흡가스 분석기 등의 부가장비 착용은 병사의 동작을

방해하고, 부하로 작용되며, 통신에 제한되어 측정 신뢰도가 저하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군사용 착용로봇은 기존 동기화 성능 평가 지표를 적용

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야전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운동대사량

(Metabolic Cost) 측정을 위한 대체 수단의 연구가 필요하였다. 

2. 동작성능 측정지표

2.1 운동대사량 측정방법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

zation)8는 화학물질을 기계 및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운동대사

량(Metabolic Cost) 측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직접측정 방식과 이중표식수법 및 산소소모량

측정 방법이 비교적 정확한 반면 심박수(Heart Rate)는 ±10%의

정확성으로 비교적 간단한 측정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산소소모량과 호흡교환비율 측정을 통해 에너지 소모량을 추

정하는 방법은 1949년 Weir9에 의해 공식화 되었는데 이를 Weir

의 공식이라고 한다.

E(kcal/min) = VO2(mL/min) (3.9 + 1.1 R) (1)

James10에 의하면 가스교환에 의한 산소소모량을 측정하는 간

접방식은 직접측정방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운동의학계에서는 산소소모량 자체를 운동대사량으

로 범용 사용하고 있다. 운동생리학회11에 의하면 운동 시작 시

빠르게 산소를 섭취하기 시작하여 1 - 4분 사이에 신체 요구에 따

른 반응의 균형인 항정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되고 운동

부하가 동일할 경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시점의

분당 산소 소모량(VO2, mL/min)이 운동대사량의 대표 측정지표

이다. 반면 복잡한 부가 장비가 필요하므로 실험실 외부에서 군사

용 착용로봇을 착용한 병사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데는 상당한 제

한이 있다.

Table 1 Level for determination of the metabolic rate 

Level Method Accuracy Inspection of the work place

1 Screening
1A: Classification according to occupation Rough information

Very great risk of error

Not necessary, but information needed on 

technical equipment, work organization

1B: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ctivity

2 Observation
2A: Group assessment tables High error risk

Accuracy: ±20%

Time and motion study necessary

2B: Tables for specific activities

3 Analysis
Heart rate measurement under defined 

conditions

Medium error risk

Accuracy: ±10%

Study required to determine a 

representative period

4 Expertise

4A: Measurement of oxygen consumption Errors within the limits of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or 

of the time and motion study

Accuracy: ±5%

Time and motion Study necessary

4B: Doubly labeled water method
Inspection of work place not necessary, but 

leisure activities must be evaluated.

4C: Direct calorimetry Inspection or work place no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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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소소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단하게 측정

가능한 또 다른 생체신호인 심박수(Heart Rate)에 주목하였다. 최

근 상용화된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에서도 심박수 측정이 가능

하므로 야전에서 간단한 사용이 가능하다. 심박수는 운동시 산소

운반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 증가하게 되고, 이론적으로 산소

소모량과 정비례의 관계를 나타낸다. 산소소모량과 심박수의 비

례관계는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군사용 착용로봇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2 실험 모형

군사용 착용로봇은 야전의 병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

려하여 20 - 30대 다양한 체중 분포의 남성 10명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실험자는 각각 트레드밀을 사용하여 4 km/h, 6 km/h 보행 및

10 km/h 달리기 후 4 km/h보행으로 회복기를 거치는 각각 5분간

의 프로토콜을 연속하여 수행하면서 Cosmed사(Italy)의 K5를 이

용하여 10초 단위로 호흡가스 분석과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2.3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해 피실험자는 가슴에 심박수측정기를 부착하고 호

흡 마스크를 착용한 후 측정기를 등에 부착하기 위한 별도의 하

네스를 착용해야 하는 등 야전환경에서 병사의 동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였으며, 실험 전 측정기 교정(Calibration)을 위한 준비

소요가 과다하고, 피실험자의 호흡교환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

려야 하는 등 20분 실험을 위해서 약 30 - 40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호흡가스 분석을 통한 산소소모량 측정은 비교적 정확한 운

동대사 생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실험실 외부환경에서

군용 장비를 착용하고 비교적 격렬한 활동이 필요한 병사를 대상

으로 신속한 데이터를 확인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운동부하 변화에 따른 산소소모량과 심박수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임의의 피실험자 1명에 대한 추세를 확인한 결과 운동

부하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산소소모량과 심박수는 동일한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운동부하가 변하지 않는 각각의 구간에서

는 1 - 2분 사이에 항정상태에 도달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

으며, 이는 운동능력이 뛰어난 젊은 층에서 좀 더 분명한 특성이

확인되었다. Fig. 2와 같이 산소소모량 변화에 앞서 심박수가 약

1분 내외 먼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운동부하의 변화에 따라 외부의 산소를 흡입하기에 앞서 인체 내

부의 산소를 먼저 공급하기 위하여 심박수가 변하는 현상으로 추

정되며, 회복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변화 추세는 동일하게 된다.

