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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로봇의 기능 고도화와 로봇 응용 분야의 확대 요구에 따

라 점점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환경과 그런 환경에.

서 동작 가능한 로봇이 필요하게 되었다 로봇이 사람과[1].

공존하는 환경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는 로

봇의 제어 문제가 위치 제어 뿐만 아니라 힘제어의 영역까

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된다.

외골격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은 인간의 신체 기능증

강의 목적과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근력 증강을 위해서 동작하는 외골격 로봇과 근력 회복을

위해 동작하는 외골격 로봇은 로봇의 동작 대상에 따라 힘

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착용형 로봇은 사용자의[2,3].

의도에 따른 모션을 생성하여야 하는 근력 증강 개념에서

상호작용력을 모델링하고 모션과 힘의 관점에서 스케이링,

하여 기준신호를 생성한다 사람의 근력 지원을 통(Scaling) .

해서 무거운 물체를 더 빨리 옮기거나 어렵고 힘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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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손으로 하는 작업을 더욱,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상호작용으로 공존,

협력하는 로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5].

착용형 로봇은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 기능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 이외에 몸이 불편한 환자를 돕는 시스템으로,

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체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근.

력의 부족 또는 부분적 마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

인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착용형 로봇을 이용하면 동작하지,

않는 신체의 근육을 보조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 환자 지원을 위한 착용형 로봇은 직접.

적으로 환자의 동작을 대신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목적을

가진 근력 지원 로봇과 로봇이 직접 동작을 보조하는 것이

아닌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재활 보조 로봇이,

있다 이러한 재활 또는 기능회복을 위한 착용형 로봇의 제.

어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의지와 다른 신체 동작이 나타날

수 있어 정상적인 기준 신호를 생성하는 기법도 시스템 동,

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활훈련은 지금까지 치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손실된 근력회복과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을 장시

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재활치료에는 치료

사의 많은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재활훈련이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것 때

문에 힘들어 하므로 환자의 훈련 의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보행장에가 있는 환자에게 보행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명 이상 필요하다 재활 보조 로봇은2 .

환부의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동작을 로봇이 만들어 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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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반복적인 훈련을 도와주어 치료사의 육체적 노동을

줄여주며 환자의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훈련의 반복을 위해,

서 게임과 같은 요소를 반영한 재활 시스템을 구현해 오고

있다 재활로봇치료는 현재 뇌손상뇌졸증 외상 뇌종[14]. ( , ,

양 환자 척수손상환자 파킨슨병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 , ,

고 있다 운동기능 회복 촉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기억.

력 집중력 문제해결 능력 각성 유지 등의 회복에도 도움, , ,

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등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6]. Merholz

에 의하면 재활 훈련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효과가 있었고 신체의 기능을 발달,

시켰다고 한다 이와 함께 뇌질환 환자의 보행기능 치료[7].

에 하지 재활에 로봇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작되면서 외,

부 장치형 하지 재활 로봇과 착용형 로봇 형태의 하지 재

활 로봇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외부 장치형 재[15].

활 로봇은 신체의 최종단만 로봇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다

른 관절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은 불가능하지만 기구학적,

연결 메커니즘을 이용한 추정은 가능하다 신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착용형 재활 로봇은 시스템의 복잡도는 매우

증가하지만 환자의 재활 훈련에 필요한 동작을 각 관절별,

로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환자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동작과 최대한 비슷한 운

동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운동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보행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한 재활 훈련 치료법이

많이 수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트레드밀을 이용한[8],

보행 훈련 이다 현재 상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착용형 하지.

재활 로봇으로 Lokomat [16], LokoHelp [17], ReoAmbulator

등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18], ALEX [19], LOPES [20]

다 프로그램 된 정상적 보행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환자의 하지 움직임을 유도하도록 동작하며 그 임상적,

효과가 이미 보고되어 있다 등의 연구에서 뇌졸중. Shwartz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도수적 보행치료와 로봇을 이용한

보행 치료를 함께 시행한 환자가 기존 치료만을 시행한 환

자보다 더 높은 보행기능의 행상을 보였다고 하며,

등의 연구에서는 불완전 척수손상환자의 보행 기Del-Ama

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보행[23,24].

