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기구 높이에 따른 구조해석을 통한 융합 기술연구

이정호*, 조재웅**

*공주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Study on Convergence Technique through Structural Analysis 
due to the Height of the Walker

Jung-Ho Lee*, Jae-Ung Cho**

*Department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Division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Kongju University  

요 약 오늘날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나 하반신 마비로 자발 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재활치료를 받

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을 한 보행기구를 연구하 으며, 높이에 

따른 보행기구들을 설계하고 시뮬 이션 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보행기구 연구모델들은 CATIA 로그램으로 3D 

모델링하 으며, ANSYS 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 항복 응력보다. Model 1, 2  3의 

최 등가응력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서 탄성변형이 일어났고, 본 연구 모델  최  변형량이 가장 작게 나타난 

Model 3가 내구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행기구 모델의 안 성을 

측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보행기구의 설계에 응용한다면 그 손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검토할 수 있고 디자인 

면에서의 융합 기술로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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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the number of people who do not move actively or are treated for rehabilitation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disorder or the paralysis of their own lower body by the industrial disaster. 

In this study, the walker for the people whose bodies are not convenient or the old is investigated. The 

walkers due to the height of walker are designed and the structural simulation analysis is carried out. The 

study models of walker are modelled with CATIA program and analyzed with ANSYS program. As the 

analysis result, the models of 1, 2 and 3 have the maximum stresses extremely below the yield stress of 

this model and the elastic deformations at these models occurs. Among these models, As the maximum 

deformation of model 3 has the least value among these models, models 3 is thought to have the best 

durability. The safety of walker model can be estimated by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damage 

can be prevented and the durability is examined by applying this result into the design of walker.  And 

it is possible to be grafted onto the convergence technique at design and show the esthetic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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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유해 가스의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에 부응하여 차체  시 부품의 경량화에 한 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를 구 하기 

한 근 방법으로서 재료개발과 설계 제조기술의 용으

로 분류할 수 있어 완성차업체나 부품업체의 장에서도 

이의 요성을 이미 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장에서 구조설계에 의한 강도 해석기법을 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는 구조설계가 유한요소 해석에 

기 를 하고 있어 해석에 있어 타당한 정의와 정확한 결

과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재 타이로 드를 생산하는 부

품업체에서는 강을 사용한 단조품으로 타이로드를 제작

하고 있다[1,2,3]. 자동차에서는 경량화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려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나 강도 면에서 알

루미늄은 가격도 강보다 높고 강도 면에서 일반 으로 

떨어진다. 인간의 하체는 인간이 수행하는 운동의 부

분 차지하는 기 이다 상체와 하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 인 동작을 담당한다. 이러한 상체와 

하체의 부상은 일상생활에서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런데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어듦에 따라 상체 

 하체를 부상당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노인들은  통증, 하지 근력 약화 는 질병으

로 인하여 자발 인 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경험하

게 된다[4,5,6,7,8].  산업이 발 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자발 으로 움직이지 못하

는 사람들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활치료를 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며, 노인들은 신체활용 유지를 해 보조 기구로 지팡

이나 보행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보행 기구는 노인

들이나 장애인 환자들의  통증을 여주며 하지 근

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하지 근력 발달에 도움을 주어 자

발 인 보행이 가능하게 한다[9,10,11,12]. 보행기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켜주어 노인들이 안정감 

있게 서있을 수 있게 되고 걷는 데에도 도움을 다. 하

지만,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보행보조기구의 안정성

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노인들의 근력이나 몸무게, 

체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합한 보행기를 쓰

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 기구를 사용하는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에 하여 안정성  내구성을 악이 필요함

으로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그 다음 차로 미 인 

감각을 목시켜서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다. 이는 무조

건 미 인 감각을 두각시키기 하여 디자인 설계를 한

다면, 그 내구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TIA를 이용하여 보행 기구를 모델링

한 뒤, ANSYS를 활용하여 보행 기구의 높이에 따른 피

로 해석  진동해석을 수행하여 안정성  내구성을 알

아보고자 하 다.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의 융합 기술로

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2. 본론
2.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델로서 보행 기구는 네 개의 지

지 와 한 개의 손잡이, 한 개의 연결부 로 이루어져 있

으며, 알루미늄으로 된 모델로 손잡이 부분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의 평균체 인 70Kg의 하 을 주어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때 발생하는 등가 응력과 변형량을 확

인하고, 피로 해석을 수행하여 보행 기구의 수명을 측

하 다. 첫 번째 해석모델은 직경이 1 cm이고 높이가 

80cm인 Model 1, 두 번째 해석 모델로 직경이 1cm, 높이

가 75cm인 Model 2, 세 번 째 해석 모델로는 직경이 1cm, 

높이가 70cm인 Model 3으로 설계하고 높이에 따른 시뮬

이션해석을 수행하 다. 다음에 도시된 [Fig. 1]에 각 

모델에 용된 mesh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해석 모델

은 육면체 요소로 분할하 으며, 각 모델의   요소 

수는 <Table 1>에 표기되어 있다. 