산소소모량에 비해 운동부하에 먼저 반응하는 심박수는 향후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착용로봇의 제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박수가 산소소모량과 일치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정상태 도달시간 및 심박수와 산소소모량의 동기화 시간 등을

고려시 동일한 부하로 최소 3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총 산소소모량과 심박수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다중 회귀분석을 통한 관계식 도출

군사용 착용로봇이라는 운용 예상 인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

사 평균연령인 20 -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 시간, 운동량 및

거리를 고정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따라서 고정변수

를 제외한 산소소모량, 심박수 및 체중을 가변요소로 한정하여 관

계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피실험자 10명에 대해 10초 단위로 측정한 산소소모량과

심박수의 관계는 일정한 분포를 유지하면서 신뢰도(R2) 0.73의

관계성이 확인되었으며, 산소소모량과 체중과의 관계는 특정한

관계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고체중의 피실험자가 대체로

최대 산소호흡량의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2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ex (N) Age Height (cm) Weight (kg) BMI

Male

(10)

Mean 28.6 176.5 79.9 25.6

SD 4.86 4.86 13.10 3.34

Fig. 1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progress

Fig. 2 Comparison of heart rate change versus oxyge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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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ε)의 값을 줄이고 분석 내용의 향상을 위해 산소소모량

과 심박수 외에 추가 독립변수인 체중을 추가하여 다중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Matlab을 이용하여 3개 변수를 통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다

중 선형회귀분석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y = α + βx1 + γx2 + ε 

VO2(mL/min) = α + β · HR(bpm) + γ · W(kg) + ε (2)

이 회귀분석 모델의 각 계수는 Chapra12에서 제시한 다음의 최

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연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α, β, γ]T = (ZT · Z)-1ZTy (3)

여기서 계측 데이터 Z = [1, HR(bpm), W(Kg)], Z ∈ Rn×3 n은 획득

한 데이터의 수로 오류를 제외한 2883이며, 이렇게 얻게 된 α, β,

γ는 각각 -3315.1, 26.5082 및 19.728이다. 이를 적용한 회귀분석

관계식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차원의 선형 회귀분석은 “직선”

인 반면, 3차원 다중 선형 회귀분석은 “평면”으로 분석된다.

VO2(mL/min) = 26.5082 HR(bpm) + 19.728 W(kg) − 3315.1 (4)

회귀 관계식(4)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

0.81, 표준오차 399.2271의 신뢰도를 보인다. 다만 이는 실험 대

상으로 선정한 체중 65 - 100 kg의 20 -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 관계식을 적용하기는 제

한된다. 그러나 우리 군에 복무 중인 병사의 나이와 체중을 고려

시 이 관계식을 활용하여 군사용 착용로봇의 측정지표로 사용하

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심박수를 활용한 동작성능 평가모델

3.1 실험실 내

실험실 내부 환경은 군사용 착용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운동부하 및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사용 착용로봇 착용(With) 및 미착용(Without) 상태에서

각각 동일한 시간, 운동량의 트레드밀 걷기 및 뛰기를 수행하면서

휴대용 심박수 측정기를 통해 분당 심박수를 측정한다. 이후 항정

상태 도달시간 및 심박수와 산소소모량 동기화 시간을 고려하여

동일한 운동부하 마지막 1분의 심박수를 도출하고 이를 식(4)를

적용하여 산소소모량으로 변환한 후 착용로봇 미착용(Without)

상태 대비 착용(With) 상태의 운동대사량 비교를 통해 착용로봇

의 성능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운동부하 및 시간을 조절하기 힘

든 계단오르기, 경사로 등반 등은 외부 환경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및 평가한다.

3.2 실험실 외부 야전환경

야전에서 병사들이 특정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운동부

Fig. 3 Oxygen consumption and heart rate distribution

Fig. 4 Oxygen consumption, heart rate and weight distribution

Fig.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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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 시간 등을 고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다양한 동작과 활동

으로 운동부하가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임무수행 기간 중 평균

심박수와 산소소모량을 측정하여 임무수행시간을 곱해 총 산소소

모량을 비교함으로써 운동대사량 감소 효율을 통해 성능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각개전투 교장 또는 산악 수색정찰 코스 등 군사용 착용로봇의

운용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선정한 후에 먼저 군사용 착용로봇

을 미착용(Without)한 상태에서 임무형 군장을 휴대하고 심박수

측정기를 부착한 후 해당 임무를 1회 수행하며, 이때 심박수 측정

기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확인한다. 충분한 휴식 후에 로봇을 착

용(With)한 상태에서 동일한 군장을 휴대하고 동일한 임무를 한

번 더 수행하게 하며, 마찬가지로 심박수 측정기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일치시켜 심박수 및 임무수행 시간을 측정한다. 

각각의 평균심박수에 대해 실험을 통해 도출한 식(4)로 평균

산소소모량을 추정한 후에 이를 임무수행시간을 곱하여 총 산소

소모량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군사용 착용로봇 착용 전후의 총

산소소모량을 비교하여 운동대사량 비교를 통해 착용로봇의 성능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3과 같이 야전에서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특

정 병사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착용로봇을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심박수 135로 45분간 해당 임무를 수행

하였고, 동일한 병사가 군사용 착용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평균

심박수 132로 40분간 해당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가정하여 미착

용 대비 군사용 착용로봇 착용시 평균 심박수가 3회 감소하였고

임무수행 시간이 5분 감소하였다면 실험을 통해 도출한 관계식과

상기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약 15%의 운동대사량

감소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과학기술이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선도하는 선도형 핵심기술은

실제 운용 경험이나 시나리오가 없고 해당 기술의 군사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목표성능을 설정하기 어렵고 시험평

가 기준을 수립하기 또한 쉽지 않다. 

심박수를 활용한 동작성능 평가 방법은 야전 환경에서 간단하

면서도 경제적으로 군사용 착용로봇의 동작의도 동기화 및 운동

대사량 측정이 가능하여 기존 산소소모량 측정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착용로봇을 실제 적용하여 본 연구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실험실 외부 환경에서 야전의 병

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통해 적용성을 추가 고찰한 후에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군사용 착용로봇에 대한 군의 소요

제기 시 정량적인 목표성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체계개발 간에

는 시험평가 기준 설정 및 평가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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