재활 훈련 로봇은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장애 치료에 많은

효과가 있음도 등의 연구에 의해 알려졌다Picelli [25].

보행 재활 훈련 로봇은 환자 본인이 독립적이고 주체적

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고 치료 기록을 저장할 수 있기 때,

문에 치료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있는 장비들은 공통적으로 관절.

제어부가 고관절과 슬관절에만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대부분의 착용형 하지 재활 로봇들은 족관절의 자유도를

실제와 달리 간단히 수동관절로 구성하거나 항상 족관절을,

로 유지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상태에서 보90° ,

행모션을 생성하기 위하여 발바닥은 아치형으로 제작되어

진다 하지 보행 재활 훈련은 환자가 잃어버린 정상 보행.

패턴을 훈련을 통해 신체와 신경계에 습득시키는 것이 목

적이지만 기존의 대부분 보행 재활 시스템에서는 족관절에,

대한 보행 패턴의 학습을 간과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2

자유도를 가진 족관절 기구에 대한 개발과 시스템적인 특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이 보행을 할 때 발생하는 무게.

중심의 변화와 지면에 접촉시 발생하는 다리 위치의 변동

을 재활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위해 족관절의 자유도를 통

하여 미세한 모션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의 정상적인 보행과 유사한 걸음걸이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족관절 시스템의 목표이다.

본 논문은 사람의 보행 패턴과 족관절의 동작을 분석한

후 족관절 기구 설계와 제작에 관하여 설명하고 실험결과,

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사람의 보행 패턴과 족관절의 관계 분석II.

보행 재활 훈련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착용형 보행

재활 로봇들은 족관절에 대한 재활 효과가 부족하며 보행

동작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26].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재활 훈련의 목표

인 정상 인간 보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행 분석을.

통하여 족관절에 어떠한 동작이 실제로 발생이 되는지 확

인하고 이에 맞추어 사용자가 기구를 사용 중에 방해를 받,

그림 1. 인간보행사이클 단계(7 ).

Fig. 1. The human gait cycle (7step).

그림 2. 족압에따른인간보행사이클구분.

Fig. 2. The human gait cycle seperate by foo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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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관절부의 설계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보행은 측면에서 확인되는 다리의 동작에 따라

크게 입각기 와 유각기 의 단계로(stance phase) (swing phase) 2

나뉘며 각각을 다시 세부적으로 단계로 구분한다그림, 7 ( 1,

그림 에서 나타낸것과 같이 입각기는 발이 지면에[9,11]). 1

닿는 순간부터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를 의미하며 유각,

기는 발이 땅에서 떨어져 다시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를 의

미한다 다리의 동작만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정상 보행 분.

석은 끝나겠지만 그림 의 보행 구분만으론 보행 중 족관1

절에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족관절에 동작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인간 보.

행 패턴은 발바닥과 지면의 접촉상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

다 보행 시 보행 진행 단계에 따라 접촉면의 변화와 함께.

발바닥의 압력분포가 바뀌게 된다 그림 는 발바닥의[10]. 2

접촉면과 압력 분포에 따른 보행 사이클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족압의 분포는 보행 단계를 인식하는 근거가 되어 입.

각기의 보행 단계를 구분하는 기법도 발표되었다 발바[21].

닥 접촉에 따른 보행 구분은 보행 재활 훈련 시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실제 접촉 순서와 족압 분포를 유사하

게 만들어 줄수록 안정되고 편안한 걸음이 된다.

그림 은 사람의 보행 중 무게중심의 이동을 최소화하기3

위한 골반의 동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상면도 와(top view)

정면도 를 나타내었다 사람의 다리는 보행시(front view) [11].

에 정확하게 자로 걷지 않는다 이는 보행시 발을 정확히11 .

