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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근육 단면적: (cm
2
)

 정규화된 근육 단면적:

 근육의 운동 기여도: (mV/Nmcm․ ․ 2
)

 전류: (A)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 (mV)

 토크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의:

변화량 (mV/Nm)․

 정규화된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

 토크: (Nm)․
서 론1.

인체 상지 중 수관절 은 손과 팔을 연결(carpal)

하는 부분으로서 상지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은 물건을 다루는 세부적인 운동을 하는.

데 수관절은 이러한 손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준,

다 또한 큰 힘을 낼 수 있어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러나 최근 질병이나 사고로 수관절 기능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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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인체 수관절 운동과 표면 근전도의 상관관계를 실험적으로 다룬다 수관절의 해부학적 구조를 분.

석하여 수관절 운동 형상을 파악하고 운동을 발생시키는 주요 근육을 선정하였다 수관절 재활 훈련 장치를 이용, .

하여 수관절 운동에 저항하는 토크를 가하고 이 때 주요 근육에서 토크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 .

측정된 표면 근전도 신호의 크기를 계산하여 수관절 운동과의 연관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수관절.

토크와 표면 근전도 신호의 크기가 토크 이하의 수관절 운동에서는 선형적으로 비례함을 밝혔고 수관절0.1 N m ,

근육의 단면적에 따라 표면 근전도 신호의 크기도 선형적으로 비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관절 운동에 관여하는.

각 근육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각 운동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도적인 개의 근육 중에서 한 근육의 기여도가 약, 2

로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실험 결과로 좀 더 정교한 수관절 재활 훈련 장치나 로봇 등을60 % .

제작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experimental study, we hav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a human carpal motion and a surface

electromyogram. The carpal motion pattern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main muscles involved in the carpal motion have

been determined by investigating the anatomical structure of a carpal. The torque acting against the carpal motion has been

applied by using a device for carpal rehabilitation training, and the surface electromyogram signal corresponding to the

torque at the main muscles has been measured. The root-mean-square (RMS) magnitude of the surface electromyogram

signal has been calculated and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rface electromyogram signal and carpal mo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have proved that for carpal torque values below 0.1 Nm, the RMS magnitude of the surface․
electromyogram signal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carpal torque magnitude and that the carpal torque magnitude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carpal muscles. Further,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each muscle to the

carpal motion has shown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most dominant muscle is consistently 60%. These three results can be

appli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devices or robots for carpal rehabilit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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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재활 훈련을 통하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일반적인 재활 훈련 장치는 일정한 패턴에.

의해 움직이는 형태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는 못한다 또한 재활 치료사를 통한 훈련은 효.

과는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환자들의 수관절 기능 회복을 위하여.

환자 본인에 의하여 훈련이 가능한 재활 훈련 장

치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수관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인체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

어 왔으며 연구 방법으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신,

호인 근전도 뇌전도(EMG, electromyogram), (EEG,

및 심전도electroencephalogram) (ECG, electorcardi-

등이 이용되었다 근전도 중 표면 근전도ogram) .

는 측정 장비가 간단하고 측정 방(surface EMG) ,

법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인체의 운동 분석에 많

이 이용되고 있다.
(1,2) 표면 근전도를 이용한 기존

연구 중에는 근육 움직임을 모방한 팔의 제어에

관한 연구(3)와 근육 및 관절 힘의 추정에 관한

연구(4)가 있으나 이는 주관절에 관한 연구이며,

수관절에 관한 연구는 아니다 수관절에 관한 연.

구로는 의수 개발을 목적으로 근전도 신호를 측

정하여 수관절 운동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
(5,6) 이

연구들은 의수의 정밀한 제어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나 활성화 등

을 분석하였는데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는, 사람

마다 특성이 달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은 인체 수관절 운동과 표면 근전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수관절 재활 훈련 장.

치로 여러 단계의 토크 를 설정하고 수관절 운( )τ

동을 실시하여 수관절 토크와 표면 근전도의 상,

관관계를 밝힌다 또한 수관절 근육의 단면적 및. ,

운동 형상과 표면 근전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수관절의 근골격 운동형상학2.

골격 구조 및 운동 형상2.1

에 보인 바와 같이 수관절 부근의 팔 즉Fig. 1 ,

전완 에는 요골 과 척골 이 있(forearm) (radius) (ulna)

고 손에는 개의 작은 수근골들 이, 8 (carpal bones)

있다.
(7) 수근골들은 손바닥 부분에서 하나의 집단

Fig. 1 Schematic of carpal bones and joints

을 형성하고 요골 및 척골과 관절을 이루어 전완과,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수관절은 요골 원.

