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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인체 모델(Digital Human Model, 

DHM)을 이용한 근골격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체의 여유 자유도 

문제(Biomechanical redundancy problem)는 

중요한 이슈이다. [1] 인체모델의 여유 자유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Bernstein 이 motor co-

ordination 에 대한 가설을 제안한 뒤[2]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에서 

개별 motor unit 으로 운동뉴런을 전달할 때, 몇 

개의 muscle group 단위로 작용한다는 근육 

협응 작용(muscle synerg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인체 근육의 협응 작용을 근골격 인체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동작에서 나타나는 협응 집단(synergy group)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Hue et al.[3] 은 숙련된 

사이클리스트의 근전도로부터 추출한 근육 

협응 집단으로부터 피험자간 편차를 

조사하였으며, 높은 상관관계 계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상에서의 팔 동작 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근육 협응 

집단을 추출, 피험자와 하중에 따른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및 분석 
 

근육 협응 작용의 패턴을 얻기 위해서 팔 

동작에 관여하는 14 개의 주요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 이 때 피험자의 동작을 

측정하기 위하여 16 대의 Vicon MX T160 

카메라(Vicon motion Systems, Oxford, UK)를 

사용하였으며, 근전도 측정에는 Delsys Trigno 

Wireless EMG 센서(Delsys, Inc, Boston, MA, 

USA)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20 대 남성 

지원자 10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근육이나 

관절 관련 질환이 없고 표준 체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피험자는 책상 위의 수평면 상에서 덤벨을 

쥔 상태로 주관절(elbow joint)의 굽힘/폄 동작을 

수행하였다. 덤벨의 질량을 1kg, 2kg, 2.5kg 으로 

변경하며 반복하였다. 측정한 근전도 데이터의 

정규화를 위해서 각 근육의 최대 자율 

수축(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시의 

근전도 역시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모든 절차 

및 피험자 모집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SNU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IRB 

No.1111/001-002) 

측정한 근전도 데이터는 마커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작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저주파 

통과 필터링(FIR, 6Hz) 과정을 거쳤다. 

필터링을 거친 근전도 데이터는 최대 자율 

수축 시의 근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규화하였다.[4] 

근육 협응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서 근전도 

데이터에 비음수 행렬 분해(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을 수행하였다.[5, 6] 이 때 협응 

집단의 수는 6 개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각 협응 집단 벡터의 크기가 1 이 되도록 

정규화하여 Fig 1 과 같이 근육 협응 집단을 

근전도 측정을 통한 평면상의 팔 동작에서의 근육 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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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피험자들 간의 데이터 비교를 위하여 

협응 집단 벡터의 유클리드 거리를 기준으로 

정렬, 평균 협응 집단 벡터를 구하였다.  

Fig. 1 Extracted normalized muscle synergy groups 

from individual trial of elbow flexion 

/extension 

 

3. 결과 
 

유클리드 거리를 기준으로 정렬한 협응 

집단 벡터의 각 피험자 간의 일관성을 Analysis 

of Variance(ANOVA) 테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1) 이 때 협응 집단의 번호가 작을수록 

분산값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음수 행렬 분해 과정에서 협응 집단 벡터의 

크기가 큰 순서로 추출되기 때문에, 번호가 

작은 것은 이 동작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근육 협응 집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면상에서의 주관절 굽힘/폄 동작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협응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덤벨의 하중은 협응 

집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하중별로 구한 평균 협응 집단들 간의 편차 

역시 #1~#4 에서 p-value < 0.05 를 나타내었다. 

 

Table 1 Variance of synergy vectors during elbow 

flexion/extension (p-value of ANOVA(N=6)) 
 

Dumbbell 

Weight 

Synergy group 

#1 #2 #3 #4 #5 #6 

1.0kg 0.000 0.010 0.023 0.065 0.080 0.675 

2.0kg 0.002 0.016 0.025 0.149 0.326 0.508 

2.5kg 0.011 0.001 0.057 0.201 0.265 0.701 

4. 결론 
 

본 연구는 평면상에서의 팔 동작에서의 

근전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육 협응 

집단을 추출, 하중 및 피험자에 따른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작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근육 협응 집단이 피험자간에 물체의 

하중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다양한 동작에서의 근육 협응 작용을 

추출하고, 이를 인체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근육 수준에서의 인체 동작 해석을 넘어 

중추신경과 뇌의 작용을 고려한 신경근골격 

(Neuro-musculoskeletal)해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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