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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luctuation of signal amplitude during repetitive dynamic contraction
based on surface electromyography(EMG). Background: The most previous studies were considered isometric muscle
contraction and they were difference to smoothing window length by moving average filter. In practical, the human movement
is dynamic state. Dynamic EMG signal which indicated as the nonstationary pattern should be analyzed differently compared
with the static EMG signal. Method: Ten mal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nd EMG signal was recorded by
biceps brachii, anterior/posterior deltoid, and upper/lower trapezius muscles. The subject was performed to repetitive right
horizontal lifting task during ten cycles. This study was considered three independent variables(muscle, amplitude processing
technique, and smoothing window length) as the within-subject experimental design. This study was estimated muscular
activation by means of the linear envelope technique(LE).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coefficient of variation(CV) of LE
for each cycle. Results: The ANOVA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amplitude processing
technique and smoothing window length were significant difference. The CV value of peak LE was higher than mean LE.
According to increase the smoothing window length, this study shows that the CV trend of peak LE was decreased. However,
the CV of mean LE was analyzed constant fluctuation trend regardless of the smoothing window length.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expected that using the mean LE and 300ms window length increased reproducibility and signal noise
ratio during repetitive dynamic muscle contraction. Applicat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repetitive dynamic EMG signal processing.
Keywords: Electromyography, Amplitude, Linear envelope, Coefficient of variation, Reproducibility

1. Introduction

신호 처리 기법들로서 평균 절대값(MAV; mean absolute
value), 적분(integrated EMG), 제곱평균제곱근(RMS; root
mean square), 포락 검출(envelope detection), 위상 평균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국부 근육의 활성도, 피로도, 활
성 전위 전도 속도 등 생체역학적으로 다양한 속성과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DeLuca, 1997).

(ensemble averaging)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Kumar and
Mital, 1996; Soderberg, 1992).
근전도 신호는 실제 근신경계에서 발생되는 신호뿐만 아

근골격 시스템에서는 근 수축에 따라 근섬유 막에서 운

니라 피부 온도, 전극 전도 상태, 심박동, 주변 전류 등의 원

동 단위 활성 전위가 전도되어 발화율로 표현할 수 있고,

치 않는 노이즈가 포함된다. 이러한 신호의 노이즈를 감소시

발화율은 근전도 신호의 진폭 속성을 통해 근활성도 평가

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신호 처리 과정에서 구간 이동 평

기준이 된다. 근전도 신호의 진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균 필터 기법을 사용한다. Clancy et al.(2008)은 힘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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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 수축 동안 아래팔의 천지굴근과 요측수근신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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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를 적용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Biasotto-Gonzalez

하여 평균 절대값으로 활성도를 평가할 때 500ms 구간 이

et al.(2010)과 Fischer et al.(2010)도 포락 검출법과 변동

동 평균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Calder et al.(2008)의 연구에

계수를 사용하여 반복간 근활성도의 재현성을 파악하였다.

서는 상완요골근의 최대 등척성 근 수축에 따라 200ms 구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피실험자 내 반복간 근활성도

간 이동 필터를 적용하였다. Burden and Bartlett(1999)는

재현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락 검출법을

상완이두근 근전도 신호의 진폭을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구간

적용하여 동적 근 수축에 따른 근전도 신호를 효과적으로

이동 창을 100ms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근활성도를 파

파악할 것이며, 진폭 추출 기법과 스무딩 사이즈의 차이에

악하는 선행 연구는 근섬유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등척성

따른 근활성도의 재현성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근 수축을 고려하였고, 연구간 적용한 스무딩 구간의 차이가
있었다.

2. Method

하지만, 인간의 움직임은 동적 상태이며, 특히 제조업의
생산/조립 라인이 구축된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동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적 상태에서는 시간

2.1 Subject

경과에 따라 근섬유 두께 및 길이가 변화하며 표면 근전도
전극과 근섬유 간의 거리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근 수축 속

본 실험에 참가하는 피실험자로서 20대 남성 10명을 모

도 변화에 따라 근육-건 모멘트의 차이가 발생하며, 동적

집하였다. 이들은 모두 지난 5년간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근 수축에 따른 신속한 운동 단위 모집은 비정형적인 신호

질환 병력이 없었으며, 오른손잡이 였다. 피실험자의 기본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Farina et al., 2001; Gerus et al., 2010).

