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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서 감각반응이 떨어지고 반사작용도

느려지며 근력도 저하되고 몸의 흔들림도 많아진다 또한 신경, .

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보행 장애가

발생한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통 관절의 불안정 근력약화. , ,

신경장애등을 유발하여 신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변화시킨다 남성 노인의 경우 양쪽 발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보폭은 좁아지고 여성노인들은 발 간격은 좁아지면서 비틀거림,

이 많아 진다고보고 되었다[1].

뇌졸중의 경우 근육의 힘과 감각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만성

통증과 운동부족에 의한 근육의 위축은 부적절한 몸의 반응과

보행 장애를 유발한다 인지기능장애 노인에게 흔한 발의 건강. ,

문제 파킨슨병도 원인이 될 수 있다,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연구에 의하면 세 이상의 약75

이 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2].

질병에 따른 가장 상위의 보행 장애는 보행하는 동안 지나치게

시간을 소모하는 과보호 보행과 혼자서 시작을 못 하는 경우로

심리적으로 정서적 불안과 보호자의 의존성이 높다 하반신마.

비 소뇌운동 실조증 파킨슨병의 보행 형태는 중간 단계에, ,

속하는 반면 심한관절염 감각소실 시력장애 등은 가장 하위의, ,

질환에 속한다[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

조사에 따르면 일상용품 구매 전화걸기 대중교통 이용 가사노, , ,

동등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중 한 가지 이상 수행능력에(IADL)

어려움이 있는 노인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를 차지하는30.7%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가 세 이상이었으며. 75.5% 70

세 이상이 로 가장 많았다75 43.6% [3].

장애를 가진 노인을 거동불편노인 허약한 노인 요 보호노인, ,

등으로 표현하면서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장치들이 제공되

고 있다.

보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립자세로 상지가 체간에 내전

되어 신체의 외측 조절이 용이하고 체중 이동이 가능하며 손목,

이 신전 위치에 유지되어야 한다.

보행기의 표준이 되는 높이는 사용자가 직립 자세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주관절을 굴곡하였을 때 손잡이가 척골 경상15°~20°

돌기에 위치해야 하며 높이는 대퇴골 대전자의 높이이다[4].

그러나 많은 고령자들은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비효율적

인 보행을 하여 보행시간과 속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결국 기능,

의 저하로 나타난다 보행기의 길이가 길면 어깨는 위로 올라가.

고 환자는 지면에서 발을 떼기가 어렵고 반대로 짧으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척추 후만을 유발시킨다[5].

보행기 사용 시 체중 이동은 위팔세갈래근과 넓은 등근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행예비 훈련 계획에 이 근육들의 강화가

포함되며 보행기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은 목발의 높이와 보행 속도에 변화를 주어 주관절의Reismman

모멘트를 실험한 연구 결과 목발의 높이를 표준 높이 보다 높게

하여 주관절을 굴곡하였을 때 주관절의 모멘트가 증가30° 100%

했다고 하였다[7].

높은 에너지 소모의 보행기 보행은 특히 노인이나 하지절단

환자에게 비효율적이며 보행동안 일어나는 에너지 소모는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 평가와 보행 보조 장비와 보조기 처방 물리치,

료 수술과 같은 치료적 중애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보행기 사용에 따른 근 활성도와 에너지 소모에 대한 비교연구

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노인군에 대하여 손목관절의 근전도

와 힘을 측정하고 보행속도 분속수 보행안정성을 평가하였다, , .

기존 보행기의 기능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이동기능 보조 장치의 핸들부를 제안하고 파지 각도별 운동역학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방법2.

각도별 근육부하량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각도조절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적용 가능한 각도의 경우의 수를 가지로, 8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각각의 각도에서의 근육부하량과. ‘

하중 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비교 평가하여 근육부하량과 하중’ ,

이 가장 낮은 각도를 도출하였다 근육부하량은 근 전위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근 전위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두 개의.

근 전위 단자 를 각각 신전근(electrode) (Extensor carpi radia-

과 굴곡근 에 하나씩 부착하였으며lis) (Flexor carpi ulnaris) ,

참조점 은 손목 복사뼈 지점으로 하였다 각각의(Reference) .

