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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gait assistive device to enhance the gait stability and training efficiency of 

stroke patients. The configuration of this device is mainly composed of a motored wheel and a single cane whose lower end is 

attached to a motored wheel frame. A patient can feel haptic information from continuous ground contact from the wheel while 

walking through the grip handle. In addition, the wheeled cane can avoid using excessive use of the patient’s upper limb for weight 

support and motivate the patient to use a paralyzed lower limb more actively. Moreover, the proposed device can provide intuitive 

and safe user interaction by integrating a force sensor and a tilt sensor equipped to the cane frame, and a switch sensor at the cane’s 

handle. The admittance control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atient to change the walking speed intuitively by using the interaction 

forces at the handle. A hemi-paretic stroke patient participated in the walking assistive experiments as a pilot stud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haptic cane 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tient could improve walking speed and muscle 

activations during walking with a constant speed mode of the haptic cane. Moreover, the patient could maintain the preferred walking 

speeds and gait stability regardless of the magnitude of resistance forces with the admittance control mode of the haptic cane. The 

proposed robotic gait assistive device with a simple and intuitive mechanism can provide efficient gait training modes to stroke 

patients with high possibilities of widespread uti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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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腦卒症)은 뇌 혈류 이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유발된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키는 병으로써, 발병 후 급성

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병원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기간

을 지나 신경학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에 들어서면 근육 강화 

및 신경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재활 치료 (보행 

훈련, 상지 재활, 인지 기능 등)를 시작하게 된다[1]. 특히, 보행 

재활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 과정

이지만 뇌졸중 및 뇌 경색으로 인한 균형 유지 능력 손실에 

의한 보행 실패, 낙상의 가능성 증대, 보행 행위의 두려움에 

의한 독립성 손실, 사회활동의 위축 등의 영향을 가져오므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재활을 

위해서는 손상된 균형 감각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2]. 

기존 재활 로봇 연구에서 실내 치료용 로봇인 Lokomat 은 

장애 정도가 심한 환자까지 보행재활 훈련이 가능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무게지지 비율 조절이 가능한 BWS (Body 

Weight Support) 시스템 및 트레드밀과 일체형인 외골격형 로

봇을 이용하여 보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재활 모드가 제공 가

능한 대표적인 보행 재활 훈련 시스템이다. Lokomat의 대규

모 임상적용 연구를 살펴보면 보행재활의 효과가 부분적으

로 입증되고 있지만[3] 전통적인 기기 (지팡이, walker)를 활용

한 보행재활 방식에 비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활의 효율

성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정도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고 훈련 

후에 실제 지면 보행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 임상적용은 미진한 실정이다. 다른 보행재활 시스템으

로써, 6 자유도 상하지 연동 보행 재활 시스템 [4]은 다양한 

보행 조건을 (경사, 계단) 제공하고, 가상 환경을 이용하여 

인지 능력의 향상 및 사용자 보행 속도 적응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 지면 보행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Lokomat

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위 시스템들의 재활 훈련 효율성

이 떨어지는 이유는 훈련자가 실제 지면에서의 보행에서 겪

게 되는 근골격계, 감각기관, 신경계의 자율적인 통합에 의한 

자발적인 보행 운동이 배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실제 지면에서 보행 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바

일 로봇과 BWS를 결합한 Kineassist [5]가 개발되었지만 복잡

한 구조, 높은 가격에 의한 경제성 문제, 환자 착용의 번거로

움, 실외 환경 적용 한계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골격 장치 [6-8]의 경우, 

하지 관절에 능동 구동기를 통하여 정상보행에 요구되는 동

력을 공급하여 보행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그러나 착용

성 문제와 구동기 및 기구 구조에 의한 무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환자의 의도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미 스스로 기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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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환자의 보행 재활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형태, 실제 

지면 보행지원 가능성 그리고 복잡한 착용 과정이 없이 하지

의 근력강화 및 감각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보행 재활 시스

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Hirata [9], Suzuki [10]는 제동력만

을 가지는 바퀴를 이용하여 수동적 메커니즘 기반 지팡이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들은 외부 환경과 감각적인 상

