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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동역학 모의실험과 운동분석을 통한 보행훈련 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편마비 환자들의 보행회복을 위해서 CAD 모델링에 입각한 동

역학 모의실험을 통하여 하지관절의 운동궤적을 모사함으로써 최적에 가까운 보

행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설계인자들을 보행훈련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

작하 다. 또한 개발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훈련을 하는 동안 발목관절과 무

릎관절의 운동궤적을 삼차원 운동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동역학 모의

실험 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은 보행능력이 약화된 환자들을 대상으

로 보행재활을 위한 전동식 기구이다. 정상 보행에 가까운 보행궤적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 두 개의 평기어가 맞물려 모터에 의해 서로 대칭적으로 정해진 궤적을 

편심 회전하기 때문에 입각기와 유각기가 60 : 40 의 비율로 구동된다. 

  하지관절의 운동궤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어의 직경, 보장, 발판가이드의 곡

률반경, 발판길이 등의 보행훈련 시스템 설계인자들에 따라 모델링 조건을 설정한 

후 동역학 모의실험을 통해서 얻은 하지관절의 운동궤적을 보행훈련 시스템 제작

에 적용하 다.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훈련 하는 동안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군에 대

해 하지의 운동각도를 측정, 비교하여 임상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해 보았다. 

  계속되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보행훈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행훈련 효

과를 검증한다면 편마비 환자의 보행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보행훈련 시스템, 동역학 모의실험, 임상 적용, 보행능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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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뇌졸중은 60세가 넘는 사람에서 신체불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으로 최근 

젊은 연령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암, 교통사고와 함께 주요 3대 사망 원인의 하나이며, 미비한 예방과 치료 체제 때

문에 뇌졸중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통계는 선진국

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1.7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4.7명의 높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다 (그림 1.1). 뇌졸중 발현 3개월 후 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의 30% 는 주

요 이동수단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보행능력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1].

  보행훈련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보행장애 환자들에게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독

립보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수행된다. 보행장애인의 보행능력 회

복을 위한 재활훈련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도움이 필요하

며 특히 환자들의 균형감각을 향상시키고, 인내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이고 체계

적인 보행훈련이 요구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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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뇌졸중 환자의 현황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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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사들이 보행훈련을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치료사들의 상당한 육체적 수고가 따르게 되

며, 높은 치료비용이 수반되므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하지 마비환자나 보

행장애 환자들에게 보행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보행리듬을 제공할 수 있는 보

행훈련 시스템이 요구된다. 

  80년대 중반에 Finch와 Barbeau [3]는 체중지지(body weight support)를 통한 

트레드 (treadmill)에서의 보행훈련을 제안하 다. 또한 Wernig 와 Auuller [4]는 

부분적인 체중지지 상태에서 뇌졸중 환자를 트레드  위에서 보행훈련 시켜 효과

를 보고하 다. 그러나 트레드  위에서의 훈련 시 두, 세 명의 치료사가 마비환자

의 사지와 체간의 움직임을 잡아주면서 보행을 유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보행훈련 시스템 중 스위스 Balgrist 병원의 

보행훈련로봇은 마비환자를 트레드  위에서 하네스(harness)를 착용한 채 체중을 

지지해 주면서 선형 엑추에이터(actuator)를 이용하여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

/신전(flexion/extension) 운동을 제어하면서 보행 훈련시키는 장비이다 (그림 1.2, 

[5]).

그림 1.2  스위스 Balgrist 병원의 보행훈련로봇 (DGO(driven gait ort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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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se 등[6]은 전자-기계적인 보행훈련 시스템을 설계하여 편마비 환자들을 대

상으로 주어진 하지관절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균형과 체중이동을 보상 

(compensation)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행훈련을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D 모델링에 입각한 동역학 모의실험을 통하여 하지관절의 운

동궤적을 모사함으로써 최적에 가까운 보행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설계인자들을 

보행훈련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다. 또한 정상인에 비해 보행장애 

환자들은 보행속력(walking speed), 보장(step length), 분속수(cadence) 등이 환자

의 운동능력 상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속력과 보장

이 조절되도록 하 으며, 보행의 좌우 대칭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된 시제품에서 보행훈련을 하는 동안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궤적을 

삼차원 운동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동역학 모의실험의 결과와 비교 평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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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보행훈련 시스템의 개념

  보행훈련 시스템은 보행능력이 약화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행재활을 위한 기

구이다. 정상보행에 가까운 보행궤적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 두 개의 평기어가 맞

물려 모터에 의해 서로 대칭적으로 정해진 궤적을 편심 회전하도록 하 다. 기어

와 연결되는 발판을 전후 방향으로 어주고 있으며 발판부가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여 입각기와 유각기의 비율이 60 : 40이 되도록 하 다. 

