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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ponents and qualitative criteria for
assessing the usability of wearable robots in industrial use.
Background: Wearable robot technology is a state-of-the-art application of humanrobot interaction (HRI) but research on its usabilit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for the wearable robot industry to establish safety standards
and us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deploying the technology on a commercial scale.
Method: Sets of user requirements were identified from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with analogous products including walking aids, assistive and wearable devices.
Qualitative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user requirements
classified by usability components and the structure of wearable robots.
Results: The usability of wearable robots needs to be evaluated by 6 components:
wearability, effectiveness, learnability, efficiency, utility, and safety. Qualitative assessment
criteria consisted of 38 questionnaires corresponding to the identified user requirements
that belong to each component.
Conclusion: The 6 components with 38 assessment criteria would be utilized as the
basi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usability assessment standard.
Application The assessment criteria provide ideas and checklists for designing
wearable robots with good usability.
Keywords: Usability, Qualitative assessment, Wearable robots, Human-Robot
interaction, Upper extrem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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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여러 기술들이 발전과 융합을 거듭하고 있고, 로봇공학 또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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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다(Karabegovic and Husak, 2018). 이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해 산업계에
서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 smart factory 기술을 도입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추세가 더욱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Min et al., 2019). 한편으로는 노동강도를 낮추어 주면서도 작업자와 협업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용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Bostelman and Hong, 2018). 인간과 웨어러블 로봇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증
대시키면서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De Looze et al., 2015).
웨어러블 로봇은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지지하거나 근력을 증강해주는 로봇을 말하며 센서를 이용해 몸의 움직
임을 감지하고 행동 예측을 통해 철제 외골격이나 와이어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HyundaiRotem Official Blog, 2017). 부위 별
로 상지, 하지, 전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하지 웨어러블 로봇에 관한 연구는 상당 수준 진행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전신과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기저부가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고가
의 센서와 전자 장비를 다수 적용하여 시스템이 고가이며, 일부 시스템들은 EMG와 같은 생체 신호를 동기 신호로 사용하고(Kim et
al., 2009; Hasegawa and Muramatsu, 2013) 착용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Lee et
al., 2007). 하지만 전신, 상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Kim et al., 2019), 현대로템에서는 2010년부터 산업용 근력증강 로봇을 개발해 실제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HyundaiRotem Official Blog, 2019).
이처럼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실용화를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특성상 기계적 시스템 개발이나
근력 보조를 위한 생체역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웨어러블 로봇과 이를 사용하는 작업자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
게 해주기 위한 사용성 평가에 관해서는 연구들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Spada et al., 2017). 사용자들을 웨어러블 로봇의 설계 단계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문조사 기반의 인간중심적 설계방안을 도출하려는 연구에서도 설계 방식과 관련해 표준화된 프레
임워크와 안전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존재한다(Ármannsdóttir et al., 2020).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표준 규
정을 위해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EU의 Robo-Mate 프로젝트팀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국제표준을 준비 중
이며, 적절한 표준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설계와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O'Sullivan et
al., 2015).
본 연구는 향후 산업현장에서 상지 웨어러블 로봇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 개발과 안전성 평
가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인간공학적 사용성 평가항목들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웨어러블 로봇의 특성상 신체에 직
접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작업수행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안전성과 작업부담의 경
감 효과를 중심으로 사용성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Background
2.1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wearable robots
외골격 로봇(exoskeleton robot)이라고도 불리는 웨어러블 로봇은 착용자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구동기를 작동시켜
중량물이나 행동 지속성을 지원해준다(Hong and Jang, 2016). 웨어러블 로봇은 활용 목적, 착용 부위, 전원 여부, 이동성, 제어 방식, 재
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Marinov, 2015). 특히 착용 후 사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성과 관련된 항목은 착용 부위, 이동성, 제어
방식이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착용 부위는 전신, 상지, 하지로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상지는 팔과 몸통을 칭하며 손목과 손가락,
팔꿈치와 어깨의 관절과 같은 특정 부위로 세분화할 수 있다(Rosen and Perry, 2007). 하지는 다리 부위를 말하며 엉덩이, 무릎과 발목
으로 세분화되며 엉덩이-무릎, 엉덩이-발목, 무릎-발목 또는 엉덩이-무릎-발목을 전부 보조하는 로봇으로 세분화된다(Pamungkas et
al., 2019).
이동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고정식, 지원형,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식은 고리와 벨트 등의 장치를 벽이나 받침대에 부착하
는 형식이다. 지원형은 머리 위에 달린 레일 또는 움직이는 프레임 등에 고정함으로써 모터나 배터리와 같은 장치 자체의 무게를 감
소시켜 착용자의 이동성을 더욱 편히 보장할 수 있다. 이동식 웨어러블 로봇은 착용자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장비의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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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울 경우에는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Bae, 2017).
제어 방식은 조이스틱, 버튼 혹은 컨트롤 패널, 뇌파를 이용한 제어, 제어 방식이 없는 로봇, 센서에 의한 제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조이스틱은 착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의 100%를 사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에 응용되고, 센서의 경우에는 회전, 기
울기, 토크, 압력 등을 감지하고 다리, 팔의 신경 신호를 포착하는 센서들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다(Bae, 2017). 재질의 경우 섬유와 같
은 유연한 재료인지, 금속과 같은 단단한 재료인지에 따라 구분된다(Kim et al., 2019).

