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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lative accuracy of a range of 
computer-based analysis with respect to EMG onset determined visually by an 
experienced examiner. Ten healthy students (6 male, 4 female) were recruited and 
three times randorn1y selected trials of isometric contraction of wrist flexion and 
extension were evaluated using four technique. These methods were compared which 
varied in terms of EMG processing, threshold value and the number of samples for 
which the mean must exceed the defined threshold, and beyond 7% of maximum 
amplitude. To identify determination of onset time, ICCs(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was used and inter-rater arid intra-rater reliability ranged good in 
visually derived onset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hat in wrist flexion 
and extension, the reliability of the inter and intra-examiner muscle contraction onset 
times through visual analysis showed beyond .971 with ICCs. The reliability of the 
muscle contraction onset time decision through visu머 reading, tested with computer 
an려ysis ， showed a relationship of all the selected analysis methods with ICCs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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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871. The objective computer-based analysis comparing with visual reading at the 
same time is the effective and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each study method. 

Key Words: Computer-based analysis; Electromyography;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radialis. 

1 . 셔론 

인체 동작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많은 임 

상 전문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최근 그들 

은 근전도를 통해 신경근육계의 기능과 장애 

를 이해하며 (Soderberg와 Knutson, 2000) , 시간 

또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근육의 기능을 분석 

하였다. 특히 근전도의 시간적 특성들은 선태 

된 한 개 혹은 여 러 개 근육의 협 웅과 근 조절 

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DiFabio， 1987), 체 

간의 자세와 웅직임올 평가하기 위해 흔히 적 

용되 었다(Carey 등， 1983; Cordo와 Nashner, 

1982; Mann과 Hagy, 1980). 또한 이 특성 들은 

근육의 개시 (on)와 종료(off) 신호를 확인하여 

동작의 기간 또는 수행능력의 정도까지도 평 

가할 수 있었다(Soderberg와 Knutso, 2000). 

과거의 연구에서는 근 수축의 개시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종종 주관적인 기준인 시각을 

이용한 측정법이 제시되었다(Bo버sset와 Zat떠ra， 

1981; Oddsson와 Thorstensson, 1987). 이 것 

은 검사자들이 직접 측정하였기 때문에 최상 

의 예측 판단의 지표로써 보고되었으며 

(Carey 둥， 1983), 뇌 졸중 환자에 서 근 수축 

개시와 종결시칸이 시각을 이용한 결정올 통 

해 지연됨을 나타내는 연구가 있었다(John 

등， 2002). 현재의 컴퓨터 측정과 비교할 유 

일한 기준으로 되고 있지만(Hodges와 Bui, 

1996), 진폭의 변화와 검사자들의 판단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 

렵다(Hodges와 Bui, 1996). 그러나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표면근전도의 측정과 운동 

단위들의 동원 순서에 관한 문헌에서도 시각 

적 결정 처리방식이 결정법으로 사용되고 있 

다(John 등， 2002; Kozhina와 Person, 1992; 

Lebedev, 1991; Simard와 Cerqueira, 1992). 

이와 함께 컴퓨터 분석올 이용한 근 수축 

개시시간을 결정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Hodges와 Bui, 1996). 예를 들면 

최 대 자발적 인 수축(maximal voluntary 

contraction)의 5% 이상이 되는 지점과 

(Peπy， 1992), 보행 중 개시시간을 측정할 경 

우 실제 근전도 신호에서 RMS (root mean 

square) 과정을 거쳐 근전도 진폭이 10 μV를 

초과하여 100 ms 이상 지속된 시점을 개시시 

간으로 보는 방법 이 있다(Lange 둥， 1996). 

또한 실제 근전도 자료를 전파정류(full-wave 

rectified)하여 linear envelop 처 리를 한 후， 

최대 근 활성 크기 (maximum amplitude)의 

7% 이상되는 지점을 수축 개시시간으로 정 

한 연구도 보고되었다(Cowling과 Steele, 

2001; Lee 동， 1997; Steele파 Brown, 1999). 

특히 DiFabio(1987)는 기 초선 기 간(baseline 

reference) 동안에 측정한 명균값파 표준편차 

를 더한 값으로 역치를 설정하여 이 값을 초 

과하는 지점을 근 수축 개시시간으로 정함으 

로써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Gilleard 등， 

1998; Hodges 둥， 1997; Radebold 동， 2000). 

