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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동휠체어체계에서 질량중심과 추진 생체역학 간 종속성

수동휠체어의 추진은 탑승자의 상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탑승자의 위치는 추진 생

체역학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에 휠체어의 운동에 대한 저항력 가운데 중요한 구

름저항은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탑승자의 위치

가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탑승자의 위치가 추진 

생체역학을 결정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저항력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탑승자의 위치와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간에 이러한 종속관계가 추진력과 

저항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휠체어와는 다른 구조의 휠체어를 개발하였다. 좌석의 위아래 위

치 및 기울기 조절이 자유롭도록 몸체와 좌석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였고 하퇴부를 무

릎에서 접을 수 있게 하여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과 질량분포를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좌석 위치 조절은 1~1.5 cm 단위로 가능하였다. 다리받이는 

35° 수준으로 접을 수 있었다. 전산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탑승자 위치를 조절하지 않

은 채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을 약 3 cm 조절할 수 있었으며 실측한 결과로는 평균 

6 cm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질량중심 변화폭의 생체역학적 영향을 알기 위해 개발된 휠체어를 이용하여 같은 

효과를 내는 탑승자 위치에서의 생체역학 변량들을 실험하였다. 3 cm 차이에서 손의 

궤적 등의 운동형상학 변량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역적을 통해 본 운동역학에서

는 3 cm에서 크게 유의하지 않았으나 6 cm에서는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6 cm의 질량중심 이동은 최저 구름저항 대비 15% 수준까지 구름저항을 줄이거나 늘

일 수 있었다. 또한 방향전환회전을 할 때 하퇴접음 기능으로 질량중심을 평균 6 cm 

옮기면 관성질량모멘트와 횡미끄럼각의 변화로 인해 최대 약 19% 더 적은 추진 횟수

로 최대 약 11% 더 빠르게 도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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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의 종속관계는 휠체어체계 운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틀을 깬 설계로 이러한 종속관계

를 해체할 수 있었다. 질량중심의 독립적인 조절은 수동휠체어체계의 구름저항, 관성

질량모멘트, 그리고 횡미끄럼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동

휠체어 설계의 진일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휠체어, 추진 생체역학, 구름저항, 질량중심, 탑승자 위치, 종속성, 관성

질량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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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이동보조기구인 휠체어는 인체와 기계가 합쳐진 역학체계(mechanical system)의 하

나이다. 이 가운데 수동휠체어체계(manual wheelchair system, 그림 1-1)는 동력을 온

전히 인체 근골격계의 역학에너지로부터만 얻는 경우이다. 수동휠체어체계의 운동은 

추진력(propulsive/thrust force)과 각종 저항력(resistive/drag force)의 상쇄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그림 1-1. 동력원으로서의 인간과 이동기구가 결합한 수동휠체어체계

수동휠체어체계의 추진력은 인체 근골격계의 운동형상학(kinematics)과 운동역학

(kinetics) 및 생리학적 능력(physiological capacity) 등을 고려한 생체역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동휠체어체계의 운동에 대한 저항은 관성질량(inertial mass), 관성질량모멘

트(inertial moment of mass) 및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등의 내부 저항과 공기 저

항, 지면 기울기 등의 외부 저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동휠체어에서 추진력의 생체역학은 기본적으로 바퀴와 탑승자(좌석)의 위치 관계

를 기초로 한다[1, 2]. 이 위치 관계는 동력원인 근골격계와 바퀴가 연계된 기구학 요

소들을 바꾸게 되므로 추진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바퀴와 탑승자의 상대적인 위

치 관계는 추진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동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위치를 결정하

여 구름저항과 관성질량모멘트 등의 저항력 요소에도 영향을 준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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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체계에서 추진력을 결정하는 생체역학 양상과 운동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질량중심 위치가 모두 바퀴와 탑승자 간 위치 관계와 관계가 있으므로, 추진 생체역

학과 질량중심은 종속관계가 될 것이다(그림 1-2). 추진 생체역학을 최적화하여도 그 

과정에서 질량중심 이동에 의해 운동부하가 증가하여 최적화 효과가 반감되거나 상쇄

되는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체육이나 여가를 위한 고활동

성 휠체어에서 더 크게 대두된다. 안전과 편의성이 중요한 일상생활용 휠체어와 달리 

고활동성 휠체어는 경기력과 같은 역학적 성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1-2. 추진력과 저항력의 종속관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 생체역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면서 많은 모델들

이 만들어졌고 수동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나 둘 사이의 

종속된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동휠체어체계에서의 추진 

생체역학과 질량중심의 종속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위해 질량중심 앞뒤 위

치의 독립적 조절 기능을 가져 질량중심과 탑승자 위치 간의 고착된 종속성을 부분적

으로 해체하고 좌석조절도 자유로운 새로운 휠체어를 개발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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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동휠체어체계에서 탑승자 위치와 추진 생체역학

휠체어 추진과 관련한 역학 변량들은 탑승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1]에서는 휠

체어 추진 효율이 탑승자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3]에 의하면 

탑승자 위치의 앞뒤 이동은 추진 일률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그림 1-3).

그림 1-3. 수동휠체어 추진 시 일률 관련 요소로 작용하는 탑승자 

위치(seat position)[3]

휠체어 추진 운동형상도 탑승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4]. 추진각을 그림 1-4와 

같이 정의할 때, 탑승자의 위치에 따라 추진 위치와 추진각이 그림 1-5와 같이 달라

진다. 이러한 추진 생체역학과 탑승자 위치 간 관계를 수학적 모델로 밝힌 연구와 실

험을 통해 확인한 연구들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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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추진각

    

그림 1-5. 좌석 위치마다 추진각 변화[4]

1.1.1. 선행 모델연구

Cooper는 [2]에서 4절 연쇄를 적용하여 휠체어체계의 추진 생체역학(운동형상학, 

운동역학)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1-6). 하지만 탑승자의 고관절(hip joint)을 원점

으로 하여 체간(trunk), 상완(arm), 전완(forearm), 그리고 손으로 구성된 링크들이어

서 폐곡선을 이루지 않으므로 순수하게 4절 연쇄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후

의 연구들도 나름대로의 4절 연쇄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쇄 모델에서는 탑

승자의 위치가 변경되면 원점이 달라지고, 각 관절은 원점으로부터 연쇄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좌표도 달라지게 되어 운동형상학 변화가 나타난다. 추진하는 손의 위

치로 제시된 식 1-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탑승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xO와 yO가 달

라지고 O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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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휠체어체계 추진 생체역학 모델[2]

 

DpxDP yDP xO RcosO  yO RsinO  식 1-1

각 링크의 위치 변화는 관절가동각도범위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는 인체근육의 장

력 및 돌림힘의 운동역학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그림 1-7)[5] 전체적으로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7. 관절각도에 따른 근육장력과 돌림힘 변화의 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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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운동역학 모델은 각 지절의 자유물체해석(free body analysis)을 기초로 한 

link-segment 방정식을 통해 세웠다. 이 가운데 체간 함수로 제시된 식 1-2를 보면 

일차적으로 탑승자 위치에 영향을 받는 와 XA 좌표 및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

러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Itt Tt
Mt
Mhdgltcos

MugXA—
lu
cos— 

MfgXB
lf
cos—— 

MhgXC—
lh
cos ——



Mtlt xA
sin 

Mtlt yA
cos

FAltsin

식 1-2

다만, [2]에서는 손으로부터 추진바퀴축까지와 추진바퀴축으로부터 체간까지의 벡터 

연쇄를 포함하면 6절 연쇄가 되고 자유도가 1을 초과하게 되어 구속조건이 더 필요하

고 계산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 [2]의 모델이 실제에 가깝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4절 

연쇄로 간략화한 모델들이 제시되어왔다[6, 7, 8](그림 1-8, 1-9, 1-10). 이들은 

전완과 손을 하나로 그리고 추진바퀴축으로부터 어깨까지를 하나의 벡터로 삼아 간략

화하였다. 또한 준정역학(quasi-static) 모델을 시도하고 어깨의 위치도 고정하여 자

유도 1 수준으로 더 간략화하였다. [8]에서는 어깨의 수평 위치를 추진바퀴축과 일치

시키고 “closed-looping” 방정식(식 1-3)을 사용하여 더 단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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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준정역학 4절 연쇄 모델[6] 그림 1-9. 4절 연쇄 모델[7]

그림 1-10. “closed-looping” 4절 연쇄 모델[8]




 


coscbcos casincbsin ca 


 


rcos

rsinYo 식 1-3



- 8 -

[6]에서 모델을 유도하는 식 1-4를 보면, HS, HS가 추진바퀴축으로부터 어깨까지

의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5명의 휠체어 사용자로부터 운동역학 자료를 획득하여 적

용한 결과도 제시하였는데, 추진각은 바퀴축으로부터 어깨까지의 벡터 길이와 직접적

인 관계가 있었고 벡터 각도와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그림 1-11). 벡터 길이가 

짧을수록 추진각이 커졌고 추진 빈도가 적어졌으며 어깨 돌림힘이 작아졌고 팔꿈치 

펴는 힘은 커졌다.

Si HScos−


UAHS
UA HS FA HR 


 식 1-4

그림 1-11. 추진바퀴축으로부터 어깨까지의 벡터 길이에 따른 돌림힘 계산량[6]

[7]에서는 어깨 위치 즉, 탑승자의 위치를 앞뒤 방향 2.5 cm 단위로 세 단계로 바

꾸어가며 운동형상학, 운동역학 계산을 하여 탑승자 위치와 추진 생체역학 간의 관계

를 제시하였다(그림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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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탑승자의 위치에 따른 운동형상학 차이 계산[7]

그림 1-13. 탑승자의 위치에 따른 운동역학 차이 계산[7]

[2]의 모델을 제외하고는 편의를 위해 어깨를 고정시켜서 모델을 단순화하였다. 하

지만 실제로는 체육과 같은 많은 활동에서 체간을 이용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계산 결과들은 해석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간략화한 모델 연구들을 통해서 도

출한, 탑승자의 위치에 따른 추진 생체역학 변량들의 차이도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났

을 것이다.



- 10 -

1.1.2. 선행 실험연구

Masse 등[9]은 5명의 class IV(T11~L2) 남성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6가지

의 좌석 위치에 따른 추진 방식을 연구한 바 있다. 경주용 휠체어에서, 좌석과 등받이

가 만나는 모서리를 추진바퀴축으로부터 뒤로 각각 1.2 cm, 4.4 cm, 그리고 7.6 cm에 

놓고, 높이는 두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추진 실험을 하였다. 연구 결과, 좌석이 가장 

뒤쪽에서 낮게 위치한 경우가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대흉근, 앞 삼각근, 그리고 뒤 

삼각근의 근전도 활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좌석이 중간에서 낮게 위치한 경우에는 

추진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휠체어에 실험용 바퀴만 바꿔 끼우는 방법을 통해 어깨

와 추진바퀴축 간 위치관계의 다양한 예를 직접 측정하며 실험하였다. 손상 높이나 

class를 구분하지 않은 40명의 하반신마비 장애인들로 하여금 휠체어용 다이나모미터

(dynamometer)의 구름원통 위에서 타일바닥 주행에 준하는 부하로 0.9 m/s, 

1.8 m/s 그리고 ‘출발 후 최대 가속’의 3가지를 행하게 하여, 추진빈도, 최대 추진력, 

추진력 증가율, 평면모멘트, 추진각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추진바퀴축과 어깨 

간 앞뒤 거리와 높이는 모두 추진각과 상관이 있었다. 추진바퀴축과 어깨의 수직 거

리가 가깝고 추진바퀴축이 상대적으로 앞에 있을수록 추진각이 커졌다. 반면에 바퀴

축이 앞에 놓일수록 절대힘과 추진빈도가 떨어졌다. 앞뒤 거리는 추진빈도 및 추진력 

증가율과도 상관이 있었다.

Cowan은 [11]에서 53명의 휠체어추진 실험을 통해 탑승자가 상대적으로 뒤에 위치

할수록 추진력 최대값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탑승자 위치가 역시 추

진동역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2]에서는 하반신마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10명을 대상으로 탑승자와 추진바퀴

축 간 거리 12가지마다 팔에서의 근전도활성 양상과 운동형상을 연구하였다. 추진단

계를 추진기(추진초기, 추진말기)와 복귀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그림 1-14), 추

진초기 대부분의 팔 근전도는 탑승자와 바퀴 간 앞뒤 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추

진말기에는 앞 어깨세모근이 영향을 받았으며 복귀기에는 앞뒤 거리에 따라 승모근과 

상완이두근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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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추진주기

이러한 실험연구들은 탑승자와 추진바퀴축 간 상대위치가 생체역학 변량들에 다양

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학적 모델 연구들과는 달리 실험연구들

에서는 탑승자 위치에 따른 생체역학적 변량들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났

다. 이는 체간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2. 수동휠체어체계에서 탑승자 위치와 저항력

수동휠체어체계의 선형운동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관성질량, 구름저항, 공기

저항, 베어링 특성, 중력과 지면 경사 등이 있다[2, 3, 13, 14, 15, 16, 17, 18]. 뒷질

(pitch)도 가속운동 중에 자세제어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요소이다[1, 19]. 

또한 수동휠체어체계가 방향전환 각운동을 할 때 저항으로 작용하는 관성질량모멘트

(inertial moment of mass)와 방향전환저항(turning resistance) 등이 있다[20, 21]. 이러

한 요소들 중에서 탑승자 위치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구름저항과 관성질량모멘트 등

이다.



- 12 -

1.2.1. 구름저항

Wilson[22]에 의하면, 바퀴 표면과 지면 사이에서 일률을 흡수하여 바퀴의 지속적인 

운동을 억제하는 것이 구름저항이다. 베어링 마찰이나 관성의 효과 등과는 다른 것이

다. 구름저항 F의 수학적 정의는 마찰력과 같아서 구름저항계수()와 수직항력(P )에 

비례한다(식 1-5)[23].

  P
F

식 1-5

[22]에 의하면 구름저항계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퀴의 재질, 바퀴의 반경, 타이어

의 내압, 타이어의 단면 직경, 그리고 지면 종류(거칠기) 등이다. 따라서 기차의 강철

바퀴와 자동차의 타이어바퀴, 포장된 도로와 흙길, 그리고 큰 바퀴와 작은 바퀴의 구

름저항계수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편평하고 단단한 지면에서 자전거의 경

우에 구름저항계수는 0.002~0.010의 범위이다[22].

자전거는 휠체어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데, 편평하고 단단한 

지면에서 무게가 784 N일 때 구름저항이 1.5~7.8 N이라고 하였다[22]. 지면에 닿는 

바퀴가 4개인, 휠체어의 경우에는 6~40 N까지의 값을 나타낸다[4]. 자전거에서 가장 

큰 저항 요소가 공기저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전거가 천천히 달릴 때의 공기저항이 

5~30 N 수준이다[22]. 휠체어에서의 구름저항이 이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무시할 수 

없다. [17]에서는 비닐 바닥재에서 휠체어의 구름저항이 20 N에 이른다고 한 바 있

다. 또한 4 km/h의 속력일 때 22 W의 일률이 구름저항을 통해 손실된다고도 하였다.

바퀴가 4개인 휠체어에서의 구름저항은 기본적으로 바퀴 제원, 하중, 그리고 질량중

심(무게 분포)의 함수이다[1]. 앞 캐스터는 바퀴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구름저항계수

가 추진바퀴에 비해서 크다[1]. 질량중심은 탑승자의 위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 질량중심이 구름저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및 수학적 모델을 이

용하여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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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서는 휠체어 타이어의 구름마찰을 계산하기 위해 식 1-6과 식 1-7을 제시하

였다. 이 식들에서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과 추진바퀴축 간 수평거리인 가 앞 캐스

터 마찰력인 와 추진바퀴 마찰력인 의 함수 모두에서 변수인데, 추진바퀴와 앞 

캐스터에서 각각 구름저항계수(coefficient of rolling resistance)가 다르므로 질량중심의 

위치에 따라 전체 구름저항인  이 달라진다.

  ×
 ×  식 1-6

  ×
 ×  식 1-7

[24]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질량중심과 추진바퀴축 간 거리의 차이가 최소 3.8 cm에

서 최대 8.1 cm까지인 6가지 경우에서 휠체어체계의 구름저항이 최소 3.74 N에서 최

대 12.4 N까지 줄어든 것이 측정되었다.

[1]에 의하면, 휠체어체계의 하중이 850 N이고 추진바퀴축과 앞 캐스터축 간 거리

가 16 inch인 경우, 하중이 모두 추진바퀴축에 실릴 때에 비해, 추진바퀴축에 60%, 

앞 캐스터축에 40%의 하중이 실릴 때의 구름저항이 1.17배 높았다. 질량중심을 

2.4 inch 뒤로 옮겨서 추진바퀴축에 75%, 앞 캐스터축에 25%가 실리도록 한 경우에

는 휠체어체계의 구름저항이 1.1배 높았다. 2.4 inch(약 6 cm)의 질량중심 이동으로 

약 6%의 구름저항 차이가 나타난 것이었다. 약 0.126 N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트레드밀에서의 결과이며 지면이 콘크리트일 때는 1.55(0.1953 N)배, 카펫일 때는 최

대 5.3배(0.6678 N)까지 증가한다고 하였다[23]. [21]에서는 질량중심이 추진바퀴축 

쪽으로, 즉 뒤쪽으로 13% 이동할 때 구름저항이 평균 21% 준 것이 관찰되었다.