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육 활성화의 유도가 가능하므

로 보행 재활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브레이크

만 이용한 시스템은 시스템 구동에 의한 사용자 수동적 훈련

을 제공을 할 수 없고 시스템의 관성을 능동적으로 보상하지 

못한다. Toshio F. [11]의 경우 수동적 메커니즘과는 달리 신체

의 노화로 인한 하지의 근력이 약화된 노약자를 위하여 전방

향 플랫폼에 지팡이를 부착한 능동형 시스템 (iCane)을 제안

하였다. 이 시스템은 6축 F/T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

도를 파악하고 전방향 장치의 구동기를 통하여 편리한 이동

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고중량이고 사용자가 자세 

안정을 위해 상지 건측 근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도 이를 통

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건측 근골계 질환 야기 및 효과적인 

훈련성과를 위한 환측의 자발적 근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단

점이 있다.  

마비환자의 경우, 감각-운동(sensory-motor) 기능의 손실 때

문에 정상 보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지면에서 자발적

인 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한 자세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균형능력은 결과

적으로 몸의 질량 중심점이 지지면(base of support)안에 위치

하도록 하는 자세조절 기전(postural control mechanism)으로 유

지된다[12]. 그러므로 기존 전통적인 재활 장치 (지팡이, 

walker)나 위에서 소개된 지팡이형 시스템은 발바닥에 국한

된 지지 면적을 발바닥 외부까지 확장하여 자세조절 기전의 

보조를 통한 보행 재활 보조가 가능하다[13].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상지 기능의 과도한 활성화 야기 및 하지 기능의 축

소로 인한 환자의 보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14] 이 

있다. 따라서 하지 사용을 더 강제하고 환자 스스로의 감각

을 통한 균형유지 능력 증진을 통하여 자발적인 보행 훈련이 

수행 가능한 보행 보조기 개념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행 재활 로봇의 비용 대비 재활 

효율성을 높이고, 뇌졸중 환자가 자발적인 보행 재활 훈련

이 가능한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

스템은 막대기 끝에 모터로 구동되는 바퀴가 부착된 간단

한 구성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기

울어진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잡아서 통제하므로 전통적인 

보조 장치나 기존 지팡이 형태의 시스템이 야기하는 과도

한 상지 활동 및 허리 굽힘 자세 유지 현상을 방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구조 상, 훈련자가 지면에서의 보행

에서 겪게 되는 운동감각(kinesthetic) 정보를 건측의 손으로 

재 공급하여 자세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바퀴에 부착

된 모터의 능동적인 제어를 통해 다양한 재활 모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평가를 수행한 결과 기존 전통적인 

지팡이보다 높은 보행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향상된 근

육 활성도를 보였다. 

 

그림 1. 시스템 개념 설계와 실제 구현된 시스템. 

Fig.  1. The conceptual design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시스템 구성을 III 장에서는 시스템 

제어, IV 장에서는 사용자 평가 및 분석, V 장에서는 논의 사

항을 기술하며 이후 결론으로 구성된다. 

 

II.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알루미늄 

파이프 (직경: 25mm)에 기어드 모터 (gear ratio: 14:1)의 마운팅

을 위한 구조를 부착하고 베벨 기어를 통하여 wheel에 동력

을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Wheel의 직경은 150mm이고 

 

 

그림 2. 시스템 구성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ig.  2. System construction and smart phon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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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여하는 외력에 의하여 변형이 되지 않는 단단한 

성질의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여 엔코더를 통한 시스템 이동

거리, 속도를 보다 정확히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모든 컴포넌트의 사양은 표 1에 정

리되어 있으며 기울기 센서와 힘 센서를 제외한 모든 하드웨

어를 가능한 한 바퀴 가까이 부착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법

을 통해 시스템의 총 무게는 약 10kg이지만 시스템을 사용하

기 위해 요구되는 손잡이를 들어올리는 힘은 2종 지레의 효

과로 인하여 지팡이와 지면이 이루는 각도가 45도일 때, 

1.5kg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

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손잡이에 스위치를 부

착하여 손잡이를 움켜쥐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위치가 활성

화 되어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손잡이를 놓거나 안전 

지지대가 지면에 닿게 되면 시스템의 속도 제어기의 속도 입

력 값을 0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또한 배터리의 전압 변동에 대비를 위한 DC-