잡음이나 근 긴장도가 상승한 특별한 경우에 

는 구별하기 어렵지만(Hodges와 Bui, 1996) 

이러한 결정 방법들은 객관성을 높이고 

(DiFabio, 1987) , 관찰자의 의도를 줄일 수 있 

는 장점 을 갖고 있다(Studenski 등， 1991). 그 

러나 여전히 개시시간 측정의 가장 적절한 

측정법이 결정되지 못하고 사용되었다(Belen’kii 

둥， 1967; Bouisset와 Zattara, 1981; Oddsson 

와 Thorstensson, 1987).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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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근 수축 개시시간을 판 amplifier}를 형성하였고， 접지전극(ground 

정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된 주관적 시각 판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3개 채널 표면근전 

정법과 컴퓨터 판정법올 통계적 기법올 이용 도 아날로그 신호는 MP150으로 보내져 디 

하여 각각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지럴 신호로 바뀐 다음， 개인용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Paul의 연구에서 결정된 3 Acqknowledge 3.7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가지 분석기법과 또 하나의 분석기법을 비교 를 처리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하여 다른 실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적 (bandwidth)은 20-450 바로 정하였으며 신 

용해 보고 그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호의 표본추출율(s없npling rate)은 1250 바로 

를 위해 손목의 최대 동척성 근 수축을 통해 설정하였다. 잡음(noise)이 나타나지 않는 환 

반복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경에서 실험 후 필터링 (fi1tering)과 기타 신 

호처 리 (signa1 processing)를 통한 분석 을 위 

n . 연구방법 해 너 치 필 터 (notch filter)를 이 용하지 않았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10명(남:6명， 여 :4명)올 대상으로 하였 

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상지에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자 

나. 상지에 신경 · 근골격근 결함이 없는 자 

다. 최근 6개월 동안 외과적 질환으로 인 

한 통증이 없는 자 

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셜명한 후 자발적 

인 동의를 얻었다. 

2. 실험기기 

가. 근전도 신호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선택된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 

하여 표면근전도 MP150WSWll를 사용하였 

다. 표면근전도의 전극(electrode)은 DE-3.1 

double differentia1 electrodes2l를 사용하였다. 

전극 배치는 폭 1 mm , 길이 10 mm 순은 막대 

3개가 10 mrn 간격으로 나란히 하였으며， 양쪽 

끝의 두 개는 활성 전극(active electrode), 가 
운데 하나는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 

로， 이 중 차둥 엠 프 (double differentia1 

1 BIOP AC System Inc. CA, USA. 
2 Delsys Inc. MA, USA. 

으며 beeper 신호를 함께 수집했다. 

나. 상지(전완， 손목) 고정 거치대 

상지의 중립자세에서 팔꿈치를 편안하게 

지지하고 전완과 손목을 고정하기 위하여 상 

지 고정 거치대를 사용하였다. 가로 60 cm, 

세로 65 cm로 나무 목재 위에 네 줄의 스텐 

바를 장착한 후 그 위에 나무 패드를 연결한 

네 개의 철재를 127ß 의 너트로 연결시켜 팔 

길이와 두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 

하였다(그림 1). 

3. 실험방법 

가.전극위치 

노쪽 손목 굽힘근(flexor carpi radia1is: 

FCR)은 상완의 내측과(medi떠 epicondyle) 

부분을 손가락으로 촉지하면서 대상자에게 

손목을 구부리게 하고 촉지 가능한 근 복부 

(muscle mass) 위에 전극을 근육의 주행방향 

에 따라 위치시켰다. 노쪽 손목 펌근(extensor 

carpi radia1is: ECR)의 경 우 대 상자에 게 손목 

을 신전시키게 하고 팔꿈치의 외측과Oatera1 

epicondyle} 에 서 외 측으로 5 cm 떨 어 진 근 복 

부를 촉지하여 근육의 주행방향에 따라 전극 

을 부착하였다(Cram 둥， 1998).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포로 각질을 제거하고 알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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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tlab올 이용한 근 수축 개시시간 자료 처리의 예 

time(sec) 

선 기간으로 정하였다. 수집한 근전도 신호는 

전파정류 과정을 거친 후 각각의 처리방법에 

따라 근 수축 개시시간의 역치 (threshold)로 

선정하였다. 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저주파 필터 Oow pass filter) 500 바 

- 평란 + 1SD - 지속시간 10 ms 

기 준 2) 저 주파 펼터 50 벼 - 평 균 + 3SD 

- 지속시간 25 ms 

기 준 3) 저 주파 필터 50 밟 - 평 균 + 1SD 

- 지속시간 50 ms 

기 준 4) 선 형 필 터 Oinear envelop) 5 Hz -

최대 근 활성 크기의 7% 

개 시 시 간 결 정 은 Acqknowledge 3.72 프로 

그램에서 두 명의 검사자가 시각올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matlab 신호처리 도구 프로그랩 

을 이용하여 개시시간을 자동으로 구하였다 

(그림 3). 

