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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사의 Kinect를 이용하여 인체의
각 관절좌표를 얻어 인체 골격계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C#을 이용하여
재활치료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였고, 근전도(EMG)신호를 측정하여
자신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실시간으로 feedback을 주고 재활치료
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와 환자의 관절운동범위를
서로 비교하고, 근전도 신호 중 근피로도를 이용하여 실제 운동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기술은 재활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C#과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을 이용하여 재활치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좋은 프로그램은 유지보수가 용이하
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연
령대가 다양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환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구성하였다. 각 동작들은 버튼을 누르
면 자세한 이미지와 설명이 나오도록 구현하였고, 이때 이미지는 각 운
동당 4초씩 총 3-4장으로 구성하였다[2]. 각각의 동작들은 전문가의 동
작과 Kinect를 통한 환자 개인의 동작(인체관절 영상)을 서로 비교하면
서 보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가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7].

*주요어 : 재활치료, 근전도(EMG), Kinect, 인체 모델(Human Model),
관절가동범위(ROM)
1. 서

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고령화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
고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운동 장애,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행동 장애 등 2차적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다[3]. 이러
한 환자들의 운동능력을 회복 및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치료가
수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운동치료이다. 운동치료에서 가
장 중요한 점은 환자에게 알맞은 운동 강도의 설정이다. 즉 환자의 근상
태와 근력차이를 진단,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inect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2가지 재활치료 동작을 통
해, 전문가의 각 관절운동범위를 추출하고자 한다[4]. 환자 역시 전문가
의 동작을 보고 같은 동작을 수행하면, 프로그램에서 환자의 관절의 관
절운동범위와 전문가의 관절운동범위를 비교 분석하고, 오차범위가 5%
이내이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였다고 통보하도록 구성하였다.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되는 근전도 신호(EMG signal)를 기초로 해석하고,
수학적 기법인 FFT(fast fourier transform)와 스펙트럼분석을 통해 근
육 수축의 최대치의 양상과 중간 주파수(median frequency)를 관찰하여
변화하는 형태를 관찰하여 근 피로도를 해석하고자 한다. 근 피로도의
지수로 중간 주파수 및 RMS(root mean square)를 사용하여 이들의 수
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1].
현재 무인 재활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환자 개개인의 근상태와, 근력차
이가 상이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아직까지 많
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5]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기술은 무인 재활치
료에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본

<그림 1> 재활치료 프로그램 실행 화면
2.2.1 관절운동범위 측정 알고리즘
Kinect의 인체의 두 관절의 좌표를 이용하면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
다. 삼각형의 각 좌표를 알면 길이를 알 수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은 삼
각형의 특정 변을, 나머지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사용해서 구할 때 쓰는
공식이기에 제2 코사인 법칙(1)을 이용하여 원하는 각도의 값을 얻기 위
해 식을 응용(2)하여 구하였다[8].

(1)

론
(2)

2.1 연구 대상 및 방법
근육 및 신경계통의 질병을 앓은 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2
명, 여성2명, 총 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inect를 이용하여 관
절운동범위를 계산하여 전문가의 관절운동범위와 비교하여 오차범위가
5%이내면 올바른 동작으로 재활운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때 근전도 신호의 특징인 중간주파수 및 RMS 등의 매개변수를 분석하
였다.
안재용 등(1998)의 실험 프로토콜을 벤치마킹하여 크게 두 종류의 실
험으로 나누고, 각 실험은 하나의 재활치료 동작을 통해 진행하였다. 각
실험은 남성은 5분, 여성은 3분 동안 진행 하였고 남성은 5kg분동, 여성
은 3.5kg 분동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 후 바로 근전도
를 측정하고, 남성은 5분, 여성은 3분의 휴식시간 뒤에 다시 근전도를
측정함으로써 근 피로도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관찰하는 근육은 각 실
험마다 다르게 측정 하였는데, 1)상완이두근, 2) 어깨세모근 을 측정하였
다.
2.2 재활치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2.3 근전도 측정
근전도 측정은 Laxha사의 PolyG-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사용한 전
극은 AgCl(표면전극 : surface bipolar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전극의
위치는 근육의 결방향대로 부착하였고 2cm 간격으로 부착하였다[6].
처음 운동을 시작 할 때의 근 상태와 운동 후 근 상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중간 주파수, RMS를 구하였고, Band-filter FFT를 이용하여
cutoff frequency를 25-450hz로 설정하여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였다. 근
피로도는 10초동안 측정한 데이터 중 RMS값을 스펙트럼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간 근 피로도를 비교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구성
하고자 하였다.
3. 결