그 외에 [11]에서도 질량중심이 추진바퀴축에 가까울수록 구름저항이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하였고, [15]에서도 구름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질량중심의 위치를 꼽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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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는 경주용 휠체어의 운동역학을 이론 모델로 정리하면서 실제 길에서 구동

하는 것을 상정한 모델을 식 1-8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 식에서 과 이 각각 

추진바퀴와 앞 캐스터의 구름저항이다. [1, 11, 21, 24]에서의 연구결과와 연결하면 질

량중심이 앞 캐스터에 가까울수록 이 커지므로 추진력은 저항력에 의해 더 

많이 상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nx 식 1-8

[25]에서도 식 1-9와 같은 동역학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식에서 이 구름저항

이다. [1, 11, 21, 24]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이 이 탑승자의 위치에 종속되므로 전

체 동역학 식도 역시 탑승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식 1-9

1.2.2. 관성질량모멘트

관성질량모멘트는 수동휠체어체계가 방향전환회전(yaw)을 할 때 관성질량과 같은 

개념의 부하로 작용하게 된다. 관성질량모멘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질량중심과 

회전축 간의 위치 관계와 질량분포이다. 평행축 정리(parallel axis theorem)에 의하면, 

질량중심과 회전축이 가까울수록 관성질량모멘트가 작아진다. 따라서 탑승자의 위치

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위치가 관성질량모멘트를 결정하게 된

다.

제자리에서 양쪽 추진바퀴를 반대로 돌려서 방향전환을 하는 속력이 수동휠체어체

계의 질량중심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1]. [21]의 실험에서 질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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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질량중심 위치가 다른 수동휠체어체계의 제자리방향전환 각속력을 측정하였는

데, 질량중심이 추진바퀴축에 38% 더 가까웠을 때 방향전환 각속력은 40% 더 컸다.

질량중심 위치가 다른 두 휠체어체계에서, 돌림힘()을 같게 하여 운동량

(momentum)을 동일하게 하면 식 1-10과 같이 된다.  이때, ≠라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면 식 1-11에 의해   가 된다. 질량이 동일한 

휠체어체계인데 다른 관성질량모멘트 값을 가진다면, 질량분포 또는 질량중심의 위치

가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식 1-10

∴


 


식 1-11

이외에도 수동휠체어체계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는 Downhill Turning 

Tendency(DTT)가 있다. 옆으로 기울어진 주행로에서 직선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낮

은 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일컫는 것인데, 질량중심이 추진바퀴축으로부터 멀수록 

이 경향이 커진다[1, 4](그림 1-15). [1]에서는 이 경향이 질량중심과 추진바퀴축 

간 거리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였고, 경사가 2°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

용되는 에너지는 수평 주행로의 경우에 대해 2배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림 1-15. 옆으로 기울어진 주행로에서, 질량중심 

위치에 따라 휠체어가 받는 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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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휠체어의 제한점

기존의 휠체어는 좌석의 위치를 결정하면 동시에 휠체어체계의 무게중심을 결정짓

게 되는 구조인데 이를 따로 조절할 여지가 없다. 또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탑승자의 위치가 무게중심 위치에 의한 구름저항 등과 추진 생체역학에 미치는 영향

이 큼에도 불구하고, 좌석조절이 자유롭지 않다.

현재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휠체어는 가벼운 관 뼈대(tubular frame) 구조이다. 관 

뼈대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자

(box) 형태이고 둘째는 보(beam) 형태이다(그림 1-16). 

그림 1-16. 상자형과 보형[34]

보 형태의 설계는 캐스터와 추진바퀴가 하나의 막대 보에 달려 있는 구조이다. 이

러한 설계는 보 역할의 관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조립, 가공 부위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구조물들이 사용자 쪽에 가깝게 위치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관성질량모멘트도 작게 할 수 있고 보기에도 날렵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설계를 극대화시킨 예가 T자형 설계(그림 1-17)이다.

 

그림 1-17. T자형 설계, Agile 사의 Court Tennis



- 17 -

하지만 보 형태는 구조의 간략화를 극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좌석조절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대중적인 조절형으로는 상자형 설계를 채용한다. 보형에 비해 강하고 내

구성이 좋아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거의 변형이 없다. 그러나 질량 분포가 퍼지게 된

다. 질량 분포가 퍼진다는 것은 트랙 경기나 도로 경기처럼 선형 주행에서는 상관이 

없으나 회전을 할 때는 관성질량모멘트를 크게 만들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상자형이 조절형으로 적합하다고 하지만, 현재의 구성에서는 좌석이 몸체 뼈대의 

일부를 감당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좌석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지 못하고 제한적

인 경우가 많다(그림 1-18). 또한 좌석의 높이, 앞뒤 위치 등을 조절하다보면 좌석각

(그림 1-19)이 변화하는 등 독립적 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그림 1-20).

그림 1-18. 좌석이 몸체 구조의 일부인 기존 휠체어

그림 1-19. 좌석각[34]
     

그림 1-20. 기존의 조절 방식은 

좌석각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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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각의 영향에 관한 Hastings[26]의 연구를 보면 특정각 14°의 좌석이 탑승자의 

자세 정렬을 잘 지지한다고 한 바 있다. Samuelsson의 연구[27]에서는 12명의 하반

신마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좌석각 2가지에서 추진 효율, 편안함, 추진의 질 등을, 

부하를 바꾸어가며 실험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휠체어는 좌석 앞의 위치를 고정하고 

뒤쪽만 조절하여 좌석각(5°, 12°)의 변화를 구현하였다. 연구 결과, 좌석각이 추진 빈

도와 추진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척수손상 장애인에게는 좌석각이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체간 신전근력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숙여진 체간은 복귀기에 다시 

신전되어 돌아와야 한다. 이때 체간 신전근의 역할이 필요하다[28]. 체간 신전근의 능

동적 신전력이 매우 부족하면 아예 체간이 필요 이상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좌석 앞을 기울여 올려서 대퇴가 체간에 가까워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체간

의 숙임이 제한되고, 약한 신전력으로도 복귀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이유들에서 볼 수 있듯이 휠체어의 좌석조절이 자유롭지 않고 좌석각의 조

절도 용이하지 않으며 좌석 위치와 무게중심 위치가 절대종속 관계여서 이의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4. 연구의 목적

수동휠체어체계의 운동은 추진력과 저항력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추진력

은 ‘추진바퀴축-좌석(탑승자 위치)-체간-상완-전완-손-굴림테(추진바퀴)’로 이어지는 

연쇄의 링크운동 결과이다. 동력은 중력, 고관절 돌림힘, 어깨 돌림힘, 팔꿈치 돌림힘, 

그리고 손목 돌림힘으로 구성된다. 링크운동의 형태와 관절의 돌림힘은 모두 탑승자

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저항력은 여러 가지의 합력이며 그 가운데 구름저항, 

관성질량모멘트 등은 탑승자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추진력이 발생하는 과정의 생체역학 모델과 실험을 통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이루

어져왔다. 탑승자 위치의 정량적 영향을 수학적 모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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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탑승자 위치가 운동형상학, 운동역학, 그리고 근육생리학에 미치는 영향

력이 확인되어 왔다.

저항력 가운데에서 구름저항과 관성질량모멘트 등이 탑승자 위치로 인한 질량중심 

위치의 영향을 받는다. 휠체어체계의 구름저항은 앞 캐스터와 추진바퀴 각각의 구름

저항의 합인데, 이것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질량중심 앞뒤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관

성질량모멘트는 방향전환 시의 회전질량 개념인데 이것이 관성질량처럼 유일하게 고

정된 값이 아니라 질량분포나 질량중심의 위치에 의해 달라진다. 탑승자 위치가 달라

지면 수동휠체어체계의 질량분포와 질량중심 위치가 달라지므로 관성질량모멘트가 달

라지게 된다. 방향전환 시 축이 되는 위치로부터 질량중심까지의 수평거리가 클수록 

평행축 정리에 의해 관성질량모멘트가 커져서 방향전환회전운동에 대한 부하가 증가

하게 된다.

옆으로 경사진 주행로에서는 추진바퀴축으로부터 질량중심이 앞으로 멀수록 아래쪽

으로 방향전환이 되는 현상(DTT)이 발생하는데 이를 바로잡으면서 주행하기 위해서

는 추가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이 

추진바퀴축에 가까워야 한다.

그동안 탑승자의 위치가 수동휠체어체계의 추진력과 저항력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추진력과 저항력이 탑승자의 위치를 매개로 종속되는 이

러한 기존의 휠체어 구조를 개선하여 종속관계를 해체하고, 이에 따라 추진력과 저항

력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추진력과 저

항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수동휠체어체계의 결과적인 운동을 더 잘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탑승자의 위치와 질량중심 간의 고착된 종속관계를 해소할 

대안 휠체어 설계를 시도하고 기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휠체어를 이용

하여 탑승자의 위치와 질량중심의 종속관계가 추진력과 저항력 간에도 계승된다는 것

을,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 등의 여러 가지 생체역학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종

속관계가 휠체어체계의 운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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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립식 좌석조절 및 하퇴접음식 휠체어 개발

휠체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 용도에 따른 생체역학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우선 본 연구는 추진력과 저항력 등 휠체어체계 운동의 효율과 관련한 것이므

로, 정적인 일상생활용보다 체육용과 같은 고활동성 휠체어가 더 적절하다. 휠체어의 

동적 성능의 하나인 방향전환회전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테니스용처럼 추진

바퀴에 기울기(camber)를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증가하면 방향전환

회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29, 3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휠체어는 테니스

용을 기준으로 한 정적, 동적 특성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휠체어 테니

스 경기를 관람하면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반복하여 관찰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생체역학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후보 동작들을 추출하고 일부는 실험을 통해 정

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제 설계에는 전산 설계 도구인 Solidworks(2008, U.S.A)를 활용하였다.

2.1. 탑승자 신체 치수 조건

휠체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31]의 결과(표 2-1)와 Size Korea의 공식 자료[32]

(표 2-2)를 사용하였다. [31]의 연구는 2009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의 테

니스 휠체어 사용자 중 척수 장애 총 30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 

원용하기 적합한 것이었다. 절단의 경우는 전국에서 단 1명만 등록되어 있어서 조사

의 의미가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 항목은 몸무게와 앉은 자세 18개 항목 및 사

용 중인 휠체어의 제원 12가지였다. 이 조사를 근거로 표 2-3과 같은 설계 기준값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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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인

체

측

정

1. 앉은키 87.07 4.17 10. 가슴둘레 95.61 7.50 

2. 앉은 어깨높이 57.47 4.05 11. 앉은 무릎높이 52.83 2.22 

3. 견갑골 높이 42.38 2.95 12. 앉은 오금높이 44.13 2.06 

4. 어깨너비 40.34 1.96 
13. 앉은 넓적다리
두께

13.45 19.62 

5. 가슴너비 31.32 2.46 
14. 엉덩이
무릎길이

52.00 3.50 

6. 앉아 머리위로 
뻗은 손끝길이

128.42 4.42 
15. 엉덩이
오금길이

43.23 3.17 

7. 윗팔길이 34.25 1.26 16. 골반너비 28.32 1.41 

8. 아래팔길이 26.32 1.37 
17. 앉은
엉덩이너비

32.96 2.78 

9. 팔꿈치높이 20.10 3.80 18. 몸무게 64.16 12.66 

휠

체

어

측

정

1. 휠체어 제작사 - -
7. Frontal
좌석높이

47.97 2.78 

2. 모델명 - - 8. Rear 좌석높이 41.09 3.14 

3. 좌석너비 36.10 2.50 9. Overall Width 89.83 4.88 

4. 좌석엉덩이
무릎깊이

43.05 4.22 10. Camber 각(°) 20.12 0.93

5. 좌석엉덩이깊이 6.63 1.30 
11. Inside Wheel 

Clearence
2.39 0.67 

6. 등받이높이 25.67 3.14 12. 쿠션두께 6.23 1.67 

표 2-1. 테니스 선수 인체측정항목 및 휠체어 제원측정항목 결과(c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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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선수

(n=29)
S.K.

(n=49)
선수

(n=47)
S.K.

(n=46)
선수

(n=29)
S.K.

(n=41)
선수

(n=9)
S.K.

(n=38)

앉은키 898 814 899 859 891 847 877 864 

앉은어깨높이 589 x 596 x 606 x 585 x

견갑골높이 428 x 433 x 427 x 424 x

어깨너비 405 364  407 390  407 389  412 394  

가슴너비 329 281  326 303  320 307  331 300  

앉아머리위로

뻗은손끝길이
1363 1368  1343 1460  1311 1425  1285 1460  

윗팔길이 352 324  345 333  338 328  353 333  

아래팔길이 271 259  269 264  263 257  266 257  

팔꿈치높이 210 222  241 233  218 243  209 246  

가슴둘레 979 874  974 931  981 953  1009 957  

앉은무릎높이 532 441  523 479  520 476  541 485  

앉은오금높이 429 348  429 384  434 378  439 390  

앉은

넓적다리두께
113 124  104 123  94 117  110 128  

엉덩이

무릎길이
539 500  528 530  508 519  540 532  

엉덩이

오금길이
445 423  438 449  421 439  448 451  

골반너비 286 242  287 266  281 279  291 284  

앉은 

엉덩이너비
337 311  331 337  330 347  347 352  

몸무게(kg) 69.50 49.80  66.02 58.81  63.23 59.44  71.28 62.06  

표 2-2. 경기용 휠체어 사용 선수와 일반휠체어 평균인체치수(kg, m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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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측정

1. 좌석너비 366 mm 6. Rear 좌석높이 471 mm

2. 좌석엉덩이무릎깊이 439 mm 7. Overall Width 898 mm

3. 좌석엉덩이깊이 34 mm 8. 추진바퀴 기울기 19°

4. 등받이높이 250 mm
9. Inside Wheel 

Clearence
30 mm 

5. Frontal 좌석높이 505 mm 10. 쿠션두께 50 mm
`

표 2-3. 휠체어 시작품 설계 적용치

인체측정을 한 내용 가운데, 설계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치수는 표 2-1에서,

12. 앉은 오금높이

15. 엉덩이오금길이

16. 골반너비

17. 앉은 엉덩이너비

등이며 기타의 값들은 설계 검증 및 시제품 제조 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는 과정에

서 참조되었다.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치수는 표 2-3에서,

4. 등받이높이

5. Frontal 좌석높이

6. Rear 좌석높이

의 세 가지였으며, 이에 더하여 앉은 오금높이에 해당하는 발받침 길이와 등받이 각

도, 좌석의 앞뒤 위치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등받이 높이의 경우는 척수마비의 손상 높이에 따라 상체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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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석너비

3. 좌석엉덩이깊이

8. 추진바퀴 기울기

등은 조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좌석너비와 좌석엉덩이깊이는 해부학적으로 이미 정

해지는 것이어서 그에 맞게 부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추진바퀴 기울기도 사

용자의 체형 특성과 운동 능력에 따라 제품 선택할 때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치수 특성(표 2-4)을 참고하면서 조절 범위를 정리하

였다. 그 결과로,

4. 등받이 높이는 20.5~29.5 cm이며 1 cm 단위로 조절되도록 하였다.

5. Frontal 높이 조절부는 41~49 cm 범위에서 1 cm 간격으로 조절되고,

6. Rear 높이 조절부는 35.5~45 cm 범위에서 역시 1 cm 간격으로 조절되도록 하

였다. 기울기를 더 크게 하면 좌석 앞의 최대 높이는 더 높아지며, 뒤의 최저 높

이는 더 낮아진다. 물론 기울기를 작게 하면 반대가 된다.

이 외에 표 2-1의 ‘12. 앉은 오금높이’에 해당하는 발받침까지의 길이는 11 cm의 

범위에서 1 cm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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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제품명
폭

(inch)
깊이

(inch)
전고

(inch)
후고

(inch)
등받이

고(°)
등받이

각(°)

TiLite bb 12~20 14~20 17~21 13~21 8~20

Quickie
Match Point 12~20 10~20 16~21 13~21 9~20

Ti Match Point 12~20 10~20 16~21 9~18

Okle KY775L 15 13.4

Invacare

Top End 
Transformer

12~20 12~20 16~21 15~21

Top End T-5 
Tennis Elite

12~20 14~18 16~21 13~23 8~20

Top End T-5 
Tennis Elite 
Titanium

12~20 14~18 16~21 13~23 8~20

Force
(MiKi)

Smash
90, 93, 
95, 98, 
100

BMWC Al. Wheelchairs 13~18 14~18 6~18 65~105

Colours
Xtreme 10~18 12~18

Xtreme-Pro 10~18 12~18 8~20

ShangHai HHD-143 15.7 13.8 21.3

Meyra Profi 3T
11.8~

17.7
13.8~

17.7

RGK

Grand Slam 
tgs245

15.4 15.7 19.7 16.5 10.6

Grand Slam 
tgs206

15.7 19.7 20.9 20.9 9.1

Grand Slam 
tgs209

15 7.9 10.6

표 2-4. 테니스용 휠체어 주요 제품별 선택 가능한 치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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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저부(균형 안정성) 설계 조건

휠체어 설계의 기초로 기저면(base of support; BoS) 조건을 살펴보았다. 기저면은 

두 추진바퀴와 앞쪽의 두 캐스터, 또는 두 추진바퀴와 뒤쪽의 캐스터를 이은 폐곡선

으로 이루어진다. 추진바퀴를 기준으로 캐스터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테니스 휠체어를 대상으로 무게 중심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참

고하였다.

대상 동작은 휠체어 테니스의 동작 중에서 표 2-5과 같이 추출하였다.

항목 추 출 동 작 설               명

1 전방 걷어내기
앞쪽 멀리 있는 공을 다루기 위해 최대한 숙이는 동작

(제자리)

2 주행 중 전방 걷어내기
앞쪽 멀리 있는 공을 다루기 위해 최대한 숙이는 동작

(주행 중)

3 머리 위 걷어내기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다루기 위해 최대한 뒤로 눕

는 동작(제자리)

4 주행 중 방향 급전환
주행 중 급격하게 180°로 방향 전환하는 동작
추진바퀴 폭 조건 검증(주행 중)

표 2-5. 운동역학 실험을 위한 주요 동작

실험은 2009년, 서울 태릉의 체육과학연구원 내의 운동분석실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는 자신의 테니스 휠체어를 가지고 있으며 구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모집하

였다. 최종적으로 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휠체

어 테니스 국내 랭킹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년 간 활동을 해왔으며 모두 척수마비 

장애인이었고 각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 휠체어를 사용하였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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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성 별 남 여 남

나 이 48 42 38

장 애 척수염(incomplete) T11~12 T12

경 력 11년 12년 4년

사용 제품 OX Match Point Colours

바퀴 치수 26 inch 26 inch 26 inch

기 울 기 19° 20° 19°

표 2-6. 피험자 특성

실험 장비는 Motion Analysis 사(U.S.A)의 적외선 반사식 3차원 동작분석기와 

AMTI 사(U.S.A)의 3차원 힘판 2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2-1은 3차원 동작분석을 위해 

부착한 표식 세트이다.

