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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동동동역역역학학학 전전전산산산모모모의의의해해해석석석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인인인체체체 거거거동동동 분분분석석석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동작에서부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작업 , 운동 등의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여러 동작들 중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보행이다 . 그렇기 때문에 보행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며
많이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보행 중에는 많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최근에는 보행 시 상체를 지지하는 하지의 기능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 그러나 몸의 지지에 있어서 개개의 근육과 다른 수동적 구성요소들의 영
향을 모두 분석해야 하지만 , 근골격 시스템의 중복성으로 인해 각 개개의 근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

또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는 한국에서 작업자들에게 매우 자주 사용되는 자
세이다 . 쪼그려 앉은 자세는 작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
를 유지하게 되며 ,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비해 순간적인 생체역학적인 부하는
크지 않더라도 장기간 지속함으로 인해 작업자의 근골격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작업 자세 분석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해결방안은 산업계에서는 다방면
으로 연구되고 있다 . 그러나 농작업 자세 분석이나 농작업의 작업 강도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더욱이 근전도나 동작분석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인 농작업
자세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보행과 헛디딤 보행에서의 하지관절이 수직 지
지모멘트에 미치는 영향을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동역학 전산모의해석 시스
템을 통하여 정량화하고 각 보행 주기에서의 각 관절 지지모멘트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 또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서의 관절의 부하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전산모의해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자의 사용
없이 단순히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할 시와 10, 15, 20㎝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동안 관절 영향의 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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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주기에 따른 지지모멘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른발 중간입각기 , 전
유각기 , 왼발 중간입각기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 모델을 정렬한 후에 , 특정한 한 관
절을 제외하고 모두 0으로 한 후 0.001초 동안 해석하여 발생되는 골반중심의 수
직 가속도를 계산하였다 . 또한 쪼그려 앉은 자세의 분석을 위하여 각 의자 높이에
따른 관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높이의 의자를 생성하여 각 모델
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는 인체가 보행 중에 상체의 수직 방향 지지에는 발목관절의 영향이 가
장 크고 이러한 보행 및 돌발상황에서의 균형회복 메커니즘 또는 병적 보행에서의
보상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기여도에 평가도 필요하겠다 . 또
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호미질 등의 작업을 할 시에는 의자를 사용하여야 하지
만 의자의 높이도 또한 각 사람의 하지장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높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보편화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겠다 . 

따라서 삼차원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의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돌발 상황이나 병적 보행에서의 보상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농촌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특수한 동작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이전까지는 단순히 의사나 재활치료사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었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

���������������������������������������������������������������������������

핵심되는 말 :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삼차원 동역학 전산모의해석,
BRG.LifeMod,정상보행,헛디딤 보행,지지모멘트,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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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동작에서부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작업 , 운동 등의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동작에서 특수한 여러 자세들은 인
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여러 동작들 중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보행이다 . 인간은 태
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부터 평생 동안 보행운동을 하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보
행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며 많이 수행되고 있다 . 이러한 보행 중에는 많은 돌발적
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넘어짐 (falling)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
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을 의미하며 외상 , 골절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환자나 노약자들의 재활의욕을 저하시킨다 1

. 65세 이상 노
인의 30~50% 이상이 매년 1회 이상의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40% 이
상이 다시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다 2

. 넘어짐에 대한 내적 요인으로는 감각계 , 신경
계를 포함한 균형과 관절의 가동성의 저하 , 기능적 능력의 감소 , 하지 근육 약화 , 

발의 진동감각과 인지기능의 감소 , 과거의 넘어짐 경험 등이 있다 3
. 외적 요인으로

는 신발 및 바닥의 마찰 , 조명 , 장애물 등이 있다 4
. 최근 보행 시에 돌발적으로 미

끄러짐 (slip), 걸림 (stumbling), 헛디딤 (trip)과 같은 상황을 유도하여 삼차원 동작분
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균형회복 기전을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14

.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노인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반복 실험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위험한 상황 , 즉 넘어짐
등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유발하여 이러한 기전을 연구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이를 위해 전산모의해석을 이용한 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31-37