DC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설치하여 센서 신

호 정확도와 및 정적 전압을 사용하는 장치의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본 지팡이 시스템의 상위 레벨 제어 및 HW 인터페

이스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c-RIO를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제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 수집을 위한 모든 아날로그 

센서 (기울기 센서, 힘 센서)에는 원활한 사용자의 의도 파악 

및 백색 잡음 제거하기 위해 Butterworth 필터를 이용하여 

30Hz 이하의 신호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 과정에서 자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

집은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신체의 흔들림의 각도 측정으로 

수행하였으며 근육 활성도 측정을 위하여 외부 EMG 센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신체 흔들림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2의 하단 오른쪽과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

현하고 특수 제작된 벨트를 통하여 스마트 폰을 인체의 무게 

중심 위치에 고정시켰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의 Roll 정보

와 신체의 mediolateral (ML) 방향 (인체의 좌우 방향) 각도가 

일치되므로 신체의 좌우 흔들림 각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신체 흔들림 측정 주파수는 100Hz이며 햅틱 지

팡이 시스템에 부착된 WIFI 장치를 통해 Roll 각도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Roll 값은 식 (1)과 

같이 실험 전 구간에 대하여 ML 각도 변화(average of change)

에 대한 평균값으로 가공하여 균형 안정에 대한 평가 지표로

써 활용된다[15,16]. 인체의 무게중심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

를 통하여 보행과정에서의 자세 안정성 측정방법은 자세안

정을 평가하는 주요 인자인 인체 발바닥에 분포하는 압력 중

심(COP: Center of Pressure)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으며[15] 실질적인 사용에서도 유효한 결과를 얻고 

있는 방법이다[16]. 

 
( )

2

( ) ( 1)
AOC

ML i ML i
ML

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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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행재활 모드 구현과 시스템 제어  

그림 3은 본 논문의 시스템의 자유 물체도 및 주요 파라미

터를 도시한 그림이다 (m: 바퀴 질량, M: 지팡이 질량, θs: 지

면으로부터 지팡이 기울기 각도 및 사용자가 지팡이를 잡았

을 때 시스템 각도, l: 지팡이 길이, lc: 지팡이 질량 중심, Tm: 

모터 토크, θm: 모터회전 각도, Fu: 사용자가 발생한 힘, Tu: 사

용자가 발생한 토크). 이러한 형상을 가진 시스템으로 보행

재활 모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행 재활에 널

리 쓰이고 있는 트레드밀을 활용한 보행 재활 모드를 활용하

고자 한다.  

먼저 트레드밀 구동 보행 기법(treadmill-driven)을 이용한 

보행 재활은 트레드밀이 구동하게 될 때, 사용자가 지정된 

속도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보행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보

행 장애에 대하여 종합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 보행 재

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보행 속도의 증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기법의 효과를 본 시

스템에서도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장치구동 보행

(device-driven walking) 기법을 구현하였고 모드의 이름을 수

동 모드(Passive mode)라고 명명하였다. 이 모드는 운전자

(operator)가 미리 지정한 시스템의 속력에 따라 사용자가 시

스템의 손잡이를 잡고 실지면 보행훈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표   1. 개발된 시스템에 사용된 하드웨어 사양. 

Table 1. HW component specification on the system. 

Motor and DC 

motor controller 

coreless DC motor (50W, gear ratio 14:1), RB-

HBMD H-Bridge DC Motor Driver 50V 20A

HW interface, 

High level 

controller 

C-Rio 9078, LabVIEW (a real-time embedded 

controller made by National Instruments) 

Force sensor 

module with amp. 

CDES (Capacity: 100kg), BS-205 (24bit A/D 

converter, 50Hz) 

Tilt sensor 
MSENS (-180degree~180degree, 0.1 degree 

resolution) 

Battery 
Samsung Ritium Ion battery ICR30N18650-

26-5R-PCM-A (4/3FA 22.2V 13000mAh) 

Battery voltage 

regulator 

GMS200-Series/200W Single (DC-DC), 

PMS100-Series/75W Single (DC-DC) 

Wheel radius 75mm 

Encoder resolution 500 

 

 

 

그림 3. 시스템 자유 물체도와 시스템 파라미터. 