정면 앞으로만 뻗는 동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은 한 쪽 다리가 유각기에 진입하면 반대쪽 다리

로 균형을 잡고 신체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반의 움직임을 수반하게 된다.

골반은 그림 에서 보인것과 같이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3

며 이러한 동작을 위해 족관절이 해당하는 회전 자유도를,

가져야 가능하게 된다 즉 실제 보행에 있어서 고관절과 슬. ,

관절의 동작 각도 뿐만 아니라 골반과 발목의 동작이 중요,

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행 재활을 위한 로봇.

슈트를 설계할 때 골반 가동 구조와 발목 가동 구조가 함께

고려되어야 올바른 자세의 재활 동작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보행 동작 분석을 통해 족관절에

서는 그림 과 같이 개의 자유도를 가져야 정상보행의 동6 2

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의 속도로 걸을. 4 3km/h

때 보행 사이클 동안 족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한 자료이다.

여기서 족관절의 가동값은 보행자를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

고 보행자의 시선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을 때 발과 종아리,

가 직각일 경우를 라고 정한다 이 경우의 를 기준으로0° . 0°

족관절이 시계방향으로 가동될 때를 음의 값으로 반시계방,

향으로 가동될 때를 양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는 보행자를 뒤쪽에서 관찰했을 때 보행 사이클5

동안의 오른쪽 다리의 족관절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이다.

부하 반응기 구간에서 족관절은 그림(Loading Response) 5

의 중간에 나타낸것과 같이 지면에 대한 수직선을 기준으

로 정도 움직인다 그림 에서 정의한 회전축을 이5° [22]. 6

용하여 착용형 로봇 족관절의 요구조건을 정리하면 한 보

행 사이클 동안 족관절 기구는 족관절이 방향으로 최Roll

소 방향으로 까지 최소 를 움직일 수5°, Pitch 8° ~ -17° 25°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3. 무게중심이동을최소화하기위한골반의움직임.

Fig. 3. Pelvic maneuvers to minimize COGdisplacement.

그림 4. 보행사이클동안의족관절의모션.

Fig. 4. Range of ankle motion during a gait cycle.

그림 5. 보행사이클동안하지의수직정렬상태.

Fig. 5. Vertical alignment of the lower limb.

그림 6. 족관절에서회전축의정의.

Fig. 6. Definition of rotational axes in ankl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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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설계III.

보행 재활 보조 로봇의 족관절이 만족해야 하는 기본 조

건은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족관절의 동작 범위를 만2

족하는 관절 자유도 작동 범위이다 재활 훈련을 하는 사, .

용자는 근력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

이 발생되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족관절은 신체의 무게를 견딜 수는 있으나 외력이나 충격

에 의해서 족관절 주변의 근육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

다 따라서 재활 기구의 오작동이나 재활 프로그램과 환자.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환자의 족관절을 무리하게 가동한다

거나 꺾이게 해서는 안 된다 보행 재활 장치는 훈련에 필.

요한 가동범위 이상으로는 기구적으로 가동이 불가능 하도

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축 관절의. Pitch

가동범위를 총 로 축 관절의 가동범위30°(10° ~ -20°) , Roll

를 로 제한했다 보행 재활 훈련 때의 걸음은 일반인의6° .

걸음보다 폭이 작고 느리게 진행하므로 훈련에 충분한 가

동범위이다.

과도한 액츄에이터의 성능 및 자세 고정성은 환자가 훈

련을 할 때 부자연스러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스스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즉 환자가 훈련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

때는 훈련을 도와주지만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할,

때 무리해서 동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 목표로 하는 족관절의 기능은 발처짐족(

하수 을 방지하는 관절 보조 장치이다 편마비, Drop-foot) .

환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발처짐은 보행을 부자연스럽

게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개,

선하여야 한다 유각기에서 사람의 발이 바닥에 끌리지 않.

게 방지하는 동작이 가능하도록 액츄에이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유압 구동계는 시스템 관리의 불편과 오염 가능성으.

로 인하여 전동모터를 구동기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전.