2.2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usability
사용성이란 제품 혹은 서비스 등 기업이 창출해 내는 유형, 무형의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뜻하며,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용자-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설계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사용성이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하지만 사용자가 설계과
정에서 배제될 경우 사용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거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계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Kee
et al., 2011).
사용성의 평가 기준은 제품 또는 서비스 설계 시 앞서 살펴본 사용성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Nielsen
은 사용성 평가를 위한 요소를 학습용이성, 효율성, 기억용이성, 에러의 최소화, 주관적 기쁨이라고 정의하였다(Nielsen, 1994). 또한
HCI 관점에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설계 원리를 적합성, 일관성과 표준, 상태 제공, 실수 방지 및 회복, 최소 정보의 사용, 도움말 제공,
시스템 융통성, 기억, 주의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Kee et al., 2011). 도움말 제공, 최소 정보의 사용, 기억, 시스템 융통성, 주의성의 원칙
도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Preece는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 실용성, 학습용이성, 기
억용이성을 사용성 평가요소로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가시성, 피드백, 제약조건, 일관성, 행동유도성을 디자인 원칙으로 정의하였다
(Preece et al., 2015).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ISO 9241-11은 사용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표준으로 만족도, 효과성, 효율성
의 3가지 요소로 사용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용성의 원칙을 전반적인 제품 개발과정에 포함하
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ISO 9241-11, 1998).

3. Method
3.1 Scope of research
본 연구에서 사용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은 기존에 개발된 로봇의 특성적 이미지와 선행 연구에서 고려한
로봇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고려된 특성 이미지의 예시는 아래 Figure 1과 같다.

착용 부위 측면에서는 어깨와 팔꿈치 관절 부위에 착용하며, 팔꿈치 관절 자유도 1, 어깨 관절 자유도 3의 자유도(DOF) 4 이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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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또한, 고정식, 지원형, 이동식 로봇을 포함한 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단단한 재질(금속,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며, 배터리 또는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여 센서나 구동기를 작동시키는 전원식의 웨어러블 타입 상지 외골격 로봇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지 웨어러블
로봇이 지원하는 작업 종류는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과 근골격계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3.2 Procedures and data gathering
사용성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사용성 평가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은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로서 실제 사용자의 수나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은 연구대상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타 제품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타 제품군
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탈/부착, 이동성, 제어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타 제품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들은 앞장의 배경에서 제시한 사용성 평가요소의 정의를 기준으로 분류한 후 표현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요구하는 내용이 같
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단일 요구사항으로 통합하여 반영하였다. 타 제품군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
하는 과정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사용성 공학 및 UX/UI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평가요소와 각 요소별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참고하여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설문
형태의 정성적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구조는 상박/하박부, 센서, 동력원, 체결부, 연결
케이블, 구동기, 구조체, 관절, 제어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로봇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패널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절차와 흐름은 아래 Figure 2에 정리한 바와 같다.