정상보행에서 하지는 몸을 앞으로 진행시키는 것과 상체를 안정하게 지지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 Simon 등 15은 정상보행 시 장딴지근의 역할에 대
하여 연구하였고 , Perry 등 16은 장딴지근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보행을 연구하여
장딴지근이 몸의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을 압력중심 (center of pressure)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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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위치하도록 도와준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보행 시 진행 방향으로의 추진력이
저굴 (plantar-flexion)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Sutherland 등 17은 수
동적 메커니즘으로 넘어짐을 제어하는 것이 보행에서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데 영
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 최근에는 보행 시 상체를 지지하는
하지의 기능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지지모멘트 (support moment)

의 개념은 몸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지관절 모멘트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된다 . 지지모멘트는 하지의 모든 관절 모멘트의 합으로
정의된다 . 정의에 따라 , 양의 값은 무너짐을 방지하는 신전 모멘트로 , 음의 값은
무너짐을 촉진하는 굴곡 모멘트로 나눠진다 . 몸의 지지에 있어서 개개의 근육과
다른 수동적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모두 분석해야 하지만 , 근골격 시스템의 중복성
으로 인해 각 개개의 근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18

. 그리고 주로
육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넘어짐 (falling)은 노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고 헛디
딤 (unexpected step-down) 보행과 같은 돌발 상황은 넘어짐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
으로 꼽히고 있다 . 그리하여 최근 돌발 상황에 대한 균형 회복 기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20

. 그러나 돌발 상황 시 지지 모멘트에 입각한 균형 회복 기전에
관한 분석은 아직 수행된 바 없다 .

또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는 한국에서 작업자들에게 매우 자주 사용되는 자세
이다 . 쪼그려 앉은 자세는 작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며 ,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비해 순간적인 생체역학적인 부하는 크
지 않더라도 장기간 지속함으로 인해 작업자의 근골격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2

. 특히 건강한 작업자라도 정적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에는 부하와 근육섬
유질에 대한 비정상적인 하중 분포로 인해 기능적 결함과 근육섬유질의 퇴행성 변
화를 유발할 수 있다 23,24

.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은 좁은 공간과 작
업대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쪼그려 앉은 작업자의 경
우 요통 (back pain), 피로 (fatigue), 경견완 장애 (목 , 어깨 , 손목 질환 등 ), 정신적 스
트레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다른 작업에 비해 다소 높게
노출되어 있다 25

.

Reilly 와 Martens
26는 쪼그려 앉은 자세가 무릎에 가해지는 관절 압박력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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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force)을 체중보다 7.8배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슬개골 밑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릎을 구부릴수록 슬개골 아래에 작용하는 관절 반
발력 (joint reaction force)이 최대로 되고 , 이러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무릎 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나 무릎 대퇴 통증 증후군 (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72727
. 이와 더불어 농작업은 특정 기간 동안에 작업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으며 ,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비연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농작업 중 밭에서 파종이나 수확 시 자
주 사용하는 호미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펴고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한
다 . 호미 작업 자세는 서양에 비해 동양 , 특히 동아시아 농업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자세이다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호미작업을 하는 것은 하지 뿐 아니라 요추의 과
도한 굴곡을 유발하게 된다 . 요추의 과도한 굴곡은 추간판 탈출이나 요추부의 척
추 기립근을 신장시켜 근력 약화를 초래하여 요통을 유발한다 . 요통은 농부증의
하나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이다 . 작
업 자세 분석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해결방안은 산업계에서는 다방면으로 연구되
고 있다 . 그러나 농작업 자세 분석이나 농작업의 작업 강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더욱이 근전도나 동작분석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인 농작업 자세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펴고 허리를 숙여 지속적
으로 호미작업을 하는 것은 하지나 요추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농작업 중 밭에서 파종이나 수확 시 자주 사용
하는 호미작업 자세인 쪼그려 앉기 자세 , 다리 펴고 허리 숙이기 자세 , 그리고 의
자에 앉은 작업자세로 호미작업동작을 실시하는 동안 하지의 주요 근육들과 요부
척추기립근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 ,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낮은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하지 근유의 근활성도를 낮추는 작업 자세이고 이러한 자세로 호미
작업을 할 때 하지나 요추 기립근의 근활성도가 최소화 된다 28

