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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원격제어장치 
 

전 세계적으로 약 1 억 8 천 500 만명이 휠체어에 앉아 생활합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위치한 Rex 

Bionics 사는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통해 거동이 제한된 사람들이 두 발로 설 수있도록 원격 제어복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내장된 맥슨 모터가 부드러운 구동을 보장합니다. 

뉴질랜드의 평범한 청년인 헤이든 앨런은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부상을 당한 이후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헤이든은 로봇 

원격제어복(Rex)의 첫 번째 사용자입니다. “움직이는 다리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헤이든은 Rex 와 함께한 그의 첫 걸음을 이야기 합니다. (동영상/QR 코드 참조) 로봇 다리는 헤이든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다가서기 힘들었던 장소에도 이제는 

어려움없이 접근할수 있으며, 서서 일하는 정비공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 1: Rex 의 원격제어복 (Exo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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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 년 전에 Rex Bionics 사를 설립한 리차드 리틀과 로버트 어빙은 이런 유형의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버트 어빙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머지않아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어머니 모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고 있었기에, 휠체어 사용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친구는 

엔지니어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휠체어를 통해 이동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비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Rex Bionics 

사의 설립배경입니다. 

 

로봇 원격제어복은 거동이 제한된 사람들을 돕기위해 개발된 것으로 

외부에서 사람의 몸을 지지해 그들의 힘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Rex 는 이들이 스스로 서고, 걷고, 몸을 돌리고 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옆으로 움직이기, 계단 오르기, 경사진 지면과 

딱딱하고 편평한 지면에서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생체공학적 

다리가 휠체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눈 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교한 기술과 기능 및 설계,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Rex 사용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일에 의욕을 갖게 됩니다.”라고 리차드 

리틀은 말합니다. 

Rex Bionics 사는 필요한 요건에 따라 두가지 버전의 Rex 를 각각 

다른 제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Rehab Rex”는 재활 센터에서의 사용을 위해 개발되었고, 

“Rex”는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리차드 리틀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우 복잡하지만 동시에 매우 가벼워야 할 

로보틱 플랫폼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제한된 육체적 조건에서 외부에 설치된 로봇 

다리와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안전하게 서 있으며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원격제어복의 중량은 38 킬로그램이지만, 사용자는 장비의 무게를 전혀 지탱하지 않습니다. 연속 

구동 시 약 2 시간 정도 지속되는 교체 가능한 내장형 충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센서를 사용하는 

다른 원격제어복과는 달리 Rex 는 조이스틱과 제어 패드를 통해 제어됩니다. 조이스틱 작동의 큰 

장점은 어떠한 동작이나 신경의 기능 없이도 장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분에 약 3 m 를 

이동하는 Rex 는 빠르지는 않지만 매우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으며 전원의 on/off 와 관계없이 항상 

사진 2: Rex의 첫번째 사용자인 

뉴질랜드 출신의 헤이든 앨런 

(Hayden Allen) Copyright © 2011 
Rex Bionic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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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균형을 잃을 염려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와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도 넘어질 걱정 없이 서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Rex 는 

목발과 같은 추가적인 지지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손과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움직임을 위한 10 개의 강력한 모터 

Rex 는 매우 복잡한 전기 기계적 장치로, 29 개 마이크로 제어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되는 사지를 

포함한 수 천개의 정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x 의 마이크로 제어기의 특수한 배치는 1 초 

내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Rex 의 움직임은 사용자가 느끼기에 아주 부드러우며 

맥슨 모터가 이 부드러운 구동을 보장합니다. 모터는 사람의 다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지의 

모든 동작을 책임집니다. 각 원격제어복에는 열 개의 맥슨 DC 모터 RE 40 이 사용됩니다. 파워풀한 150 

W 급의 RE 40 은 효율이 90% 이상으로, 이 DC 모터는 우수한 토크 특성, 다이내믹, 매우 넓은 속도 

범위와 함께 긴수명을 특징으로 합니다. 모터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코어리스 권선로 코깅 

토크 없는 구동을 보장합니다.  

Rex Bionics 사는 Rex 가 매우 민감한 의료 제품이자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고품질의 맥슨모터를 선택했습니다. 모터는 품질, 크기 및 성능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약 18 명이 Rex 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웃음이 많아져 

뺨이 아플 정도입니다.  제 삶을 다시 되찾은 것 같습니다.“라고 Rex 의 사용자 미치 브로건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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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맥슨의 핵심기술인 국제 특허 코어리스 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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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10 개의 맥슨 DC 모터  RE 40 이 

원격제어복의 부드러운 구동을 

보장합니다.  

© 2011 maxon motor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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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x 와 함께 한 헤이든 앨런 (Hayden Allen)의 첫 걸음 동영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axon motor ag 
Brünigstrasse 220 
Postfach 263 
CH-6072 Sachseln 

전화 +41 41 666 15 00 

팩스 +41 41 666 16 50 

Web www.maxonmotor.com 

Rex Bionics Ltd 
PO Box 302-412 
North Harbour/North Shore City 0751 
New Zealand 

전화 +64 9 440 9741 

팩스 +64 9 440 9581 

Web www.rexbionics.com 

 

사진 5: Rex Bionics 사의 설립자 리차드 리틀 (Richard Little) (좌측) 

와 로버트 어빙 (Robert Irving)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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