그림 2-1. 피험자에 표식 부착 모습 stick figure 및 표식세트

 

휠체어의 기저면이 힘판 1개의 크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두 개의 힘판에서 출력된 

값을 그림 2-2와 식 2-1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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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힘판 좌표



××

 

××
식 2-1

2.2.1. 전방 걷어내기 동작 시 균형 안정성

이 실험은 휠체어의 기저면에서 앞 캐스터의 적절한 상대 위치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실행되었다.

피험자와 휠체어에 적외선 반사 표식을 부착하고 정적 보정을 한 후, 캐스터와 추

진바퀴가 모두 3차원 힘판 위에 놓이도록 위치하였다. 피험자에게 테니스 채를 주고 

테니스 채가 닿지 않을 만큼 거리의 정면 바닥에 테니스 공을 놓고 이 공을 쳐내는 

동작을 주문하였다(그림 2-3). 이 동작 중에 힘판에서 감지되는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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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방 걷어내기

두 힘판에서 측정된 수직 지면반발력을 합성하여 압력중심의 궤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를, 사용된 휠체어의 기저면과 비교하였다.

힘판에서 측정된 압력 중심의 절대 위치는 의미가 없으며 기저면 경계로부터의 상

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므로 이를 따로 계산하였다. 전방으로 깊이 휘두르는 동작을 할 

때 휠체어체계의 중심이 앞으로 치우치면서 기저면 앞쪽 경계와의 관계가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압력 중심이 기저면의 경계에 가까이 갈수록 안정성이 위

태롭게 되며 자칫 그 경계를 벗어나기라도 하면 앞으로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력중심과 기저면 앞쪽 경계의 이격 계산을 통해 앞쪽 경계의 안정 설계치를 위한 

치수 조건을 확인하였다. 앞쪽 경계는 앞쪽 캐스터에 부착한 마커의 위치를 이은 선

분(B)으로 하였으며 이 선분으로부터 압력중심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안정여유거리(D)

로 하였다(그림 2-4).

그림 2-4. 안정여유거리 계산을 위한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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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부터 2-10까지는 각 피험자의 기저면 영역과 CoP의 궤적 및 앞 캐스터 

경계와 CoP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2-5. 피험자 1의 압력중심 및 기저면 경계 궤적

그림 2-6. 피험자 1의 앞쪽 안정여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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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피험자 2의 압력중심 및 기저면 경계 궤적

그림 2-8. 피험자 2의 앞쪽 안정여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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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피험자 3의 압력중심 및 기저면 경계 궤적

그림 2-10. 피험자 3의 앞쪽 안정여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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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추진바퀴축 - 앞 캐스터 이격 393 433 447

CoP - 앞 캐스터 최소값 89 274 103

추진바퀴축 - CoP 최대값 304 159 344

표 2-7. 피험자별 추진바퀴축과 앞 캐스터 간 CoP 측정 결과(mm)

이와 같은 측정을 통해 표 2-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측정 결과 기존의 

휠체어를 대상으로 CoP가 추진바퀴축으로부터 앞으로 가장 멀어진 것은 344 mm였고 

이를 설계에 참고하였다.

2.2.2. 전진 중 전방 걷어내기 동작 시 균형 안정성

이 실험은 휠체어의 기저면에서 앞 캐스터의 적절한 상대 위치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추가로 실행되었다. 상기 실험과의 차이는 빠르게 주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의 

측정을 시도한 점이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전방 걷어내기를 하는 상황을 재현하였다

(그림 2-11).

그림 2-11. 전진 중 전방 스트로크

이 실험은 빠르게 전진하는 중에 두 추진바퀴와 앞쪽 두 캐스터가 두 개의 힘판 위

에 양쪽으로 나뉘어 동시에 올라가 있는 순간만 의미가 있는데 실제 실험에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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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은 시간동안이었다. 따라서 그 결과의 해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지 중 전

방 걷어내기 실험의 결과를 보조하는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그림 2-12부터 2-15까

지는 도출 가능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2. 피험자 1의 압력 중심 및 경계 궤적

그림 2-13. 피험자 1의 안정여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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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피험자 2의 압력 중심 및 경계 궤적

그림 2-15. 피험자 2의 안정여유거리

휠체어 앞으로의 CoP 변화를 살펴본 이와 같은 실험이 실제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

로 한 것인 만큼 측정 결과에 의미가 있지만 3명의 실험 결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

었다. 테니스 이외의 활동도 고려하여 테니스 전용보다 더 안정적인 설계치를 적용하

기로 하였는데 측정치보다 10 cm 이상인 47 cm(471.28 m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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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머리 위(overhead) 걷어내기 동작 시 균형 안정성

무게 중심이 일반 휠체어보다 뒤에 형성되는 고활동성 휠체어는 그 특성상 뒤 캐스

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 캐스터가 2개인 것도 있지만 연장 길이가 너무 

짧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1개로 충분하다(그림 2-16).

그림 2-16. 뒤 캐스터가 한 개인 제품과 두 개인 제품

이 실험은 휠체어의 기저면에서 뒤 캐스터의 적절한 상대 위치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실행되었다.

피험자와 휠체어에 적외선 반사 표식을 부착하고 정적 보정을 한 후, 뒤 캐스터와 

추진바퀴가 모두 3차원 힘판 위에 놓이도록 위치하였다. 피험자에게 테니스 채를 주

고 최대한 머리 뒤쪽의 공을 쳐내는 자세를 주문하였다. 이 동작 중에 힘판에서 감지

되는 CoP의 변화를 측정하였다(그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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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머리 위 걷어내기

두 힘판에서 측정된 수직 지면반발력을 합성하여 압력중심의 궤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를, 사용된 휠체어의 기저면과 비교하였다.

힘판에서 측정된 압력 중심의 절대 위치는 의미가 없으며 기저면 경계로부터의 상

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므로 이를 따로 계산하였다. 뒤 캐스터가 모두 한 개였으므로 

추진바퀴와 뒤 캐스터가 만드는 기저면은 삼각형이었다. 따라서 양쪽 추진바퀴와 뒤 

캐스터를 잇는 선을 경계로 하여 CoP의 위치 관계를 계산하였다. 그림 2-18부터 

2-23까지는 각 피험자로부터 도출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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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피험자 1의 압력중심 및 기저면 경계 궤적

그림 2-19. 피험자 1의 뒤쪽 안정여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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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피험자 2의 압력중심 및 경계 궤적

그림 2-21. 피험자 2의 뒤쪽 안정여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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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피험자 3의 압력중심 및 경계 궤적

그림 2-23. 피험자 3의 뒤쪽 안정여유거리

이와 같은 측정을 통해 표 2-8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CoP가 양쪽 경계

에 가장 가까울 때를 기준으로 최소 기저면 삼각형을 설정하고 이때의 뒤 캐스터 위

치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여 추진바퀴축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였다(표 2-8의 ‘추



- 42 -

진바퀴축 - 뒤 캐스터 최소 가능 거리’). 설계 시 이 값을 참고하였으나 테니스가 아

닌 다른 활동도 고려하여 2배의 여유인 330 mm(331.6 mm)를 적용하였다.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추진바퀴축 - 뒤 캐스터 이격 333 399 343

CoP - 뒤 경계 최소값 77 104 133

추진바퀴축 - 뒤 캐스터 최소 가능 거리 164 160 79

표 2-8. 피험자별 추진바퀴축과 뒤 캐스터 간 CoP 측정 결과(mm)

결과 도표에서 CoP가 모두 왼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피험자가 모두 오

른손에 테니스 채를 쥐고 동작하면서 체간이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2.2.4. 전진 중 급 방향전환 시 균형 안정성

이 실험은 휠체어의 기저면에서 양 옆에 위치하는 경계변들의 적절한 위치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실행되었다. 양쪽 각각에서 추진바퀴와 앞 캐스터를 연결한 경계변

과 CoP 간 관계를 통해 앞 캐스터의 좌우 위치 결정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전진 중 

180° 급방향전환회전 운동을 재현하도록 하였다(그림 2-24).

그림 2-24. 전진 중 급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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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바퀴가 크게는 21°까지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농구나 럭비처럼 예측 불가한 수

평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휠체어 구조의 좌우 균형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설계 시에도 치수 선택의 별다른 여지는 없다. 또한 급격하게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앞 캐스터와 추진바퀴가 각각 하나의 힘판에 동시에 들어

간 동안에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어서 도출된 결과도 미미하였다. 따라서 

설계에서 보조 자료로만 활용되었다.

그림 2-25. 피험자 1의 압력중심 및 경계 궤적 

피험자 1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보면, 기저면 내의 충분히 안정된 영역 내에 압력중

심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25). 따라서 이를 통해 측정된 휠체어

들의 앞 캐스터들의 위치보다 더 많이 좁아지지 않도록 설계에 참고하였다.

○로 표시된 구간의 급격한 CoP 이동은 추진바퀴 한 쪽만 힘판에 들어섰다가 나머

지 추진바퀴도 힘판에 들어서서 급격한 CoP 계산값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기저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모든 바퀴들이 동시에 힘판 위에 적재되는 시기가 존재하

지 않아 완전한 측정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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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좌석 독립식 몸체 설계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상자형 휠체어의 좌석은 그 자체로 구조를 지탱하

는 몸체의 일부가 되는 일체형 설계이다. 좌석을 제외하면 그림 2-26처럼 바닥 몸체

만 남게 된다. 바닥 몸체와 함께 견고한 구조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좌석의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2-26. 일반적인 고활동성 휠체어와 몸체 구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설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필요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

제는 좌석을 휠체어의 뼈대 구조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좌

석을 일정한 높이에서 잡아줄 수 있는 기둥 역할이 필요하였고 그림 2-27과 같은 형

태의 설계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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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휠체어 몸체 설계안

이 설계안은 좌우에 각각 두 개씩의 기둥을 설치하여 모두 4곳의 결합부에서 좌석

을 매달게 되는 형태이다. 선행 신체 치수 연구에서 도출된 좌석 상하 조절 범위를 

만족시키도록 결합부를 배치하였다(그림 2-28). 앞 결합부와 뒤 결합부 공히 1.5 cm

씩 9단계로 총 13.5 cm의 조절폭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

울기를 구현할 수 있다. 설계상으로는 뒤로 43.10°, 앞으로 23.21°까지 기울일 수 있

다.

그림 2-28. Frontal/Rear 좌석높이 조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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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축틀 설계 조건

주축틀은 양 추진바퀴와 결합하는 것으로서 몸체의 핵심 구조이다(그림 2-26). 이 

주축틀의 설계 치수 조건은 장착될 추진바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할 추진바퀴의 

종류와 크기 및 기울기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상  표 제  품  명 바퀴 크기(inch)

TiLite bb 20, 22, 24, 25, 26

Cyclone
TI Breaker 24, 25, 26
4 Tennis Elite 24, 25, 27

Quickie
Match Point 24(540, 559 mm), 26
Ti Match Point 24(540, 559 mm), 26

Okle KY775L 25.6

Invacare
Top End Transformer 22, 24, 25, 26, 700C
Top End T-5 Tennis Elite 24, 25, 26, 700C
Top End T-5 Tennis Elite Titanium 24, 25, 26, 700C

Force(MiKi) Smash 24, 25, 26, 27
BMWC Al. Wheelchairs 24, 25, 26

Colours
Xtreme 20, 22, 24, 25, 26
Xtreme-Pro 20, 22, 24, 25, 26

Meyra Profi 3T 24, 26

RGK
Grand Slam tgs245 25
Grand Slam tgs206 700C
Grand Slam tgs209 27

표 2-9. 테니스 휠체어 주요 제품에 적용 가능한 추진바퀴 크기

2.4.1. 추진바퀴 크기

테니스 휠체어에서는 24 , 25 및 26 inch가 주종이다(표 2-9). 26 inch의 경우에는 

1.77 m 이상의 키를 가진 선수에게 권장된다고 하지만[33] 현재 국내 선수들은 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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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26 inch의 바퀴의 사용이 많았다. 본 연구 휠체어도 24 , 25 및 26 inch의 

범위에서 추진바퀴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2.4.2. 추진바퀴 기울기(camber)

추진바퀴의 기울기는 그림 2-29에서처럼 아래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기울

기가 클수록 회전이 용이해진다. 그렇다고 기울기를 무작정 크게 할 수도 없다. 바퀴

가 너무 커지고, 질량도 커지고 차지하는 면적도 넓어지고 직진성은 불량해진다. 직진

성이 불량해지는 이유는 기울기가 0°일 때보다 접지면이 넓어져서 구름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각도를 선택하는 것이 해답이다. 안정감과 

회전의 용이성을 따졌을 때 현재 가장 권장되는 기울기는 20°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33].

그림 2-29. 바퀴 기움[34]

또한 기운 형태는 충격흡수도 일부 담당한다. 수직 충격의 일부를 기움에 의한 모

멘트로 일부 전환하므로 그만큼 수직 충격은 감소한다.

기운 형태는 생체역학적으로 우수한 조작성도 제공한다. 기울기가 클수록 생체가 

바퀴를 회전시키는 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0]. 상지가 평행하게 앞으로 밀어

내리는 힘보다 약간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리는 것의 생체역학 효율이 더 좋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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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같은 실험에서 직진 속력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주행 경기에

서는 기울기를 무작정 키우는 것은 불리하지만 방향 전환까지 해야 하는 활동에서는 

직진성을 일부 포기하고 타협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주요 제품들은 최대 22°까지 채용하고 있다(표 2-10).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이며 국내 설문에서의 선호도와 실측에 의거하여 19~21°를 기울기 범위

로 삼았다.

상  표 제  품  명 기  울  기  (°)

Eagle Eagle XCHANGE 2-18
TiLite bb 0, 2, 4, 6, 8, 12, 15, 18

Cyclone
TI Breaker 14-28
4 Tennis Elite unlimited

Quickie
Match Point 16, 20
Ti Match Point 16, 20

Invacare
Top End Transformer 0, 3, 6, 9. 12, 15, 18, 20
Top End T-5 Tennis Elite 15, 18, 20
Top End T-5 Tennis Elite Titanium 15, 18, 20

Force(MiKi) Smash 14, 16, 18, 20, 22
BMWC Al. Wheelchairs 6, 9, 12, 15

Colours
Xtreme 0~16
Xtreme-Pro 0~17

Meyra Profi 3T 8, 11, 16, 19

RGK
Grand Slam tgs245 22
Grand Slam tgs206 15
Grand Slam tgs209 20

표 2-10. 테니스 휠체어 주요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울기

   

2.4.3. 주축틀 높이(몸체 높이)

바퀴 기울기가 0°인 일반 휠체어의 경우에는 추진바퀴의 크기만 고려하면 되지만, 

기울기가 0°보다 큰 고활동성 휠체어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바퀴를 시상면에 투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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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허브의 폭까지 고려해야 주축틀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그림 

2-30).

그림 2-30. 추진바퀴 치수에 따른 몸체 설계 조건

주축틀의 높이(Axle Height) A.H는 다음의 수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cosC×
wheel size sinC×W 식 2-2

위 식의 변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절형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추진바퀴의 크

기 선택 범위, 추진바퀴 기울기 선택 범위, 허브 폭 선택 범위까지 고려해야 몸체 주

축틀이 추진바퀴와 만나는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큰 추진바퀴를 쓸 경우에는 주축틀이 높아져야 하고, 기울기를 크게 주거나 허브 

폭이 크다면 주축틀은 낮아져야 한다. 따라서 선택 범위 중 가장 큰 바퀴와 가장 작

은 기울기와 가장 작은 허브 폭의 조합을 통해 가장 높은 주축틀 조건을 결정하고, 

가장 작은 바퀴와 가장 큰 기울기와 가장 큰 허브 폭의 조합을 통해 가장 낮은 주축

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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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퀴 크기의 범위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포함할 수 있는 24~26 inch로 하였

다. 24 inch는 600A라고도 표기되는데 600 mm라는 의미이고, 26 inch는 650A라고도 

표기되는데 역시 650 mm라는 의미이다. 해당 제품을 실측하니 약 64 cm에 해당되었

다(하중을 부가하여 압축되는 경우에는 63 cm). 추진바퀴 기울기는 가장 많은 사용

자가 선택하는 19~21°의 범위로 하였다. 허브 폭을 조사하여 선택한 범위는 

7.3~9.4 cm였다. 따라서, 26 inch, 19°, 7.3 cm의 허브일 때 주축틀이 가장 높게 되

며, 반대로 24 inch, 21°, 9.4 cm의 허브일 때 주축틀이 가장 낮게 된다.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최고 : cos×
cm cos×

cm ≈cm

최저 : cos×
cm cos×

cm ≈cm

이 결과대로 주축틀(axle housing) 삽입부의 중앙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6.32~29.07 cm(±1.375 cm)의 범위에서 변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몸체를 설

계하고 제작하면 크기가 24~26 inch이고 허브 폭이 7.3~9.4 cm인 추진바퀴를 

19~21°의 기울기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되는 것이다.