  그림 2.1은 입각기와 유각기를 제어하기 위한 두 개의 평기어의 위치를 나타내

고 있다. 두 기어의 기어비는 1 : 1이며, 고정된 중앙 기어를 중심으로 맞물려 있

는 기어가 편심 회전한다. 그림 2.1에서 1∼4는 발판과 연결되는 위치이며 그 점

들을 연결한 점선은 편심 회전궤도이다. 1은 초기접지기 (initial contact), 2는 중

간 입각기 (mid-stance), 3은 발가락들림기 (toe-off), 4는 중간 유각기 

(mid-swing)를 나타내며 1에서 4를 진행하는 동안 한 보행주기를 이루게 된다. 

유각기 (40%)

2

3 1

4

입각기 (60%)

1. 초기접지기   2. 중간 입각기   3. 발가락들림기   4. 중간 유각기

그림 2.1 입각기와 유각기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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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는 시상면에서 관찰한 정상보행의 하지관절 운동이다. 초기접지기에 발

목관절은 보통 중립위치에서 몇 도의 범위 내에 위치한다. 발꿈치가 지면에 닿은 

후 발목관절은 저굴 (platarflexion)하여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게 되는 발가락접

지기에 도달한다. 발목관절은 중간 입각기를 지나 말기 입각기 (terminal stance)

의 중간 시점까지 배굴 (dorsiflexion)을 계속하다가 전유각기 (pre-swing) 직전부

터 급속한 저굴을 하여 전방으로 추진한 후 유각기에 발이 지면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배굴을 하게 된다. 말기 유각기 (terminal swing)의 중간부터는 저굴을 하

여 다시 지면에 닿으면서 새로운 보행주기를 반복한다. 무릎관절은 한 보행주기에 

두 번의 굴곡 (flexion)과 신전 (extension)을 한다. 무릎관절은 초기접지기부터 하

중 수용기 (loading response)를 거쳐서 중간 입각기 중간까지 20° 정도의 굴곡을 

보이다가 발뒤꿈치가 들리는 말기 입각기의 시작점까지 신전한다. 말기 입각기에

서부터 2차 굴곡을 하여 60° 정도의 유각기 최대 굴곡을 나타내고 초기접지기 직

전까지 신전하여 중립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7]. 

그림 2.2 정상보행의 시상면 하지관절 운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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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은 보행단계에 따라 구동부와 연결된 발판부의 유도궤적을 추적하기 위

해서 유도궤적의 중심에서 발판의 끝을 연결한 점을 기어가 편심 회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운동반경을 나타낸 그림이다. 유도된 운동반경을 환자의 발목관절과 무

릎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보행훈련 시스템에 적용하여 설계하 다. 

  보행훈련 시스템에서는 발판이 초기접지기에 가장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

릎관절이 신전되면서 발이 앞으로 전진하여 발목관절은 저굴이 일어나게 된다. 중

간 입각기에서는 발판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게 되며, 발가락들림기에서 중간 유각

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판과 지면이 이루는 각이 최대가 되어 무릎관절이 최대 굴

곡하게 된다. 

입각기 (60%)

유각기 (40%)

유도궤적의 중심

유도궤적

입각기 (60%)

유각기 (40%)

유도궤적의 중심

유도궤적

그림 2.3  발판의 위치에 따른 유도궤적



- 7 -

제 3 장  동역학 모의실험

3. 1 모의실험을 위한 모델링

  동역학 모의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하지관절 운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상용 CAD 

프로그램 (SolidEdge, Version 9, Unigraphics Solutions, 미국)을 이용하여 구동부, 

발판부, 하지모델을 설계하 다. 하지관절의 운동궤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어의 

직경, 보장,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 발판길이 등의 보행훈련 시스템 설계인자들에 

따라 표 3.1과 같은 모델링 조건을 설정하 다. 

표 3.1 모델링 조건

구  분

치  수

기어의 직경(D) 보장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R)
발판길이

Case 1 20cm 46cm 123cm 140cm

Case 2 30cm 46cm 123cm 140cm

Case 3 20cm 34cm 123cm 140cm

Case 4 20cm 40cm 123cm 140cm

Case 5 20cm 46cm 93cm 140cm

Case 6 20cm 46cm 63cm 140cm

Case 7 20cm 46cm 123cm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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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a)는 동역학 해석을 위해 보행훈련 시스템의 구동부, 발판부, 체간분

절모델을 표 3.1의 Case 1을 개략적으로 모델링한 그림이며. (b)는 구동부와 발판

부의 분해도이다. 

(a)

발판부

발판가이드

기어 연결봉평기어

(b)

 그림 3.1 보행훈련 시스템의 모델링

(a) CAD 모델 조립도 (b)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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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구동부

  총 4개의 평기어가 두 개씩 맞물려 서로 반대방향에서 일직선을 이루며 회전하

고, 기어와 발판 연결봉이 만나는 점의 궤적을 따라 편심 회전된다 (그림 3.2). 기

어의 직경은 20cm(Case 1)와 30cm(Case 2)를 적용하여 하지관절의 움직임을 관

찰하 다 (표 3.1). 

