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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 센서를 이용한 척추측만증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of Scoliosis using Electromyograph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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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it measures electromyogram to estimate scoliosis by using sensors in both sides of spinal erector 

muscle. A device is measured raw data to input mcu through a filter and amplifier. MCU is named “arduino” that is calculated 

muscle activity with algorithm by inputting data. By comparing with both sides of spinal erector muscle’s activity, it studies 

about estimation of scol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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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세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

Fig. 1 Global Smart Health-Care Market

그림 2 5년간 척추측만증 환자 증가율

Fig. 2 Scoliosis Patients Growyh during 5 Years

1. 서  론

삶의 질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체건강에 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심장질환, 당뇨, 혈압, 자세의 건강상태를 일상생

활에서도 검진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한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의 확 로 연

결되었다. 그림 1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 세계 스마트 헬

스케어 시장규모를 조사한 내용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중 가장 표적인 기술을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Ubiquitous Health Care System)이다. 유비쿼터

스 헬스케어는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에서 큰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방법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신체건강 중 자세란 정상적인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요서이며, 

인체의 각 부분들의 인체 역학적 정렬 또는 환경 내에서 인체의 

위치를 뜻한다[1]. 올바른 자세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최소화시켜 

근육뼈 학적으로 균형적인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

만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생 역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누적성 외상질환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근육뼈 계통의 손상과 

통증이 유발되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징적인 패턴의 비정상 자

세가 발생하게 된다[2]. 비정상 자세가 발생되면 허리, 척추건강

을 해치는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과 같은 증후군들이 발

생되며, 이러한 증후군들의 경우 디스크나 척추 질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3].

척추 질환 중 척추측만증의 경우 매년 발생 환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그림 2는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척추측만증 환자 증가율이다. 

기존의 척추측만증은 전문의를 통해 X-Ray와 MRI 같은 고가

의 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하였여 Cobb’s 각도를 측정하여 판별하였

다. 이러한 판별법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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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한 시점의 정보밖에 획득하기 힘들기 때

문에 척추측만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울기센서, 자세선서, 압력센서 등을 이

용하여 측만증을 판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척추측만증이 발생 시 비정상자세에 

따른 좌우 근육의 근전도 센서를 이용하여 좌․우 척추 기립근

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근 활성도를 구하고, 양측 

근 활성도를 이용하여 척추측만증을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근전도

근전도는 수많은 근육 섬유로 이루어진 인간의 골격근이 활동

성 수축을 행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미세한 

활동전위를 근전도로 정의한다[4].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침 전극법과 표면 전극법이 있

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근육에서 정확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침 전극법이 사용되지만, 피 실험자의 몸에 바늘을 투

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비교적 측정이 용한 표면 전극법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근육 표피에서 측정되는 근전도 신호는 아주 미세한 

전기신호이다. 그러므로 근전도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폭을 

시켜 오실로스코프나 데이터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신호를 확인

한다. 

2.2 근전도

척추측만증은 해부학적인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

로 만곡 또는 편위 되어 있는 관상면상의 기형일 뿐만 아니라 

추체의 회전변동도 동반되고 또한 시상면상에서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소실되는 3차원적인 기형을 말한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반듯하게 골반 위에 있

어야 하지만 ‘S’자나 ‘C’자 모양으로 휘어지는 증상과 동시에 ‘척

추 마디마디가 회전하여 틀어지는 변형과 함께 동반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척추의 변형을 척추측만증이라 한다.

척추측만증은 6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중 80%이상의 환

자가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다. 10세부터 성장기가 완료

되는 시기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데 그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

는 추세이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뼈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근계의 불균형에 한 반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서울시 13개구 초등학교, 중학교 11세부터 

14세의 학생 총 78,357명(남자 39,427명, 여자 35,917명)을 상

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진한 결과, 5도 이상 척추가 굽은 학생이 

9.1%(6,860명), 보조기착용이 필요할 수 있는 20도 이상의 척추

측만 학생이 3.74%(2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2년에는 2.86%에 불과하던 척추측만 학생이 2007년 9.1%로 

증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5]. 

2.3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척추측만증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좌, 우 척추기립근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였다. 시스템

은 크게 전극,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신호처리 3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그림 3는 시스템 구성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근전도 신호는 표면전극으로 측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사용하기에 침 전극법은 근육의 정확한 위치와 위생에 관한 문제

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표

면전극을 이용하였다. 

아날로그 회로부에서는 근전도 신호를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

해서 필터와 증폭을 사용하였다. 노치필터에서는 전원잡음을 제

거하고 밴드패스필터에서는 근전도 주파수 역의 신호만 검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밴드패스필터에서 출력된 신호는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미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육안과 MCU에서 신호처

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증폭시켰다.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를 MCU

에 입력하기 위해선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야 하므로 MCU에 

내장된 ADC회로를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고속데이터 처리를 위

해서 Arduino를 사용하였다. Arduino는 ATmega328P칩이 내장

되어 있다. 5 Volt linear regulator와 16 MHz crystal oscilator

을 포함하고 있다[7]. Analog In & Out핀이 6개 Digital In & 

Out 핀이 14개 제공된다. 

디지털 처리부는 Arduino에 구성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신호를 

검출하였다.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근 활성도를 검출하

고 좌, 우 척추 기립근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여 측만증을 추정하

였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Diagram

2.4 알고리즘

척추측만증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였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진이다.

Arduino에서는 ADC된 근전도 신호를 입력받아 제곱 평균 제

곱근(Root Mean Square, RMS)를 이용하여 근 활성도를 검출하

였다. 식 (1)은 RMS를 구하는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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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의 Peak값은 처음 10초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검출하였고 

10개의 Peak값을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검출하였다. 