Fig.  3. The free body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and system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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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모드를 위한 구동기 제어는 사용자가 손잡이를 쥐고 스

위치 신호를 제어기에 인가하게 될 때, 그림 4의 FPGA 레벨

의 PI 속도제어기에 의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 (vd)를 발

생시킨다.  

한편, 트레드밀 상에서 사용자 구동 보행 기법(User-driven 

treadmill)은 가상현실과 보행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목표 지향적인 보행 훈련이 가능하고 운동 중추(cortex)의 자

극을 통한 운동 감각 회복이 가능하다[18,19]. 따라서 본 시

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환자-시스템 힘 상

호작용 정보를 힘 센서와 각도 센서를 사용하여 수집하고 어

드미턴스(Admittance) 제어 [20]를 이용하여 능동적인 시스템 

관성 보상과 사용자의 보행 의지가 반영이 가능한 능동 모드

(Active mode)를 구현하였다.  

또한 능동 모드에서 환자-시스템 간의 힘 상호 작용의 크

기를 조절은 모터의 회전 속도가 사용자의 힘 입력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여 조절한다. 즉,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가 시스템을 미는 힘의 일부가 휠-지면에서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 ( f )이 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힘에 대하여 모터 

회전속도 변화가 차등적으로 변하면 정지 마찰력 크기 또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사용자 손에 반작용으로

써 저항감을 공급하므로 모터회전 속도 변화의 차등으로 다

양한 크기의 사용자-시스템 상호작용 힘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 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환자가 능동 모드에서 보행 훈련을 할 때, 어느 정도

의 힘 상호작용이 사용자에게 최상의 보행 훈련 효과를 나타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을 위하여 

본 논문의 어드미턴스 ( d

e
Y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 )  

Active mode : 1

d v

e

e e

v

k s
Y s

m s b s

k

=

+

=

 (2) 

식 (2)에서 me는 가상 질량을 의미하며 be는 가상 댐퍼를 

의미한다. 그러면 kv 는 그림 4처럼 어드미턴스 블록에 주어

지는 사용자 힘 입력 (Fu)과 시스템 특성에 의한 임피던스 

(Z(s))의 차이의 x 방향 성분 힘 (Fu_axiscosθs)에 대한 gain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그림 4에서 어드미턴스 블록의 출력인 시

스템 속도 입력 (vd)에 비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입력되는 힘 정보는 Euler 적분을 통하여 시스템 속도 

(vd)을 출력한다. 연산된 vd 는 PI 속도 제어기에 입력되고 PI 

속도 제어기의 속도 피드백은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로 연산

되며 최종적으로 시스템 속도 (vm)를 출력한다. 그리고 1축 

힘 센서 정보를 식 (3)으로 가공하여 모터에 가해지는 토크 

외란을 피드 포워드한다.  

 
D s

T R Nµ=  (3) 

이 때, 식 (3)의 수직항력 (N)은 그림 3으로부터 다음과 같다. 

 
_

sin sin
s u axis s

N Mg mg Fθ θ= + +  (4) 

μs 는 0.3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그림 4의 주요 파라미터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ωd: 원하는 모터 각속도, 
m

θ� : 현재 

모터 각속도, Am: 모터 전류, km: 토크 상수, Vc: 전압 입력, Ac: 

전류 입력). 

그리고 me와 be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가상 질량 (me)의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하였고 가

상 댐퍼 (be)는 시스템을 사용자가 밀지 않을 때, 부드럽게 

멈출 수 있는 값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 그림 5에 도시되어 있다. 결정된 어드미턴스의 시정수는 

0.823이고 결정된 가상 질량 및 가상 댐퍼가 그림 5보다 작

은 경우는 시스템의 거동이 불안정 경향을 보이거나 응답 

 

그림 4. 햅틱 케인 제어기 블록 다이어그램 - Passive 모드를 위한 PI 속도 제어기와 가상 어드미턴스를 활용한 능동 모드. 

Fig.  4. Haptic cane controller block diagram -velocity control by PI control for the Passive mode and virtual admittance ( d

e
Y ) block for the Active 

mode. 

 

 

그림 5. Admittance 파라미터 실험 결과. 

