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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뇌졸중은 

발생하면 치료가 힘들 뿐만 아니라 편마비, 

전신마비를 동반하기 쉽다. 이들 중증 뇌졸중 

환자를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치료사, 

간호사 등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실재로는 많인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재활 로봇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비 환자의 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강직된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운동은 환자의 발목을 

중심으로 앞뒤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주어야 

하고, 좌우로 회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목의 움직임에 맞추어진 로봇이 설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뇌졸중 등의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과 발목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의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모델링 

한다. 모델링을 위해 정역학 해석을 실시하고, 

해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2. 정역학 해석 
 

Fig. 1 은 발목 재활 치료 장치의 

개략도이다. “L”자 좌우 반전 형태의 지지대에 

발을 올려 고정하면 지지대 상하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발목을 

중심으로 발을 상하로 움직여 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각 

링크의 명칭은 Fig. 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LInk1 에서 Link7 의 7 개의 링크로 구성 

되어 있다.  발목 부분의 조인트를 중심으로 

발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 즉 θ1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Link5 와 Link7 의 길이가 연동하여 

변화 하고 θ2 의 값도 변화 한다. 해석을 위해 

Link1 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윗 쪽부분을 보면 

Link1, Link2, Link4, Link5, θ1, θ2 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발목 부분 링크를 

시작점으로 정한다. Link1 과 Link2 의 사이각은 

90°로 변화 하지 않고, Link2 와 Link4 의 

사잇각 역시 270°로 변화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덩어리로 가정할 수 있다. Link4 과 

Link5 의 조인트를 점(Px, Py)로 한다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Px = L1cosθ1 - L2sinθ1 + L4cosθ1       (1) 

Py = L1sinθ1 + L2cosθ1 + L4sinθ1               (2) 

L1 + L4 + L5 - Px = L5′sinθ2  (3) 

L2 – Py = L5′cosθ2    (4) 

 

여기서 L1 은 Link1, L2 는 Link2, L4 는 Link4, 

L5 는 Link5 이고 위하여 L5′는 길이 변화가 

발생하여 θ1, θ2 의 값이 0 이 아닐 경우의 

Link5 의 길이를 나타낸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gle bending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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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을 식(4)로 나누면 tan θ2 의 값을 구할 

수 있고, θ2 의 값을 식(4)에 대입하면 L5′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θ1 의 각변화에 

따른 Link5 의 길이 변화와 θ2 의 각변화를 구 

할 수 있다. Link1 의 연장선 아래방향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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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ankle bending rehabilitation 

simulation 

 

3. 모델링의 시뮬레이션 
 

정리된 식을 이용하여 발목부분이 상하로 

움직을 경우, 즉 Link1 이 발목을 원점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게 될 경우 Link5 와 Link6 의 

길이 변화와 각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발 바닥에서 발 목까지의 길이를 100mm 발의 

길이를 275 로 추정하여 시뮬레이션 변수로 

활용하였고, Link5 와 Link7 의 초기 길이는 

로봇의 크기와 각의 움직임, 무게 등을 

고려하여 초기 길이는 405mm 로 결정하였다. 

발목이 움직일 각도는 마비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를 가정하여 다리와 지면이 

수평인 경우를 0°로 하여 발가락이 몸으로 

가까워 지는 경우를 위쪽, 멀어지는 경우를 

아래쪽으로 정하였고, 움직이는 각도는 한번에 

5°씩 위쪽으로 30°, 아래쪽으로 20°로 정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Matlab 을 이용 하여 

실시 하였고 결과는 Fig. 2 와 같다. 

변화된 길이 값은 table1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Link5 의 변화 값은 307.1mm 에서 

506.9mm 까지 변화 하였고, Link7 은 

398.5mm 에서 446.5mm 까지 변화 하였다. 

때문에 발목의 원활한 운동을 재현 하기 

위해서는 Link 가 200mm 이상 변화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ink5 와 Link7 의 변화 차이가 

나는 것은 발목에서 Link5 와 Link7 까지 높이 

차이가 있기기 때문이다.  

 

 Table 1 Result of ankle bending rehabilitation 

simulation 
 

Angle change(°) Link5 length(mm) Link7 length(mm) 

-20 307.1 446.5 

-10 382.9 422.8 

0 405.0 405.0 

10 434.5 394.5 

20 469.1 392.3 

30 506.9 398.5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증 뇌졸중환자 등의 발 

마비 환자의 유연성 재활운동과 근육강화 

재활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발목 굽힘 

재활로봇을 모델링하였고, 정역학 해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변수를 결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는 발목 굽힘 재활 로봇의 제작에 

활용하여 재활장치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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