인 신체 특성치의 평균(표준 편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적 근 수축에 따른 근전도 신호의 해석은 정적 근
수축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Table 1. Anthropometric information of subjects

Oliveira and Gonçalves(2009)는 상지 부위 근육의 정/

Age
(year)

동적 수축 형태에 따른 피로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RMS
를 적용하여 동적 근 수축 신호의 진폭을 평가하였다. 보조
장비의 착용 유무에 따른 허리부위 근육의 피로도를 분석

Mean
(S.D.)

Height
(cm)

Weight
(kg)

Elbow height Arm length
(cm)
(cm)

27.30
175.50
74.81
(±1.06) (±4.49) (±6.57)

108.05
(±3.62)

61.14
(±2.25)

한 Lotz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5분 간격으로 평균적
인 RMS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진폭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2.2 Equipment

Aagaard et al.(2002)는 등속성 근 수축의 진폭을 적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Larsson et al.(1999)은 무릎 굴곡 동

각 근육의 높은 활성도를 얻기 위하여 7kg 덤벨을 중량

작에 따른 근전도 신호의 재현성을 분석하였으며, RMS로서

물로서 사용하였으며, 무게는 Mital et al.(1993) 문헌에서

신호의 진폭을 파악하였다.

제시하는 남성의 한손 들기의 한계중량(9kg)과 본 연구의

이와 같이 동적 근 수축에 따른 근전도 신호의 진폭을 분

작업 빈도(10cyc/m)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험이 수행

석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널리 알려진 RMS 기법으로서

된 입식 작업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Sanders and

근활성도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유럽의 SENIAM(Surface

McCormick(1993) 문헌에서 제안하는 중작업 시의 높이

Electromyography for Non-Invasive Assessment of

를 반영하여 피실험자의 굽힌 팔꿈치 높이 -15cm로 설정

Muscle)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RMS 지표로서는 등

하였다. 반복적인 동적 근 수축의 근전도 신호는 Telemyo

척성 근 수축의 진폭을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적

2400T DTS telemetry(NORAXON, Scottsdale, Arizona,

근 수축의 경우 이와 다르게 포락 검출법 및 위상 평균 기법

USA)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의 사용을 제안하였다(Freriks and Hermens, 1999). 이러
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Martins et al.(2008)의 연구에서

2.3 Experimental design

는 실험 조건 별로 등척성과 동적 근 수축을 분류하여 각각
RMS와 포락 검출법으로 근전도의 진폭을 파악하였다. 일반

본 실험은 피실험자 내 실험 설계로서 5부위 근육(상완이

인과 환자의 보행 패턴에 따른 정규화 기법의 차이를 분석한

두근, 전면삼각근, 후면삼각근,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근

Benoit et al.(2003)은 하지 6부위 근육의 근활성도를 포락

활성도 추출 기법(mean, peak), 스무딩 사이즈(50, 100, …,

검출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반복적인 보행 동작에 따른 근활

500ms)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종속변수로

성도의 재현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변동 계수(coefficient of

서 각 주기 별 LE(linear envelope)를 산출하여 변동 계수

Vol. 30, No. 6. 2011. 12. 31

Reproducibility of Electromyography Signal Amplitude during Repetitive Dynamic Contraction 691

(coefficient of variation)로서 신호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Korea, 2004), 작업 빈도는 MyoResearch XP Master

(Equation 1). 변동 계수는 피실험자 내 또는 피실험자 간에

Edition 1.07.25(NORAXON, Scottsdale, Arizona, USA)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반복에 따른 재현성을 파악하기 위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메트로놈 기능으로 10cyc/m로 고

여 주로 사용되며, 변동 계수가 낮을수록 반복간 산포가 낮다

정하였다. 피실험자가 종점으로 이동시킨 중량물은 보조 연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현성의 증가로 나타낸다(Hopkins,

구원에 의해 시점으로 재정렬 되었다.

2000).