  보장은 발판 연결봉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절되며, 본 연구에서는 34cm(Case 3)

와 40cm(Case 4), 46cm(Case 1)로 모델링하 다. 보장이 34cm 일 때는 중앙의 고

정기어의 중심에서 17cm 지점에, 보장이 46cm 일 때는 23cm 지점에 발판의 연결

봉이 위치하게 된다. 그림 3.3 (a)는 양쪽의 기어가 대칭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연

결된 기어 연결봉이며 (b)는 구동부와 발판부의 도면이다.

발판 연결봉

보장(step length)
위치 조절

기어 연결봉

고정된 기어

그림 3.2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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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 기어 연결봉 및 구동부, 발판부 도면

(a) 기어 연결봉    (b)  구동부와 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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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발판부

  편심 회전하는 평기어와 연결된 발판은 좌우측 발판 끝이 가이드 레일에 걸쳐

서 전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했으며, 가이드 레일의 곡률반경은 정상적인 발목 운

동궤적과 유사하도록 원호로 설계하 다. 가이드 레일의 곡률반경(R)은 

123cm(Case 1)와 93cm(Case 5), 63cm(Case 6)의 세 경우로 모델링 하 고, 발판

의 길이는 기어의 이송거리와 보장의 길이, 상체의 위치를 고려해서 140cm(Case 

1)와 70cm(Case 7)를 적용하 다 (표 3.1). 

  그림 3.4는 발판부 및 발판가이드부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내외측 롤러와 

하부 롤러를 이용하여 발판부가 발판가이드부를 따라 이동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3.4 (a)와 같이 발판의 링크와 연결 발판의 양쪽 옆 부분과 밑에 롤러를 

부착하여 마찰없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구상하 으나 모의실험을 위해 (b)와 같

이 발판 끝에 롤러를 부착하고 가이드 레일을 따라 같은 운동궤적을 움직이도록 

단순화하여 모델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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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이드 레일

롤러

(b)

그림 3.4 발판부

(a) 롤러의 위치    (b) 발판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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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3  하지모델

  본 논문에서는 발판 위에 키 173cm 의 정상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간분절

모델 (body segment length)에 따라 하지관절을 설계하 다 (그림 3.5). 

   

그림 3.5 하지모델

  하지모델 대상자(H=173cm)의 허벅지와 정강이 길이를 계산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하지모델 대상자의 관절 치수 [8]

구 분 치 수

허벅지 길이 0.530H - 0.285H - 0.039H = 0.206H = 35.638 cm

정강이 길이 0.285H - 0.039H = 0.246H = 42.558 cm

발목관절 길이 0.039H = 6.747 cm

발 길이 0.152H = 26.296 cm

발의 폭 0.055H = 9.5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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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동역학 모의실험

  동역학 모의실험은 VisualNastran Desktop 2002 (MSC/Nastran Software, 미

국) 동역학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VisualNastran Desktop은 설계자들을 위한 동

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 설계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SolidEdge에

서 설계된 CAD 데이터에 대해서 각 관절의 운동 및 구속 조건을 설계자가 쉽게 

설정하여 구조물의 동적특성을 점검할 수 있는 동적 기구해석 (Dynamic 

Kinematics Analysis)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3.6은 CAD 데이터에서 동역학 모의실험까지의 과정을 나타낸다. 

SolidEdge에서 모델링한 CAD 데이터는 VisualNastran Desktop에서 모의실험에 

필요한 모델로 생성되며 네비게이터(navigator)를 이용하여 구속조건을 적용한다. 

이 때 보행훈련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를 장착하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exporting a CAD model

using the constraint navigator

anchored assemblies

adding a motor

adjusting the joints

using CAD associativity

simulation control

SolidEdge

VisualNastran

그림 3.6 동역학 모의실험의 전체적인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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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된 보행훈련시스템은 관성 하중을 발생시키는 고유의 강체운동을 하므로 

경계조건을 정의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은 동적 구

조물은 정적 평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여 간섭(collide) 조건과 구속(constraint) 조

건을 표 3.3과 같이 적용하 다.

  가운데 기어 두 개는 고정시킨 채 나머지 두 개의 평기어가 서로 일직선을 이

루면서 회전운동을 한다. 고정된 기어와 맞물려 회전하는 기어는 1 : 1을 적용하

여 한바퀴 도는 동안 한 보행주기를 이루게 된다. 또한 발판부의 가이드 레일은 

구동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구속했으며, 하지모델의 발이 발판부와 떨어지지 않도

록 서로 고정시켰다. 이는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설계인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

목관절과 무릎관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지관절의 운동

궤적을 모사하기 위한 모의해석 실험이므로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목과 무

릎관절이 움직이는 모의해석을 수행하 다. 