위 심장을 기준으로 먼 쪽 부 말단과 수근골 근위( )

심장을 기준으로 가까운 쪽 부 사이의 요수근 관( )

절 과 이 관절 바로 원위의 중수(radiocarpal joint)

근 관절 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midcarpal joint) ,

두 관절에서 수관절의 운동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중수근 관절의 운동은 요수근 관절의 운

동에 비해 범위가 작아 수관절 운동은 일반적으,

로 요수근 관절의 운동을 지칭한다.

요골 원위부 말단에는 생체역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해부학적 특징이 있다 에 보. Fig. 2(a)

인 바와 같이 요골 원위부 말단은 척골 쪽으로

약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요골의 경사는 수25° .

관절이 엄지손가락 방향보다 새끼손가락 방향으

로 좀 더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 Fig.

에 보인 요골의 측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요2(b) ,

골 원위부 관절면은 손바닥 쪽으로 약 기울10°

어져 있어서 손등 방향에 비해 손바닥 방향으로,

좀 더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되는 수관절의

네 가지의 회전 운동은 에 나타낸 바와 같Fig. 3

이 굴곡 신전 요측 편위(flexion), (extension), (radial

척측 편위 이다 외견상deviation), (ulnar deviation) .

손바닥의 축회전인 것처럼 보이는 회내(pronation)

및 회외 운동은 수관절에서 일어나는(supination)

운동이 아니라 전완부가 축회전하는 운동이다.

수관절의 운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굴곡이 약 65°

까지 신전이 약 까지 척측 편위가 약 까, 55° , 30°

지 요측 편위가 약 까지이다, 15° .
(7) 이러한 운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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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굴곡.

이 신전보다 약 더 운동이 가능하고 척측 편10° ,

위가 요측 편위보다 약 더 운동이 가능한 이15°

유는 에서 설명한 해부학적 특징 때문이다Fig. 2 .

(a) Anterior view of (b) Medial view of

ulnar tilt palmar tilt

Fig. 2 Characteristics of radius and ulna bones

(a) Flexion and extension

(b) Radial and ulnar deviations

Fig. 3 Kinematics of a carpal

근육 활동 및 근육 선정2.2

인체의 운동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다.

근육의 수축은 사람이 운동하고자 하는 의지로부

터 시작한다 이때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 - (α α

이 흥분하여 임펄스 신호를 발생시키-motoneuron)

고 이 신호가 신경축색 을 경유하여, (nerve axon)

목표 근육에 전달된다 신호가 전달되면 신경으. ,

로부터 화학 물질이 방출되고 근섬유에 전기적인

흥분이 발생하여 근육이 수축한다.
(1) 이러한 전기

적인 흥분이 근전도이다 수관절 운동을 가능하.

게 하는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관

절 운동을 발생시키는 근육을 알아야 한다.

수관절의 운동을 발생시키는 주요 근육은 해부

학적으로 네 가지로 정의된다 이 근육들은. Fig.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요측수근신근4 (ECR,

척측수근신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ECU,

요측수근굴근extensor carpi ulnaris), (FCR, flexor

척측수근굴근carpi radialis), (FCU, flexor carpi

이다 에 보인 수관절 단면에서와 같ulnaris) . Fig. 5 이

근육들은 수관절의 회전축 중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력이 토크를 가하여 손의 회,

Fig. 4 Main muscles generating carpal motions

Fig. 5 Schematic of a cross section of a car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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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lock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Fig. 7 Photograph of the carpal rehabilitation training
device

전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각 두 방향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 한 방향 운동에 두 가지,

근육이 상호작용한다 장요측수근신근은 요측 편.

위와 신전을 발생시키며 척측수근신근은 척측,

편위와 신전 요측수근굴근은 요측 편위와 굴곡, ,

척측수근굴근은 척측 편위와 굴곡을 발생시킨다.

근전도 측정 실험3.

실험 장치 및 방법3.1

실험 장치는 에 개략도로 보인 바와 같이Fig. 6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수관절 운동에 대하여 정.

해진 토크로 저항을 주는 재활 훈련 장치와 운동

을 발생시키는 표면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

치이다 재활 훈련 장치는 주 피앤에스미캐닉스. ( )

가 개발한 것으로 에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7 .

이 장치는 다양한 수관절 운동 패턴에 대하여 설

정한 토크로 저항을 주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사,

용자의 전완을 전완 고정부에 고정시킨 후 손잡,

이 부분을 잡고 각 방향의 수관절 운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장치에는. 전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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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rrent-Torque curve of the brake used in
the carpal rehabilitation training device

Fig. 9 Photograph of the surface EMG measure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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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ample of surface EMG signal

어 방식의 히스테리시스 브레이크 (Mitsubishi,

가 사용되었으며 브레이크의 전류에ZHA-1.2A1) ,

따른 토크 특성은 에 보인 바Fig. 8 와 같다.
(8) 표

면 근전도 측정 장치는 사Biometrics 제품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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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근전도 센서 와 기준 전극 컨(SX230FW) (R206),

트롤러 로 구성된다 표면 근전도 센서는(W4X8) .

