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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eded to use the gait training system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and old people. 

In this study, a gait training system of turn roller type is propos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the 

rehabilitation. A driving mechanism with the turn roller is designed by using the RecurDyn which is the 

dynamic analysis program. RecurDyn is used to analyze the dynamic behavior of the gait training system. 

The static load analysis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afety of this system. From the operating test of 

this system, it is noted that the driving error is little and the load capacity is 130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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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국내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4년 1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노년 부양비 또한 생산 가능인구(15~64세)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00년 약 96만 명에서 

2011년 250만 명으로 약 163% 증가하였다.1)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재활기기 

및 보행보조 로봇 등의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현

재까지 국외의 보행보조 로봇분야 개발을 살펴보

면, 독일에서 개발된 Care-O-Bot2)은 고령자와 장

애인들이 개인의 가정에서 홀로 생활할 경우 사

용 가능한 로봇이다.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자동으로 회

피하는 기능을 가진다. 보통 집안일 보조, 보행 도

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일랜드에서 개발된 PAM-AID Smart Walker3)

는 고령자들이 집에서 사용 가능한 보조 기기로

써, 주위 환경 위험요소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기능하는 일반적인 보행 보조 모드와 센서를 통

해 장애물을 발견하고 피해가며 자동적으로 운전

하여 사용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능하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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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국내에서도 재활로봇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장비의 제작에 드는 비용, 안전상의 문제, 상

용화의 어려움, 시설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학문적인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제의 보행 재

활치료는 단순한 형태의 레일형 보행보조기구의 

사용으로 미흡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혹은 1인 이상의 도우미가 

없이 자행하여 재활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어가능하고, 고령자

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위험함과 조작의 불편함

이 없으며, 제작비용이 저렴한 레일형 보행 보조

기구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일형 보행보조기구의 방향전

환을 위한 턴 롤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턴 

롤러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역학적 해석

을 바탕으로 시작품을 제작하고 테스트 하였다.

2. 턴 롤러 시스템 설계

2.1 기구부 설계

턴 롤러 시스템의 전체적인 형상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천장에 고정된 레일 상부에 연결되는 

상판과 회전을 위한 회전판을 설계하고, 회전판 

하부에 롤러가 출ㆍ입 가능하도록 고정된 레일과 

동일한 형상의 레일을 체결하였다. 사용자가 원하

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판과 회전판 사

이에 STEP 모터와 평기어가 연결되었으며, 원활

한 회전을 위해 볼 캐스터와 스러스트 볼 베어링

을 사용하였다.

롤러가 회전판 하부 레일과 함께 회전 시 롤러

의 끼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롤

러 길이의 약 두 배 가량 크게 회전판 하부 레일 

길이를 설계하였다.

Fig. 2는 구동부를 확대한 3D 모델을 보여준다. 

모터의 토크를 충분히 증폭하기 위해 감속기를 

사용하고 부피와 작업공정을 줄이기 위해 감속기

와 모터가 일체형인 모터를 사용한다. Fig. 3은 모

터의 고정부가 상판에 고정되고, 감속기의 출력부

는 회전판과 연결되는 구동 원리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 1 Turn roller gait training system

Fig. 2 3D Catia model of driving part

Fig. 3 Turn roller driving principle

상판에 장착된 모터가 회전하면서 동력이 감속

기의 입력부에 전달되고, 출력부가 감속되어 회전

하게 된다. 감속기의 출력부는 회전판과 연결되어 

회전판이 회전하게 된다.

 

2.2 모터 선정

턴 롤러 시스템에 사용될 구동기의 용량을 결

정하기 위해 하중을 선정하고 구동기의 용량을 

선정한다. 먼저 구동기의 부하토크를 계산하기 위

해 디스크 형상의 관성부하인 플라이휠 효과를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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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 (1)에서 은 플라이휠 효과4)를 의미하고 

단위는 kgf·cm이다. 은 사람과 하판의 무게를 

더한 것으로 한다. 보행 재활치료가 필요한 휠체

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남녀 각각의 최대 몸무게 

평균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5) Table 1을 참고하

여 최대 몸무게 평균을 반올림한 90 kgf로 사람의 

무게를 선정하였다. 하판의 무게는 30 kgf이고, 

은 하판의 반지름인 22.5 cm로 계산한다. 는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이다. 관성부하는 관성 모멘

트의 4배와 같음을 나타낸다. 

식 (1)과 안전계수를 바탕으로 구동기의 부하토

크를 구한다. 부하토크는 식 (2)와 같이 표현한다.5)




∙


∙ max  (2)

식 (2)에서 max는 관성체를 구동하는 경우 필

요한 최대 부하토크이고, 은 식 (1)에서 구한 

관성부하이다. 은 회전수로써 90° 회전 시 1.5 

sec가 소요되도록 10 rpm으로 선정하였다. 는 선

정 회전수까지 도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으로써 

1 sec로 선정하였다. 는 안전계수로 중심을 정확

히 잡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려하여 3으로 선정하

였다. 최종적으로 구동기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

대 토크는 95.1 kgf·cm로 계산되었다. 