표 3.3 간섭조건과 구속조건

간섭조건 구속조건

․발판과 발판부 가이드

   (미끄럼접촉)

․가운데 기어(두개) 고정

․기어비 1 : 1 적용

․발판부 가이드 고정(fixed)

․발과 발판부의 연결 고정(fixed joint)

․하지모델의 상체(trunk)를 고정(fixed)

  동역학 해석 시 Euler 적분과 Kutta-Merson 적분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Euler 적분방법은 계산속도는 빠른 반면에 Kutta-Merson 적분방법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9], 본 모의실험에서는 Kutta-Merson 적분방법을 사

용하여 보행훈련 시스템 모델의 동역학을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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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실험에서는 미터(meter) 기능을 이용하여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을 

시간에 대하여 측정하 다. 그림 3.7은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측

정되는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시상면 운동각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 VisualNastran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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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설계인자에 따른 하지관절 운동 결과 

3. 3.  1  기어의 직경

   보행훈련 시스템의 보장은 46cm,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R)은 123cm, 발판길

이는 140cm 로 일정하게 하고 두 가지의 기어 직경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8). 

  

그림 3.8 기어의 직경 D=20cm 와 D=30cm 를 적용한 모델링

(a) D=20cm (b) D=30cm

  그림 3.9는 기어의 직경에 따라 모의실험을 통해서 얻은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9 (a)에서는 기어의 직경이 20cm 에서 30cm 로 

커짐에 따라 발목관절의 배굴운동이 중간 유각기에서 20° 이상 증가함을 확인하

다. 또한 기어의 직경이 20cm 인 경우에 비하여 30cm 인 경우, 무릎관절의 굴곡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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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간 입각기 동안에 10° 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9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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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기어의 직경에 따른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운동 (한 보행주기)

(a)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b) 무릎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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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보장

  보장은 34cm(Case 3), 40cm(Case 4), 46cm(Case 1)의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

다. 보장이 34cm, 40cm, 46cm 인 경우, 중앙의 고정된 기어의 중심에서 각각 

17cm, 20cm, 23cm 떨어진 위치에 발판부를 연결시켰다 (그림 3.10). 이 때 기어의 

직경(D)은 20cm,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R)은 123cm, 발판길이는 140cm 로 일정

하게 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0 보장 34cm, 40cm, 46cm 를 적용한 모델링

(a) 보장 34cm (b) 보장 40cm (c) 보장 46cm

  그림 3.11은 세 가지 경우의 보장에 따라 모의실험을 통해서 얻은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11 (a)와 (b)에서 보장이 증가할수록 

최대 정점에서 운동의 변화량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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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보장에 따른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운동 (한 보행주기)

(a)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b) 무릎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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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이 123cm(Case 1), 93cm(Case 5), 63cm(Case 6)의 세 가

지 경우를 모의해석 하 다. 이 때 다른 설계인자인 기어의 직경(D)은 20cm, 보장

은 46cm, 그리고 발판길이는 140cm 로 일정하게 하 다 (그림 3.12).

1230mm

  

930mm

  

630mm

(a) (b) (c)

그림 3.12 곡률반경 R=123cm, R=93cm, R=63cm 를 적용한 모델링

 (a) R=123cm  (b) R=93cm (c) R=63cm

 그림 3.13은 세 가지 곡률반경에 대한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시상면 운동을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3.13 (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목관절의 운동은 곡률반경

에 큰 향을 받지 않았으며 모든 경우에 대하여 60% 지점에서 최대 배굴을 보

다. 무릎관절의 그림 3.13 (b)에서는 중간 입각기와 중간 유각기에 일정한 각도 변

화폭을 보 다. 즉, 곡률반경(R)이 63cm(Case 6)에서 93cm(Case 5), 123cm(Case 

1) 로 증가할 때 중간 입각기에서는 신전운동이 점점 줄었다가 바로 굴곡운동으로 

변화하고, 반면에 발가락들림기 이후 중간 유각기에서는 굴곡운동이 증가되었다가 

신전운동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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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곡률반경에 따른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운동 (한 보행주기)

(a)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b) 무릎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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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4  발판길이

  발판길이에 따른 관절의 운동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기어직경(D) 20cm, 보장 

46cm,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R)은 123cm 로 고정한 상태에서 발판길이가 

140cm(Case 1)와 70cm(Case 7)의 두 가지 경우를 모의해석 하 다 (그림 3.14). 