증폭기가 내장된 타입이며 기준 전극은 전기적,

인 접지 를 위하여 사용된다 컨트롤러는 표(earth) .

면 근전도 센서로 측정된 신호를 처리하여 컴퓨

터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

대상 근육을 선정하고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2.2

절에서 언급한 네 가지 근육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운동을 수행할 때 표면 근전도 신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였다 이 위치에서.

피부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양면테이프를 이용하

여 표면 근전도 센서를 부착하였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뼈 부분에 기준 전극을 부착하였다. Fig. 9

에 표면 근전도 측정 장치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근전도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제

곱평균제곱근 적분근전도(RMS, root mean square),

정류평균값(IEMG, integrated EMG), (ARV,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average rectified value) ,

는 제곱평균제곱근( 을 사용하였다) .

본 논문에서 피실험자의 성별은 남자이며 신,

체조건은 나이 세35 , 신장 172 체중 이cm, 68 kg

다 각 근육에 대하여 정의된 두 방향의 운동을.

수행하여 표면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 재활.

훈련 장치의 토크를 각 운동 성분별로 단계인6

로 설0.005, 0.010, 0.020, 0.055, 0.070, 0.100 Nm․
정하고 각 토크에서 운동을 회씩 반복 실시하, 10

였다 여기서 최대 토크를 로 설정한 이. 0.100 Nm․
유는 보통 체격의 정상인이 수관절 운동을 할 때

힘든 정도의 토크 크기로서 환자에게 적용할 경,

우 이 이상의 토크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3.2

표면 근전도 신호의 한 예를 에 보였다Fig. 10 .

측정한 신호의 는 이다 이sampling rate 1,000 Hz .

러한 신호에서 의 단위시간간격으로 제곱0.001 s

평균제곱근(RMS, root mean 을 취하여 신square)

호의 크기로 삼았다 토크에 따라 반복 측정된.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수

관절 근육별로 에 나타Table 1 내었다 이 결과로.

부터 수관절 토크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크가 작은 영역에서는 신호 크기가 토크에 비

례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 영역,

에서는 피실험자가 토크의 증가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피실험자의 의지. 가 결과에 반영되

어 나타나는 오차로 볼 수 있다.

같은 운동 형상과 토크인 경우라도 근육에 따

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각 근육의 생리학적 단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7) 단면적 넓이에 따라 근육이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데 그에 따라 표면 근,

전도 신호 크기도 달라진다 비교를 위하여 단면.

적이 가장 큰 척측수근신근을 기준으로 수관절의

각 근육 단면적을 정규화( 하였고 표면 근전도) ,

신호 크기도 척측수근신근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

규화( 하였다 또한 같은 운동 형상에서 토크에) .

Torque,


(Nm)․

EMG magnitude,  (mV)

Flexion Extension Radial deviation Ulnar deviation

Flexor carpi

ulnaris

Flexor carpi

radialis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Extensor carpi

ulnaris

Flexor carpi

radialis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Flex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ulnaris

Aver.
Std.

Dev.
Aver.

Std.

Dev.
Aver.

Std.

Dev.
Aver.

Std.

Dev.
Aver.

Std.

Dev.
Aver.

Std.

Dev.
Aver.

Std.

Dev.
Aver.

Std.

Dev.

0.005 0.040 0.019 0.023 0.004 0.039 0.006 0.119 0.017 0.023 0.007 0.034 0.004 0.044 0.013 0.079 0.007

0.010 0.061 0.017 0.030 0.002 0.034 0.006 0.099 0.013 0.027 0.005 0.034 0.006 0.050 0.014 0.081 0.006

0.020 0.086 0.016 0.035 0.006 0.042 0.007 0.110 0.007 0.043 0.006 0.043 0.004 0.089 0.027 0.093 0.008

0.055 0.110 0.017 0.037 0.005 0.054 0.005 0.128 0.007 0.076 0.013 0.077 0.009 0.128 0.021 0.102 0.021

0.070 0.118 0.014 0.043 0.002 0.058 0.008 0.131 0.012 0.078 0.009 0.084 0.005 0.146 0.015 0.143 0.014

0.100 0.139 0.029 0.052 0.004 0.067 0.008 0.134 0.013 0.089 0.014 0.094 0.007 0.152 0.034 0.155 0.016

Table 1 The measured EMG magnitude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tor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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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arpal torque-EMG magnitude for the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따른 신호 크기의 변화량도 근육마다 다르다 그.

원인은 같은 운동에 관여하는 두 가지의 근육 중

어느 한 근육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인.

체 수관절 운동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의 다양

한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고 찰4.