휠체어의 몸체는 앞 캐스터 결합부를 조절하면 앞부분의 높이가 조절된다. 따라서 

주축틀의 가장 낮은 높이와 캐스터를 가장 짧게 연결한 높이가 26.32 cm로 같아야 

한다. 또한 앞뒤 캐스터의 높이 조절부가 최소한 2.75 cm의 높이 변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캐스터의 조립 최저 높이는 캐스터 결합부로부터 주축틀 삽입부 

중앙점까지의 높이다. 가장 낮을 때인 26.32 cm에서 캐스터 조립 최저 높이를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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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주축틀 폭

체육 휠체어에서 추진바퀴를 기울여 장착하게 되면 아래는 벌어지고 위는 좁아지게 

된다. 이때 추진바퀴의 맨 꼭대기, 12시 위치인 Top dead point(TDP)에서 가장 좁아

진다. 이렇게 좁아지는 TDP 간 폭이 탑승자가 조작하기 적당한 폭이 되도록 해야 한

다. 이를 고려하여 주축틀의 폭을 결정하게 된다.

TDP 간 폭은 조절 대상이 아니며 탑승자 신체 치수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필요

한 TDP 간 폭에 따른 주축틀의 폭을 계산하는 것은 위에서 주축틀의 높이를 계산했

던 것과 유사하다. 추축틀 삽입부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바퀴 위쪽이 안쪽으로 얼마나 

좁아지는지를 계산하고 이의 배수를, 원하는 TDP 간 폭에 더해주면 된다.

TDP 간 폭×sinC×
wheel size cosC×W 식 2-3

2.5. 좌석과 등받이

2.5.1. 좌석

좌석에서 고려해야 할 치수는 좌석의 폭과 깊이 등이다.

좌석의 폭은 가능한 한 탑승자의 몸에 딱 맞을 정도로 최대한 좁은 치수가 좋다. 

일반적인 지침은 사용자 고관절 폭보다 1 inch 큰 정도로 하는 것이다. Invacare의 

Top End T-5 Tennis Elite와 Top End T-5 Tennis Elite Titanium은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배진 형태를 선택할 수 있기도 하다.

좌석의 깊이는 사용자의 대퇴의 길이에 따른다. 오금에서 좌석 경계까지가 적당한 

간격을 가지도록 하여 대퇴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일반 휠체어의 경우에는 이 간격이 2 inch 이하로 권장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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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용자 신체치수 연구 결과와 주요 제품별 좌석 사양을 참고하여 치수를 결

정하였다(표 2-11).

상 표 제 품 명
폭

(inch)
깊이

(inch)
전고

(inch)
후고

(inch)
등받이

고(°)
등받이각

(°)

TiLite bb 12~20 14~20 17~21 13~21 8~20

Quickie
Match Point 12~20 10~20 16~21 13~21 9~20
Ti
Match Point

12~20 10~20 16~21 9~18

Okle KY775L 15 13.4

Invacare

Top End 
Transformer

12~20 12~20 16~21 15~21

Top End T-5 
Tennis Elite

12~20 14~18 16~21 13~23 8~20

Top End T-5 
Tennis Elite 
Titanium

12~20 14~18 16~21 13~23 8~20

Force
(MiKi)

Smash
90, 93, 
95, 98, 
100

BMWC
Al. 
Wheelchairs

13~18 14~18 6~18 65~105

Colours
Xtreme 10~18 12~18
Xtreme-Pro 10~18 12~18 8~20

ShangHai HHD-143 15.7 13.8 21.3

Meyra Profi 3T
11.8~

17.7
13.8~

17.7

RGK

Grand Slam 
tgs245

15.4 15.7 19.7 16.5 10.6

Grand Slam 
tgs206

15.7 19.7 20.9 20.9 9.1

Grand Slam 
tgs209

15 7.9 10.6

표 2-11. 테니스 휠체어 주요 제품별 좌석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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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새로이 결정한 것은 좌석이 몸체와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림 2-31은 

좌석 설계안으로서 왼쪽이 앞이다.

그림 2-31. 좌석 설계안

그림 2-32과 2-33에서 몸체와 결합하는 구조를 알 수 있다. 좌석과 몸체 사이에 

두 개의 결합 관련 부품을 고안하여 좌석 높이와 앞뒤 위치 및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휠체어 몸체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좌석의 형태가 매우 단순해졌다.

그림 2-32. 좌석과 몸체의 결합 구조

그림 2-33. 좌석 앞뒤 조절(상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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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등받이

등받이의 높이(그림 2-34)와 조절 범위는 선행 신체 치수 연구에서 도출된 것에 의

해 결정되었다. 좌석과의 각도 조절 방법을 설계안에서 새로이 결정하였다. 기존의 휠

체어들은 대부분 몇 가지의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좌석의 조절도 몇 

단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몇 단계의 기울기 조절로 충분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좌석은 좌석조절의 여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의 조절도 다양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나사(screw)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2-35).

그림 2-34. 등받이 높이 조절부

 

그림 2-35. 등받이 각도 조절부

2.6. 휠체어체계의 질량 조건과 다리받이 설계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또 하나의 사항은 추진 생체역학과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이 모두 좌석조절에 종속된다는 한계에 대한 대안이다. 새로운 설계안에서는 무릎 이

하를 자유롭게 접을 수 있도록 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이 종속관계를 느슨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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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질량중심의 위치 결정과 다리받이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은 추진바퀴축선 상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상적이다. 질량중심의 최종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좌석의 위치였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좌석을 조절하는 이유는 질량중심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것뿐

만이 아니라 굴림테 조작의 생체역학적 최적화도 있다. 지금까지의 기존 휠체어는 이 

두 가지 이유 간의 타협만이 해결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를 고안하였다. 이는 좌석

을 휠체어 몸체로부터 독립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릎 이하 하퇴를 안정화시키는 

다리받이가 구조적인 역할과 상관이 없어졌으므로, 원하는 대로 접을 수 있다. 무릎 

이하를 접고 펴게 되면 그만큼 질량중심을 옮길 수 있으며 좌석 위치와 상관없이 독

립적으로 질량중심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이것은 

좌석 위치, 질량중심, 추진 역학 간의 절대적인 종속관계를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주

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질량이 질량중심 쪽으로 집중되므로 질량관성모멘트가 작아지

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무릎의 각도를 변화시켰을 때 휠체어체계의 방향전환 능률이 변화하였다[21]. 이뿐

만 아니라 무게중심이 최대 38%나 이동하였고, 방향전환 속력이 40%까지 증가하였으

며 탑승자는 방향전환이 66% 정도까지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구름저항은 

21%까지 줄어들었고 추진바퀴의 접지력은 12% 증가한 결과가 나왔으며 수평면에서

의 관성질량모멘트도 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림 2-36, 2-37과 같이 전산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약 3 cm 정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 본 설계안에서 무릎 이하 다리받이의 무게 비중이 1/8 정도였고, [35]에 의하

면 무릎 이하의 체중 비율도 1/8이므로, 휠체어체계에서 체중심 위치의 변화량은 휠

체어만의 전산 시뮬레이션 해석에 근사하여 약 3 cm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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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하퇴부를 내려뜨린 상태의 질량중심 계산

그림 2-37. 하퇴부를 접은 상태의 질량중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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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계안을 따르면 탑승자는 추진 생체역학에 입각한 최적의 위치로 좌석을 옮긴 

후 하퇴부를 적당히 조절하여 질량중심 위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2.6.2. 하퇴접음 관절의 생체역학적 설계

다리받이가 접혀야 하므로 경첩관절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관절과 신체의 무릎 

관절은 일치하게 놓여지지 않는다(그림 2-38). 즉 기하학적으로 나란히 접힐 수 있도

록 동심원을 그릴 수가 없다. 이는 접는 과정에서 발판과 발의 결속에 문제를 일으킨

다.

그림 2-38. 무릎관절과 다리받이 관절의 불일치

그림 2-39를 보면 다리받이가 접힐수록 발판과 발은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발판과 

발이 이격되는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4절 연쇄 기구를 적용하였다. 일정한 각도 범위 

내에서는 다리받이가 접힐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설계이다(그림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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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무릎-휠체어관절 궤적 차이.

실선원은 휠체어 발판의 궤적,

점선원은 하퇴의 궤적

      
그림 2-40. 4절 연쇄 관절

이 기구 설계로 인해 다리받이를 접으면 경첩으로부터 발판까지의 기능적 길이

(functional length)가 약 2.2 cm까지 짧아졌다. 이는 발과 발판의 결착을 공고히 해주

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발판에 발뒤꿈치를 고정해야 한다. 대퇴가 띠로 고정

되고 발뒤꿈치가 고정되면 하퇴부의 자유도가 사라져 견고하게 고정되지만, 발 앞을 

고정하고 발뒤꿈치를 허공에 놓으면 발뒤꿈치가 아래로 꺼지는 움직임이 가능해져 잘 

고정되지 않게 된다. 불완전마비 상태의 척수장애인은 하체의 근력이 살아있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 발바닥을 견고히 받쳐주지 않으면 그 근력이 허공에서 작용하는 결과

가 되어 더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발판과 발에 이격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다리받이의 관절부 설계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한다.

2.6.3. 다리받이 고정부

다리받이의 각도가 무단계로 조절될 수 있도록 고정부를 설계하였다. 편심식 두께 

변화를 이용하여 조이는 방식으로, 다리받이가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41은 이 고정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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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다리받이 고정부

  

2.7. 전체 설계의 완성

2.7.1. 사양 및 제원

이상의 조건들과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휠체어 시작품을 만들기 위한 최종 설계의 

기본적인 제원과 사양을 정하였다(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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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계 사양 및 제원

몸 체  추진바퀴 - 앞 캐스터 결합부 47 cm

좌  석

 앞뒤 조절

 수직 조절

 기울기 조절 : 앞뒤와 수직 조절의 조합
*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

등  받  이
 높이 조절

 기울기 조절 : 나사 방식으로 무단계

다 리 받 이  약 45°까지 무단계로 접힘

추 진 바 퀴  기울기(camber) : 19~21°

캐스터(caster)
 앞 2개
 뒤 1개

기  타

 추진바퀴와 방석, 등받이 제외하고 8 kg 이내
 양다리 분리형 다리받이 선택 가능

 정면 완충부(bumper) 선택 장착 가능

표 2-12. 시작품 휠체어의 사양 및 제원

2.7.2. 선택 사양

두 다리가 모든 경우에서 대칭은 아니다. 다리 길이, 특별히 하퇴 길이가 차이가 나

는 경우도 있고, 마비와 기형의 차이가 다를 경우 이를 고정시키는 위치나 방법 등이 

양쪽 다리에서 달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발판을 둘로 나누어 양 

발을 다르게 고정시킬 수 있는 선택사양 다리받이를 함께 설계하였다. 그림 2-42는 

발판분리형 다리받이가 적용된 설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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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발판 분리형 다리받이

또한 정면 완충부(bumper)의 탈착이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2-43).

그림 2-43. 정면 완충부(bumper) 설계도

2.7.3. 최종 시안

이들 설계 요소들을 조합하고 시각적인 고려까지 더하여 완성된 설계 시안이 그림 

2-44이다. 휠체어 농구 등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앞 범퍼를 장착한 상태의 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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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휠체어 개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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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작품 제작 및 검증

그림 2-45는 본 설계안의 시작품이다. 제작된 휠체어 시작품은 19°의 기울기에 

‘25-590’(mm) 치수의 추진바퀴를 장착하였다. 추진바퀴는 내통식 타이어였으며 비

교차식 방사형 바퀴살 형태였다.

그림 2-45. 휠체어 개발 시작품

2.8.1. 시작품 성능 시험

휠체어 시험 공인 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시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휠체어 시험법 체계는 일상용 휠체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본 휠체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정하중 시험, 충격 시험, 내부식성 

시험,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필요한 미는 힘 측정 등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은 KS 

P 6113 수동 휠체어 심사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다(그림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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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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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하중을 몸체의 기저부, 기둥부, 등받이부 등에 적용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만

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그림 2-47).

그림 2-47. 정하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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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시험은 기저부의 정면과 등받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그림 2-48).

그림 2-48. 충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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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휠체어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6001의 내부식성은 나흘에 걸쳐서 시험하였다

(그림 2-49).

그림 2-49. 내부식성 시험

휠체어체계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까지 필요한 힘을 hand-held 다이나모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2-50, 표 2-13). 이를 통해 휠체어체계 운동에 대해 저

항하는 구름저항, 베어링저항 등의 내부 힘 요소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림 2-50.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까지 필요한 미는 힘 시험



- 68 -

미는 힘(kgf)

1차 0.85
2차 0.87
3차 0.86

표 2-13. 미는 힘 측정치

2.8.2. 좌석조절사양 검증

시작품은 설계를 100% 똑같이 구현하지는 못하였다. 현장의 제작 기술 문제로 못 

구현한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수정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제작된 시작품을 실

측하여 좌석조절부를 역설계(그림 2-51)하였고 이렇게 추출된 치수를 토대로 좌석조

절 사양이 재정리되었다.

그림 2-51. 시작품의 좌석조절부 역설계 치수

좌석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부가 앞과 뒤에 1.5 cm 간격으로 각각 9단계씩 

있어서 총 12 cm의 조절이 가능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기울기도 조절이 가능하다.

다만, 평행하게 놓여있지 않으므로 매 조합마다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다. 앞뒤 조절

부의 각 쌍을 제 짝에 맞게 연결하는 기본 기울기로 하기로 하면, 맨 위가 2°, 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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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4.6°가 되고 높낮이 조절은 모두 9단계가 된다. 뒤쪽의 하나 아래 조절구와 쌍

을 이루기로 하면, 맨 위가 6.3°, 맨 아래가 7.9°가 되고 높낮이 조절은 모두 8단계가 

된다. 뒤쪽의 둘 아래 조절구와 쌍을 이루기로 하면, 맨 위가 10.6°, 맨 아래가 11.4°

가 되고 높낮이 조절은 모두 7단계가 된다. 뒤쪽의 셋 아래 조절구와 쌍을 이루기로 

하면, 맨 위가 14.8°, 맨 아래가 14.9°가 되고 높낮이 조절은 모두 6단계가 되는 등이

다. 표 2-14에 좌석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기울기를 정리

해놓았다.

뒷열

앞열
9 8 7 6 5 4 3 2 1

9 2.0 6.3 10.6 14.8 18.9 22.9 26.7 30.3 33.7

8 ― 2.4 6.6 10.7 14.8 18.8 22.7 26.4 29.9

7 ― ― 2.7 6.8 10.9 14.8 18.7 22.5 26.1

6 ― ― ― 3.1 7.1 11.0 14.9 18.7 22.3

5 ― ― ― ― 3.4 7.3 11.1 14.9 18.6

4 ― ― ― ― ― 3.7 7.5 11.2 14.9

3 ― ― ― ― ― 0.4 4.0 7.7 11.4

2 ― ― ― ― ― ― 0.7 4.3 7.9

1 ― ― ― ― ― ― ― 1.1 4.6

표 2-14. 좌석 기울기 조절 조합(1~9까지의 번호는 조절구 아래로부터의 순서)

좌석의 앞뒤 위치는 1 c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좌석이 기울어진 직선을 

따라 조절되므로 정확한 수평 이동은 아니다. 앞뒤로 1 cm 조절할 때마다 실제 이동 

상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결정된다.

수평 오차 cm 앞뒤 조절량 cm×cos 식 2-4

수직 오차 cm 앞뒤 조절량 cm×sin 식 2-5



- 70 -

수직 오차의 경우, 좌석 기울기의 최대값이 약 30°이므로 약 0.5 cm까지의 값을 

가지게 된다. 실제 휠체어 사용 시에는 좌석 구조에 현가된 편직물 지지대 위로 최소 

5 cm 이상의 완충 방석을 깔고 사용하기 때문에 0.5 cm의 오차는 체감하기 힘든 수

치이다.

그리고 설계상 좌석의 높이 조절부가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좌석의 앞뒤 위치가 앞에 있는 높이 조절부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좌석 높이 

조절 시에 아래의 식과 같이 앞뒤 위치 변동이 발생한다. 즉 아래의 식과 같이, 앞 높

이 조절부에서 한 단계 조절하면 앞뒤로 0.68 cm의 변동이 생긴다.

 cm×sin≈ cm

따라서 높이를 조절할 때마다 앞뒤 위치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앞 높이 조절부에서 

올리면 앞으로 보정하고 내리면 반대로 좌석을 뒤로 옮겨야 한다. 정리하면 아래 표 

2-15와 같다. 높이 조절 시에 이를 참고하면 원하지 않는 앞뒤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높이 조절 단계 수 앞뒤 변동 계산값(cm) 앞뒤 보정 단계 수

1 0.68 1

2 1.36 1

3 2.04 2

4 2.72 3

5 3.4 3

6 4.09 4

7 4.77 5

8 5.45 5

표 2-15. 높이 조절 시 앞뒤 위치 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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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양 검증을 통해 좌석을 수직과 앞뒤와 기울기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매

우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8.3. 하퇴접음 기능의 질량중심위치조절 사양 검증

시작품을 직접 측정한 결과, 다리받이는 약 35°의 범위에서 접을 수 있었다. 하퇴

접음 기능에 의해,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이 설계과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정도로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38%나 이동하였다는 보고가 있었

지만 무릎을 수평으로 완전히 신전시킨 경우이므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21].

이 검증을 위해서 두 개의 힘판(AMTI, U.S.A)이 사용되었다. 고활동성으로 개발된 

시작품 휠체어는 추진바퀴가 기울어져 있어서 기저면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힘판 

한 개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두 개의 힘판을 사용하되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앞

과 뒤의 바퀴 각각의 지지점과 그 수직 하중 크기를 측정하면 무게중심의 위치를 식 

2-1처럼 계산할 수 있다. 하나의 힘판에 양쪽 바퀴가 함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칭을 전제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바퀴 하나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계산하였다.

체중이 각각 다른, 휠체어 사용 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였다. 피험자마다 

본인에게 익숙한 위치로 좌석을 조절한 후, 한 번은 하퇴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일반

적인 무릎 상태로, 또 한 번은 무릎을 최대한 접은 상태로 하여 힘판 위에서 무게중

심을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어깨와 팔꿈치 모두 직각으로 놓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

도록 하였다.

