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자동 운동 보조 및 근력 측정을 위한 운동 기구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Ÿ 운동기기 제작업체
Ÿ

재활 장치 제작 업체

Ÿ

재활 병원

Ÿ

중량 블록을 대체할 수 있는 스프링 방식을 응용하여 기존의 중량 블록을

사용한 고전적인 방식의 저항성 트레이닝 기구 시장의 대부분을 대체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Ÿ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항력 조절이 필요

Ÿ

사용자의 현재 근력 및 좌우 밸런스 등의 정보 파악 필요

Ÿ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운동 부하 변경에 대한 편의성 확보 필요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Ÿ

⑥ 특허 정보

정보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 가능 및 운동 효과 극대화 가능
Ÿ

트레이닝 머신의 중량 블록을 대체함으로써 소형화 및 경량화를 통해 이동 및 설
치가 용이

Ÿ

자기력을 이용한 웨이트 머신은 A사에서 개발 중이나, 당 제안 시스템은 소재의
기계적인 물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근력 측정 및 데이터 출력을 제외한 전력 소모

Ÿ

김동환 교수(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보유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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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버튼 및 음성 등의 입력 수단을 통해서 모터 구동으로 적용될 스프링 개수를 변경
하여 운동 부하를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확보 가능

Ÿ

연구자명
운동 및 재활 분야에서 측정된 근력 값을 토대로 사용자/환자의 좌우 밸런스 등의

⑦ 연구자 주요 경력
Ÿ Georgia Tech Ph.D

가 없음

Ÿ

Daewoo Heavy Industry: Researcher, Incheon, Korea (1988.4-1991.8)

스프링의 소재 및 수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쉽게 시스템의 최대 저항력 조절이 가

Ÿ

Georgia Tech: Post-doctoral (1995.6-1995.11):

능

Ÿ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1995.12∼1997.2)

Ÿ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Senior Researcher (1997.3∼1998.3)

담당자명
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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