Fig.  5.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admittance block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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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행 재활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결정된 어드미턴스에서 kv 를 1보다 작은 값

으로 변동하면 d

e
Y 가 가지는 응답 특성의 변화 없이 kv 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vd 를 출력할 것임으로 사용자는 

더 큰 저항력을 느낄 수 있다. 

 

IV. 사용자 평가 

본 시스템의 보행 재활 효과 및 보행 안정성 증진 영향 분

석을 위하여 본교 (경상 대학교) 재활 의학과 교수진 및 의

료진과 공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대조군은 전통적인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한 경우이며 비교군으로는 본 시스

템의 수동 모드를 이용하여 보행한 경우와 능동 모드에서 다

양한 저항을 공급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자세 안정성 평가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체 흔들림의 각도를 

실시간 측정한 정보를 활용하였고 근육 활성도 검증은 EMG 

센서를 이용하였으며 EMG가 측정된 근육의 위치가 그림 7

에 도시되어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의 속도(vm)를 측정을 통

하여 사용자의 보행 속도 정보로써 활용하였다.  

1. 수동 모드의 실험 프로토콜 

실험 프로토콜은 환자가 일반 지팡이를 이용하여 직선 보

행 (6.5m)을 진행하고 보행 시간 측정을 통하여 지팡이를 이

용하여 보행한 속도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 속도를 운전자가 

시스템에 지정하고 환자는 3분간 휴식 후에 햅틱 지팡이를 

이용하여 6.5m 보행을 진행한다. 그리고 다시 3분 휴식 후에, 

운전자는 0.1m/s씩 속도를 높여나가면서 환자가 보행을 수행

할 수 있는 속도 범위까지 실험을 진행한다.  

2. 능동 모드의 실험 프로토콜 

능동 재활 훈련 모드는 시스템의 손잡이를 잡고 스위치를 

누르면 시스템에 주어지는 힘 (Fu_axis)을 측정하여 시스템이 

구동된다. 또한 저항감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드미턴스 블

록에 적용된 kv 를 줄여서 사용자가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힘

을 크게 조절하였다. 실험 프로토콜은 최소 저항력 (kv 를 1로 

설정)부터 6.5m 보행을 실시하고 3분간 휴식 후 0.25씩 줄여 

나가면서 진행된다.  

3. Passive mode의 보행 재활 효과 검증 결과 

수동 모드에서 시스템의 속도 입력에 대한 신체 흔들림의 

변동값의 평균 (MLROC), 하지 주요 근육에 대한 EMG 값의 

평균을 표 2에 도시하였다. 

 

그림 7. EMG 측정에 사용된 근육 위치. 

Fig.  7. Muscles position used in the EMG measurement. 

 

표   2. 수동 모드에서의 실험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Passive mode. 

PASSIVE 

MODE 

일반 

지팡이
0.5m/s 0.6m/s 0.7m/s 0.8m/s

MLAOC (deg) 5.4926 5.7141 4.8258 5.6383 5.7566

Right VMO* 255.175 266.07 284.29 341.15 299.14

Right semiten* 115.05 218.23 209.34 345.47 354.01

Right TA* 52.4 62.83 66.14 72.35 55.89 

Right GCM* 131.025 191.9 275.99 314.75 348.33

Left VMO 278.9 315.57 390.15 478.13 438.53

Left semiten 34.225 45.6 49..63 60.88 49.19 

Left TA 23.625 26.5 26.88 31.72 27.71 

Left GCM 65.225 75.87 87.3 123.42 127.7 

*진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마비된 반신의 근육 정보 

EMG 센서의 출력 단위는 (uVs) 

 

환자는 오른쪽 편마비 증세가 있는 60세 남성이었으며 일

반적인 지팡이(single cane)을 사용하여 보행할 때의 평균 보

행 속도는 0.5m/s였다. 그러므로 실험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햅틱 케인 시스템의 최초 실험 속도를 0.5m/s로 설정하고 

0.1m/s씩 증가하면서 0.8m/s까지 진행하였다. 

수동 모드에서 보행을 할 때, 초기 지정 속도 (0.5m/s)를 제

외하고 속도 입력 값이 늘어나면서 보행속도가 빠를수록 신

체 흔들림 (보행 불안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집된 EMG 정보의 경우, 기존 지팡이의 근육 활성

도에 비해 보행 지정 속도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0.8m/에서는 보행 안정성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활성

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수동 모드는 지팡이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근육 활성화와 빠른 보행 속도를 달

성이 가능하였다.  