4. 통계처리 

통계학적 분석은 윈도우즈 SPSS-PC 11.0 

올 이용하였다. 검사자간 및 검사자내 시각적 

근 수축 개시시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s: ICCs)를 사용하였다. 최대 둥척성 

근 수축의 개시 시점을 훈련된 시각과 기간 

(duratio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주 
파수(frequency)에 따른 대 표적 인 컴 퓨터 이 

용기법을 사용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ICCs(3，l)로 검정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올 구하였다. 

m. 결과 

1. 시각적 검사를 통한 검사자내 검사자 

간 근 수축 개시시간 신뢰도 

훈련된 시각올 이용하여 손목 굴근(FCR) 

과 신근CECR)에서 .971 이상으로 검사자내 

검사자간 신뢰도를 보였다(표 1). 

표 1. 시각적 검사 시 손목 굴근과 신근의 수축 개시시간 신뢰도 

검사자내 신뢰도 검사자간 신뢰도 

ICCs(1 ,2)8 95% CI ICCs(3,l)b 95% CI 

손목 굴근 .996 .984-.999 .971 .884-.992 

손목 신근 .998 .993-.990 .996 .986-.999 

8ICCs(1,2): 일 차원 변 량(one-way random model) 

bICCs(3,l): 이 차원 혼합 일 치 (two-way mixed model consistency)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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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검사에 대한 컴퓨터 분석들의 
근 수축 개시시간 신뢰도 

검사자가 측정한 값과 컴퓨터를 이용한 모 

든 측정값들은 손목 굴근파 신근에서 분석 

방법들 간의 신뢰도OCCs= .859/.871)를 보였 

다(표 2). 

3. 분석기법들에 대한 개시시간 
검사자의 훈련된 시각을 이용하여 손목의 

굴근과 신근에서 측정된 명균값과 분석방법 

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기준 4에서 시각과 

비교하여 최소 .005 s9.J 차이를 보였고， 기준 
3에서 최대 .222 s의 지연된 차이를 보였다 

(표 3)，(그림 4, 5). 

캔
 -
總

-
근
 

-
신
 끓

 

기준 20 

표 2. 시각에 대한 컴퓨터 분석들의 손목 굴근과 신근의 수축 개시시간 신뢰도(ICCs[3，1]) 

기준 3C 기준 4<1 

.941/.997 
챈
 -
總

.932.λ977 .367/.780 

a저주파 필터 500 바 - 명균 + lSD - 지속시간 10 ms 

b저주파 필터 50 바 - 평균 + 3SD - 지속시간 25 ms 

c저주파 필터 50 많 - 평균 + lSD - 지속시간 50 ms 

d선형 필터 5 Hz - 최대 근 활성 크기의 7% 

기준 1 

표 3. 손목 굴근과 신근의 수축 개시시간 분석 기법들의 개시시간 차이 

기준 4' 

(단위 : sec) 

근
 
근
 

굴
 
신
 

모
「
 모「
 

손
 
손
 

싸
-
때
 
뼈
 

/ 

-
때
 
때
 

.111(.087) 

.083(,093) 

기준 2 기준 3 

.160(.069) 

.131(.077) 

.222(.123) 

.186(.114) 
.006<.057) 

.005(.078) 

-기 준측정 시 간-시 각측정 시 간 

평균(표준편차) 

손목굴근(FCR) 

0.8 

0.7 

| 훌월 i시각 êiì 0.5 I T ~ ~ / \ 1 1-톨-기준 1 

*τ o oo 4 3 2 -핫 l、、~끼7까 IiA=f 흩 →;←느1를F‘]ix-ιι*ι7ιEI= + ‘←기 기71준준춘 234 
0.1 

o 
1 2 3 4 5 6 7 8 9 10 

대상자(수) 