CV = (S.D./mean) × 100%

(1)

2.4 Procedure
실험을 수행하기 전, 피실험자 전원에게 실험 참가 동의를
얻었으며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숙지시켜 친숙한 환경에서
실험에 임하도록 하였다.
피실험자 피부의 전기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
표면의 잔털을 제거하고 알코올과 솜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
은 후, 완벽히 증발시켰다. SENIAM에서 제안하는 전극 부착

Figure 2. One-handed right horizontal lifting task

위치에 따라 해당 근육의 피부 표면에 수성 펜을 사용하여
미리 부착 위치를 표시하였다(SENIAM recommendation).

2.5 Signal processing and statistics

상완 이두근, 전/후면 삼각근, 상/하부 승모근 총 5부위의
상지 근육에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Figure 1).

모든 근전도 신호는 MyoResearch XP Master Edition
1.07.25(NORAXON, Scottsdale, Arizona, USA) 소프트웨
어에서 제공하는 ECG reduction function으로 심박동 신호
를 제거한 후, 총 10주기의 신호에서 초기와 말단의 3주기
를 제외하고 4~7번째 신호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근전도 신

Figure 1. Position of surface electrodes

표면 전극 센서는 Ag/AgCl 양극성 전극으로 구성되며
각 전극의 지름은 10mm, 전극 중심 사이의 거리는 20mm
였다. 모든 근전도 신호의 대역폭은 10~500Hz, 16bit의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사용하였으며, CMRR
(common mode rejection ratio) > 100dB, Noise < 1μV,
Gain*1000, Sampling rate 1,500Hz로 설정하였다.
Figure 2와 같이 피실험자는 입식 작업대 위 몸의 중심에
위치한 덤벨을 60cm 거리의 종점까지 일정한 빈도로 우측
수평 이동시키는 동작을 10회 반복 수행하였다. 수평 거리는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평균 팔 길이를 고려하였으며(Size-

Figure 3. Example of signal processing
(Describe to biceps brachii and anterior delt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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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full wave rectification 후, Dual-pass Butterworth

6). 전반적으로 Peak LE의 변동 계수가 Mean LE보다 높게

lowpass filter(cutoff 5Hz)로서 LE를 산출하였다(Winter,

분석되었으며, 스무딩 사이즈 증가에 따라 Peak LE의 변동

2005). 산출된 LE 데이터로서 스무딩 사이즈에 따른 구간

계수는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났으며, Mean LE는 스무딩 사

이동 평균 필터를 적용하여, mean/peak value로서 총 4주기

이즈의 증가와 무관하게 약 12.2%의 일정한 변동 계수로

에 의한 변동 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근전도 데이터 처리

파악되었다.

에는 offline MATLAB 7.0.4(Mathworks, Natick, MA,
US)을 사용하였다(Figure 3).
구하고 변동 계수에 따른 분산분석(α=0.05)을 실시하여,
주효과 및 교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의하게 분석된
인자에 대해서 사후검증으로서 Tukey 다중비교(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분석을 실시하여 수준 별 유의한

25%

Reproducibility (% CV)
Reproducibility (% CV)

각 독립변수에 따른 기술적 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20%

15%

10%

차이를 파악하였다.

50

3. Results

100

150

200
250
300
350
Smoothing size (ms)
Smoothing size (ms)

400

450

500

Post-hoc
test

Figure 5. Significant result of main effect by the smoothing size
and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
변동 계수에 따른 각 독립변수의 분산분석 결과, 주 효과
로서 근활성도 추출 기법(F =15.48 p =.0034)과 스무딩 사

30%
Mean LE
Peak LE

이즈(F =7.21 p <.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2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근육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증가에 따라 변동 계수는 약간 감소하는 추이로 파악되었다.
비록 스무딩 사이즈에 따라 변동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분석되었지만, 50ms에서 500ms까지 변동 계수의 변화
량은 약 0.8% 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다중비교 결과,

Fluctuation (% CV)

동 계수가 약 3.2% 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스무딩 사이즈

Fluctuation (% CV)