측정 결과는 표 2-16와 같았다. 추진바퀴축 위치를 0으로 하고 앞쪽을 양으로 하였

을 때, 평균 약 6 cm 뒤로 질량중심이 이동하였다. 이는 설계 시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것보다 2배 더 큰 효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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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체중(kg) 하퇴수직(mm) 하퇴접음(mm) 차이(mm)

1 62 0 -47.506 -47.506
2 73 -31.143 -93.387 -62.245
3 56 -10.096 -115.751 -105.656
4 36 72.723 35.035 -37.688

평균 ― ― ―
-63.274

(±30.003)

표 2-16. 하퇴접음에 의한 휠체어체계 질량중심의 위치 변화

그림 3-52는 각 피험자마다 하퇴를 접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CoM 위치 차이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52. 하퇴를 내려뜨렸을 때와 접었을 때의 CoM 차이

본 연구를 통해 테니스용 성능 기준으로 새로 개발된 고활동성 휠체어는, 모든 방

향에 대해 독립적으로 좌석을 조절 가능하게 하였고, 조절폭도 1~1.5 cm 단위로 세밀

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다리받이의 접는 기능을 통해 탑승자 위치의 변화없이 

약 6(±3) cm 범위에서 질량중심 앞뒤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위치의 종속관계를 부분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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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퇴접음 기능을 통한

질량중심과 추진 생체역학 종속성 연구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위치 간의 고착된 종속관계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휠체어의 

개발로 기존 종속관계의 영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고안과 실험이 가능해졌다. 질량중

심의 독립적 앞뒤 이동이 전산 시뮬레이션에서 약 3 cm,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약 

6 cm가 가능했다. 이러한 질량중심 이동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방식대로 좌석을 이동

하였을 경우의 탑승자 위치 변화가 휠체어 추진 생체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종속관계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탑승자의 위치변화 없이 질량중심 위치만 이동시켰을 때의 방향전환회전운동 

특성을 관찰함으로 해서 탑승자 위치 변화가 휠체어체계의 방향전환회전운동에 있어

서 생체역학적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3.1. 질량중심과 탑승자 위치 관계 및 구름저항

3.1.1. 하퇴접음 방식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휠체어는 좌석을 이동하지 않은 채로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을 

약 6 cm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를 그림 3-1처럼 나타냈을 때, 휠체어체계 질량

중심의 위치는 하퇴부를 내려뜨리고 접은 각 경우에서 식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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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개발된 휠체어와 탑승자 합일체의 질량중심 관계. 

WT ; 휠체어체계 질량중심, WB ; 하퇴와 다리받이를 제외한 

휠체어체계 질량중심, Wb ; 하퇴와 다리받이의 질량중심.

변수 명명

 하퇴부를 내려뜨린 상태에서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하퇴부를 내려뜨린 상태에서 하퇴부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하퇴부를 접었을 때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하퇴부를 접었을 때 하퇴부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하퇴부를 제외한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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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휠체어체계 질량중심 위치 변화 6 cm는 다음 식 3-2처럼 나타낼 수 있다.

    

 
 

∵ 

식 3-2

또한 휠체어체계 질량중심을 6 cm 이동시키기 위해 하퇴부의 질량중심을 얼마나 

이동시켜야 하는지 식 3-3을 통해 알 수 있다.

   


식 3-3

휠체어 전체 질량에 대해 다리받이 질량이 1/8이고, 인체에서 하퇴의 질량도 1/8에 

해당하므로[35], ≈ 이 된다. 따라서 휠체어체계 질량중심을 6 cm 이동시키

기 위해서는 하퇴부의 질량중심을 약 48 cm 이동시키면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휠

체어의 다리받이는 무릎에서 접는 회전식이므로 하퇴부의 질량중심이 약 48 cm를 이

동하는 결과가 되도록 접으면 된다.

3.1.2. 기존 방식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과 탑승자 위치 관계

기존의 휠체어체계에서 동일한 질량중심 이동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좌석을 얼마나 

이동시켜야 하는지는 그림 3-2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 3-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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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존 휠체어와 탑승자 합일체의 무게중심 관계.

WT ; 휠체어체계 질량중심, Wr s ; 탑승자와 좌석의 질량중

심, Wf ; 바퀴를 포함한 휠체어 나머지 몸체의 질량중심.

변수 명명

 탑승자 위치가 앞쪽일 때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탑승자 위치가 앞쪽일 때 탑승자와 좌석 합일체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탑승자 위치가 뒤쪽일 때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탑승자 위치가 뒤쪽일 때 탑승자와 좌석 합일체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바퀴를 포함한 휠체어 나머지 몸체의 질량중심 앞뒤 위치

  

   

  

   

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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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발된 휠체어에서 구현한 질량중심 위치 변화 6 cm를 적용하면 다음 식 

3-5처럼 나타낼 수 있다.

    

   
 

∵  

식 3-5

따라서 휠체어체계 질량중심을 앞뒤로 6 cm 이동시키기 위해 탑승자와 함께 좌석

을 얼마나 이동시켜야 하는지 식 3-6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식 3-6

탑승자 질량이 60 kg이고 휠체어 좌석부가 4 kg, 휠체어의 나머지가 6 kg인 경우를 

예로 들면 식 3-6에서  ≈ 이 된다. 이 경우에 휠체어체계 질량중심을 

6 cm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좌석을 6.6 cm 이동시켜야 한다. 이처럼 기존의 휠체어에

서는 좌석 이동량이 휠체어체계 질량중심의 이동량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종

속되어 있다. 탑승자의 질량이 클수록 식 3-6에서  이 1에 가까워지므로 그 

종속관계가 더욱 직접적이다.

3.1.3. 질량중심과 구름저항

개발된 휠체어를 기준으로 구름저항 관계식을 살펴보았다. 구름저항은 바퀴와 지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마찰력과 마찬가지로 접지면에 작용하는 하중에 비례하며

[23], 매 경우마다 다른 구름저항계수를 가진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휠체어체계의 질량 는 추진바퀴와 앞 캐스터에 각각 

와 로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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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추진바퀴와 앞 캐스터에 분배된 휠체어체계 질량

변수 명명

 휠체어체계의 질량

 휠체어체계의 질량 중 추진바퀴에 분배된 하중

 휠체어체계의 질량 중 앞 캐스터에 분배된 하중

 추진바퀴 축에서 앞 캐스터 축까지의 거리

 추진바퀴 축으로부터 휠체어체계의 질량까지의 수평거리

 전체 구름저항

 추진바퀴 구름저항

 앞 캐스터 구름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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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분배비는 질량중심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정적평형에 의한 분배비는 식 

3-7과 같다.

   식 3-7

   이므로 식 3-7에 의해,

  



∴ 




식 3-8

마찬가지로,

  

 식 3-9

추진바퀴와 앞 캐스터의 구름저항계수를 각각 와 라고 하면, 전체 구름저항 

은 식 3-10과 같다.

  ×

 ×




 

식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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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8과 3-9에 의해,

 


 



 


 



식 3-11

휠체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므로,

 ≤ ≤ 식 3-12

즉, 가 작을수록(휠체어체계 무게중심이 추진바퀴 축에 가까울수록) 구름저항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된 휠체어는 성능시험에서 구름저항과 베어링저항 등을 포함한 총 저항이 정지 

상태에서 약 8.43 N이었다(표 2-13).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구름저항이라고 하

였으므로[22] 이에 근사하도록 구름저항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보았다.

개발된 휠체어의 하퇴접음 성능의 측정 결과 중 피험자 4의 경우를 참고하여, 체중

은 70 kg, 휠체어 질량 13 kg,   47 cm,  0.005로 하였다. 구름저항계수는 바퀴 

직경과 타이어 경성에 반비례하는데[22] 사용된 캐스터가 추진바퀴보다 약 8배 작았

고 더 단단한 통짜(solid) 타이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캐스터의 구름저항

계수를  0.03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하퇴를 내려뜨린 경우의 구름저

항은 다음과 같다.

××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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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퇴를 접어 질량중심이 3 cm 이동한 경우의 구름저항은 다음과 같다.

××


×


×≈ N

기존 휠체어와 같이 하퇴를 내려뜨리고 탄 경우에 비해 18%인 1.3 N만큼 추진력이 

덜 손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6 cm의 질량중심 이동을 적용하면,

××


×


×≈ N

이 구름저항이 되어 차이가 37%인 2.6 N이었다.

만일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이 추진바퀴축 위에 얹혔다면,

××≈ N

이 된다.

하퇴접음 방식과 기존 방식 휠체어의 질량중심 위치식과 구름저항 관계식을 질량중

심을 매개로 전개하면 다음 식 3-13과 같다. 이는 동일한 질량중심 위치를 얻는 조건

식이다.



  


   
 

  


식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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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탑승자 위치와 추진 생체역학 관계 실험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휠체어에서는 탑승자의 위치를 조절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약 

6 cm 범위에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탑승자 위치의 

조절없이 구름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휠체어에서 구름저항을 조절

하기 위해서는 좌석 이동을 통해 탑승자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 위치 이동량은 원하

는 무게중심 이동량과 거의 같았다. 선행 연구들이 보고한 것과 같이 탑승자의 위치

가 바뀌면 추진 생체역학에 변화가 오게 된다. 즉, 기존 휠체어에서는 구름저항과 추

진 생체역학 간의 종속관계가 견고하다. 개발된 휠체어를 기준으로 이 종속관계가 어

느 수준인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좌석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추진 생체역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변량으로는 

속력, 추진빈도, 추진각도, 추진시간, 근육 활성도, 최대 돌림힘, 평균 돌림힘, 돌림힘 

증가율, 대사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량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고안되고 실험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속력을 최대하 범위에서 고정, 통제시키는 방법이다. [6, 9, 10, 

27, 36]에서는 주어진 부하에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실험을 통해서 변량

들을 추출하였다. 요구된 속력은 0.55, 0.83, 0.9, 1, 1.11, 1.39, 1.4 그리고 1.8 m/s 등

이었다. [9]에서는 특정 부하에서 최대 속력을 확인한 후 이의 60%에 해당하는 속력

을 유지하도록 실험하였다. 디지털 속력계를 통해 지정된 속력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킨 실험도 있었다[37]. 속력이 아닌 추진 빈도를 메트로놈으로 통제시킨 실험도 

있었는데 [38]의 실험이 그것이다. 나머지 연구들은 피험자 자신의 편한 속력을 유지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렇게 속력을 통제한 후 운동형상 측정, 대사량 측정 등을 시도

하였다.

[36]의 실험에서는 0.17, 0.25, 0.33 그리고 0.44 W/kgTW(피험자+휠체어)가 부하로 

주어졌다. [9]와 [38]의 실험에서는 구름원통에 쇠로 된 고리를 추가하면서 질량관성

모멘트를 조절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10]에서는 타일 

바닥에서 굴리는 수준의 부하라고 하였을 뿐, 역시 수치 제시는 없었다. [6]에서도 역

시 부하에 대해 분명한 수치 제시는 없었다. [27]에서는 트레드밀 위를 일정하게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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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뒤로 끄는 하중을 단계적으로 부가해가며 실험하였다. 이 

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이를 통해 계산한 일률만 제시하였다. [39]에서는 

휠체어를 평지에서 실제로 굴리면서 휠체어와 피험자의 무게(TW)만을 직접 부하로 

적용하였다. 나머지 연구들도 부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피험자마다의 최대 속력을 요구하여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10]에서는 속력 통제 

방법 중 한 가지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 후 최대 가속을 통해 최대 속력 얻기를 사용

하였다.

운동 측정 실험으로 대표적인 Wingate Anaerobic Test (WAnT) 역시 최대 속력을 

이용한다. 1974년에 이스라엘의 Wingate라는 지역에 있는 Wingate 연구소에서 개발

하고 발전시켜 온 것으로, 자전거 형태의 운동 실험 장비인 에르고미터를 사용하여 

peak anaerobic power, mean anaerobic power 그리고 percent fatigue 등을 도출하

는 실험 방법이다[40]. 처음 개발된 때보다 실험 장비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실험 

방법에 대한 기술도 더욱 세밀해졌다. [40]에 기술된 것을 보면, 피험자는 우선 5분 

동안의 예열 운동을 하도록 한다. 계획된 실험 부하의 20%만 부가한 채로 

60~70 rpm을 유지해야 한다. 5분 중 3분 째의 마지막 5초와 5분 째의 마지막 5초 동

안은 부하를 제거한 무부하 상태로 진행하면서 최대 속력을 내도록 하고 그 속력을 

측정한다. 1분 동안 휴식 후 피험자는 무부하 상태로 출발하여 최대 가속을 통해 최

대 속력을 내는 것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실험 진행자는 30초 동안 진행되는 운동 내

내 구두로 다그친다. 출발 후, 예열 운동에서 이미 측정된 최대 속력의 75%에 이르

면, 준비된 부하인 5.13 J/(pedal revolution)/(kg body mass)를 갑자기 부가하고, 피험

자는 가능한 한 빠른 속력을 내도록 해야 한다. 페달 회전은 0.025바퀴마다 감지되고 

1초마다 기록된다. 여기서 최대 일률의 정의는 기록된 돌림힘 중 5초 동안 유지된 최

대값을 상정하여 계산한다. 평균 일률의 정의는 30초 동안 얻어진 값의 평균이다. 피

로지수는 5초 동안 유지된 최소값을 최대 일률로 나눈 것이다.

WAnT가 에르고미터를 사용한 anaerobic 운동 실험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필요에 

따른 변형 방법도 많이 나타났다. WAnT가 개발되고 10년쯤 후인 1983년, [41]에서

는 팔로 돌리는 에르고미터에 맞는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발표하면서, 발로 돌릴 때

와는 달리, 남자의 경우, 3.52 J/(pedal revolution)/(kg body mass), 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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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J/(pedal revolution)/(kg body mass)의 부하를 적용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였

다. [42]에서는 WAnT에서 운동 시간으로 제시한 30초를 20초로 줄여도 타당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anaerobic 운동을 다루는 WAnT처럼 aerobic 연구를 위해 Astrand Treadmill Test 

등 많은 실험 방법들이 있다. [43]에서는 휠체어 경주에 대한 aerobic 연구를 하면서 

3.6 m/s로부터 시작하여 5분씩 속력을 유지하되 5분간 휴식 후 0.9 m/s씩 늘려가기를 

반복하여 5분간 해당 속력을 유지하지 못할 때까지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한 바 있

다. aerobic에 관련한 연구는 산소 소모량 등의 대사량 측정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달리 척수 장애인의 휠체어 운동에 대해서는 산소 소모도 등과 관련한 측

정값이 의미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9, 44]. 아직 휠체어 관련 연구에 적절한 aerobic 

실험 방법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휠체어의 좌석과 추진바퀴 간 

상대위치 관계가 추진 생체역학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

들에는 여전히 실험 방법 상 제한 사항들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36]과 [9]를 제외하

고는 모두 일상생활용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어서 체육용 등의 고활동성 휠체

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6]에서도 농구형 휠체어를 사용하기는 하

였으나 바퀴 기울기가 2°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일상용 휠체어였다. [9]에서 대상으

로 삼은 휠체어도 주로(track) 종목에 특화된 휠체어였다. [10]에서는 통제되는 일관

된 규칙이 없이 형성된 피험자 개인 취향의 좌석, 바퀴 간의 위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론에 비약이 있을 수 있다. [27]에서는 피험자의 신체 조건은 무

시하고 휠체어의 기본 설정을 획일적인 기준 위치로 삼았다. 앞뒤 거리가 1.2 cm 차

이가 나는 단 2가지의 위치로 좌석을 조절하며 실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좌석 기울기

가 종속되어 변화하였다. [39]에서도 피험자의 신체 조건은 무시하고 실험용 휠체어

에 설정된 좌석과 바퀴 간의 위치 관계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이 과

정에서 좌석이 아닌 추진바퀴 위치를 조절하면서 휠체어 구조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좌석의 기울기가 10° 범위에서 종속되어 변화하였다. [12]에서도 피험자의 신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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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휠체어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삼고 바퀴 위치를 조절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피험자의 신체 치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좌석과 바퀴 간의 위치

를 획일적으로 조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추진바퀴와 좌석 간 상대위치 조절

도 휠체어의 구조적인 제한 때문에 좌석각 등과 종속되어 버렸다. 일부 연구는 장애

가 전혀 변인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

었으며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를 따로 분류하지 않거나 소아마비, 하반신마비 그리고 

절단을 모두 묶어서 분석한 것도 있는 등 피험자의 모집단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섞어서 분석한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SmartWheel (Three Rivers Holdings LLC, U.S.A)과 같이 손의 힘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구름원통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추진바퀴와 구름

원통 사이의 구름저항 등에 의해 상쇄된 힘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로, 좌석의 앞뒤 위치를 독립적으로 조

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작품 휠체어를 이용하여, 좌석의 앞뒤 위치를 일정한 간격

으로 조절하면서 추진 생체역학 변량들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일정한 간격은 다리받

이를 접어서 얻은 무게 중심 이동 거리이다. 전산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3 cm 단위

로, 측정에서 도출된 6 cm 범위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휠체어 동작은 골반을 기원

으로 하는 체간의 모멘트로부터 시작되어 굴림테에 작용하는 손에서 완성된다. 따라

서 최종적인 손의 궤적과 추진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가장 중요한 변량으로 삼았

다.