그림 4. 손목 굴근(FCR)의 시각과 컴퓨터 분석방법에 따른 개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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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신근(ECR) 

0.7 

0.6 

0.5 

강 0 .4 
-ι’ 

잦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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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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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용-기준 3 

-훌-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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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수) 

그렴 5. 손목 신근(ECR)의 시각과 컴퓨터 분석방법에 따른 개시시간 

W. 고찰 1. 시각율 이용한 측정법과 신뢰도 
처음 시각올 이용한 개시시간 결정이 주관 

표면근전도를 통한 근육의 정확하고 빠른 적이지만 몇몇 저자들은 정확성이 높음올 보 

반웅 개시 결정은 인간의 운동계를 분석하는 고하였다(H려lett 둥， 1975). 두 명의 검사자간 

데 있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Staude 퉁， 시간이 5 ms 이상 차이가 있올 경우에는 개 

1995). 사지의 움직임 연구에서 신경학적인 시시간 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의 

질환이나 자세， 나이에 따라 근육들의 반용 확증올 제시하였다(Brown와 Frank, 1987). 

시간 지연이 나타남올 보고하였고(Traub 둥DiFabio(l987)의 연구에서는 훈련된 시각올 

1980), 이것은 근육들과 실험 환경들뿐만 아 이용하여 세 명의 검사자내 신뢰도가 .78 

니라 대상자들 또는 대상자 그룹들간에 비교 -.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똑같은 millisecond 

하기 위해 개시시간 결정의 정확성을 강조하 에서 실험의 일치도는 검사자간에서는 30-

였다(Hodges와 Bui, 1996). 이것은 근육의 종 36%, 날짜에 따른 각각의 검사자내에서는 4 

류와 실험상태， 대상자들 또는 대상자 그룹들 7-56%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훈련된 시 

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시시간 결 각올 이용하여 손목 굴근(FCR)과 신근(ECR) 

정 의 정 확성 이 중요하다(Hodges와 B버， 1엇)6). 에 서 .996와 .998로 높은 검사자내 신뢰 도를 

최근까지 개시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보였고 검사자간에서도 .971와 .996의 높은 

기초선(steady state)부터 최초의 활성화된 신뢰도를 보였다(표 1). 또한 검사자간 40% 

기점을 표준으로 한 연구와(Allum와 P떠tx， 의 일치도와 검사자내 40-50%의 일치도를 

1985), 1 또는 1.5SD보다 크게 처음 신호가 보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각에 따른 결 

나누어지는 점을 표준으로 한 연구(Nashner 정 방법은 검사자들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 

둥， 1983)가 있어 왔지만 기준이 되는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Hodges와 Bui, 

대한 결정의 연구는 부족했다 1996). 이전 연구에서도 자세조절과 움직업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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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동작 동안 근육의 시작을 결정하기 위해 

최고의 판정법으로 검사자의 능력에 달려있 

다고 언급하였다(DiFabio， 1987). 본 실험에 

서는 근전도 실험에 경험이 있는 두 명의 검 

사자가 측정하였고， 최대 둥척성 수축올 통한 

빠르고 강한 진폭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 

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컴퓨터를 이용한 측정법과 신뢰도 
DiFabio의 실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근육 

의 돌발 개시시간 결정방법이 완벽한 상관성 

을 보여주며 시각올 이용한 방법보다 더 신 

뢰할 만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의 장점 

은 근육의 돌발 개시시간 결정이 질적인 것 

보다 양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근전도 평가 

법의 제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DiFabio， 

1987). Neafsey 둥(1978)과 Nashner 둥 

(1983), 그리고 DiFabio(1987)는 개시시간을 

평균값에 표준편차를 합한 값을 역치로 설정 

하였고， Lee 등(1987)은 Type 1 오차를 줄이 

기 위해 중앙값올 선택하였으며 Studenski 

등(1991)과 Steele과 Brown(1994)은 역치를 

초과하는 최 소의 표본수(sample)를 적 용하여 

개시시간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Happee(1992) 

는 최고의 진폭의 5%에 도달하는 점을 개시 

시간으로 결정하였고， Bullock-Saxton 둥 

(1993)은 보행주기의 최대 수축의 15%되는 

지점과 최대 근 활성 크기의 5% 되는 지점 

을 개시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 

자들은 환경에 덜 영향을 받는 결정올 하기 

위 해 신호를 평 균화시 키 거 L.]-(Bogey 등， 

1992; Gitter, 1994), 합산한 기법을 제안하였 

다(Ellaway ， 1978).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 중 이전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 DiFabio의 결정법들과 