동모터는 토크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감속기와 함께 사

용되는데 감속기는 모터의 구동토크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

지만 반대로 외부에서 구동축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힘

을 증가시키는 작용도 한다 족관절은 입각기에서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여야 하며 유각기에서는 발처짐을 방지하여,

야 한다 유각기에서 발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힘은 크지 않.

으나 편마비 환자는 신경계의 손상으로 의지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족관절 구동부에 감속기를 사용하면 모.

터에 토크를 증폭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관절을 움직일 때 부하로 작용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재활 훈련 중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장치의 조

작 없이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족관

절이 오히려 더 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

하려면 전동모터에 이하의 감속비를 가지는 감속기를1:10

사용하거나 감속기 없이 장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

터를 작동 시키지 않아도 족관절 부위를 자연스럽게 움직

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질감 없이 재활 장치를 사

용할 수 있다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족관절을 동작시.

키려면 이상의 고출력의 모터가 필요하게 되고 고100Watt ,

출력 모터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고중량이다 무거운.

족관절은 고관절 슬관절의 구동장치계 사양에 고려사항으

로 작용하므로 전체 시스템의 설계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족관절의 구동에 필요한 토크를 감속기 없이 보충

할 수 있는 공압실린더를 적용하였다 공압 실린더는 사용.

자의 발의 무게를 족관절 축을 중심으로 지탱하여 발바닥

과 지면이 평행하게 평형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용.

자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장비를 장착하는 것만으

로 평형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 때 모터는 작은 토크로도.

평형상태를 벗어나 족관절을 구동시킬 수 있다.

그림 은 족관절 구조를 단순화하여7 Free Body Diagram

으로 표현한 것이다 는 족관절이 동작하는 중심축 는. O , a

중심축 로부터 엄지발가락까지의 거리 는 로부터 발꿈O , b O

치까지의 거리, L1 L2 는 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발의O

무게 중심이며, F1 F2 는 중심축으로부터 나누어진 발과 족

관절 기구의 무게로 인하여 작용하는 중력 방향의 힘이다.

L3는 로부터 실린더까지의 거리이며O F3는 실린더에서 작

용하는 반력이다 식 은 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계산. (1) O

하는 식이다 시스템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린더의 스.

펙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평형상태에서 모멘트는 이며0 ,

F1 F2 F3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족

관절 기구가 적용되는 시스템은 일반적인 착용형 보행 보

조 로봇이 아니라 트레드밀 상에 외부 장치에 의해 로봇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고 착용자는 사타구니와 골반부가 로,

봇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어 보행 동작 시 족관절에서는 착

용자의 모든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으며 트레드밀 시스,

템이므로 족관절 토크에 상관없이 보행 동작이 구현이 되

도록 설계되어있다 때문에 족관절 시스템에 작용하는 질량.

은 사용자의 발과 족관절 자체의 무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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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린더성능결정을위한자유물체도.

Fig. 7. Free-body diagram to decide cylind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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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은 식 와 같이 정리되며 최종적으로(1) (2) , F3 을 구하

는 관계식인 식 이 된다 발은 삼각형으로 단순화하여(3) .

표현하였으며 이 삼각형은 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삼각형, O

으로 나눌 수 있다 발의 무게 분포를 두 개의 삼각형이 차.

지하는 무게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와 같이. (4) L1과

L2는 와 의 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a b 1/3 , L1과 L2에서 작

용하는 무게는 식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은(5) . m

발의 무게와 의 축에 가해지는 족관절 기구 무게의 합이O

다 본 논문에서는 몸무게가 이고 발의 길이가. 75kg 270mm

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발의 무게는.

이고 에 가해지는 족관절 기구의 무게는 이다1.125kg , O 4kg .

 ,   , 

, 


, 


 (6)

kg×  kg (7)

ankle robot weight kg (8)

   ankle robot weight kg (9)



kg, 


kg, 


kg (10)

식 는(6)~(9) F3의 계산에 필요한 상수 값이며 식 은, (10)

계산된 결과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F3는 으로 계산된2.37kg

다 계산된 힘에 맞춰 의 반력을 가지는 공압 실린더를. 24N

선정하여 족관절 기구를 제작하였다.