Figure 4와 같이 평균적으로 Mean LE가 Peak LE보다 변

25%

220%

115%

10%

5%
50

50~300ms, 100~350ms, 150~400ms, 200~500ms 수

100

150

200

250
300
350
Smoothing size (ms)

400

450

500

Smoothing size (ms)

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5).
2, 3차 교호작용 중 추출 기법*스무딩 사이즈 간의 교호 작
용(F =6.96 p <.0001)만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Figure

Figure 6. Significant result of two-way interaction effect by
amplitude processing technique*smoothing size

Reproducibility (%
(% CV)
CV)
Reproducibility

25%

4. Discussion

20%

15%

본 연구는 SENIAM recommendation을 준수하여 동적
10%

근 수축에 따른 근전도 신호의 진폭을 포락 검출법으로서 효
과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변동 계수 값을 이용하여 진폭 추출

5%

기법과 스무딩 사이즈의 변화에 따른 재현성을 비교 분석하
0%
Mean LE
Peak LE
Amplitude processing technique
Amplitude processing technique

Figure 4. Significant result of main effect by the
amplitude processing techniques

였다.
Peak LE보다 Mean LE의 변동은 낮게 분석되었으며, 반
복적인 동작에서 근전도 신호의 평균값으로 활성도를 추출
하는 것이 최대값보다 상대적으로 재현성이 증가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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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동적 근 수축에 따른 비정형

따른 근전도 신호 해석 시, 약 300ms의 스무딩 사이즈까지

적인 근전도 신호에 의해 민감한 최대값의 변동성이 높아진

허용하여 구간 이동 평균 필터의 적용은 작은 스무딩 사이즈

것으로 판단된다. Hibbs et al.(2011) 연구도 코어 운동 시

보다는 신호 대 잡음 비의 증가와 동시에 변동성 감소 효과

평균값의 변동성이 최대값보다 낮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신

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체의 무게 중심 변화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의

흥미롭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변동 계수의 평

강한 근활성도 발생 효과로 최대값의 높은 변동성을 설명하

균에 따른 표준편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표면

였다. 본 연구도 7kg의 중량물을 몸의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근전도 데이터는 실험 조건의 통제가 우수할지라도 동일한

우측 수평 이동시키는 동작에서 무게 중심의 변화로 인하여

조건에서 근전도 신호의 반복 측정은 신호가 일정하게 재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평균적인 Peak LE의 변동 계수가

되기 어렵다. 이는 운동 단위 소집과 관련된 신경 패턴의 차

높았다(Figure 6). 이와 같이 더욱 높은 에너지를 요하는 동

이로 인해 누화(cross-talk) 및 준 임의적(quasi-random)

작(예: 태권도, 사이클링)일수록 동적 상태 및 동작 범위가

특성이 매회 근전도 신호에 영향을 미치며 부가적으로 피부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량 및 근전도 등 생리적 속성의 변동성

고유 저항, 발열, 혈류량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

은 증가하게 된다(Aggeloussis et al., 2007; Pfeiffer et al.,

향을 미쳐 측정간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DeLuca,

2006). 반면 등척성 근 수축을 고려한 Fischer et al.(2010)

1997; Farina et al., 2004). 본 연구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

의 연구에서는 근활성도 정규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MVC

해 변동 계수의 표준 편차가 높게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및 MVE(Maximum

추후 상지 외 다양한 근육의 근전도 신호와 추가적인 근활

Voluntary Exertion) 기준 값의 데이터 처리에서는 오히려

성도 추출 기법(peak to peak, initial and last peak) 등을 고

민감한 최대값이 변동성을 낮추어 높은 재현성을 보장한다

려해야 할 것이며, 재현성을 비교하는 기법으로서 변동 계수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반복적

뿐만 아니라 ICC(Intra-Class Correlation) 알고리즘도 추

인 동작간 높은 근활성도 재현성을 위하여 Mean LE 사용을

가 적용하여 근전도 신호의 노이즈는 감소시키고 재현성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을 권고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스무딩 사이즈의 증가는 Mean LE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

할 것이다.

지 않았으며, Peak LE의 변동성을 감소시켰다. 앞서 보고하
였듯이 근전도 신호의 비정형적인 속성으로 인해 민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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