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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고관절용 반자동 재활 장치에 대한 연구
Study of semi-active rehabilitation device for hip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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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고관절 질환 환자들의 재활 치료는  

의자 및 침대에 앉아 있는 환자의 다리를 재활 

치료사들이 들어 올려 환자의 고관절 근육을 자극

하는 방법으로 재활 치료를 수행한다.  이러한 고관

절 재활 치료 방법은 환자에게 지속적인 재활 운동

의지가 있더라도 재활 치료사의 도움 없이는 재활 

운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활 치료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환자들의 재활 운동을 보조

하는데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상기의 재활 치료사를 통한 재활 치료방법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식 하지 재활 장치들

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식 하지 재활 장치들

은 환자의 재활 운동 의지에 따라 재활 치료사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 재활 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여러 가지 하지 재활 운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여러 가지 기구적인 

요소(다수의 모터 및 기구부)들이 반영됨에 따라 

고가의 장치 및 재활 장치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도르래의 원리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지 근력 또는 서보 모터와 볼 

스크루 조합을 이용한 선형 운동 구동부를 동력원

으로 환자들이 손쉽게 고관절 재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침대용 반자동 재활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하지 고관절용 반자동 재활 장치 원리

Fig 1은 하지 고관절용 반자동 재활 장치에 반영

된 도르래장치의 원리를 나타낸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도르래는 무게가 W인 물체를 H의 높이로 들

어 올릴 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W/2),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당기

는 거리는 두 배로 늘어나게(2H) 된다. 

Fig. 1 The principle of pulley

일례로 체중이 68Kg인 성인남성의 한쪽 하지의 

무게는 대략 11Kg 정도이다. 만약 고정도르래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하지를 들어올리기 위해 약 

110N(중력가속도를 10m/s^2으로 가정)의 힘이 필

요하다. 하지만 복합도르래를 이용할 경우 절반인  

55N의 힘으로 환자의 하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재활 

장치의 운동 동력원이 환자의 상지 근력일 경우 

환자의 상지 근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고정도

르래를 이용한 재활 운동에 비하여 재활 운동 횟수 

및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활 운동 동력원이 서보 모터와 볼 스크루의 조합

을 이용한 선형 운동 구동부일 경우 서보 모터 

선정에 이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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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 고관절용 반자동 재활 장치 컨셉

Fig. 2 The concept of semi-active hip joint rehabilitation 
device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하지 고관

절용 반자동 재활 장치의 컨셉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용 침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장치 하단에 이동과 재활 운동 시 

고정이 가능하도록 조정붙이캐스터를 배치하였

다. 그리고 고정도르래를 프레임 상단에 배치하고  

고정도르래의 연직선상 하단에 움직도르래를 배

치하여, 상기 2절에 기술한 복합도르래의 원리를 

접목시켰다. 또한 고정도르래가 결합되어 있는 프

레임은 그림의 붉은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전후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 환자의 

신체적 조건 맞게 도르래의 위치 이동 및 재활 

운동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 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움직도르래 아래에 하지를 거치할 수 있도

록 슬링(Sling)을 배치하였다.  

Fig. 3 Handle fixed module

Fig 3은 손잡이 고정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손잡이 고정부와 체결되어 있는 선형 

운동 구동부는 동력원에 따라 두 가지 용도로 사용

이 가능하다. 먼저 재활 운동 동력원이 환자의 상지 

근력일 경우 그림에 표시된 선형 운동 구동부의 

모터를 구동하지 않으며, 상지 근력의 체력적 한계

가 느껴지는 시점에 손잡이를 고정하는 역할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선형 운동 구동부의 모터를 

사용할 경우 환자는 재활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로프가 연결되어 있는 손잡이를 당겨서 손잡이 

고정부에 고정하고, 고정부는 파란색 화살표로 표

시된 형태로 선형 운동을 하면서 설정한 거리만큼 

왕복운동을 통해 환자에게 재활운동을 제공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지 고관절용 반자동 재활 장치

의 원리 및 컨셉에 대해 기술하였다. 추후 연구로 

컨셉 구체화의 일환으로 선형 운동 구동부의 모터

선정과 재활 장치가 사용되는 장소가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해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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