[Fig. 1] Mesh of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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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des and elements of models

Model 1 Model 2 Model 3

Nodes 6360 6626 6509

Elements 2369 2828 2781

2.2 구속조건

각 모델은 소재로써 알루미늄 합 을 사용하 다. 이

에 한 물성치는 <Table 2>에 표기되어 있다.

<Table 2> Material property

Young's Modulus 71000Mpa

Poisson's Ratio 0.33

Tensile Yield Strength 280M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280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310Mpa

Compressive Ultimate Strength 0Mpa

Density 2770kg/m
3

다음에 도시된 [Fig. 2]에 각 보행 기구 모델에 용된 

시뮬 이션 해석 경계조건이 나타나 있다. 시뮬 이션 

해석에 앞서 노약자들이 보행기구를 이용하여 노면 를 

걷고 있다고 가정하여 노약자들의 발이 노면에서 떨어지

는 순간, 보행기구에 가해지는 하 과 변형을 찰하고

자 하 다. 이를 시뮬 이션 해석으로 나타내기 해 

Model 1, 2, 3 모두 동일한 경계조건을 부여하 으며, 손

잡이 부분에 아랫방향으로 686N의 하 을 주었고, 지지

의 바닥 네 부분을 Fixed upport 조건으로 고정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Fig. 2] Boundary condition of model 1

2.3 구조해석 결과

다음의 [Fig. 3]은 Model 1, 2, 3에 한 각각의 변형

량을 나타낸 것이고, [Fig. 4]는 Model 1, 2 ,3에 한 각

각의 등가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들을 보면, 

Model 1은 경우 36.646MPa의 최  등가 응력과 

1.358mm의 최  변형량을 보이고, Model 2는 

35.776MPa의 최  등가 응력과 1.3262mm의 최  변형

량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Model 3은 36.303MPa의 

최  등가응력과 1.3082mm의 최  변형량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구조 해석 결과, Model 3의 경우가 

Model 1과 Model 2과 비교하 을 때 변형 게 일어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가 응력의 경우 Model 1의 등가응

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가 

등가 응력이 가장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

미늄 합 의 항복응력은 280Mpa로, Model 1, 2, 3의 등가

응력은 항복응력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나서 탄성변형이 

일어났다.

(a) Model 1

(b)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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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del 3

[Fig. 3] Contours of total deformations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4] Contours of equivalent stresses 

(a) Model 1

(b)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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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del 3

[Fig. 5] Contours of maximum shear stresses

의 [Fig. 5]는 Model 1, 2, 3에 한 최  단 응력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Model 1의 경우 

18.487MPa의 최  단 응력 이 발생하 고, Model 2의 

경우 17.927MPa의 최  단 응력이 발생하 으며, 

Model 3의 경우 18.352MPa의 최  단 응력이 발생하

다. 앞서 언 된 등가응력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Model 1의 단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의 단 응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Fig. 4]와 [Fig. 5]를 종합하 을 때 모두 손잡

이 부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 으며, 손

잡이 부분에 한 보강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3. 결론
본 연구는 보행 기구의 높이에 따른 시뮬 이션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Model 1은 36.646MPa의 최  등가 응력과 

1.358mm의 최  변형량을 보 으며, Model 2는 

35.776MPa의 최  등가 응력과 1.3262mm의 최

변형량을 보 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36.303MPa의 최  등가응력과 1.3082mm의 최

변형량을 보 다. 이러한 구조 해석 결과, Model 

3이 Model 1과 Model 2보다 더 튼튼하고 안정됨

을 확인할 수 있다.

2) Model 1은 18.487MPa의 최  단 응력 보 고, 

Model 2는 17.927MPa의 최  단 응력 보 다. 

Model 3의 경우 18.352MPa의 최  단 응력 보

다. 등가 응력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Model 1의 

단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

의 단 응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알루미늄 합 의 항복 응력은 280Mpa로 Model 1, 

2, 3의 등가 응력과 단 응력은 항복 응력보다 상

당히 작게 나타나서 탄성 변형을 일으킨다고 단

하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최  변형량이 

가장 작게 나타난 Model 3의 내구성이 가장 좋다고 

단하 다.

4) 손잡이 부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

으며, 이에 한 보강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5)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행기구의 부품 설계

에 응용한다면 그 손 방지  내구성을 검토할 

수 있고 설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한, 디자인 면에서 융합 기술로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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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기계공학과(공학석사 과정)

 < 심분야> : 기계  자동차 부품 설계  내구성 평

가, 피로 는 충돌 시 동  해석

조 재 웅(Jae-Ung Cho)                 [종신회원]
․1980년 2월 : 인하 학교 기계공

학과 (공학사)

․1982년 2월 : 인하 학교 기계공

학과 (공학석사)

․1986년 8월 : 인하 학교 기계공

학과 (공학박사)

․1988년 3월 ～ 재 : 공주 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 심분야> : 기계  자동차 부품 설계  내구성 평

가, 피로 는 충돌 시 동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