이 때 양측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여 측만증의 유무를 추정하였

다. 양측의 근 활성도 비교는 좌측 근 활성도를 우측 근 활성도

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100%를 기준으로 ±5% 이

상이면 척추측만증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4 측만증 추정 알고리즘

Fig. 4 Scoliosis Estimation Algorithm

2.5 실험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는 척추기립근에서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채널 근전도 센서를 개발하였다. 디바이스는 전원, 측정, 필터, 

증폭, MCU로 구성하였다.

전원은 +5V, -5V를 인가하기 위해서 2개의 외부전원을 사용

하였다. 좌, 우 척주기립근에 전극을 3개씩 부착하여 근전도 raw 

Data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에서 필요한 기립근의 신호만 추출하기 위해서 필

터를 사용하였다.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여 외부 전원

에서 발생되는 60Hz의 전원잡음을 제거했다. 그 후 10Hz의 고역

통과필터와 200Hz의 저역통과필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다.

기립근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는 1~5mV의 작은 진폭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기 위해서 500V/V증폭

을 시켰다. 증폭된 근전도 신호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하여 MCU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였다.

2.5.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구형된 시스템의 계측성능 및 근활성도 측정 및 

비교를 위해서 좌, 우 척추기립근에 전극을 각각 3개씩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근 활성도를 비교하여 척추측만증 추정을 연구하기 

위해 척추측만증을 가진 성인 남성 10명과 일반 성인 남성 10명

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자들이 동일한 자세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자들

은 전극을 척추기립근에 부착한 상태에서 양 손이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린 뒤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기립근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였다. 1세트 당 10번의 동작을 취하였다. 이 때 동작에 따

른 근육의 피로를 최소한으로 하고 근육에서 측정되는 근전도 값

을 최 한 일정하게 받기 위해서 세트 중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

였다. 최초 실험 진행 시 5분의 휴식을 가진 뒤 1세트를 실시하

였다. 총 3세트를 측정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정확한 근전도 실험을 진행하

기 위해서 일정한 동작은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동작을 

취했을 때 좌, 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취하였다. 허리를 굽혔다가 폈을 때 가장 좌, 우 

근 활성도 차이가 적었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양 손끝을 최 한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린 후 

다시 바른 자세가 되었을 때 척추기립근에서 발생되는 근전도 신

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5 바른 자세

Fig. 5 Correct Posture

2.6 실험결과

본 연구에는 좌, 우 척추기립근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근 활성도를 측정하고, 좌, 우 근 활성도를 비

교하여 척추측만증 추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척추측만증 환자

와 일반인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은 일반인의 척추기립근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raw Data와 RMS에 따라 처리된 신호를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측만증 환자를 상으로 척추기립근에

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일반인과 같이 raw Data와 RMS에 따

라 처리된 신호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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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측만증 환자의 RMS Data

Fig. 9 Scoliosis Patients’s RMS Data

일반인 척추측만증 환자

실험자1 91.1 실험자1 85.4

실험자2 97.0 실험자2 88.7

실험자3 99.2 실험자3 89.3

실험자4 98.6 실험자4 112.1

실험자5 100.2 실험자5 87.0

실험자6 101.2 실험자6 89.1

실험자7 98.2 실험자7 114.8

실험자8 103.0 실험자8 111.9

실험자9 106.6 실험자9 84.3

실험자10 93.4 실험자10 89.9

표    1 근활성도 비교값

Table 1 Fault simulation results

그림 10 응표본의 t검정

Fig. 10 Paired T-test

 

그림 6 일반인 Raw Data

Fig. 6 People’s Raw Data

그림 7 일반인 RMS Data

Fig. 7 People’s RMS Data

그림 8 측만증 환자의 Raw Data 

Fig. 8 Scoliosis Patients’s Raw Data

2.6.1 데이터 분석

두 실험군의 데이터를 좌, 우 근 활성도 비교값을 표1로 나타

내었다. 각 비교값은 (좌측 근 활성도 / 우측 근 활성도) * 100

을 진행하여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10% 이내의 

좌우 근 활성도의 차이를 보였고 척추측만증 환자의 경우 ±10%

이상의 근 활성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10% 이내의 근활성도 

차이를 보이면 정상으로 추정하였고 +10%이상이 보이면 좌측으

로 휘어진 척추측만증, -10% 이상일 경우 우측으로 휘어진 척추

측만증으로 추정하였다. 표 1은 일반인과 척추측만증 환자의 근

활성도 비교값을 나타내었고 그림 10은 일반인과 척추측만증 환

자의 비교값을 이용하여 응표본 T검정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척추측만증 환자를 상으로 좌, 우 

척추측만증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척추측만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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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좌, 우 근 활성도를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여 좌, 우 비교값을 

구하였고 일반인과 척추측만증 환자의 근 활성도 비교값을 이용

하여 척 추측만증 측정에 해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일반인들의 좌, 우 근 활성도 비교값은 ±10%내의 근활성도 

차이가 나타나는 바에 비해 척추측만증 환자는 ±10%이상의 좌, 

우 근 활성도 비교값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척추측만증 환자의 좌, 우 척추기립근

에서 측정된 근 활성도를 이용하여 좌, 우측 근활성도 비교값을 

구하였고, 일반인과 측만증 환자의 비교값을 분석하여 척추측만

증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운동으로 좌우의 근육

발달이 다른 사람등 실험군을 더 확보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소형

화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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