4. 능동 모드의 보행 재활 효과 검증 결과 

능동 모드에서 실험한 결과를 표 3에 도시하였다. 먼저, 어

드미턴스 블록의 kv 가 1인 상태를 살펴보면 환자의 평균 보

행 속도는 0.66m/s이다. 이후 실험에서는, kv 값이 줄어듦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저항력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되지만 

0.6m/s의 보행 속도를 유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kv 가 

0.75로 지정되었을 때 매우 우수한 근육 활성도를 보이고 있

음을 통하여 저항감은 환자의 근육의 활성화를 더욱 증진하

 

 

그림 6. 사용자 평가 실험과 EMG 측정에 사용된 근육 목록.

Fig.  6. Pilot test of the developed system and list of muscles used in 

the EMG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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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동 모드는 마비된 하

지의 근육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진다.  

 

V. 논의 

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정적 및 동적 상태의 몸의 균형능

력(postural stability)을 향상시켜 노인 및 뇌 질환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한 연구에 의하면 손가락을 정지된 표면에 1N 미

만의 접촉(LT: Light Touch)이나 가볍게 잡은 손(LG: Light Grip)

에 무게중심의 불안정한 방향으로 햅틱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고정된 지면이나 동적 지면에 상관없이 몸의 균형 능력이 향

상 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21].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스스로 기립하여 보행이 힘든 환자가 일반 지팡이나 

본 논문의 시스템을 통하여 보행 재활 효과의 증진이 가능한 

이유는 신체의 공간 위치 및 방향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 좌

표계(reference frame) 정보를 운동 감각적으로 중추 신경계에 

제공하여 자세 제어를 위한 근육 활성화를 자발적으로 유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22]. 또한 기존의 지팡이보다 

본 논문의 시스템이 보행속도와 근육 활성화 관점에서 더 우

수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기존 지팡이와 달리 바퀴의 적용으

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면과 접촉 유지가 가능하고 사용자

가 시스템의 각도를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시스템의 운용 방

식에 의하여 상지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마비증상이 있는 하지가 보행 과정의 

입각기(stance phase)에 놓일 때, 인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하지 

근육들의 활성화 및 지면 정보의 관한 감각 채널이 확장되어 

근육 활성화가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감

각성 촉각자극을 통한 인체 자세 안정 및 보행 훈련은 기존 

재활 장치들이 가지는 신체 관절의 동력보조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각을 자극을 통한 운동 감각 기능을 활성화로 인

하여 자발적인 보행 훈련이 가능하므로 재활 효과를 더욱 증

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용자-시스템 상호 작용을 이용하는 능동 재활 모드

에서 각기 다른 크기의 상호작용을 사용자에게 공급하였을 

때, 특정 저항 정도에서 우수한 근육 활성도를 보였다. 그리

고 개발된 시스템의 능동 재활모드는 자발적인 보행속도 증

진보다 주로 근육 활성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잠정적 결

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정 kv 가 다른 환자에게 똑 같은 결과

를 보인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별로 다른 병증의 정도, 보

행 패턴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경향이 예상되므로 최적의 사

용자-시스템 상호작용 힘을 분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실험 

데이터가 요구된다. 

 

VI. 결론 

본 논문의 장치는 기존 재활 장치가 가지는 휴대성, 이동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간단한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보행 안정성 제공이 가능

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은 기존의 보행재활 

훈련 장치가 가지는 재활의 효율성/경제성에 관한 문제점들

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의 보행재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

존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 훈련 모드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

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동 모드에서는 더 빠른 보

행 속도 달성이 가능하였고 능동 모드에서는 우수한 근육 활

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시스템이 지팡이에 비하여 

확장된 운동 감각성 촉감 자극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보행 안정성을 기계적인 지지가 아닌 환자 스스로 

확보하여 재활의 효과 (보행 속도 향상, 근육 활성화)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인원의 사용자 평가와 보행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보행 재활 효과를 검증하고 다

양한 환경 (오르막/내리막/회전 보행)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

할 때의 보행훈련 효과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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