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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인간 동작 분석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구, 로봇 등)

2. 사람 움직임의 수치화 및 모델링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재활 로봇, 의료 로봇, 법보행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인간 동작 분석(Human Motion Analysis)

Ÿ 보행 패턴의 특성 분석을 통해 보행 장애 진단 및 근본적 원인 규명

Ÿ 보행시 추락 등 위험 환경 감지, 불안정한 보행 과정 추적, 부상 방지를 위한 연구

2. 생체 역학과 재활 공학을 융합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정성적 분석하여 수치화한 후 

모델링

Ÿ 마커를 통해 모든 관절의 각도를 수치화하여 상호 연관 움직임 및 특징 분석

Ÿ 재활 로봇 개발 (오십견 환자 치료)

3. 스마트 워커(Health monitoring shoes) 개발

Ÿ 마커 측정 방식 대신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 측정 및 분석

Ÿ 자이로스콥을 이용하여 걸을 때 관절의 각도 분석

Ÿ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측정 결과 전송

4. 법보행 분석

Ÿ 카메라에 찍힌 보행자의 관절 각도 및 길이를 계산해 분석하는 프로그램

Ÿ 범죄 현장에서 찍힌 보행 패턴(관절 사이의 길이, 보행 각도, 보폭 등)을 분석하여 범죄

자 검증

5. 파킨슨병 환자 손떨림, 보행 장애 분석 및 개선 실험 

Ÿ DBS(Deep Brain Stimulation, 뇌심부자극술) 이용하여 전기 자극을 주어 부분적으로 뇌

의 활동 억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재활 로봇 개발

• 제어 장치를 통해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고, 재활 운동

의 궁극적 목적 달성 및 부상 위험 

방지, 높은 효율성 가짐 

• 오십견 치료 



• 인간 동작 분석

• 마커를 통해 관절의 각도 분석하

여 수치화한 후 모델링

• 파킨슨 병 환자의 보행 분석

• 스마트 워커 (Health monitoring 

shoes) 개발

• 마커 측정 방식 대신 센서가 부착

된 신발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 측정 

및 분석

• 자이로스콥을 이용하여 걸을 때 

관절 사이의 길이, 보행 각도, 보폭 

등 분석

•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측정 

결과 전송

연구 실적

1. 시공간적으로 복잡한 인체 움직임의 정량적, 통합적 분석을 위한 다변수 기법 기반의 플랫

폼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9.01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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