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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지 재활 시스템은 중추신경계 이상 환자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는 앉은 자세에 대한 재활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고 2

단계는 일어서기 동작을 기구장치의 도움으로 훈련하며, 3단계는 서있는 상태에서 수평 균

형 감각 재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은 게임형식으로 구성되어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치료로서가 아닌 게임으로

서 치료에 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Database 기능으로 환자의 재활 치료 데이터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 되어있다. 



개발배경 

 

 중추신경계의 이상 발생 시 수평 및 균형감각에 이상이 생기어 환자가 스스로 올바른 자세

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도움을 줄 수 있

는 보조자가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균형 및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치료를 하였다. 

 환자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치료하는 아

이디어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상사와 관계사가 하지 재활 시스템을 개발 하기로 하였다. 

 

본론 

1. 하지 재활 시스템의 구조 

 

환자는 재활 시스템에 장치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치료가 시작되며 각 단계별 선택에 의

해3가지 종류의 치료를 실행한다. 조건에 따라 성공 및 실패의 판단이 자동으로 판단되며 

각 단계를 진행함에 따른 Load-cell 및 기타 데이터는 환자의 기록과 함께 실행된 치료날짜

에 따라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분석하여 다음 치료 시 난이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

는데 사용된다.  

 

 

- 그림 1. 하지 재활 시스템의 장치 – 

 

 

 

 

 

 



2. 시험기의 구성도. 

 하지 재활 시스템은 환자가 기구부의 의자에 안착한 상태에서 환자에 맞는 기준 값을 설정

하고 Start 버튼을 누름으로써 동작을 시작한다. 각 단계별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 되며 추

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선점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전체적인 S/W구성을 나타내며 그림 3은 LabVIEW Block Diagram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그림 2. 하지 재활 시스템 FlowChart - 

 

 



 

- 그림 3. LabVIEW Block Diagram- 



3. 프런트 패널 

 

 

 

 



 

각 단계별 치료에 대한 내용은 게임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정된 

Setting 값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된다. 

 치료 진행 시 환자의 상태는 Load cell을 이용하여 좌, 우 균형 상태를 판단하며 실시간으

로 진행되는 데이터가 저장 됨으로써 다음 치료에 이용되도록 분석 할 수 있다. 

 

 
 

결론 

하지 재활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치료 진행 시 환자가 가지는 부담 및 지루한 내용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환자 또한 

치료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게 되었다. 

기존에 치료 방식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의존되던 치료 방식이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되는 환자의 상태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치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사와 관계사는 이 시스템을 치료실에 실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