3.2.1. 실험방법

3.2.1.1. 피험자

실험은 2011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부 생체역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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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여할 피험자는 휠체어 사용 경험자로 하였다. 휠체어 사용에 익숙하게 몸

이 적응해 있어야 실험 중 관련 근육의 피로도 최소화될 것이고, 실험 중 휠체어에 

가해지는 조작에 대해서도, 경험에 입각하여 일정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활동성 휠체어 실험에 적합한 피험자로는 휠체어 테니스를 6개

월 이상 경험한 장애인을, 장애 종류를 불문하고 모집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자발적

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휠체어 추진 생체역학 실험들에 참여하게 된 피험자는 모두 다섯 명이었다

(표 3-1). 이 다섯 명 중 좌석 조절의 번거로움을 힘들어 한 피험자 2는 본 좌석 조

절 실험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릎을 구부릴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피험자 1은 3.5의 하

퇴접음 실험에서 제외되어서 실험 당 4명씩이 참여하게 되었다.

피험자마다 질환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며, 피험자 내 

(intra subject) 변량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성

별

나

이

(만) 키 병   력 구력

기존 

사용 

바퀴 

크기

기존 

좌석 

기울기

좌석과 

축 간 

익숙한 

기준 위치

1 남 31 168
오른 무릎 신전 고정 

7년째
3년 27 in 20° *F3B3A7

2 남 49 170 T5~6 완전마비 14년 25 in 21° F4B4A4

3 남 36 165
소아마비 양하지, 오른
쪽에 장하지보조기

3년 26 in 20° F4B4A4

4 남 47 177 T5 완전마비 15년 26 in 20° F3B3A4

5 여 35 145 T12 완전마비 6개월 25 in 20° F5B3A4

*F3 : 앞높이 아래에서 3단, B3 : 뒤높이 아래에서 3단, A4 : 앞에서 7단

표 3-1. 피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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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실험 장비

추진과 관련한 생체역학 변량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시작품 

실험용 휠체어가 돌림힘(torque)과 회전수가 측정되는 원통굴림식 트레드밀(treadmill) 

위에 고정되어 사용되었다. 휠체어를 굴리는 속력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속력계를 연결하여 피험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6개의 적외선 카메라로 이루

어진 3차원 동작 분석 장비를 통해 운동형상을 측정하였다.

돌림힘과 회전수가 측정되는 휠체어 트레드밀은 양쪽 바퀴 독립식 구름원통을 장착

하고 있어서 양쪽의 돌림힘이나 회전수를 따로 측정할 수 있었다(그림 3-4). 구름원

통의 축 연장부에 원반형 질량을 달아서 질량관성모멘트 I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하

를 조절할 수 있었다. 다만, 돌림힘으로 측정되는 값은 추진바퀴와 구름원통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름저항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보다 줄어든 것이다.

그림 3-4. 휠체어 트레드밀 구성도

속력계는 BC 509(Sigma, Germany)(그림 3-5)를 사용하였다. 속력계가 작동하는 

원리는 구름원통축의 적당한 원주면에 자석을 부착하고 자장이 충분히 미치는 가까운 

위치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1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감지하게 한 것이며 상용 제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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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 자석부착면원주×감지횟수시간 식 3-14

이렇게 계산되는 현재 속력을 액정화면에 출력하여 피험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 속력계 BC 509(Sigma, Germany)

실험에 사용한 동작분석 장비는 Vicon MX(Oxford, UK)로써 400만 화소의 근적외

선 카메라가 6대 연결되었다. 촬영 빈도는 초당 250회로 하였다.

3.2.1.3. 실험과정

우선 피험자의 몸에 Plug-in gait marker set의 상지 모델을 따라 적외선 반사 표식

을 붙였다(그림 3-6).

그림 3-6. Plug-in gait marker set을 기초로 한, 적외선 반사 표식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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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반사 표식은 휠체어의 주요 부위와 측정 장비에도 부착하였다. 휠체어의 추

진바퀴 축과 바퀴살 및 구름원통 부위에 부착하여 회전에 관련한 운동형상값을 획득

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용 시작품 휠체어의 좌석을 피험자에 맞추어 조절하였다. 장애 종류

와 수준에 따라 편하게 선호되는 자세가 달라서 기준 위치는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높은 척수장애의 경우에는 체간을 골반으로부터 똑바로 세워서 앉

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고 뒤로 많이 기울어진 자세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평상시 선호하는 자세가 되도록 좌석의 앞뒤를 조절하였다.

휠체어의 추진 역학은 어깨에서부터가 아니라 체간의 앞뒤 모멘트를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체간의 자세가 각기 다른 탑승자들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좌석 높이는 기준을 정하였다. 손바닥은 안쪽을 향하도록 하고 차렷 자세로 

팔을 곧장 떨어뜨렸을 때, 가운데 손가락의 끝마디뼈(distal phalanx) 높이에 추진바

퀴의 축 위에 붙인 반사 표식이 위치하도록 높이를 결정하였다. 이는 [6]에서 제안된 

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이때 팔의 수직 여부는 견봉(acromion) 표식과 손가락 표식이 

수직을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의 수직 여부 및 추진바퀴축과 끝마디뼈 높

이의 수평 여부는 LaserLine 743L309 (Otto Bock, Germany)(그림 3-7)에서 출력

되는 수직 및 수평조사선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3-7. LaserLine (Otto Bock,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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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위치 조절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 피험자별로 맞춰진 좌석에 앉힌다.

2. LaserLine의 수평조사선이 추진바퀴축을 지나도록 한다.

3. 팔을 곧장 떨어뜨리도록 하되 LaserLine의 수직조사선을 이용하여 견봉 표식과 

손가락 표식의 수직 여부를 확인한다.

4. 이때 추진바퀴축과 손가락의 끝마디뼈의 높이 차이를 실측한다. 이 차이를 적용

하여 좌석 높이를 재조절하고 이 높이를 기준 높이로 삼는다. 높이 조절 과정에

서 발생하는 앞뒤 위치 변동은 표 2-15를 참고하여 교정한다.

5. 휠체어 좌석을 기준 높이로 설정한 후 피험자가 기존에 익숙한 앞뒤 위치를 찾

아 맞추어준다.

기준 위치에서 앞뒤로 3 cm 씩 좌석을 옮겨서 추진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만, 피험

자들이 취하는 좌석 위치가 모두 비슷한 정도로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대개의 경

우에 조절부의 1, 4, 7단계를 취하게 되었다. 위치의 실험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하였

다.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OriginPro 8.5.0 SR1(U.S.A)의 무작위 함수 생성기를 이

용하였다.

좌석의 기준 위치가 결정되고 준비가 되면 WAnT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절

하게 수정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다이나모미터의 기본 부하

인 0.0344 Nms2를 적용하여 손으로 돌리는 에르고미터를 사용한 WAnT test에서 제

시한 부하에 근사하게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다이나모미터는 두 바퀴를 따로 측

정하므로 최종적으로 2배를 하였다(식 3-15).

×wheel propulsionkg body mass 식 3-15

실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 실험 중에 생기는 근육 피로 현상

의 영향이다. [45]에서는 30초 간 WAnT를 했을 때 성인 남성의 경우 10분은 쉬어야 

평균 일률이 94±1.3%까지 돌아온다고 했다. [46]에서는 10초씩 10번의 sub-max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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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고미터 운동을 시키면서 휴식 시간을 달리 줬을 때 회복 양상을 일률을 통해 연

구하였다. 20세를 전후한 남성들은 1분을 쉬었을 때 90% 가까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5분을 쉬었을 때는 거의 완전히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2]를 따라

서 WAnT 방법의 약식인 20초를 운동 시간으로 하였다. [6]에서도 20초 동안 휠체어

의 추진력을 측정한 바 있다. 속력은 측정된 최대 속력의 50%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측정 간 휴식은 [45]와 [46]를 참고하여 피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

로 7분을 상정하였다.

부하를 갑자기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WAnT의 원론적인 운동 방법을 따를 수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sub-maximal 

부하를 활용하였다. 3분 동안 저속인 1 km/h 정도의 속력으로 예열 운동을 한 후, 

“시작” 구령에 의해 가능한 한 빠르게 가속해서 10초 동안 최대 속력으로 굴리도록 

했다. 실험자는 속력 향상을 위해 구두로 다그쳤다. 이때 속력계에 나타난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10분을 휴식한 후 무작위로 좌석을 옮기며 실험을 진행했다. 옮겨진 좌석에 앉은 

피험자는 상체를 곧게 세우고 앉아 굴림테의 TDP에 손을 올려놓고 구두 신호를 기다

렸다. 실험자가 “시작”이라고 구령하면 최대한 빨리, 최대 속력의 50%에 도달하도록 

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유지하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휠체어의 경우에는 자

전거식 에르고미터와 달리 구동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단절되므로 속력의 변동량이 크

기 때문이다. 지정 속력 이하로 내려간 횟수가 3번을 초과하면 실패를 선언하고 7분

의 휴식 후 재개하였다. 실패하지 않고 20초를 넘기면 2초 후 “그만” 구령을 내렸다. 

2초의 추가 시간을 준 것은 20초의 마무리 구간에서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것이며, 추진 주기가 대부분 1초보다는 짧기 때문에 2초면 충분하였다.

3.2.1.4. 자료 분석

전체적으로 소수점은 셋째 자리까지 유효하게 처리하였다. 추진기와 복귀기로 추진

주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추진시간은 측정된 돌림힘이 0이 아닌 값을 갖는 동안으

로 하였다. 마지막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20초가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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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횟수가 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측정 시 평균 추진 시간에 

대한 미완의 추진 시간의 비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추진 빈도

(frequency)는 첫째 돌림힘 첨점(peak)과 마지막 돌림힘 첨점 간 추진 횟수를 두 첨

점 간 경과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추진 시간 비율은 전체 시간 20초에 대한 추

진 시간으로 하였다.

추진각도는 12시 방향인 TDP를 0°로 하고 앞으로 구르는 쪽을 양의 값으로 설정

하였다(그림 1-4).

실험용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돌림힘(torque)을 측정하고, 총 역적(力積; 

impulse), 추진 당 역적(impulse per propulsion), 평균 돌림힘(mean torque), 순간 

최대 돌림힘(maximal torque) 등의 운동역학(kinetics) 자료들을 계산하였다. 또한 일

(work)과 일률(power)도 계산하였다. 피험자들의 오른팔에 의한 자료를 기준으로 처

리하였고 대칭을 전제로 할 때 피험자가 발휘한 운동역학량의 반으로 취급하였다.

사용한 다이나모미터가 상용품이 아니라 실험용 제작품이어서 그 raw 신호를 가공

해야 했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많았던 돌림힘은 Fast Fourier Transform(FFT) 분석

을 통해 cut-off 주파수를 선정하고 저주파통과 필터를 통해 잡음을 제거하였다. 유

의미한 신호는 12 Hz 이하에서만 검출되었고 12 Hz를 초과해서는 주파수 특성이 평

이한 white 잡음이나(그림 3-8) 한 옥타브 당 6 dB씩 상승하는 violet 잡음만 나타

났다.

그림 3-8. 가속도의 FFT analysis와 whit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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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다이나모미터의 출력이 돌림힘이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동작 분석 장비에

서 계산한 가속도 값과 비교하여 동시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3-9를 보면 

돌림힘과 가속도가 동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9. 돌림힘과 가속도의 동시성 확인 예.

실선이 돌림힘, 점선이 가속도

신호 처리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OriginPro 8.5.0 SR1(U.S.A)을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one way repeated ANOVA)으로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튜키사후분석(Tukey post hoc test)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3.2.2. 결과

3.2.2.1. 피험자 1

피험자 1은 오른쪽 무릎이 펴진 채로 구축된 31세의 남자로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체의 기능은 정상적이었다. 이 때문에 좌석 이동에 의한 동작의 어려움이 적어 다

른 피험자보다 한 단계 더 멀리 실험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9 cm를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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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장 대중적인 Quickie 사의 제품은 11 cm 정도가 최대 조절 범위이다. 휠체

어 기본 위치는 조절 단계 7이었다.

체간부터 손에 이르기까지의 운동형상을 측정하였다. 휠체어 추진은 주기 동작이므

로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한 주기에 해당하는 구간을 

100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손이 굴림테에 닿아 밀기 시작하는 시점을 0으

로 하였다.

측정 결과를 보면, 체간 기울기의 경우에 1단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좌석이 가장 앞으로 옮겨진 10단계에서 체간이 가장 숙여진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10). 추진 중의 각도 변화는 약 10°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0. 피험자 1의 체간 동작 비교 

우세쪽인 오른쪽 어깨의 시상면 각도는 좌석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결과

적으로 10단계에서 신전 쪽으로 가장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추진 중

의 각도 변화는 약 80°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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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피험자 1의 우세쪽 어깨 각도 비교

팔꿈치의 시상면 각도범위는 조금씩 신전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 추진 중에 각도 변화는 약 50°이었다. 각도는 팔꿈치가 완전히 신전되

었을 때를 0°로 하였다.

그림 3-12. 피험자 1의 우세쪽 팔꿈치 각도 비교 

위의 모든 동작이 조합된 손동작의 측정 결과, 좌석이 앞으로 이동할수록 손의 궤

적도 앞과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13, 3-14). 손동작은 중

수골(metacarpal) 위치에 붙인 동작분석 표식(marker)의 궤적으로 확인하였다.



- 96 -

그림 3-13. 피험자 1의 우세손 궤적 수평 비교

그림 3-14. 피험자 1의 우세손 궤적 수직 비교

손가락 표식의 수평 및 수직 시상면 궤적에 대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

고 튜키 사후 분석을 거친 결과, 각기 모든 단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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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수평 204.99114 .000

1 473.265 2.402
4 514.360 2.216
7 526.473 2.299

10 544.846 2.283

수직 533.64325 .000

1 868.713 0.946
4 827.322 1.328
7 818.385 1.371

10 804.811 1.484

표 3-2. 피험자 1의 좌석 위치에 따른 우세손 궤적의 ANOVA 분석

굴림테에 힘을 작용하기 시작하는 추진 시작각과 손을 떼는 추진 종료각들을 좌석 

위치별로 비교하였다(표 3-3). 좌석이 앞으로 이동할수록 추진각도 전체적으로 앞으

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였다. 시작각들과 종료각들의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튜키사후분석을 실행한 결과, 4와 7단계의 시작각과 종료각, 7

과 10단계의 종료각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시작각 103.300 .000

1 -9.355 3.207
4 8.697 6.152
7 7.694 5.493

10 12.944 4.871

종료각 50.688 .000

1 70.956 4.165
4 82.109 4.679
7 83.490 5.919

10 87.265 5.868

표 3-3. 피험자 1의 우세손 추진 각도의 이동 단계별 ANOVA 분석

피험자 1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더 자세한 변량들은 표 3-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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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4단 7단 10단

평균속력(km/h) 5.616±1.477 8.632±1.439 8.468±1.590 9.006±1.505

총 추진시간(s) 7.816 6.740 6.512 6.600

총 추진 횟수 25.0 36.0 34.0 36.3

평균 추진시간(s) 0.313 0.187 0.192 0.182

추진빈도(propulsion/s) 1.310 1.814 1.705 1.825

추진시간비율 0.391 0.337 0.326 0.330

평균 추진시작각도(°) -9.355 8.697 7.694 12.944

평균 추진종료각도(°) 70.956 82.109 83.490 87.265

평균 추진각 범위(°) 80.310 73.662 0.000 0.000

총 역적(Nms) 14.971 16.736 17.076 16.784

추진 당 역적(Nms) 0.599 10.929 0.000 0.000

평균 돌림힘(Nm) 2.038 2.467 2.343 2.278

순간 최대 돌림힘(Nm) 4.345 5.599 6.576 6.248

평균 추진력(N) 6.470 7.832 7.438 7.232

순간 최대 추진력(N) 13.794 17.775 20.876 19.835

총 일(J) 77.054 128.389 127.832 134.082

추진 당 일(J) 3.082 3.566 3.760 3.694

단위 체중 당

추진 당 일(J)
0.052 0.060 0.064 0.063

평균 일률(W) 10.418 18.814 17.373 18.102

순간 최대 일률(W) 26.809 43.883 46.182 51.614

표 3-4. 피험자 1의 좌석 앞뒤 위치 이동에 따른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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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피험자 3

피험자 3은 양 다리 소아마비로 진단받은 36세의 남자로서 하체의 근력이 약한 경

우였다. 체간의 근력은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골반과 하지의 근력약화와 안정성 결

여로 인하여 원활한 상체의 동작이 부족하였다.

운동형상학 측정에서 체간을 보면, 7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숙여진 모습을 보였

다(그림 3-15). 추진 중에는 약 10°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3-15. 피험자 3의 체간 동작 비교

어깨 관절의 시상면 각도 변화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그림 

3-16). 추진 중에는 약 70°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3-16. 피험자 3의 우세쪽 어깨 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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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시상면 각도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그림 3-17). 추진 

중에는 약 65°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3-17. 피험자 3의 우세쪽 팔꿈치 각도 비교

그림 3-18, 3-19에 피험자 3의 오른손 손가락 표식(3rd metacarpal)의 시상면 추진 

궤적을 비교하였다. 좌석을 앞으로 옮길수록 궤적이 더 앞과 밑으로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피험자 3의 우세손 궤적 수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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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피험자 3의 우세손 궤적 수직 비교

오른손 손가락 표식의 수평 및 수직 시상면 궤적에 대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고 튜키사후분석을 거친 결과, 피험자 3의 경우에 수직 궤적에서 1단계와 4단

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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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수평 479.44847 .000
1 341.628 1.969
4 364.485 1.781
7 419.130 1.366

수직 222.14164 .000
1 822.002 1.309
4 821.008 1.291
7 784.583 1.429

표 3-5. 피험자 3의 좌석 위치에 따른 우세손 궤적의 ANOVA 분석

굴림테에 힘을 작용하기 시작하는 추진 시작각과 손을 떼는 추진 종료각들을 좌석 

위치별로 비교하였다(표 3-6). 전체적으로 좌석의 이동을 따라 추진각도 이동하는 결

과를 보였다. 시작각들과 종료각들의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여서 튜키사후분석을 거친 결과, 1과 4단계의 종료각을 제외하고 모든 단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시작각 170.624 .000
1 -4.192 7.063
4 2.510 4.832
7 21.118 4.134

종료각 51.281 .000
1 77.714 4.355
4 78.227 3.420
7 86.113 3.038

표 3-6. 피험자 3의 우세손 추진 각도의 이동 단계별 ANOVA 분석

피험자 3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더 자세한 변량들은 표 3-7에 정리하였다.