과

먼저 10초 동안 측정한 근전도 신호 중 신호가 깨끗하게 나온 3개를
선정하여 각 각 RMS값을 구하였다. R, L은 오른팔과 왼팔을 의미하며
rest는 남자는 5분, 여자는 3분 휴식 후 측정한 근전도 신호의 RMS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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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1). (그림 2, 3) 의X축은 각 팔의 RMS의 횟수, Y축은 RMS값이
다.
<표 1> 각 운동별 RMS값 및 근 피로도

안재용 등(1998)은 반복적인 근육의 수축/이완 운동으로 인하여 누적된
근육의 피로도는 피로도의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중간 주파수의 전체적
인 증가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운동능력 차이와 이에
따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4> 실험 1의 근 피로도 값의 변화
3.1 관절운동범위 측정 결과
실험 1의 전문가의 관절운동범위는 0-90°도 사이이고, 실험 2의 범위
는 0-150°이다. (표 3)은 Kinect로 측정한 각 실험자들의 관절운동 범위
이다. 전문가의 관절운동범위(표 2)와 비교 해 보았을 때, 실험 1의 오차
범위는 오른팔이 -1.8°~3.2°, 왼팔은 -2.8°~4.8°로 나타났고, 실험 2는 오
른손이 -10.45°~5.65°, 왼손이 -21.1°~ 6.9°로 각 각 나타났었다.
<표 2> 전문가의 관절운동범위 값

<그림 5> 실험 2의 근 피로도 값의 변화
3.4 시스템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 성능평가를 하기위해 근육 및 신경계통을
앓은 적이 없는 성인 남성2명, 여성2명 총 4명을 선정하고, Kinect로 전
문가의 관절운동범위와 실험자의 관절운동범위를 비교 했을때, 오차범위
±5°이내, 90%의 이상의 정확도로 운동의 자세를 평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전도 실험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운동범위 측정은 가능
하나 개인의 근 피로도의 값이 일정한 패턴이 없어, 근 피로도를 이용하
여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아직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Kinect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 값

4. 결
3.2 실험 1,2의 결과
실험 1은 남성 2명 및 여성2명의 오른팔 및 왼팔의 RMS값은 운동
후 측정한 값보다 휴식 후 측정한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그
림 2). 이는 수축 및 이완으로 인해 발생한 근육의 피로가 점차 풀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 1명이 휴식 후 측정한 RMS값이 오히려 더 증가함이 보였
는데, 이는 실험 중 땀으로 인한 노이즈 및 정확한 운동 동작이 수행되
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2역시 노이즈로 인하여 값이 비
정상적으로 휴식할 때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휴식 후 측
정하였을 때 근육의 피로가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그림 3).

론

본 연구는 무인 재활치료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선행연구로 전문가의
관절운동범위와 직접 비교하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재활운동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히 동작만 올바르게 하면 운동효과
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근 피로도를 이용하여 운동효과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관절운동범위의 정확도와 운동효과
가 입증이 되었지만, 말 그대로 입증일 뿐이지 전문 재활치료사 없이 스
스로 모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활치
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환자가 집에서도 스스로 재활치료를 하고자 하
는 욕구 및 요구 사항이 증대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에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생각한다. 앞으로 재활치료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시스템 개
발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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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 직후 및 휴식 후 측정한 실험 1 RMS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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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동 직후 및 휴식 후 측정한 실험 2 RMS값
3.3 운동 직후 및 휴식 후 근 피로도의 상관관계
실험 1의 오른쪽 및 왼쪽 어깨세모근의 등척성운동 경우 남성 한명을
제외 하고, 모든 인원의 근 피로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그림 4). 실험
2의 오른쪽 및 왼쪽 상완이두근의 등척성운동 경우에는 남성 한명만 근
피로도 값이 증가하고 나머지 인원은 근 피로도가 감소하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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