객체에 대하여 휴식 상태에서의 근 전위 신호를 측정하여 근전위

값의 영점 값을 정하였으며 최대 신전 근 전위 신호와 최대,

굴곡 근 전위 신호를 측정하여 이들의 합을 통해 최대 근전위,

값을 도출하였다 각도별 근전위 값을 최대 근전위 값으로 나누.

어 근육부하량를 도출하였다 하중은 손잡이에 을 부착하여. FSR

측정하였다 은 부과되는 힘에 따라 저항 값의 차이를 보이는. FSR

힘 감지 가변저항 센서이다 객체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이 가장 높은 피험자를 기준으로 체중에 따른 하중 값을

필터링하였다 이들의 값을 비교하여 근육부하량과 하중이 가장.

낮은 각도를 도출하였다 그림 은 근 전위 신호와 하중을 검출하. 1

기 위한 실험 장치의 구성을 보여준다.

Fig. 1. Experimental of EMG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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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3.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로원 경로원의 세 이상B , S 65

노인 중 실험에 동의한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10 .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1 .

Table 1. Subject information

연령 신장(cm) 체중(kg) 객체 수

79.37±5.74
146.75±5.2

8
54.37±8.64 10

Fig. 2 Elderly walker walking

위의 그림 는 근 전위 단자를 부착하여 파지각도 실험을 하는2

모습을 보여준다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 전 분. 2~3

가량 일정거리를 왕복하게 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결과4.
파지 각도별 근피로도 및 하중3.1

근 피로도와 하중 실험 결과 각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근피로도와 각도는 모두 수평 수직 에서 각각. 0° 0° 9.67

의 최소 근 피로도와 의 최소 하중을 보였다±3.42% 5.11 ±4.54kg .

사후 검증에서 부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근 피로도와 하중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으

며 이는 파지 각도 실험의 결과 값의 신뢰도를 뒷받침해 준다, .

아래의 그래프와 표는 근 피로도와 하중에 있어서의 결과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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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MG fatigue at grip angle

Table 2. EMG fatigue and force at grip angle
각도 근 피로도 하중

수평 수직0° 90° 20.12 ±5.04 15.78 ±3.31
수평 수직0° 0° 9.67 ±3.42 5.118 ±4.54
수평 수직30° 0° 16.48 ±7.22 11.708 ±4.04
수평 수직30° 30° 13.85 ±7.04 12.44 ±5.30
수평 수직10° 40° 15.47 ±7.11 14.21 ±4.38
수평 수직20° 130° 14.64 ±6.98 12.09 ±5.85
수평 수직20° 110° 13.19 ±5.88 12.69 ±4.75
수평 수직160° 0° 11.78 ±6.19 10.51 ±7.43

분석3.2 One-Way ANOVA

아래의 기술통계량을 통해 근육부하량이 가장 낮은 값은 수평

수직 에서 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통계적 유의성을0° 0° 9.67% .

검정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확인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산분석에서의 기본가정은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에서

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분산의 동질성에P>0.05 .

각
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1 10 20.1204 5.04120 1.59417 16.5141 23.7267 13.46 27.97

2 10 9.6711 3.41537 1.08004 7.2279 12.1143 4.47 15.82

3 10 16.4776 7.22372 2.28434 11.3101 21.6451 9.47 33.24

4 10 13.8456 7.04044 2.22638 8.8092 18.8820 7.47 29.82

5 10 15.4672 7.11488 2.24992 10.3775 20.5569 9.44 32.10

6 10 14.6448 6.97700 2.20632 9.6538 19.6358 8.17 30.14

7 10 13.1880 5.88091 1.85971 8.9810 17.3950 6.78 26.72

8 10 11.7760 6.18987 1.95741 7.3480 16.2040 4.50 25.90

계 80 14.3988 6.64838 .74331 12.9193 15.8784 4.47 33.24

관한 유의확률이 이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함을 알 수0.717

있다 집단 간 분산분석 유의확률은 이므로 을 만족. 0.021 P<0.05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도가 근육부하량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은 집단 간에서 19.82%

이며 집단 내에서 이었다 또한 의 사후검증을, 80.18% . Duncan

이용하여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정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확인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을 만족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P<0.05

알 수 있었다.

결론5.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워커 시스템에 관한 설계에 보행안정

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근 피로도와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도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지닌다 사후검증을 통해 독립.

변수의 수준 사이에서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육부하량이 가장 작은 변량은 수평 수직 에서의0° 0°

임을 알 수 있었다9.67 ±3.42% .

후기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과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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