최대 수축의 7%의 네 가지 컴퓨터 분석기법 

의 기준들을 matlab에 적용하였다.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들은 지속시간(ms) 

과 표준편차(SD)， 그리고 저주차 필터 Oow 

pass filter)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지 속시 간은 표분추출율(sampling rate)에 

따라 영향올 받으며 현재 짧은 지속시간(10 

ms)은 시각으로 얻어진 값보다 이전에서 개 

시시간이 나타나는 것올 볼 수 있었으며， 긴 

지속시간(50 ms)에서는 개시시간이 지연됨을 

보였고， 25 ms의 지속시간은 시각으로 얻어진 

값들에 벌접하게 접근되어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통계학적인 개시시간 결정방법 

에 영 향을 받는 Type 1 또는 Type 11 오차에 

영향을 주는 1-3SD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SD가 1인 경우에는 역치가 너무 낮아 사실 

이 아닌데도 근육이 활동한 것처럼 확인될 

때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며， Type 11 오차는 

역치가 높아 근 수축이 발생하였는데도 개시 

시간으로 확증하지 못하는 오차를 말한다. 

3SD는 Type 1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통계학 

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3SD를 사용한 분석 

방법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현재 연 

구들에서 다른 역치 기준들과 비교해 볼 때 

3SD에서 지연된 개시시간 결정을 보였지만 

시각을 통해 얻어진 값들과는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역치 기준의 기본 원리에 

있어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Hodges와 Bui, 

1996). 

저주파 필터는 부적절한 자료의 smoothing 

이 개시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500 바와 

같은 고주파 필터는 시각과 비교해 볼 때 지 

연된 오차를 발견하였다(Hodges와 Bui, 

1996). 특별히 500 벼 저주파 필터와 2SD의 

통합된 분석방법은 가장 쉽게 오차를 발생시 

켰 다(Happee， 1992) 현 재 연 구에 서 도 50 벼 

에서 가장 정확하고 일치하는 근전도 개시시 

간을 결정했다(Hodges와 Bui, 1996). 몇몇 이 

전 연구들 중에서도 이 값과 유사하게 필터 

를 통합하여 사용한 것이 있었다(Nashner 

둥， 1983). 

최대 근 활성 크기의 7%는 전십자인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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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anterior cruciated ligament injury) 환자 서 시각으로 결정된 값과 matlab 연산에 의 

에서 상지의 움직임에 따른 하지의 근육 동 해 계산된 값에서의 정확도 차이 때문이라고 

기화(synchronization)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생각된다. 

써 근육의 개시시간올 연구했다(Cowling과 이 실험의 제한점으로는 개시시간 결정법 

Steele, 2(01). 이것은 20 바 선형 필터 처리 중 7% 최대 수축방법은 이러한 잡음과 같은 

후 최대 진폭의 7% 이상 되는 지점을 수축 방해 요소 때문에 탈락되는 데이터가 발생하 

개시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보 여 대상자의 수 감소에 변화를 주었다. 그러 

행주기에서 개시시간올 최대 근 활성 크기의 나 현재 이 작업올 수행하기 위한 복잡한 양 

5%로 정하는 연구도 있었다(Bullock-Saxton 상올 승인한 기술은 없다. 또한 최대 둥척성 

동， 1993; Happee, 1992). 이 방법은 근육들간 운동이 기초선에서는 대상자가 예측하기 어 

에 변화량이 큰 진폭에 대한 증가율과 최대 렵게 시간을 무작위로 조절하였지만 둥척성 

정점으로부터 얻어진 기법의 민감성 때문에 최대 수축시간은 3초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부정확했고(B베ock-S없ton둥， 1댔)， 종료 시간에 대상자의 의도를 배제하기 어려 

진폭이 크게 보이며 증가율이 점진적일 때 지연 웠다. 따라서 본 실험은 개시시간만 측정하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방법이 .941과 다 . 