(a)

(b)

그림 3.14 발판길이 140cm, 70cm 를 적용한 모델링

(a) 발판길이 140cm (b) 발판길이 70cm

  그림 3.15 (a)에서 발판길이가 절반가량 줄어든 70cm(Case 7)의 경우에 최대 정

점까지의 배굴운동이 140cm(Case 1)인 경우보다 천천히 증가하다가 정점에서부터 

동일한 기울기로 저굴운동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반면 그림 3.15 (b)에서는 발판

길이 140cm(Case 1) 경우의 중간 입각기에서 발생하는 신전운동이 발판길이 

70cm(Case 7)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바로 굴곡운동으로 변화함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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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발판길이의 변화가 발목관절보다 무릎관절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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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발판길이에 따른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운동 (한 보행주기)

(a)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b) 무릎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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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5  모의실험 결과 비교

  기어의 직경과 보장, 유도궤적의 곡률반경, 발판길이 등의 설계인자를 변화시켜 

각각 모델링 한 후, 동역학 모의실험을 통해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와 같은 관

절의 운동데이터를 획득하 다. 

  정상보행의 무릎관절 운동과 동역학 모의실험 결과(그림 3.16)를 비교해보면 입

각기 비율은 전체 보행주기의 60% 이며, 정상보행에서 보이는 입각기 및 유각기

의 저굴운동은 모의실험에서는 유각기에만 발생되었다. 이는 상체가 앞으로 진행

되지 않고 움직이는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발이 발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도록 

모의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는 초기접지

기부터 발목관절이 배굴되면서 발가락들림기에 저굴운동으로 진행되는 보행주기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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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설계인자에 따른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비교 (한 보행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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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와 그림 3.17을 비교해보면 정상보행을 하는 동안 무릎관절은 한 보행

주기동안 두 번의 굴곡운동을 하지만 동역학 모의실험의 결과에서는 1차 굴곡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상보행에서는 유각기에 60° 정도의 굴곡을 보이는 반면, 

동역학 모의실험에서는 유각기에 작은 굴곡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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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설계인자에 따른 무릎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비교 (한 보행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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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의 다양한 따른 동역학 모의실험을 통해서 얻은 하지관절의 운동궤적 데

이터를 통하여 보행훈련 시스템에 적용할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설계인자에 비해 발목관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설계인자는 기어의 

직경이며, 그에 따라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제작할 때 기어의 직경을 고려해야 

한다.

2. 보장의 변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줄여주고 늘려줄 수 있어야 한다.

3.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과 발판길이의 변화는 발목관절보다 무릎관절에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판길이의 변화는 무릎관절에서 가장 큰 

향을 주기 때문에 발판길이를 가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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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행훈련 시스템 제작

  그림 4.1은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의 전체 외관이며, 치수는 표 4.1과 같다.

     

그림 4.1 측면도와 배면도

표 4.1 보행훈련 시스템의 외관 치수

외 관 치 수

길 이 2327.3mm

넓 이 940mm

높 이 2629mm

무 게 4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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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서보모터로 구동되는 보행훈련 시스템의 분속수는 분당 0 ∼ 75걸음 (0 ∼ 

2km/h)의 범위 내에서 AC 모터에 의해 자유롭게 제어되며, 보장은 DC 모터를 이

용하여 34cm ∼ 48cm 범위에서 1cm 씩 변경된다. 즉 환자의 운동능력 상태에 따

라서 속도와 보장을 조절하며 보행훈련을 할 수 있다. 

  발판부의 가이드 레일을 앞뒤로 최대 5cm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활

보장을 1.5cm씩 최대 15cm 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궤적을 조절할 수 있

도록 하 다. 

  치료사가 높이를 조절하여 피검자의 상체를 견인장치에 고정하고 환자의 체중

을 들어줌으로써 하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규정된 보행속력을 지키지 못

하거나 보행훈련 시스템에 물리적인 부하가 발생될 경우 환자의 관절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어시스템의 작동이 중지된다. 작동이 중지되면 두 발판

이 가이드 레일의 중앙으로 부드럽게 이동하여 환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4.2 (a)와 (b)는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의 측면도와 발판부의 정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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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 시제품

(a) 보행훈련 시스템의 측면도  (b) 발판부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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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구동부

  그림 4.3은 구동부의 조립도이다. 기어시스템에서는 서보모터의 회전운동이 기

어와 체인을 통해 선형운동으로 변화되고, 선형운동은 다시 발판 연결봉을 통해 

발판부로 전달되면서 발판 가이드의 정해진 궤적을 따라 전후 방향의 직선운동으

로 변환된다.

  모의실험 결과에 의해 발목관절의 향을 고려하여 평기어의 직경은 20cm 로 

결정하 고, 보장은 기어와 발판의 연결부 중간에 DC 모터를 장착하여 34cm ∼ 

46cm 까지 임의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동부는 기어와 기어를 연결

하는 프레임, 보장을 조절하는 DC 모터 연결부, 발판부와 연결되는 링크 등이 포

함된다. 