위에서 계산된 토크를 감당할 수 있는 감속기

일체형 모터로써 ERAETECH사의 ERI130-18모터

를 선정하였고 모터의 사양은 Table 2에 나타내었

다.6)

Table 1 Weight of disabled people using 

wheelchairs aged between 19 and 59

Min(kgf) Max(kgf) Avg(kgf)

Man 21.6 95.8 56.41

Woman 22.4 79.2 46.21

Average 22 87.5 51.31

Table 2 Specification of step motor

Holding 

Torque

Reduction 

gear ratio

Angular 

transmission 

error

Actuator 

weight

ERI

130-18

110

kgf·cm
18 : 1 0.05˚ 2.8 kgf

3. 시뮬 이션  분석

3.1 동  거동 시뮬 이션

설계한 턴 롤러 시스템 모델의 형상 정보를 이

용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RecurDyn

을 통해 동적거동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턴 롤러 시스템 모

델을 구성하는 부품간의 간섭을 확인하고, (삭제)

움직임을 예상하였다. 부품간의 결합은 실제 구속 

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RecurDyn 프로그램에서 제

공하는 조인트를 활용하였다.

Fig. 4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접근한 후 오른쪽 

방향으로 90° 회전하여 방향을 바꾸는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동적거동을 나타내

었다.

턴 롤러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확인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프레임과 커버 등은 동역학 모

델에서 제외하였으며, 롤러에 연결되어 하중을 가

하는 사용자의 형상은 간단하게 구 형상으로 모

델링하였다. 전체적으로 구동 모습을 잘 확인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바라보는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턴 롤러 시스템은 롤러의 레일 경로를 바꾸어 

주는 역할로 회전운동을 한다. 또한 롤러의 경로

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초기에 롤러가 위치한 

레일과 롤러가 이송될 턴 롤러 부분의 레일을 투

영되는 형상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동적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조립 시 체결

에 사용할 볼트 또는 부품 형상 간에 간섭을 확인

하여 제작 가능여부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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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0s

(b) At 4.8s

(c) At 5.6s

(d) At 6.65s

(e) At 10s

Fig. 4 Simulation of the turn roller system

3.2 안 성 분석

턴 롤러 시스템은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

행 보조를 돕는 기구이다. 턴 롤러 시스템을 사람

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기구의 안

전성 고려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재료 물

성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보행이 

불편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

적하중 해석을 실시하였다.

동적 하중 해석의 경우에는 턴 롤러 시스템의 

회전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사용 환

경이 진동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가

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동적 하중 

해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정적 하중 해석을 위해 재료강도와 가공성, 경

재성 측면을 고려하여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경

우에 대해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Aluminium alloy 6061-O의 물성 값을 Table 3에 나

타내었다.

Table 3 Aluminum alloy 6061-O specifications

Massensity
2.7104e-9 

N·s²/mm⁴

Modulus of Elasticity 68.9 GPa

Poisson’s Ratio 0.33

Shear Strength 82.7 MPa

Tensile Strength, Ultimate 124 MPa

Bearing Stress, Ultimate 228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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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ain of upper plate

Fig. 6 Stress of upper plate 

Fig. 7 Stress of rotational plate

턴 롤러 시스템의 주요 운동인 회전판의 운동

과 지지하는 상판의 정적 하중 해석을 먼저 실시

하였다. 정적 하중 해석에는 상용프로그램인 

Recurdyn을 이용하여 고정된 상판에 가해지는 응

력과 변형량을 확인해 보았다. 

턴 롤러 시스템 회전판의 레일 부분에 롤러가 

들어와서 회전하기 전의 구조가 안정적인지 확

인해 보기 위해 레일을 통해 바닥을 걷는 사용자

가 아닌 완전히 매달린 상태로 가정하고, Table 1

에서 보인 남녀 평균 몸무게의 최댓값 87.5 kgf

에 안전계수를 10으로 고려한 875 kgf를 작용 하

중으로 두었다. Fig. 5는 회전판의 레일에 매달린 

방향으로 비교적 큰 변형률을 가지는 모습을 보

여준다. 또한 회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

중이 작용하는 레일이 위치한 곳에서 상판의 변

형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전계수

를 고려한 하중임에도 그 변형량은 최대 0.41 

mm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회전하는 레일에 정적

하중으로부터 상판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6은 상판의 응력상태를 나타낸다. 해석결

과는 하중이 지지되는 부분인 상판과 레일이 결

합되는 부분, 모터와 회전판의 축을 받치는 스러

스트 베어링 부분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상판

을 떠받치며 결합되는 부분인 볼트 구멍에서 최

대 응력값이 45.67 MPa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알

루미늄6061-O재료의 물성치인 전단 강도 82.7 

MPa, 지압강도 228 MPa, 인장강도 124 MPa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에서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상판의 안전성