4. Qualitative Assessment Questionnaires for Wearable Robots
4.1 Identification of user requirement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은 연관성이 있는 제품군에 대한 기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웨어러블 로봇의 주 목적이 사용자의 행동 또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이기에 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제품
군으로는 크게 보조공학기기, 보행보조기기, 기타 웨어러블 장치를 고려하였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주로 거동이 힘든 장애인의 행
동을 보조하는 기기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집하였고 특히, 손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 여러 형태를 모두 고려하였다. 보
행보조기기 역시 고령자와 같이 홀로 거동이 힘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였고 웨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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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장치는 스마트 밴드 또는 스마트 의류 등 로봇과 착용 방식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선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선행 연구의 범위와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은 Table 2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4.1.1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보조공학기기는 휠체어, 의수, 의족 등이 있으며 주로 하지기능을 보조하기 때문에 상지 웨어러블 로봇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체 특성과 움직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들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조사된 사용자 불만사항은 제품의 부피로 이한 운반의 불편함, 약한 부속 장치의 내구성, 진동으로 인한 오조작, 사이즈 문
제, 세척의 불편함, 비싼 유지비용, 복잡한 사용법, 훈련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4.1.2 Walking aids
주로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보행보조기기는 신체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능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
용되는 제품이다. 보행보조기기는 고령자의 보행 속도를 고려해야 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용자 의도에 따라 기기가 적
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행보조기기의 사용자 요구사항은 주로 전체적인 신체적 특성과 조작 반응, 휴대성과 관
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특성에 연관된 요구사항은 많은 신체지지부분의 필요성, 전체적인 크기, 손잡이 높이 조절범위, 편한
손잡이 각도 등으로 나타났다. 조작 반응에서는 자동 속도조절 기능, 조작 반응의 민감도 등이 나타났으며, 휴대성에서는 무게, 보관
성 등이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기능과 직관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4.1.3 Wearable devices
마지막으로 스마트 의료밴드, 스마트 안전의류, 웨어러블 컴퓨터 등의 장치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사항은 적응 및 착용을 위해 많은 준비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짧은 배터리 수
명, 복잡한 사용 설명서와 착용 시 불쾌감 등이 도출되었다.

4.2 Usability components of wearable robots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성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Nielsen, 1994; Kee et al., 2011; Preece et al., 2015)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표한 ISO를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 기준(ISO 9241-11, 1998)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사용성 평가요소를 재정의하였다. 연구자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성 평가요소는 기본적으
로 사용의 용이성과 사용 효과를 포함하여 5가지 내외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이 비교적 단순한 기계식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와 같은 육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평가항목들을 우선 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기능이 복잡해지고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춘 제품들은 사용자가 사용법을 쉽게 이해
하고 원하는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지와 같은 인터랙션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HCI 분야에서의 평가항목들을 포
함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의 경우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봇과 인터
랙션 하면서 발생하는 감성에 대한 평가항목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계 장치로서의 특성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터랙션 장치
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진 웨어러블 로봇은 이들 특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정의된 사용성 평가요소 중 Preece가 정의한 6가지 디자인 원칙이 상호작용하는 제품의 관점으로부터 사용성을 정의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지닌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성에 관한 평가체계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시스템의
사용법을 얼마나 쉽게 기억하는 지에 대한 기억용이성은 학습용이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여 학습용이성에 포함시켰다. 또한, 작
업자가 직접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율성과는 별도로 착용성(Gemperle et al., 1998; Knight et al., 2002)
을 평가요소에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의한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될 사용성 평가요소를 종합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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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sability components and their definitions for industrial upper extremity wearable robots
Components

Definition

Wearability

The degree to which the robot is easy to be worn and carried on the worker's body

Effectiveness

The degree of work effect improved by wearing a robot

Efficiency

The degree to avoid wasting energy, efforts and time improved by wearing a robot

Safety

The degree to which the robot can protect workers from internal and external dangers

Utility

The degree to which the robot can actually be used for the job

Learnability

The degree of intuitive perception about robot operation methods and information

4.3 Usability assessment criteria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정성적 사용성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4.1의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유사 제품군에 대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사용성 평가요소에 대응시켰다. 크기 조절, 관절 위치의 일치도, 탈부착 용이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착용성에 포함시켰고 비
용, 신체 지지와 배터리 용량 등의 요구사항은 효과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추가정보제공, 사용용이성, 직관적 설계 등의 요
구사항은 학습용이성에 포함시켰다. 효율성과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는 진동에 의한 방해, 높은 저장 능력 등이 있었고 협소한
장소의 한계 해결과 빠른 작동응답은 실용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피, 에러해결, 에러 시 작동정지 등과 같은 사용자 요구
사항은 안전성에 포함되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성 평가요소와 연계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User requirements and their usability component categories identified from analogous product lines
Analogous product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배성현 등

User requirements

Reference

Usability
components

Volume and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Jung et al., 2009
Lee, 2014

