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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stroke) 환자에게는 뇌 가소성(neurop

lasticity)에 의하여 뇌의 기능적 재조직화(reorga
nization)를 촉진시키는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한

다[1].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

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의도 감지식 재활치료 장치 중 대표적

인 장치로 토크 센서가 내장된 에르고미터가 

있다. 이 장치는 토크센서로 운동의도(exercise 
intention)를 감지하여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자

전거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토

크센서로 인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저가의 운동의도 감지식 재활 치료

장치가 요구된다.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치료 방법 중 대표적

인 방법으로 FES(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
n) 자전거운동이 있다. 이는 수동적인 자전거

운동보다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2]. 하지

만, 치료 전 설정된 전기자극 세기에 의해 운

동을 수행하므로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운동의도가 감지될 때, 

전기자극을 인가하는 FES 자전거운동 시스템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도 감지를 위하여 근

육반력(MRF: muscular reaction force) 센서를 제

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육반력 센서와 

FES 자전거운동을 결합하여 운동의도 감지식 

FES 자전거운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2. 방법  
Fig. 1 은 운동의도 감지를 위하여 제작된 

근육반력 센서이다. 이는 힘센서(FlexiForce A2
01-25-2, Tekscan Inc., South Boston, MA)와 증

폭기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자전거운동을 위하여 재활치

료용 에르고미터(MOTOmed VIVA2, Germany)
를 선정하였고, FES 인가를 위하여 FES 자극

기(EMG FES Walking Man 2, Cybermedic Inc., 
Iksan, Korea)가 사용되었다. 감지한 운동의도

를 자극기에 전달하기 위하여 DAQ 장치(USB 
6215  ,NI Inc . ,  Aust in ,  TX)가 사용되었고, 

RS232 통신을 이용하여 에르고미터의 크랭크 

각도를 전달하였다. 

Fig. 2 는 운동의도 감지식 FES 자전거운동

의 알고리즘이다. 근육반력은 능동적인 자전거

운동뿐 아니라 수동적인 자전거운동에서도 발

생한다. 따라서 수동적인 근육반력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5 바퀴의 수동적인

자전거운동의 평균값을 오프셋으로 정의하고, 

자전거운동 시 오프셋을 제거하는 방식의 알고

리즘을 구현하였다. 오프셋을 제거한 근육반력

이 문턱치(threshold)보다 크면, 자극기에 신호

를 주어 1 바퀴의 FES 자전거운동을 수행하도

록 하였고, 작으면 자극기를 off 시켜 운동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즉, 사용자의 운동의도를 

감지하여 능동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때만 FES
로 운동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정상인 남성 1

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우측 하지의 외측

광근(vastus lateralis)에 근육반력 센서를 부착하

였고, 양측 하지의 외측광근과 대퇴이두근(bice
ps femoris)에 전기자극 패드를 부착하여 FES
를 인가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외측광근과 대

퇴이두근의 근활성도를 근전도로 측정하여 전

기자극 패턴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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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scular reaction force sensor 
 

 

Fig. 2 Algorithm of exercise intention sensitive FES 
cycling exercise 

 
3. 결과  

 

Fig. 3 FES cycling of 1 cycle at MRF triggered on 
 

Fig. 3 은 트리거 신호로서의 근육반력이 감

지되면 1 바퀴동안 시행되는 FES 자전거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일정 문턱치보다 근육반력이 

크면 즉, 운동의도가 감지되면 전기자극 패턴

에 의해 FES 자전거운동을 1 바퀴 동안 수행한

다. 또한, 1 바퀴의 FES 자전거운동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운동의도가 감지되지 않으면 FES
에 의한 운동보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근육반력을 이용하여

트리거 방식의 능동형 FES 자전거운동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

스템의 동작을 확인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동작 확인을 위

해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도를 감지하는 근육

반력 센서를 이용하여 트리거 방식의 능동형 

FES 자전거운동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피험자

의 운동의도를 감지하면 1 바퀴 동안 FES 가 

운동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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