앞 절에서 계산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수관절

토크와 근전도 신호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

관절 근육의 단면적과 근전도 신호 크기의 관계

및 운동 형상과 근전도 신호 크기의 관계를 고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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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arpal torque-EMG magnitude for the extensor
carpi ulnaris

4.1 수관절 토크와 근전도 신호의 관계

각 근육에서 운동에 따른 수관절 토크와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점선은 측정 데이터Figs. 11~14 . 를

곡선 맞춤하여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 보인 바.

와 같이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가 수관절 토크에

선형적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

려진 근육 힘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나 힘이 거의 에 가까운, 0 범

위나 최대에 근접하는 범위에서는 힘에 따른 표

면 근전도 신호 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알려

져 있다.
(1) 그래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범위에서.

실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형 영역에서 실험한 결과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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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arpal torque-EMG magnitude for the flexor
carpi radialis

관절 토크와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와의 관계를

밝혔다.

수관절 근육 단면적과 근전도 신호의 관계4.2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관절 토크와 표면4.1

근전도 신호 크기가 선형적으로 비례하므로 수,

관절 근육의 단면적과 힘에 해당하는 표면 근전

도 신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네 가지의 수관.

절 근육 단면적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를 비교

한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수관Table 2 .

절 근육의 단면적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가 선

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관절 운동 형상과 근전도 신호의 관계4.3

수관절의 운동 형상은 네 종류로 구분되며 각,

Table 2 Comparison of the cross-sectional area and
EMG magnitude of the carpal muscles

Muscle

Cross-sectional area,



EMG magnitude,


Difference

ratio,


 Value

(5)

(cm
2
)

Normalized

value, 

Value

(mV)

Normalized

value,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3.14 0.59 0.08 0.56 0.05

Extensor carpi

ulnaris (ECU)
5.30 1.00 0.14 1.00 -

Flexor carpi

radialis
2.16 0.41 0.07 0.49 -0.20

Flexor carpi

ulnaris
5.00 0.94 0.15 1.01 -0.07

  of ECU
 of each muscle

,   of ECU
 of each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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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arpal torque-EMG magnitude for the flexor
carpi uln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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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evel of contributions of the carpal muscles

Motion Muscle

Cross-

sectional

area,

 (cm
2
)

EMG

magnitude

slope,

 
(mV/Nm)․

Level of

contribution,

 (  / )

Value

(mV

/Nm cm․ ․ 2
)

%

Flexion

Flexor carpi

ulnaris
5.00 0.93 0.19 61.1

Flexor carpi

radialis
2.16 0.26 0.12 38.9

Extension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3.14 0.33 0.10 65.3

Extensor carpi

ulnaris
5.30 0.29 0.06 34.7

Radial

deviation

Flexor carpi

radialis
2.16 0.72 0.33 60.0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3.14 0.70 0.22 40.0

Ulnar

deviation

Flexor carpi

ulnaris
5.00 1.12 0.24 60.6

Extensor carpi

ularis
5.30 0.83 0.16 39.4

각 두 가지 수관절 근육의 상호작용으로 운동이

발생한다 수관절 운동에 각 근육들이 얼마나 운.

동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은 수관절 재활 훈련 장

치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지 등을 좀(humanoid)

더 정교하게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러한 근육의 운동 기여도( 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로부터 분석하여 에 나타내었다 그Table 3 .

방법으로 토크에 따른 신호 크기의 변화량인 기

울기( 를 사용하였다 앞 절에서 보인 바와 같) .

이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는 근육의 단면적과 관

계되므로 단면적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계산하였

다 그 결과 한 근육이 약. 의 일관60 % ~ 65 %

성 있는 기여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큰 기여도를 갖는 근육이 일정한 것

은 아니며 운동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결 론5.

인체 수관절의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운동 형상을 정의하였다 이 운동들을.

발생시키는 주요 근육을 파악하고 표면 근전도,

측정 실험을 통하여 수관절 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수관절의 운동 형상은 굴곡 신전 요측 편위, , ,

척측 편위로 구분되며 각 운동을 발생시키는 주,

요 근육은 장요측수근신근 척측수근신근 요측수, ,

근굴근 척측수근굴근이다 주요 근육들로부터 토, .

크에 따른 표면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고 제곱,

평균제곱근으로 신호 크기를 계산하여 수관절 운

동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관절 토.

크와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는 선형적으로 비례

함을 확인하였다 수관절 근육의 단면적과 표면.

근전도 신호 크기를 정규화하여 비교한 결과 선,

형적으로 비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동 형상.

에 따른 근육의 운동 기여도는 각 운동을 발생시

키는 가장 주도적인 개의 근육 중에서 한 근육2

이 약 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관성60 %

있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표면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여 인체 수관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반영

하는 재활 훈련 장치나 로봇 등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수관절의 근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관.

절 근육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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