. 997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개시시간올 결정하는데 움직임과 같은 인 

이 를 통해 Hodges와 Bui(1996)는 시 각을 공적 잡음(artifoct) 또는 심전도떠ectrocardiograms) 

이용한 측정법과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기법 에 의한 잡음의 간섭이나 방해되는 요소는 근 

들의 다변량 분석결과 매개변수들이 가장 적 전도 신호의 개시시간을 모호하게 할 것이다 

절하게 결합한 3가지 기준법을 제시하였다(Bruce 등， 1977). 이런 이유 때문에 근전도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그 3가지 기준들과 또 개시시간의 확인을 위해 완벽한 자동화 방법 

다른 기준간의 시각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은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불규칙적인 신호를 

손목 굴근과 신근에서 ICCs .859와 .871로 비 분별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신호의 진폭이 짧 

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기준 l과 기준 3에서 거나 낮은 크기로 인해 시각을 이용한 근전 

는 굴근과 신근의 신뢰도가 일정하지 못했다 도 개시시간을 측정하는데 정확성을 보장할 

(표 2).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전 연구의 수 없지만(Lee 등， 1987; Neafsey 동， 1978), 

해당 실험방법에 적절한 결정법이 다른 실험 느린 움직임이나 신호의 진폭 증가(Walter， 

에서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1984), 낮은 역치 설정과 관련되어 지연된 결 

었다. 과를 방지하기 위한 시각적인 입증법이 함께 

현재 연구에서는 컴퓨터에서 얻어진 값들 사용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DiFabio， 1987; 

은 시각적으로 증명된 값들로부터 5.51 ms 벗 Hor빼 동， 1984). 컴퓨터 분석방법에서 통계 

어났지만 이전 논문들의 불충분한 합의점을 학적인 편위에 기초를 둔 역치의 결정은 웅 

객관적으로 규정하였고(Hodges， 1996), 본 연 직임과 같은 인체의 특성을 정규화했다는 장 

구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결정방식이 시각적 점이 있다(Hodge와 Bui, 1996). 이와 함께 잡 

으로 증명된 값들로부터 최소 5 ms 차이를 음이나 높은 기초선올 보이는 신호나 각각의 

보였으며 각각의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 그룹들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각과 객관 

었다(표 3). 본 연구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적인 컴퓨터 분석 방법의 결합이 이상적이다. 

Acqknowledge가 근육의 활성화를 화면상에 각각의 실험에 따라 개시시간올 의미 있게 

표시하고 자료를 변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확인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통해 얻은 값과 

m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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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통한 신호를 동시에 비교하며 개시시 

간올 확인하여 실협방법에 가장 적절한 결정 

법을 선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Hodge와 

Bui, 1996). 모호한 근전도 기 록들의 발생 이 

높올수록 개시시간 결정의 질은 어렵게 되고 

표면 타당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 

료 검사가 필요하다(DiFabio， 1987). 따라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시각적인 검사는 컴퓨 

터에 의한 높은 신뢰성 있는 개시시간 결정 

에 동반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먼저 가장 

적절한 객관적인 컴퓨터 분석방법올 고려하 

여 결정한 후 항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v. 컬론 

본 연구는 10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손 

목의 최 대 둥척성 수축 시 표면근전도에서 

근 수축 개시시간 결정올 위한 기법들의 신 

뢰도를 비교하였다. 근 수축 개시결정을 위해 

훈련된 시각 판정법과 컴퓨터 판정법을 사용 

하여 반복 측정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손목 굴근과 신근에서 시각적 검사를 

통한 검사자내 근 수축 개시시간 신뢰 

도는 ICCs .996과 .998을 보였으며， 검사 

자간에서는 ICCs .971과 .996을 보였다. 

2. 시각적 검사에 대한 컴퓨터 분석들의 

근 수축 개시시간 신뢰도는 선택된 모 

든 분석 방법 들간의 ICCs .859와 .871을 

보였다. 

3. 손목 굴근과 신근에서 측정한 네가지의 

컴퓨터 분석방법들 중 기준 2(저주파 필 

터 50Hz, 평균 + 3SD, 지속시간 25 ms) 

에서는 ICCs .932와 .977을 보였으며， 기 

준 4(선형 펼터 5 Hz - 최 대 근 활성 크 

기 7%)에서는 ICCs .941과 .997의 신뢰 

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실험방법에 따른 개시시간 결정 

이 객관적인 컴퓨터 판정법을 훈련된 시각적 

판정과 동시에 비교 결정한 후 그 특성을 고 

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질 높은 자료분석올 통 

한 연구를 시행하는데 효과적엄올 제시한다. 

인용문헌 

Allum JHJ, Pfaltx C. Visual and vestibular 

contributions to pitch sway stabilization 

in the ankle muscles of normals and 

patients with bila않ral p:갚ipheral vestib버ar 

deficits. Exp Br려n Res. 1985;58:82-94. 