① spur gear

② shaft

③ support cover

④ ball screw

⑤⑥ sprocket housing

⑧ sprocket

⑨ fix spur gear

⑫ s-lever

⑬ terminal bracket

walker road bar

slider

slider rail

slider body

main shaft

motor bracket

sensor bracket

그림 4.3 구동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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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는 보행훈련 시스템의 구동부를 보행단계에 따라 보여준 것이다. 오른

발의 초기접지기 그림 4.3 (a)와 중간 입각기 (b), 발가락들림기 (c), 중간 유각기 

(d) 시 기어의 위치는 초기접지기와 발가락들림기 시 두 기어가 서로 수평을 이루

고, 중간 입각기와 중간 유각기는 서로 수직의 위치에 있다.

         (d)

 

유각기 (40%)

2

3 1

4

입각기 (60%)

 

(c) (a)

(b)

그림 4.4 보행훈련 시스템의 기어배열 (보행단계별)

(a) 초기접지기  (b) 중간 입각기  (c) 발가락들림기  (d) 중간 유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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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는 서보모터와 감속기, 기어와 연결되는 체인을 보여주고 있다. AC 서

보모터는 33 : 1의 감속비를 갖는 감속기와 부착되어 있어 0 ∼ 2km/h의 속력으

로 환자들을 보행훈련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서보모터

감속기

체인

 그림 4.5 모터, 감속기 및 연결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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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발판부 

  발판은 보행훈련 시 발을 고정할 수 있으며, 발판이 유도궤적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찰이 적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롤러를 부착하 다 (그림 4.6 

(a)). 모의실험 결과에 따라 발판길이는 140cm 로 하 고 발판길이를 최대 15cm

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6 (b)는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R)을 

123cm 로 적용한 가이드 레일의 도면이다. 

(a)

(b)

그림 4.6 발판부와 가이드 레일 도면

(a)  발판부 (b) 가이드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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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부의 하부롤러가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할 때 발목관절의 운동이 보다 

정상보행과 유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가락들림기의 전후 시점에서 발가락이 들

리도록 발가락 들림각을 제작하 다. 

  활보장은 발판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조절된다 (그림 4.7). 15cm까지 가변되는 

발판의 길이 조절과 DC 모터에 의한 보장 조절을 통해서 보행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4.7 활보장 조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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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상판부 

  그림 4.8은 보행훈련 시스템의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본 상판부의 도면이다. 낙

하산 형태의 안전벨트를 도르레 장치가 부착된 상판에 고정시켜 이를 통해 환자

들이 두 개의 발판의 중심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a) (b)

그림 4.8 상판부 도면

(a) 정면도 (b)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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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제어부 

  그림 4.9는 보행훈련 시스템의 제어부와 디스플레이(display)부를 보여준다. 디스

플레이부에서는 운동시간, 스텝수 (분속수), 경감 하중, 스텝길이 (보장), 속도 등

을 표시하며 제어한다. 스텝길이는 간편하게 34cm ∼ 48cm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4.9 제어부와 디스플레이부

  그림 4.10은 보장을 제어하기 위한 DC 모터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부에서 스텝

길이를 조절하면 DC 모터가 정회전, 또는 역회전하면서 스크류(screw) 기어를 회

전시켜서 발판길이를 조절하게 된다. 

  

그림 4.10 DC 모터에 의한 보장 조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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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동분석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훈련을 수행하는 동안 피검자의 하지관절 운동을 측

정하기 위하여 6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삼차원 운동분석 (Qualisys Inc., 

스웨덴)을 수행하 다. 

 하지의 기형이나 질환이 없는 두 명의 정상인 남자의 다리에, 그림 5.1 (a)와 같

이, Helen Hayes 프로토콜 [10]에 따라 엉치뼈(sacrum), 좌우 위앞엉덩가시(AS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좌우측 큰뼈돌기(great trochanter), 좌우측 넓적다리

(thigh)의 중간부, 좌우측 무릎관절, 좌우측 정강뼈(tibia)의 중간부, 좌우측 발목관

절, 좌우측 발가락 등 15개 반사표지를 부착하여 관절의 삼차원 운동을 60Hz의 

샘플링률로 측정하 다. 

   

그림 5.1 보행훈련 시스템에서의 운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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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행주기동안의 시점별 기준은 Rancho Los Amigos 기준 [11]을 사용하 으

며, 개발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하는 동안 보행주기를 추출하 다. 보행주기

의 시작점은 오른발의 초기접지로 하 다. 발이 피검자의 앞에 위치되고 발목관절

이 저굴운동에서 배굴운동이 시작할 때를 초기접지기로 하 고, 그 시점의 무릎관

절의 각도상태를 측정하 다.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각도는 그림 5.2와 같이 코사인 제 2 법칙을 적용하

여 상용프로그램인 Microsoft Excel (U.S.A)을 사용하 다. 이때 “양”의 각도는 굴

곡/배굴, “음”의 각도는 신전/저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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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운동 계산 방법



- 40 -

5. 1 보행훈련 시스템에서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일반적으로 성인남자의 경우, 느린보행, 보통보행, 빠른보행의 분속수는 각각 

105±6, 85±6, 125±6 보/분 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두 명(정상인 성인남자)의 피검자가 개발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1km/h의 속력으로 보행훈련 하는 동안 보장이 36cm, 40cm, 48cm 일 때 분속수가 

각각 92, 80, 68 보/분 이 되도록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모의실험과 유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상체를 고정시키고 하지관절의 운동

만으로 피검자가 보행훈련을 하도록 유도하 다. 