- 103 -

1단 4단 7단

평균속력(km/h) 6.110±1.573 5.541±1.436 5.711±1.307

총 추진시간(s) 8.660 8.504 7.628

총 추진 횟수 30.4 30.0 31.0

평균 추진시간(s) 0.285 0.283 0.246

추진빈도(propulsion/s) 1.519 1.494 1.559

추진시간비율 0.433 0.425 0.381

평균 추진시작각도(°) -4.192 2.510 21.118

평균 추진종료각도(°) 77.714 78.227 86.113

평균 추진각 범위(°) 81.906 75.717 64.995

총 역적(Nms) 20.851 19.374 17.354

추진 당 역적(Nms) 0.686 0.646 0.560

평균 돌림힘(Nm) 2.410 2.279 2.276

순간 최대 돌림힘(Nm) 5.566 4.915 5.015

평균 추진력(N) 7.651 7.235 7.225

순간 최대 추진력(N) 17.670 15.603 15.921

총 일(J) 113.885 95.695 87.991

추진 당 일(J) 3.746 3.190 2.838

단위 체중 당

추진 당 일(J)
0.051 0.044 0.039

평균 일률(W) 13.064 11.174 11.452

순간 최대 일률(W) 39.986 29.446 31.050

표 3-7. 피험자 3의 좌석 앞뒤 위치 이동에 따른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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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피험자 4

피험자 4는 T5에 해당하는 완전 척수손상 장애인이었다. 피험자 중 장애 정도가 

가장 큰 경우였다. T5 이하의 체간근력 마비로 인해 체간이 앞으로 숙여지면 다시 일

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체간을 등받이에 띠로 고정시켜서 추진 중에 체간이 숙여지지 

않도록 하여 휠체어를 다룬다. 따라서 체간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경우이다.

체간 기울기의 측정 결과에서도 체간의 움직임이 최소화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20). 반면 기본 기울기는 탑승자가 가장 앞으로 옮겨진 7단계에서 가장 신전된 상

태였다.

그림 3-20. 피험자 4의 체간 동작 비교

우세 쪽인 오른쪽 어깨의 시상면 각도는 좌석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그림 3-21). 어깨가동범위는 약 40°이었으며 7단계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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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피험자 4의 우세쪽 어깨 각도 비교

팔꿈치의 시상면 각도에서는 그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그림 3-22). 1단계와 4단

계에서는 가동범위가 약 40°로 작았으나, 7단계에서 약 70°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22. 피험자 4의 우세쪽 팔꿈치 각도 비교

그림 3-23, 3-24에 피험자 4의 각 단계별 오른손 손가락 표식의 시상면 추진 궤적

을 비교하였다. 좌석을 앞으로 옮길수록 궤적이 더 앞과 밑으로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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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피험자 4의 우세손 궤적 수평 비교

그림 3-24. 피험자 4의 우세손 궤적 수직 비교

오른속 손가락 표식의 수평 및 수직 시상면 궤적을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행

하고 튜키사후분석을 거친 결과, 피험자 4의 경우에 수평 궤적에서 1단계와 4단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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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8).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수평 42.03267 .000
1 317.543 1.621
4 312.713 1.644
7 332.722 1.506

수직 59.48058 .000
1 828.242 1.159
4 814.406 1.272
7 809.647 1.288

표 3-8. 피험자 4의 좌석 위치에 따른 우세손 궤적의 ANOVA 분석

굴림테에 힘을 작용하기 시작하는 추진 시작각과 손을 떼는 추진 종료각들을 좌석 

위치별로 비교하였다(표 3-9).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튜키사후

분석을 거친 결과, 1과 4단계의 시작각, 4와 7단계의 종료각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시작각 15.133 .000
1 0.394 5.655
4 -0.268 4.206
7 6.503 4.929

종료각 24.398 .000
1 74.916 3.795
4 79.962 2.861
7 79.743 2.652

표 3-9. 피험자 4의 우세손 추진 각도의 이동 단계별 ANOVA 분석

피험자 4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더 자세한 변량들은 표 3-10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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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4단 7단

평균속력(km/h) 5.920±1.449 5.318±1.425 5.181±1.272

총 추진시간(s) 8.604 8.808 8.556

총 추진 횟수 32.2 27.0 28.0

평균 추진시간(s) 0.269 0.326 0.306

추진빈도(propulsion/s) 1.636 1.332 1.385

추진시간비율 0.430 0.440 0.428

평균 추진시작각도 0.394 -0.268 6.503

평균 추진종료각도 74.916 79.962 79.743

평균 추진각 범위 73.662 80.230 73.240

총 역적(Nms) 19.488 17.981 16.130

추진 당 역적(Nms) 0.605 0.666 0.576

평균 돌림힘(Nm) 2.267 2.042 1.886

순간 최대 돌림힘(Nm) 4.336 3.785 3.330

평균 추진력(N) 7.197 6.483 5.987

순간 최대 추진력(N) 13.765 12.016 10.571

총 일(J) 101.987 84.662 73.715

추진 당 일(J) 3.271 3.136 2.633

단위 체중 당

추진 당 일(J)
0.058 0.056 0.047

평균 일률(W) 11.786 9.558 8.568

순간 최대 일률(W) 32.380 23.245 21.142

표 3-10. 피험자 4의 좌석 앞뒤 위치 이동에 따른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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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피험자 5

피험자 5는 T12에 해당하는 35세의 완전 척수손상 여성 장애인이었다. 피험자 4의 

T5 수준은 아니지만 골반 이상의 운동이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추진 중에 전반적으

로 체간의 움직임이 작은 것을 그림 3-25에서 알 수 있다.

그림 3-25. 피험자 5의 체간 동작 비교

어깨는 좌석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신전된 범위에서 동작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3-26). 추진 중에 약 60°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좌석이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어서 7

단계에서는 약 40°가 되었다.

그림 3-26. 피험자 5의 우세쪽 어깨 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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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의 시상면 각도는 좌석의 이동에 따라 옮겨가지는 않았으나 그 범위는 1단계

에서 약 60°를 보였다가 점차 줄어들어 7단계에서 약 50°가 되었다(그림 3-27).

그림 3-27. 피험자 5의 우세쪽 팔꿈치 각도 비교

그림 3-28, 29에 피험자 5의 각 단계별 오른손 손가락 표식의 시상면 추진 궤적을 

비교하였다. 좌석을 앞으로 옮길수록 궤적이 더 앞과 밑으로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28. 피험자 5의 우세손 궤적 수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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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피험자 5의 우세손 궤적 수직 비교

손가락 표식의 수평 및 수직 시상면 궤적에 대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

고 튜키사후분석을 거친 결과, 각기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11).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수평 59.88142 .000
1 233.357 1.891
4 261.007 1.875
7 243.493 1.859

수직 475.39798 .000
1 895.625 0.806
4 882.949 0.860
7 858.459 0.942

표 3-11. 피험자 5의 좌석 위치에 따른 우세손 궤적의 ANOV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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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림테에 힘을 작용하기 시작하는 추진 시작각과 손을 떼는 추진 종료각들을 좌석 

위치별로 비교하였다(표 3-12). 다른 피험자들의 결과와 달리 4와 7단계 사이의 추진

각 평균값이 오히려 뒤로 진행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튜키사후분석을 실행한 결과, 4와 7단계의 시작각과 종료각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와 7단계의 추진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으므로 유의하게 역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시작각 16.801 .000
1 -16.888 3.307
4 -10.860 3.900
7 -11.321 4.759

종료각 90.521 .000
1 61.956 4.195
4 68.478 1.516
7 67.071 2.560

표 3-12. 피험자 5의 우세손 추진 각도의 이동 단계별 ANOVA 분석

피험자 5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더 자세한 변량들은 표 3-1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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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4단 7단

평균속력(km/h) 4.240±1.499 4.290±1.461 4.273±1.411

총 추진시간(s) 10.288 10.324 10.244

총 추진 횟수 23.0 25.5 24

평균 추진시간(s) 0.447 0.405 0.427

추진빈도(propulsion/s) 1.149 1.312 1.191

추진시간비율 0.514 0.516 0.512

평균 추진시작각도 -16.888 -10.860 -11.321

평균 추진종료각도 61.956 68.478 67.071

평균 추진각 범위 78.844 79.338 78.392

총 역적(Nms) 15.796 16.909 14.658

추진 당 역적(Nms) 0.687 0.663 0.611

평균 돌림힘(Nm) 1.536 1.639 1.431

순간 최대 돌림힘(Nm) 4.268 3.930 3.961

평균 추진력(N) 4.876 5.203 4.543

순간 최대 추진력(N) 13.549 12.476 12.575

총 일(J) 59.760 64.565 55.821

추진 당 일(J) 2.598 2.532 2.326

단위 체중 당

추진 당 일(J)
0.072 0.070 0.065

평균 일률(W) 5.775 6.222 5.420

순간 최대 일률(W) 29.290 25.224 25.733

표 3-13. 피험자 5의 좌석 앞뒤 위치 이동에 따른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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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 결과들의 분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잘 통제되어야 한

다. 특히 속력의 통제가 중요하다. 그림 3-30은 피험자 1의 속력 도식이다. 그림과 

같이, 휠체어는 연속이 아닌 단속 추진이기 때문에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서 속력 통제가 용이하지 않았다. 표 3-4를 보면 나머지 단계 실험에 비해 속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0. 피험자 1의 휠체어 추진 속력

피험자 5는 속력 통제가 가장 잘 된 경우였다. 3가지 좌석 위치에서마다의 속력을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14).

단계 평균 표준편차 F P

2.03083 0.1542

1 4.28973 0.02066
4 4.23951 0.0212
7 4.27336 0.01996

표 3-14. 피험자 5의 좌석 위치에 따른 속력의 ANOV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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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질량중심과 추진 운동형상학

[6, 7, 8]에서 휠체어 추진을 4절 연쇄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고관절을 생략하고 

추진바퀴축에서 어깨까지를 하나의 링크로 설정한 것이다. [6, 8]에서는 어깨의 위치

까지 고정시켜서 더 간략하게 하였다. 하지만 추진바퀴축-어깨 링크는 고관절의 각도

에 따라 길이가 변한다. 이는 링크의 강체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온전한 4절 연쇄

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7]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준정역학을 전제한 

구속조건을 주었다. 그림 3-31은 슬라이더-크랭크를 4절 연쇄에 추가하여 이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 5절 연쇄 모델이다. 추진바퀴축-고관절 간 고정된 링크(AP )와 고

관절-어깨 간 체간 링크(PS )에 의해 추진바퀴축-어깨 링크(AS)의 길이가 가변한다

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림 3-31. 슬라이더-크랭크가 적용된 5절 연쇄.

A; 추진바퀴축, S; 어깨, E; 팔꿈치, H; 손, P; 고관절

고관절과 체간의 움직임에 의해 달라지는 AS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 따라 식 
3-16을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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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P  PS AP PS cos∠APS 식 3-16

5절 연쇄일 때는 자유도가 2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그림 3-31의 5절 링크

는 모든 링크가 운동하므로 고정링크를 쉽게 설정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충분

한 구속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AS가 AP와 PS  및 슬라이더-크랭크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4절 연쇄 중 하나의 링크인 것을 이용하였다. 이때 AP는 운동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정링크로 설정할 수 있고, PS의 운동을 통해 S 좌표가 결정

되어 AS의 운동을 알 수 있다.

A를 원점으로 한 X-Y 직교좌표계를 설정하고 X축을 기준으로 AP의 절대각도를 
AP라고 하면, P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P
P




 




APcosAP
APsinAP

식 3-17

S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단, 관절각도 표기인 는 그림 3-31의 E처럼, 직전 링크

의 연장선으로부터 다음 링크까지의 각도이며 시계반대방향을 양의 수로 하였다.




 

S
S




 


P PScosAP P

P PSsin AP P
식 3-18

E와 H의 좌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E
E




 


SSE cosAP P S

SSE sin AP P S
식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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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EEH cosAP P SE

EEH sin AP P SE
식 3-20

만일 손이 굴림테를 잡고 추진하는 중이라면, 순간 추진각은 A의 좌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anH
H
 ≤≤ 식 3-21

식 3-21을, TDP를 기준으로 하되 시계방향(휠체어체계의 전진 방향)을 양으로 하

여 표기하려면 다음과 같다.

 tanH
H


   ≤≤   식 3-22

탑승자 위치인 P의  좌표가 만큼 이동한 경우의 AP′와 그 각도 AP′는 다음
과 같다.

AP′ APAP cosAP 식 3-23

AP′  cosAP′
  식 3-24

 이를 식 3-17에 대입하여 다음 식을 얻어서 운동형상학적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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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APAP cosAPAP′


 APAP cosAPAP′


식 3-25

질량중심을 만큼 독립적으로 조절한 것과 등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탑승자의 

좌석 위치를 만큼 조절했을 때 그 대가로 발생하는 운동형상학 변화에 대한 실험

을 통해, 3 cm의 조절만으로도 유의한 운동형상학적인 차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새로 제시한 위 모델의 자유도가 1을 초과하므로 간단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를 앞뒤 방향으로 3 cm 단위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 중간 링크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출력링크인 손의 궤적은 모든 

피험자에서 좌석 위치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식 3-21과 같이 

손의 궤적과 맞물려서 계산되는 추진각에서 좌석 위치에 따라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cm 간격에서 추진각 범위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약 11°에 달했다. 

[4]와 [10]에서도 좌석의 앞뒤 이동과 추진각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중간 위치에서 가

장 넓고, 벗어날수록 작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질량중심과 탑승자 

위치의 독립적인 조절에 의한 운동형상학 차이는 3 cm 단위에서도 유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기존 휠체어의 무게중심과 추진 생체역학 간 종

속 관계의 정도를 운동형상학 면에서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장애 내용이 다른 피험자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양 쪽 다리 소아마비인 피험자 3의 경우에 좌석이 4단계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체

간의 동작이 4단계와 7단계 사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어깨 각도와 팔

꿈치 각도는 변화가 없었고 손의 궤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만, 1단계와 

4단계 간에는 손의 궤적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나 ∧꼴이 기대되는 특성에서는 정점 근처에서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1단계와 4단

계 사이에서 정점을 가지면 1단계와 4단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안 나타나고 4단계와 

7단계 사이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 T5 높이의 척수손상이었던 피험자 4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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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 높이의 완전 척수마비인 피험자 5에서는 다른 피험자와 달리 체간의 굴곡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척수마비이기 때문에 체간의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있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어깨가 더욱 신전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림 3-31에서 PSEH는 4절 

연쇄이므로 ∠HPS가 작아지면 이웃각인 ∠PSE 는 커진다. 이것이 어깨의 신전 증

가로 나타난 것이다.

3.4. 질량중심과 추진 운동역학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휠체어체계 운동의 추진 역학 요소는 추진력과 저항력

이다. 실험을 통해서 탑승자 위치에 따른 추진력 관련 변화를 측정하였고, 구름저항에 

의한 저항력을 계산하는 모델을 살펴보았다.

[4]와 [10]에 의하면, 좌석이 뒤로 갈수록 추진시간이 길어져서 추진빈도가 작아진

다고 하였고, 추진력의 상승률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추진각이 크면 그에 걸

리는 추진시간도 커야 할 것이고, 그동안의 역적 또한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변

화들의 일관성 여부를 통해 유의한 변화를 판정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총 추진시간과 매 추진 당 역적을 계산하여 비교하고 추진각과도 비

교하였다.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본인의 선호도대로 선택한 기준 위치가 [4]와 [10]에

서의 중간 위치가 맞다면 ∧꼴의 정점 부근 특성을 보일 것이고, 벗어났다고 하더라

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

면 3 cm의 차이는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지기에 불충분한 크기라고 할 수 있다.

피험자 1에서 시간(temporal), 공간(spatial) 그리고 운동역학 변량인 추진시간, 추진

각 그리고 역적의 변화를 측정하고 동시에 비교하였다(그림 3-32). 좌석의 이동에 따

라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변량마다 일관되지 않았다. 예외적인 1단계를 

제외하면, 본인이 선호한 중간 위치인 7단계에서 추진각이 가장 컸다. 매 추진 당 역

적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만 총 추진시간에서 호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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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피험자 1의 총 추진시간, 추진 당 역적 그리고 추진각

추진시간, 역적 그리고 추진각의 관계에 있어서, 피험자 3의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그림 3-33). 3가지 변량 모두 일관된 변화를 보이고 있으

므로 3 cm의 탑승자 위치 이동이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3. 피험자 3의 총 추진시간, 추진 당 역적 그리고 추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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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4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통해 기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34). 

피험자가 기준위치로 선택한 4단계에서 가장 큰 추진각을 가졌다. 3가지 변량에서 모

두 일관된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3 cm의 단계 폭이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4. 피험자 4의 총 추진시간, 추진 당 역적 그리고 추진각

피험자 5에서는 추진시간과 추진각에서 기대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그림 

3-35). 하지만 역적 변량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3 cm 수준에서는 유의한 

변화라고 하기에 부족하였고 6 cm 수준에서는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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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피험자 5의 총 추진시간, 추진 당 역적 그리고 추진각

개발된 휠체어의 질량중심과 구름저항 간 관계 모델(3.1.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질량중심의 변화는 구름저항을 변화시켜 휠체어체계의 추진력 상쇄 정도를 결정한다. 