Belen’념i V, Grnii.파생 VS, 뻐ltsev Y. Elements 

of control of voluntary movements. 

Biofizika. 1967;12:135-141. 

Bogey RA, Bames LA, Perry J. Computer 

algorithms to characterize individual 

subject EMG profiles during gait. Arch 

Phys Med Rehabil. 1992;73:835-841. 

Bo버sset S, Zattara MA. Sequence of postural 

때ustrænts precedes voluntary moVI얹lent. 

Neurosci Lett., 1981;22:263-270. 

Brown J, Frank JS. Ir펴ueoce of event 

antici뼈m m IDStUr머 때ms occon:따띠ng 

voluntary movement. Exp Brain Res. 

1987;67:645-650. 

Bruce EN, Goldman MD, Mead, J A 

digital computer technique for analyzing 

respiratory muscle EMGs. J Appl Physiol. 

19'η;43:551-556. 

Bullock-Saxton ]E, Janda V, Bullock MI. 

Reflex activation of gluteal muscles in 

walking with balance shoes: An 

approach to restoration of function for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Spine. 

1993;18:704-708. 

Carey JR, Allison JD, Mundate MO. 

Electromyographic study of muscular 

- 60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l호 

KAUTPT Vol. 10 No. 1 2003. 

overflow during precision hand grip. 

Phys Ther. 1983;63:505-511. 

Cordo P1. Nashner 마ι Properties of postural 

adjustments associated with rapid arm 

rmvenHlts. J Na.Jr(~lYsiol. 1982;42:잃7-308. 

Cowling EJ, Steele ]R. The effect of 

upper-limb motion on lower-limb muscle 

synchrony: hnplicatiα1S for ant려α crucia않 

ligament injury. J Bone Joint Surg Am. 

2001;83-A:35-41. 

Cram ]R, Kasman GS , Holtz ]. Introduction 

to surface electromyography. Aspen, 
1998. 

DiFabio RP. Reliability of computerized surface 

electromyography for determining the 

onset of muscle activity. Phys Ther. 

1987;67(1):43-48. 

퍼laway PH Curnulative sum technique and i않 

applications to the analysis of prestimulus 

time histo맑하ns. Electroenceph Clin 

Neurophysiol. 1978;45:302-3(μ. 

Gilleard W, McConnell J, Parsons D. The 

effect of patellar taping on the onset of 

vastus medialis obliqus and vastus 

lateralis muscle activity in persons 

with patellofemoral pain. Phys Ther. 

1998;78:25-32. 

Gitter A. Advances in electrodiagnostic 

instrument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Phys Med 

Rehabil Clin North Am. 1994;5:397-419. 

Hallett M, Shahani BT, Young RR. EMG 

analysis of stereotyped voluntary 

movements in man.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1975;35:1154-1162. 

Happee R Goal-directed ann movement 1: 

Analysis of EMG records in shoulder and 

elbow muscles. J Electromyogr Kinesiol. 

1992;2:165-178. 

Hα19es PW, B버 BH A comparison of 

cæp.rt:.er-밟g최 π밟때s for 뾰 &뼈n뻐atioo 

d αlSet of rruscle contraction using 

electromyography. 퍼ectrlα:ma핑h머O망 Clin 

Neurophysiol. 1996;101:511-519. 

Hodges PW, Richardson CA, Hasan Z. 

Contraction of the abdominal muscles 

associated with movement of the lower 

limb. Phys Ther. 1997;77:132-142. 

Hor따‘ FB, EsseIman P, Anderson ME, et 

al. The effects of movement velocity 

mass displaced and task certainty on 

associated postural adjustments made 

by normal and hemiplegic individuals.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1984;47:1020-1028. 

댈frey RC, Gt없1 SK, Jonathan H Introduction 

to surface 밍ectromyography. Aspen, 1앉웠. 

John Chae ME, Guang Yang, Byung Kyn 

Park, et 려. Delay in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muscle contraction, motor 

impairment, and physical disab피ty in 

upper 피nb hemiparesis. Muscle Nerve. 

2002;25:568-575. 

K깜피1a GV, person RS. Variability of interspike 

inteπ머s of human motor neurons during 

voluntary muscle conσaction 하떠 따1Íc 

vibr때.00 1벼.ex. N잉rofi.ziol앵ia 1992; 24(2) 

:208-211. 