5.  1.  1  발목관절

  그림 5.3은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34cm, 40cm, 46cm 의 보장에 따라 보행훈련을 

하는 동안 삼차원 운동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을 나타낸 그림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60% 부근에서 배굴운동에서 저굴운동으로 진행되었고 유각

기에 저굴운동이 빨리 진행된 후 발목의 운동이 둔화됨을 관찰하 다. 두 명 모두 

동일한 패턴의 발목관절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적으로 발가락들림기에서 보장이 증가할수록 발목의 배굴운동이 증가하다

가 중간 유각기동안 저굴운동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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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보장에 따른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

(a) 대상자 Ⅰ (b) 대상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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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무릎관절

 

  그림 5.4는 무릎관절의 굴곡각도를 나타낸 것으로, 발목관절의 각도와 마찬가지

로 보장이 증가할수록 굴곡운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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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보장에 따른 무릎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a) 대상자 Ⅰ (b) 대상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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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보장이 길어질수록 입각기의 1차 굴곡은 변화가 없지만 유각기의 2

차 굴곡의 크기 변화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장이 증가할수록 발가락들

림기에서 중간 유각기로 진행되는 동안 무릎관절 굴곡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신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5는 보장이 34cm 일 때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초기접지기와 발가락들림

기의 하지형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5.5 보장이 34cm 일 때 보행훈련 시스템에서의 초기접지기와 발가락들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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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모의실험 결과와 운동분석 결과 비교

  동역학 모의실험의 결과를 적용하여 설계,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이 모의실험 

결과와 유사한지 알아보고자 세 가지 보장 (Case 3, Case 4, Case 1)에 따른 모의

실험 결과 (그림 3.11)와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세 가지 보장 (34cm, 40cm, 46cm)

에 따라 측정된 하지관절 운동 결과 (그림 5.3, 5.4)를 비교해 보았다. 

  모의실험과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측정한 운동분석 결과 모두 보장이 증가함에 

따라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 변화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보장을 비교해보면 발목관절의 각도는 모의실험의 운동변화량이 보행훈

련 시스템에서 측정한 운동변화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무릎관절에서는 보

행훈련 시스템의 운동분석 결과가 모의실험의 운동변화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는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기 위해 모의실험에서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와 보행훈

련 시스템에서 대상자가 임의로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보행훈련 하는 차이 때문

이라고 생각되며,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에서 운동변화량을 서로 보상해주고 있다.  

  보장에 따른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궤적을 살펴보면 동역학 모의실험 결

과와 보행훈련 시스템에서의 운동분석 결과가 비교적 유사하게 한 보행주기를 이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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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보행훈련 시스템에서의 보행훈련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정상인 1명과 편마비 환자 4명을 대상으로 보행훈

련을 수행하는 동안 하지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 다. 

표 5.1 피검자의 일반적 특성

피검자 성별 키(cm) 체중(kg) 측정 다리

정상인 1 남 179 73 왼쪽

환자 1 남 170 74 오른쪽(환측)

환자 2 여 155 42 왼쪽 (환측)

환자 3 남 175 84 왼쪽 (환측)

환자 4 여 156 93 왼쪽 (환측)

  환자의 환측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에 전기측각기를 부착하여 보행훈련 하는 동

안 운동각도를 측정하 다. 그림 5.6은 전기측각기를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에 부착

한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a) (b) 

그림 5.6 전기측각기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 부착 위치

(a) 발목관절  (b)무릎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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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정상인에 대한 보행훈련 실험

  정상인을 대상으로 보행훈련 시 보장은 34cm 로 일정하게 하고 보행속력은 0.5, 

1km/h 로 다르게 하여 각각 운동분석을 2회씩 반복 수행하 다. 

  그림 5.7은 정상인이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운동하는 동안 획득한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의 운동각도이다. 두 경우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한 보행주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발판에 의하여 발목관절의 운동이 제

한되므로 정상보행에 비하여 유각기의 발목관절의 배굴/저굴 운동이 작게 나타났

다. 또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훈련 하는 동안 발가락 들림각을 적용하 고, 

신발을 신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발 상태에서 측정한 삼차원 운동분석 시스템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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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정상인 대상자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각도

(a) 0.5km/h (b) 1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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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2  환자군 실험

  환자군에 대한 보행훈련은 주 3회 이상, 20분의 운동지속 시간을 적용하되, 운동

시작, 시작 후 5, 10, 18분 등 하지관절 운동을 4회 측정하 다. 표 5.2는 각 환자

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선정된 보행훈련 프로토콜을 보여준다. 