Safety

Easily solve accessibility problems

Arthanat et al., 2009
Jung et al., 2009

Learnability

Solve misoperation caused by vibration

Hong et al., 1997

Efficiency

Increasing the durability of the attachment

Arthanat et al., 2009
Jung et al., 2009
Zacharias et al., 2019

Safety

Ease of cleaning

Zacharias et al., 2019

Efficiency

Supplemental information about the device

Jung et al., 2009

Learnability

Solving limitations due to the narrowness of
the place of use

Arthanat et al., 2009
Zacharias et al., 2019

Utility

Solving frequent failures of the device

Jung et al., 2009

Safety

Size adjustment

Jung et al., 2009
Lee, 2014

Wearability

Ease of use

Jung et al., 2009
Lee, 2014

Learnability

Low cost

Jung et al., 2009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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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ser requirements and their usability component categories identified from analogous product lines (Continued)
Analogous product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Walking aids

Wearable devices

User requirements

Reference

Usability
components

Supplement to training required for use

Arthanat et al., 2009
Jung et al., 2009
Lee, 2014
Zacharias et al., 2019

Learnability

Overall size for human body dimensions

Choi, 2017
Jung et al., 2009
Lam, 2007

Wearability

A lot body support

Authayarat et al., 2016
Choi, 2017

Effectiveness

Angle of comfortable handle

Authayarat et al., 2016
Choi, 2017
Jung et al., 2009
Lam, 2007

Wearability

Adjustment of handle height

Kim and Cho, 2013
Médéric et al., 2004

Wearability

Adjustment of resting chair and handle

Choi, 2017
Jung et al., 2009
Kim and Cho, 2013
Médéric et al., 2004

Wearability

Light product

Authayarat et al., 2016
Choi, 2017
Kim and Cho, 2013

Wearability

Ease of brake operation

Choi, 2017

Safety

High storability

Authayarat et al., 2016
Choi, 2017

Efficiency

Fast operation response

Kim and Cho, 2013

Utility

Intuitive design

Authayarat et al., 2016
Choi, 2017

Learnability

Function to show health condition

Choi, 2017

Learnability

Reduced preparation time for wear and
adaptation

Kim et al., 2015
Lee and Oh, 2016

Wearability

Low cost

Jia et al., 2018

Effectiveness

Long battery life

Kim et al., 2015

Effectiveness

Easy to understand manual

Kaewkannate and Kim, 2016

Learnability

Provide the accurate information you want

Lee and Oh, 2016

Learnability

Improving the sense of wearing

Kim, 2017

Wearablility

결정된 6가지 사용성 평가요소에 속한 사용자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사용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총 38가지 설문 평가항목을 개발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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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팔 관절과 착용자 관절 위치의 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방/후방, 들기/내리기, 좌측방/우측방으로 움직일 때 로봇 관절의 위치
가 적절한지와 관련된 4가지 항목, 로봇 팔의 자유도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 활동에 대한 항목, 착용/탈거 시 번거로움, 로봇
팔 구조체의 조절용이성, 사용자 자세 유지를 고려한 무게 균형, 웨어러블 로봇의 무게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효과성은 작업 시 로봇의 출력 적합성, 웨어러블 로봇이 감당할 수 있는 중량한계, 신체부담이 경감되는 정도, 작업물의 무게를 경감
해 주는 정도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직관성은 웨어러블 로봇의 학습용이성과 기억용이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과 충전 방식,
조작방법, 로봇의 상태표시 등을 고려한 9개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터페이스 패널 가독성에 대한 항목과 사용자 의도파악에
관한 2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기억용이성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Miller의 Magical Number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제어안정성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로봇의 움직임과 웨어러블 로봇의 이상동작으로 인한 착용자의 불안감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을 작성하였고, 이동 속도, 이동 거리, 시스템 재부팅, 로봇의 진동 등의 이상동작 혹은 돌발동작이 사용자가 생각하는 제
어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실용성은 웨어러블 로봇을 작업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중심으
로 작성하였고, 로봇의 동작 가용 시간, 작업 필요범위, 배터리 충전 시간, 부속 장치의 내구성, 작업물 취급 부위 형태를 알아보기 위
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신체부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역할과 관련된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였을 때 우려되는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여 로봇 구조체의 강
도, 마감 처리, 열과 전자파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긴급 중지방법과 과도한 동작범위에 관한 항목, 로봇
의 노출된 케이블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Table 3. Proposed qualitative usability assessment criteria for industrial upper extremity wearable robots
Usability
components

Assessment criteria
1. Is the position of the wearable robot arm joint suitable for the body when lifting and lowering?
2. Is the position of the wearable robot arm joint suitable for the body when moving forward and
backward?
3. Is the position of the wearable robot arm joint suitable for the body when moving the left/right side?