Lange GW, Hintermeister RA, Schlegel T , et 

떠 Electromyographic and kinematic 

analysis of graded treadmill w떠king and 

the implications for knee rehabilitation. J 

@남lOP Sports Fhys Ther. 1앉)6;23:잃4-301. 

Latash ML, Aruin AS, Neyman 1, et 머. 

Anticipatory postural adjustments during 

S머f-inflic때 and pJ1어ictable 없turbations 

in Parkinson’s disease. J N묘며 뻐.1rOSUI'g 

Psychiatry. 1995;75:813-앓3. 

- 61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1호 
KAUTPT Vol. 10 No. 1 2003. 

Lebedev MA, Poliakov A V. Analysis of the 

interference electromyogram of human 

soleus muscle after exposure to 

vibration. N뼈뼈01빼a 1991;23(1) :57-65 

Lee W A, Buchan뻐 TS, Rogers MW. 

Effects of ann acc잉eration 킹xl 벼mvioral 

αJl1ditiαlS on the organization of postural 

adjustments during arm flexion. Exp 

Brain Res. 1987;66:257-270. 

Læ :MY, Woog MK, Tang Ff, et 머. Corr뼈rison 

of balance responses and rnotor pattems 

during sit-to-stand task with functional 

rnobility in stroke patients. Am ] Phys 

Med R하mbil. 1997:76:401-410. 

Mann RA, Hagy ]. Biomechanics of walking, 
runr따19 and sprinting. Am ] Spαts Med. 

1980;8:345-350. 

Nashner LM, Shumway CA, Marin O. 

Stance posture control in select group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Deficits 

in sensory organisation and muscular 

coordir빼cn ExpBr태n Res. 1앓;49:393-409. 

Neafsey E], Hul1 CD, Buchwald NA. 

Preparation for movement in the cat, 
II: Unit activity in the basal ganglia 

and thalamus. Electroenceph Clin 

Neurophysiol. 1978;44:714-723. 

Oddsson L, Thorstensson A. Fast voluntary 

trunk flexion movements in standing: 

Motor pattems. Acta Physiol Scand. 

1987;129:93-106. 

P앉TY ]. Gait Analysis: Nomml and Pathol맹떼 

Fùn:쇠m. Thorofare, N], sl설‘ IncoπXJrated， 

1992. 

Radebold A, Cholewicki ], Panjabi MM, et 

al. Muscle response pattem to sudden 

trunk loading in healthy individuals 

and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Spine. 2000;25:947-954. 

Sirnard LR, Vanasse M, Rochette C, et al. 

디파영ge study of chronic childhαxf-on않t 

spinal muscular atrophy (SMA): 

Confirmation of close linkage to 많s39 in 

French Canadian farnilies. Genomics. 

1992;14(1):188-190. 

Soderberg GL, C∞k1꾀1 Electromyography in 

bioIIÐ:뼈피cs. Fhys 1ber. 1잃4;&i:1813-18:l). 

Soderberg GL, Knutson LM. A guide for 

use and interpretation of kinesiologic 

electromyographic data. Phys Ther. 

2000;80(5):485-498. 

Staud G, Wolf W, Appel U. Automatic event 

detection in surface EITlg of rhythmically 

activated muscles. Ann Int coof IE댄 

BME soc 1995;17:1351-1352. 

Steele ]R, Brown ]M. Effects of chron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deficiency on 

muscle activation pattems during an 

abrupt deceleration task. C디lin Bioαmech. 1 . . 
1999;14:247-257. 

Studenski S, Duncan PW, Chandler ]. Postural 

responses and effector facotrs in 

persons with unexplained falls: Results 

and methodological issues. ] Am 

Geratr Soc. 1991;39:229-234. 

깐crub MlV\ Rdh빼1 Jiι Mmrl:n 0). Anticipatory 

postural reflexes in Parkinson' s disease 

and other akinetic-rigid syndromes 머넘 

m αrebellarata잉a Brain 1앉l);1æ:393-412. 

Walter CB. Temporal quantification of 

electromyography with reference to 

motor control research. Hum Move 

Sci. 1984;3:155-162. 

Wool1acott MH, von Hosten C, Rosblad B. 

Relation between muscle response 

onset and body segmental movements 

during postural perturbations in humans. 

Eφ Br려n Res. 191:혔;72:593-004. 

- 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