표 5.2 환자군의 보행훈련 실험 조건

환자군 훈련횟수(회) 체중 지지정도 (kg) 속도(km/h) Step length(cm)

환자 1 7 15 - 20 1 34

환자 2 14 20 - 24 0.5 34

환자 3 8 50 - 62 0.5 34

환자 4 16 52 - 58 0.5 34

그림 5.8 환자 1의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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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는 보행훈련 하는 동안 환자 1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신전운동 

각도를 4번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한 보행주기로 나타낸 그림이다. 환자의 운

동능력 상태가 좋아 정상인의 발목 및 무릎관절 운동 각도와 비교적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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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한 보행주기 동안의 환자 1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각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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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0은 환자 2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신전운동 각도를 4번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환자가 보행훈련하는 동안 하중 수용기에 무

릎관절의 신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사가 무릎관절의 신전을 보조하

다. 무릎관절의 최대 굴곡각도와 발목관절의 배굴/저굴운동이 정상인과 다소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환자 2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각도 평균



- 50 -

  그림 5.11은 환자 3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신전운동 각도를 나타낸 것

이다. 무릎관절의 과도한 신전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운동을 보이며, 보행훈련 시작 

10분 후에 치료사가 무릎 굴곡을 구두로 유도하여 무릎관절의 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5.11 환자 3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각도

(a) 보행훈련 시작 (b) 보행훈련 5분 후

(c) 보행훈련 10분 후 (d) 보행훈련 18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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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2는 환자 4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굴곡/신전운동을 나타낸 그림으로 

무릎에 구축이 있어 입각기에도 무릎관절이 10° 정도 굴곡되어 있다. 보행훈련 시

작 (그림 5.12 (a))과 보행훈련 5분 후 (b)의 경우는 치료사의 보조가 있었으며, 보

행훈련 10분 후 (c)와 18분 후 (d)는 치료사의 보조없이 환자 혼자서 운동한 경우

로 무릎관절의 운동각도 변화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목관절의 각도변화

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5.12 환자 4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각도

(a) 보행훈련 시작 (b) 보행훈련 5분 후

(c) 보행훈련 10분 후 (d) 보행훈련 18분 후



- 52 -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 환자들의 보행회복을 위해서 동역학 모의실험을 통하여 

보행훈련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 다. 또한 제작된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보행훈련

을 수행하는 동안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을 삼차원 운동분석 시스템으로 측

정하여 동역학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행훈련 시스템에서 기어는 유도되는 궤적을 편심 회전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보행의 입각기와 유각기가 60 : 40 의 비율로 구동되었다.  

2. 보행훈련 시스템에서의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은 기어의 직경, 보장, 발판

가이드의 곡률반경, 발판길이 등의 설계인자에 의하여 향을 받았다. 

3. 기어의 직경이 커지면 구동부의 전체적인 외관길이가 늘어나며 관절운동 궤적

이 과다하게 커지므로 기어의 직경은 20cm 를 적용하 다.

4. 환자의 운동능력 상태에 따라 보행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변화시킬 수 있

어야 한다.  

5. 발판가이드의 곡률반경은 운동궤적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6. 발판길이의 변화는 발목관절보다 무릎관절에 미치는 향이 더 크며, 발판길이

를 조절하여 활보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계속되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보행훈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행훈련 효

과를 검증한다면 편마비 환자의 보행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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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Evaluation of the Gait Training System

based on the Dynamics Simulation and Motion Analysis

                                                    Kim, Han Il

                                                    Dept. of Biomedical E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gait training system for patients with gait disorder was developed. These 

systems leads gait joint movements given the patient who cannot carry out an 

independent gait. It provided a normal stance-swing ratio of 60 : 40 because of 

the eccentricity revolution of a gear. 

  In this study, motion trajectory of a knee & ankle joint was evaluated and 

compared a measured trajectory with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es 

system with the results of multi-body dynamics simulation during the gait 

training in a prototype of a developed gait training system. 

  A gait training system model of the driving part, foot plate part and the 

lower extremity model by the body segment length for dynamics simulation 

was designed using a CAD program and carried out simulation like a modeling 

condition of diameter of planetary gear, step length, curvature radius of an 

induction trajectory and foot plate length. 

  In general, predictions from the simulation study were in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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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xperimental results from the motion analysis. 

  The clinical application by a continuous dynamics simulation studies and gait 

analysis was expected to be developed by gait training system which would be 

helpful to recover gait ability of patients with gait disord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gait training system, multi-body dynamics simulation,

             clinical application, recover gai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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