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Fig. 7은 회전운동을 실시하게 될 하부의 회전

판에 대하여 정적 하중 해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상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하중

은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875 kgf로 적용하였으

며, 회전판의 한쪽 방향에 위치한 레일에 하중을 

인가한 상태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은 작용 

하중에 따른 회전판의 응력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대 78.29 MPa로 모터와 회전판이 연결되는 부

위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작용하중으로부터 

회전판의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한 볼 캐스터의 

반력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안전율 10을 고려하

였을 때 회전판의 안전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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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동 실험

본 절에서는 턴 롤러 시스템 장착 형상과 스위

치 조작에 따른 턴 롤러 시스템의 움직임을 보였

다. Fig. 8은 구동시험을 위해 만든 프레임에 장착

한 턴 롤러 시스템의 턴 레일 부분의 형상으로, 

크기는 1500 × 1500 × 2000 mm로 제작하였다. 네 

방향으로 설치 된 레일 위로 롤러가 지나며, 이 

롤러에 사용자가 매달리기 위한 슈트가 장착된다. 

네 방향의 레일 중 한 곳으로 사용자가 들어온 

후, 스위치를 조작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다. 조작 스위치는 Fig. 9와 같으며, 전원스위치, 

상태램프, 방향 선택 스위치가 있다. 장기간 사용

으로 인한 누적되는 오차를 줄이고, 잘못된 사용

으로 인해 각도가 틀어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원점 복귀스위치를 만들어 언제든 정확한 움직임

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0은 턴 롤러 시스템에 진입 후 스위치의 

조작에 따른 사용자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약 80 

kgf의 사용자가 턴 롤러 시스템에 장착된 슈트를 

착용하고 진행방향의 레일로 진입한다. 턴 롤러 

시스템에 진입 후, 좌측, 우측, 진행방향으로 스위

치 조작에 의해 방향을 전환한다. 각 회전방향으

로 회전 시 충분히 회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하중에 따라 회전 시 발생하는 오차를 

나타내었다. 최대 오차각도는 턴 롤러가 90° 회전 

시 0.31°로 확인되었으며, 구동 실험을 통해 롤러

가 레일을 이동하는데 0.5° 이하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대 작동가능하중을 

확인한 결과 턴 롤러 시스템의 외부 레일 처짐이 

없고, 충분한 회전을 할 수 있는 적정 하중의 무

게는 130 kgf로 확인하였다.

Fig. 8 The overall shape of turn roller system

Fig. 9 Switch box of turn roller system controller

(a) initial condition (b) 90° rotation

(C) -90° rotation (d) 180° rotation

Fig. 10 Snapshots of user’s motion by turn roller system

Fig. 11 Error of angle with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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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재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 장애 재활치료용 기기의 방

향전환을 위한 턴 롤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기구는 재활훈련 보조 도우미 없이, 사용자 

스스로 사용 가능하도록 STEP모터와 스위치를 이

용하여 자동 턴 롤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후 

안정성 분석 후 제작 및 구동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회전속도는 10 

rpm으로 설정하였으며, 안전계수를 고려한 모터 

구동의 최대 토크는 95.1 kgf·cm로 계산하여 선정

하였다. 

안정성 분석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율을 고려하여 기구부의 안전계수는 10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적상태 상판의 경우 변형량은 최

대 0.41 mm로 나타나고, 최대응력은 45.67 MPa이

다. 또한 회전판의 경우 최대응력이 78.29 MPa로 

상판과 회전판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하

였다. 구동 실험 결과, 모터 구동 시 오차각도는 

최대 ±0.31˚로 정밀한 구동을 보였으며, 보행보조

기구의 최대 작동가능하중은 130 kgf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실제 사용에 턴 롤러 시스템의 구동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보행 장애 재활치료용 턴 롤러 

시스템은 사용자가 스스로 제어 가능하며 움직임

에 불편함이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장애

인과 고령자의 재활치료 보행 보조 기능이 가능

하므로 향후 실용화 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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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제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

사드립니다.”

REFERENCES

1. "Statistics of Old mans in 2014" 

http://www.kostat.go.kr, Accessed November 13, 2015.

2. B. Graf, M. Hans, J. Kubacki and R.D. Schraft, 

2002, "Robotic Home Assistant Care-O-bot II", 

Proceedings of the Second Joint EMBS/BMES 

Conference, Houston, TX, USA, October 23-26, 

pp. 2343-2344.

3. S. MacNamara and G. Lacey, 2000, "A Smart 

Walker for the Frail Visually Impaired," 

Proceedings of the 200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 Automation San 

Francisco, CA, pp. 1354-1359.

4. "Weight of disabled people who use wheelchairs, 

2010", http://www.sizekorea.kats.go.kr, Accessed 

November 15, 2015.

5. Catalog of ERI series, ERAETECH Inc, pp.  

6-11, 2014.

6. "Calculation Method of Motor Capacity",  

http://www.gearmotor.co.kr, Accessed November 

1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