실험에서 측정한 추진력은 한쪽 추진바퀴에 대한 것이므로 양쪽 추진바퀴에 대칭으로 

작용하였다고 전제하면, 평균 약 13 N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구름원통과 추진바퀴 사

이의 구름저항이 이미 적용되어 상쇄된 값이어서 실제 탑승자가 발휘한 추진력은 이

보다 더 크다. 3.1.3에서 70 kg의 탑승자를 전제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구름저항이 

약 4.1~7.1 N이었으므로 평균 13 N의 측정값에 이를 더하면 탑승자가 실제 발휘한 

추진력은 약 17.1~20.1 N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추진바퀴축 

위에 질량중심이 놓인 것을 상정한 최저값인 17.1 N을 기준으로 하면, 질량중심 

3 cm 이동에 의한 1.3 N의 추진력 손실은 8%, 6 cm 이동에 의한 2.6 N의 추진력 

손실은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트레드밀 형태의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측정이어서 캐스터 효과가 

배제된다. 3.1.3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추진바퀴에서 구름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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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이고 이를 더하면 실험에서 탑승자가 실제 발휘한 추진력은 약 16.5 N이 된다. 캐스

터 효과가 작용한 휠체어체계의 구름저항은 약 7.1 N이었으므로 캐스터의 구름저항

이 약 3.6 N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을 추진바퀴쪽으로 3 cm 옮기면 추진바퀴에 작용하는 구름

저항이

××


×≈ N

이 되어 같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추진력이 16.7 N이 되어야 하고, 

6 cm를 더 옮긴다면,

××


×≈ N

이 되어 실제 추진력이 17 N이 되어야 한다. 캐스터의 효과가 배제되었을 때는 질량

중심이 추진바퀴축에 가까울수록 전체 구름저항이 오히려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휠체어 다이나모미터 측정에서는 추진바퀴의 구름저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에 따라 추진바퀴의 구름저항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하

여 측정값의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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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질량중심과 방향전환회전 생체역학

3.5.1. 질량중심과 방향전환회전운동

회전하는 물체에 부하로 작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성질량모멘트이다. 휠체어와 

같이 지면 위에서 바퀴를 이용하여 방향전환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바퀴의 횡방향 마

찰도 중요한 부하로 작용한다.

회전체는 그 질량중심을 지나는 선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 때 

관성질량모멘트가 최소가 된다. 회전축이 질량중심으로부터 멀수록 관성질량모멘트가 

커져서 회전이 어려워진다. 또한 질량 분포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을수록 관성

질량모멘트가 작아진다.

휠체어처럼 바퀴로 도는 경우에는 바퀴의 횡방향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성질도 가지

게 된다. 횡방향 마찰을 최소화하려면 바퀴의 종방향과 바퀴 접지면 진행방향이 일치

해야 하므로 이는 회전축을 바퀴축선 상의 가운데에 설정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림 3-36에서 회전축 A와 A를 중심으로 한 실선 원 궤적으로 나타난다. 질량

중심이 이 회전중심 A와 겹치지 않는다면, 질량중심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려는 성질

과 충돌하게 된다. 그 결과의 한 예로, 회전축이 B에 설정되면 바퀴 접지면이 점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면서 sin만큼의 횡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각을 횡미끄럼각(slip 

ang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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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바퀴 접지면 진행 방향. 실선은 A를 축으로 한 순방향 

궤적, 점선은 B를 축으로 한 궤적

마찰 뿐 아니라 경로인 원주도 길어지게 된다. 그림 3-36의 경우에 의 크기 및 두 

원주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arctan

 식 3-26

 = A와 B 사이의 거리

 = 실선 원의 반지름

두 원주 간 차이     

  sin



  cos



식 3-27

이러한 문제는 회전축이 좌우대칭점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림 

3-37). 한 손에 채를 들기 때문에 양 바퀴를 대칭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휠체어 테니

스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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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회전축이 휠체어 영역 밖에 있는 경우. 실선은 A를 축으로 한 

순방향 궤적, 점선은 B를 축으로 한 마찰 궤적

따라서 휠체어에서 제자리 방향전환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

다. 가 작아지면 식 3-27에 의해 원주 경로도 짧아지고 횡미끄럼 마찰인 sin도 작
아진다. 를 줄이려면 식 3-26에 의해 를 줄이면 된다. 즉, 질량중심이 바퀴축선 상

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퇴접음식 휠체어에서는 다리받

이를 접으면 질량중심이 바퀴축선 상에 가깝게 됨과 동시에 질량이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관성질량모멘트를 더욱 줄이는 효과가 있다.

3.5.2. 탑승자 위치와 방향전환회전

휠체어체계의 방향전환회전 운동과 탑승자 위치의 생체역학적 관계를 간단한 실험

으로 관찰하였다. 표 2-6의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던 익숙한 휠

체어를 익숙한 좌석 설정 상태로 타고, 트레드밀 위에서 방향전환을 위한 엇굴리기를 

하도록 하였다(그림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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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우세 쪽인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동작

피험자들로 하여금 우세팔 쪽으로 방향전환하도록 주문하였으며 3차원 동작분석기

(Vicon, U.K)로 추진 운동을 측정하였다. 양 어깨의 견봉에 부착한 표식 위치를 연결

한 선분의 중심점을 어깨중간점으로 정의하고, 추진바퀴축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어

깨중간점의 위치를 계산하면 상체의 운동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3-39은 휠체어를 엇굴릴 때 세 피험자의 어깨중간점을 통해 본 상체의 시상

면 운동이다. 추진바퀴축 바로 위에서 엇굴리는 피험자도 있고, 앞으로 20 cm 가까이 

숙여서 엇굴리는 피험자도 있었다. 매 추진 시마다 상체 요동도 크게는 10 cm에 이

르렀는데 이는 앞으로 추진할 때의 상체 운동보다 더 큰 폭이었다.

피험자가 세 명 뿐이지만, 휠체어 탑승자마다 선호하는 엇굴리기 자세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 근골격계 특성의 개인차나 장애의 종류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달라지는 엇굴리기 자세는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휠체어체계의 방향전환회전운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휠체어의 경우, 휠체어 방향전환회전의 추진 효율을 위해 좌석의 위치를 결정

하면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도 함께 결정되므로 휠체어체계의 방향전환회전운동 특성

에서 질량중심의 효과를 논하거나 조절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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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세 피험자의 체간 운동

3.5.3. 질량중심과 방향전환회전 역학실험 연구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탑승자 위치는 엇굴리기 추진 생체역학 효율에 영향을 미

친다. 그리고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은 방향전환회전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

바퀴축선상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휠체어 구조에서는 탑승자 

위치가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

절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질량중심의 독립적 조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휠체어 개발품을 사용

하여 엇굴리기 추진 생체역학을 매개로 한 휠체어체계 질량중심과 탑승자 위치 간의 

견고한 종속관계에 대해 관찰하였다.

[21]에서는 휠체어에서 무릎을 완전히 편 경우와 접은 경우에서 제자리 방향전환의 

용이성을 실험한 바 있다. 그 결과, 접은 경우에 각속력이 40%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릎 관절을 구부릴 수 없는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펴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험 방법이 과장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하퇴접음 기능이, 과장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용 범

위 안에서 방향전환회전운동에서 역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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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실험방법

3.2의 실험에서 설명한 피험자 중 1번 피험자는 무릎이 펴진 채로 구축된 장애라서 

실험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4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방향전환회전운

동을 측정하기 위해 6개의 적외선 카메라로 이루어진 3차원 동작 분석 장비(Vicon, 

U.K)를 사용하였다. [21]에서처럼 바닥에 지름 1.6 m의 원을 표시하고 그 안에서만 

돌도록 제한하였다. 동작분석을 위한 실험실의 바닥은 타일식 카페트였다.

실험 내용은 하퇴를 내려뜨린 기존의 일반 방식과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하퇴를 최

대한 접은 방식의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굴림테의 TDP에 손을 올려놓은 

자세로 시작하고 실험자의 구령에 맞추어 우세손의 반대쪽으로, 즉, 우세손은 밀고 비

우세손은 당기는 방향으로 돌도록 하였다. 바닥에 표시된 원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

로 최대한 빠르게 돌도록 하였다. 모두 5바퀴를 돌면 실험자가 “그만”이라고 구령하였

다. 매 경우마다 3번의 측정을 반복하여 필요에 따라 평균을 취하였다. 학습효과를 피

하기 위해 하퇴를 접고 돌리는 실험과 하퇴를 내려뜨린 실험의 순서는 피험자마다 무

작위로 다르게 하였다. 피험자는 실험하기 전에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측정 간에 5분씩의 휴식을 취하여 어지러움을 해소하고 근피로를 예방하였다.

3.5.3.2. 자료분석

측정된 자료 중 처음 4바퀴, 즉 1440°까지 회전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하퇴접음 여부에 따라 달라진 질량중심마다 추진바퀴축중앙점의 선회궤적을 

X-Y 수평면상에서 추적하였다.

또한 1440°에 이른 시간을 측정하여 어느 쪽이 빨리 돌았는지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추진 횟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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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결과 및 고찰

피험자 2, 4, 5는 하퇴를 접었을 때, 피험자 3은 하퇴를 내려뜨렸을 때 추진바퀴축

중앙점의 선회궤적이 작았다(그림 3-40, 3-41, 3-42, 3-43). 이 선회궤적이 작을

수록 방향전환회전중심이 추진바퀴축중앙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림 3-40. 피험자 2의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1행; 하퇴 일반, 2행; 하퇴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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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피험자 3의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1행; 하퇴 일반, 2행; 하퇴접음

그림 3-42. 피험자 4의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1행; 하퇴 일반, 2행; 하퇴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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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피험자 5의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1행; 하퇴 일반, 2행; 하퇴접음

모든 피험자에서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이 작은 경우에 더 빨랐다(표 3-15). 4

회전(1440°)에 대해 최대 약 11% 더 빨리 돌았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횟

수는 최대 약 19% 더 적게 나타났다.

그림 3-36에서 추진바퀴축중앙점인 A와 방향전환회전축인 B가 가까우면 B를 축으

로 하는 A의 선회궤적이 작게 된다. 본 실험에서 선회궤적이 작았던, 피험자 2, 4, 5

의 하퇴접음 경우와 피험자 3의 하퇴 일반 경우에서 A와 B가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A와 B가 가까우면 횡미끄럼각이 작아져서 회전 부하가 작아지므로 방향전환회

전이 더 용이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빠른 속력과 적은 추진 횟수라는 결과로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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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퇴 일반 하퇴접음

피험자 2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X) 90.3 mm 71.9 mm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Y) 97.1 mm 64.5 mm

1440° 도달 시간(s) 7.02±0.96 6.48±1.25

추진 횟수 8.7±0.6 7.3±1.4

피험자 3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X) 48.2 mm 71.7 mm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Y) 51.2 mm 58.6 mm

1440° 도달 시간(s) 4.91±0.19 5.32±0.64

추진 횟수 6.6±0.4 7.4±0.5

피험자 4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X) 51.0 mm 45.7 mm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Y) 52.9 mm 36.9 mm

1440° 도달 시간(s) 5.38±0.22 5.13±0.21

추진 횟수 9.5±0.5 9.2±0.8

피험자 5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X) 97.0 mm 78.8 mm

추진바퀴축중앙점 선회궤적 표준편차(Y) 108.4 mm 77.7 mm

1440° 도달 시간(s) 6.10±0.36 5.50±0.41

추진 횟수 7.8±0.2 7.6±0.6

표 3-15. 피험자별 제자리 방향전환 변량 비교

휠체어체계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B는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과 A 간의 거리에 영

향을 받는다.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과 A가 가까울수록 방향전환회전축인 B가 A에 

가까운 곳에 설정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A와 B가 더 가까웠던 피험자 2, 4, 5의 

하퇴접음 경우와 피험자 3의 하퇴 일반 경우에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이 B와 더 가

까웠다고 할 수 있다. 질량중심과 회전축이 가까우면 관성질량모멘트가 작아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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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방향전환회전이 더 용이해져서 빠른 속력과 적은 추진 횟수라는 결과가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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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휠체어가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위치에 있어서 매우 견고

한 종속관계를 가지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휠체어 설계와 

시작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시작품 휠체어에서 의도한 기능이 구

현되는지 검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위치의 종속관계가 미치

는 역학적인 영향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휠체어의 문제는, 좌석조절 기능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이다. 또한 좌석조절 기능이 추진 생체역학 조건과 질량중심 위치 조건 사이에 종속

된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안으로 우선 독립 조절식 좌석을 구

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휠체어가 가지는 좌석조절 기능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리받이의 접는 기능을 새로이 구현하였다. 이

를 통해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위치 간 종속 관계를 부분적으로 해소하였다.

독립식 좌석과 하퇴접음 다리받이 설계를 시작품으로 구현하고 성능 검증 실험을 

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독립식 좌석 설계는 기존의 설계가 구현하지 못하는 매우 다양한 조절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조절폭은 1~1.5 cm로 가장 세밀한 수준이었고 수직, 앞뒤, 그

리고 좌석각 방향 간 종속을 최소화하여 조절 방향 간 독립성을 극대화하였다.

2. 독립식 좌석 설계로 다리받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좌석의 이동 

없이 질량중심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능이 구현되었다. 이로 인해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위치 간 종속관계가 해소되었다.

3. 다리받이만을 이용한 질량중심 이동은 평균 약 6 cm에 이르렀으며 이 범위 내에

서는 탑승자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도 질량중심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추진효율을 위해 탑승자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최대 약 6 cm 범위 내에서는 질량

중심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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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기능을 통해 탑승자의 추진 생체역학 효율을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

고, 수동휠체어체계의 운동특성도 따로 조절할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휠체어가, 탑승자 위치와 질량중심 간에 추진 생체

역학에 대해 서로 견고하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체할 수 있게 되면

서 기존의 종속관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1. 질량중심의 앞뒤 위치 변화 3 cm에 상응하는 탑승자 위치 변화는 휠체어 추진 

시 손의 궤적 범위를 유의하게 변화시켰다.

2. 질량중심의 앞뒤 위치 변화 3 cm에 상응하는 탑승자 위치 변화는 휠체어 추진각

을 최대 약 11°까지 변화시켰다.

3. 구속조건이 더 필요하지만 휠체어 추진 모델은 기존 6절 연쇄와 4절 연쇄를 수

정한 5절 슬라이더-크랭크 연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척수마비

에서 체간 각도와 상완 각도의 관계를 추정하는 등 운동형상학적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4. 매 추진 당 역적으로 본 추진 생체역학적 변화를 관찰할 때 질량중심의 앞뒤 위

치 변화 3 cm에 상응하는 탑승자 위치 변화에서는 일관되고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6 cm의 경우에는 유의한 변화들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5. 질량중심은 휠체어체계의 구름저항을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휠체어 시

작품의 질량중심 조절 사양인 6 cm 범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지면과 바퀴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15%에 이르는 추진력을 잃거나 보존하는 정도로 구

름저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탑승자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질량중심을 앞뒤로 평균 6 cm 이동하고 제

자리 방향전환회전운동을 한 결과, 추진바퀴축중앙점의 선회궤적이 차이를 보였

고 각속력에서 최대 약 11%, 추진횟수에서 최대 약 19%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질량중심만의 적절한 이동이 관성질량모멘트와 횡미끄럼각에 영향을 미쳐 방향

전환운동의 효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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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구조를 결정할 때 생체역학적으로 최적의 운동 효율을 만들어내는 탑승자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앞으로 굴리는 추진운동 효율을 고려한 탑승자 위치

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방향전환도 중요한 경우에는 방향전환회전운동의 효

율까지 생각해서 탑승자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의 휠체어들은 이렇게 결정하는 

탑승자의 위치에 의해 휠체어체계의 질량중심까지 결정되어 버린다. 이 질량중심은 

휠체어체계의 선형운동이나 방향전환회전운동 모두에서 저항력을 결정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추진 생체역학과 저항력 사이의 이러한 종속 관계가 

3 cm의 좌석 이동 수준에서도 여러 유의한 역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휠체어 시작품과 같이 독립적인 좌석 및 질량중심 조절 

기능을 통해서 휠체어 추진 생체역학의 더 세밀하고 깊은 연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연

구 결과가 휠체어 설계에 새로운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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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dependency between CoM and Propulsion Biomechanics

in Manual Wheelchair System

                                                Yi, JinBock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ropelling manual wheelchair is made by upper limbs of rider, so seating 

position is essential in propulsion biomechanics. However the rolling resistance 

which is mainly effective factor in overall resistance depends on CoM of 

wheelchair system. The CoM generally depends on the seating position. 

Consequently the seating position is critical on propulsion biomechanics and 

simultaneously on resistance. The effects of this interdependency to propulsion 

and resistance were verified in this study.

The alternative wheelchair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To adjust height and seat 

angle versatilely the seat was separated from main frame. Foldable knee design for 

the leg rest was developed and therefore CoM and mass distribution could be 

adjustable independently from seat position. Adjustment was operated by 1 and 

1.5 cm unit. The angle of leg rest reached to about 35° relatively to vertical. In the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the CoM shift range of the wheelchair system was 

3 cm and in measurement reached to the average of 6 cm.

To examine the biomechanical effects of CoM shift, several tes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equivalently effective seating position with th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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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chai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inematic aspects including 

trajectory of the hand by seat shift of 3 cm. In kinetic aspects including impulse, 

seat shift of 6 cm made relatively clear differences than 3 cm. CoM shift of 6 cm 

made the rolling resistance increased or decreased by 15% relative to the minimal 

rolling resistance. And turning in place was 11% faster at maximum with 19% less 

propulsion trials as inertial moment of mass and slip angle were reduced by CoM 

shift of 6 cm.

Through this study, the biomechanical effects of interdependency between CoM 

and seating position were confirmed not to be disregarded. With the distinct 

wheelchair design and development, this interdependency could be dissociated. The 

partially independent adjustment of CoM affected rolling resistance, inertial moment 

of mass, and slip angle of the manual wheelchair system significantly. This results 

will contribute to advancing the design and configuration of the manual wheelchair.


Key words: Wheelchair, Propulsion biomechanics, Rolling resistance, Center of mass, 

Seat position, Interdependency, Inertial moment of m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