Wearability

4. Is it easy to adjust the parts according to the body?
5. Is it a hassle to wear or detach the wearable robot?
6. Are there any restrictions on movement when wearing and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7. Does the weight of wearable robots interfere with your work?
8. Is the weight balanced when wearing wearable robots?
9. Does the robot withstand the weight of the workpiece while wearing wearable robots?

Effectiveness

10. Do you feel that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has reduced the weight of your workpiece?
11. When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have you been less burdened than before?
12. Does the robot produce enough power when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13. Do you have more than nine things to remember when operating wearable robots?
14. Does it take a long time to adapt to using a wearable robot?
15. Is charging method of wearable robot simple?

Learnability

16. Is it simple to turn the wearable robot on and off?
17. Are you presen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use your wearable robot?
18. Does the size of the interface panel affect your work?
19. Can you easily recognize the information displayed?

배성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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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osed qualitative usability assessment criteria for industrial upper extremity wearable robots (Continued)
Usability
components
Learnability

Assessment criteria
20. Is the robot responsive enough to my intended behavior when wearing and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21. When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does the robot follow well with my intentions?
22. Do you feel uneasy when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because they are sensitive?

Efficiency

23. Is the movement speed of the robot fast when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24. Does vibration of a wearable robot interfere with my work?
25. Do I feel safe with the wearable robot at first operation?
26. When wearing and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Is there enough motion operation time of the robot
available?
27. Is the wearable robot's battery charging time short?

Utility

28. Do you have enough work coverage when wearing and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29. Is the workpiece handling part of the wearable robot appropriate for the job?
30. Are the wearable robot attachments adequate for their work strength?
31. Is there a risk of injury to the body due to the heat generated by the wearable robot?
32. Are you concerned about physical effects caused by electromagnetic waves when wearing wearable
robots for a long time?
33. Can the structure of the wearable robot protect your body?

Safety

34. Is there a risk that the contact structure of the wearable robot will harm the human body?
35. Is there a danger that the edge finish of the wearable robot will harm the human body?
36. Do exposed cables from wearable robots affect working behavior?
37. Is it simple to stop the robot when the wearable robot malfunctions?
38. When working with wearable robots, is the robot's work area wider than necessary?

5.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표준화된 사용성
평가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상지 웨어러블 로봇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계 제품군으로서의 특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시스템의 특성을 모두 갖춘 웨어러
블 로봇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성 평가요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착용성, 효과성, 학습용이성, 효율성, 실용성, 안전성
을 평가요소로 하는 사용성 평가방안을 도출하였다. 각 평가요소와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총 38개의 사용성 평가항목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를 지닌 웨어러블 인터페이스에 대한 6가지 기술적 요구사항이 정리된 바 있다(Cho, 2015). 본 연구에
서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 분야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용성 구성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정성적 평가항목을 제안하였고, 이들
항목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웨어러블 로봇 팔에 대한 기존의 사용성 평가에서는
주로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척도인 NASA-TLX 설문점수나 System Usability Sacle (SUS)과 같은 Self-reported Metric을 활용해
왔다(Drohne et al., 2019; Meyer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성적인 사용성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Likert Scale 기반의 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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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관한 더 세부적인 평가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성 평가항목들은 평가요소별 사용자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최종 평가 이외에도 개발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제품 설계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인터랙션에 따른 사용자
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착용성 평가항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웨
어러블 로봇은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작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주요 목적인 근골격계질환과 작업부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작업 방식에 부합하는 로봇의 출력을 통해 작업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조작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큰 불
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성 평가항목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로봇의 비정상 동작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는 제어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한편 착용성이 좋고 작업부담의 경감 효과가 뛰어나며, 제어안정성이 높더라
도 동작에 제약이 따르면 실용성이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반경 내에서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작업에
대해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성
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전성이다. 로봇을 직접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발생 가능한 오류 확률을 최소로 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평가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이 아직 대중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직접적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어러블 로봇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보조공학기기, 보행보조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자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용성 평가요소와 개별적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Elnady et al. (2018)의 연구에서는 재
활용 상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한 후 로봇 개발자,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정성적 사용성 평
가항목들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산업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일한 경험이 있는 작업
자, 로봇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FGI 통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성적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그 수준
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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