그림 은 설계된 족관절 가구의 모델과 제작된 실제8 3D

족관절 기구의 모습이다 제품의 경량화 소형화를 위하여. ,

형 모터를 사용하였고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액츄에이Flat ,

터 및 관절 구조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족관절의 방향. Roll

자유도는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신체의 무게에 의해 가동이

되고 유각기에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족관절의 위치가 복,

구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성능 평가IV.

제작된 족관절 기구가 설계한 대로 의 무게에 대5.125kg

하여 평형을 유지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9

발모양의 무게추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

은 무작위로 족관절 기구를 움직인 후 정지되는 위치를 측

정하였다 표 은 실험값에 대한 통계값이다 각도는 지면. 1 .

과 족관절 모듈 바닥과의 각도이다 회귀 동작 목표 위치인.

에 근소한 오차값으로 복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로0° .

발생하는 오차 범위는 사람의 보행이 고정밀 시스템이 아

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가능한 값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족관절 모듈의 작동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어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시스템의 동작 속도가 보행 재활

훈련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한국인의 보행 데이터로 세. 41

정상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로 보행 사이클의 시간0.9m/s 1

이 초1.3 이며 그 중 유각기는 초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0.5

있다 환자의 재활을 위한 보행 속도는 이보다 느린 속[13].

도의 사이클 당 초로 진행되므로 족처짐을 방지하기1 1.5~2 ,

위해서는 족관절 모듈이 초 이내에 전행정 상0.6 (Full-stroke)

태가 되어야 한다 실험결과 초 내에 전행정에 도달하는. 0.55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은 족관절 모듈의 작동결과를 그. 10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간이 나누어.

자는데 이는 실린더 로드와 실린더 케이스 간의 마찰력 변

그림 8. 족관절기구의설계와실제제작된장치.

Fig. 8. Developed ankle joint device.

그림 9. 족관절동작실험구조와실험용무게추.

Fig. 9. A test structure for ankle device operation and a weight

stone for test.

표 1. 실험결과통계값.

Table 1. Experimental result.

실험횟수 목표값 오차범위 표준편차 평균오차

회30 0° -0.5° ~ 0.6° 0.337 0.062

그림10. 족관절기구의시간에따른동작.

Fig. 10. Behavior of the ankle joi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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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구간 떄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사이에 일어. 0.1

나는 작용이며 착용 테스트 시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는 수,

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인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보행 신호에 맞추어 연속 동작이 가능한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초에 한번씩 족처짐 방지를 수행. 1

한다고 가정하고 작동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족관절 기구

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그림 은 연속 동작 실험 결과를. 11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 사람의 무게가 적용되지 않.

았지만 족처짐 방지 동작과 복귀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직접적인 적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하지 재활 기구에 장착되어 환자의 무게가 적.

용이 되면 뒤축 딛기 가 발생하여 더욱 빠르게(Heel-Contact)

원점으로 복귀된다.

결론V.

보행 재활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기준으로 설계한 족관절 구조를 소개하였

다 보행에서 무게중심의 이동에 따른 골반의 동작과 이에.

따른 족관절의 여유자유도를 구현하여 자연스러운 보행 동

작을 제공하는 족관절 기구를 제안하였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족처짐 방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구동 메커니

즘과 함께 공압 실린더를 결합한 구동장치를 제안하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하여 실제 보행 보조 훈련 시스템용 족관절

로 필요한 기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족관절의 기준. ,

신호를 추종하며 족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

인식 기법 등을 포함한 지능형 족관절로 수정해 나갈 예정

이다 또한 실제 재활 훈련에 적용하여 실사용자 피드백을. ,

통하여 개선함과 동시에 족관절 여유자유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발목관절의 힘모멘트감지. /

장치와 연계한 연구도 필요하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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