. 정화식 29은 쪼그려
앉는 여러 자세에 있어서 적절한 의자의 높이를 실험을 통하여 작업자 부하관계를
규명하려 하였으나 설문에 의한 사용자의 의견만을 통계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보행과 헛디딤 보행에서의 하지관절이 수직 지
지모멘트에 미치는 영향을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전산모의해석 시스템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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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량화하고 각 보행 주기에서의 각 관절 지지모멘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또
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서의 관절의 부하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삼차
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전산모의해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자의 사용 없이 단순히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할 시와 10, 15, 20㎝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동안 관절
영향의 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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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방방방 법법법

222...111삼삼삼차차차원원원 동동동작작작분분분석석석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우선 본 연구에서 지지모멘트 분석에는 키 170㎝, 몸무게 68㎏의 27세 성인 남
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행분석을 수행하였고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의 동작분석을
위하여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20세 성인 남성 (키 : 178㎝, 몸무게 : 63.5

㎏)을 피검자로 선정하여 자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삼차원 동작분석을 위하여 그
림 2.1과 같이 6대의 적외선 카메라와 2대의 힘측정판 (BP400600, AMTI, 미국 )을
삼차원 동작분석시스템 (VICON 612, Vicon Motion Systems Ltd., 영국 )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 적외선 카메라는 120㎐, 힘측정판은 1080㎐의 샘플링률 (sampling rate)

로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 상용프로그램인 Matlab(Mathworks Inc., 미국 )과 Microsoft 

Office Excel(Microsoft Corp., 미국 )로 리샘플링 작업을 수행하여 삼차원 동역학 전
산모의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

그림 2.1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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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운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2.2, 그림 2.3과 같이 Plug-in-gait 프로토콜에
따라 피검자의 해부학적 위치에 반사마커 (reflective marker)를 부착하고 관절의 운
동을 관찰하였다 32

. 보행에서는 상지의 움직임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
행 시에는 골반을 중심으로 하지 부분에만 반사마커를 부착하여 동작분석을 수행
하였다 . 

그림 2.2 Plug-in-Gait 마커 부착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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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반사마커 부착모습

정상보행 및 헛디딤 보행 시의 지지모멘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금영광 20의
삼차원 동작분석의 반사마커의 위치결과를 사용하였다 . 선행연구에서는 신경계 또
는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자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 돌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압펌프를 구동하여 중력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돌발유도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4). 

그림 2.4 돌발유도시스템 2020202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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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돌발유도시스템에 의한 헛디딤 보행실험을 위한 네 대의 힘측정판
배열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네 개의 활보 A, B, C, D로 구분하였다 . 

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

Force Plate 1Force Plate 1Force Plate 1Force Plate 1 Force Plate 4Force Plate 4Force Plate 4Force Plate 4Force Plate 3Force Plate 3Force Plate 3Force Plate 31200120012001200

2400240024002400

Force Plate 2Force Plate 2Force Plate 2Force Plate 2

BBBB DDDD

AAAA CCCC

5600560056005600

FP1FP1FP1FP1 FP2FP2FP2FP2 heightheightheightheight

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

FP3FP3FP3FP3 FP4FP4FP4FP4

FP1FP1FP1FP1 FP2FP2FP2FP2 heightheightheightheight

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Falling Perturbation System

FP3FP3FP3FP3 FP4FP4FP4FP4

그림 2.5 헛디딤 보행 실험을 위한 힘측정판의 배열 (단위 : ㎜)20

피실험자가 돌발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힘측정판에 발이 닿은 후에
돌발유도시스템을 하강시켜 세 번째 힘측정판에서 오른발의 헛디딤을 유도하였다 . 

피실험자는 편안한 속도로 맨발보행을 하였으며 충분한 보행훈련 후 실험을 수행
하였다 . 각 피실험자에 대해서 평지보행 3회 , 헛디딤 보행 1회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 그림 2.6은 헛디딤 보행의 경우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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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헛디딤 보행

또한 쪼그려 앉은 작업자세의 동작분석은 피검자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의
자의 높이에 따라 훈련을 수행한 후 익숙하게 된 후에 수행하였다 . 힘측정판 외부
에 있다가 그림 2.7과 같이 표시하여 놓은 곳으로 이동하여 쪼그려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작업 자세를 취하고 동작분석을 수행하였다 . 의자 없이 쪼그려 앉은 자세
와 의자의 높이를 10, 15, 20㎝로 조정하여 동작분석을 수행하였다 . 또한 2개의 힘
측정판을 이용하여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서의 삼차원 지면반발력을 측정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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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7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서의 호미질
(a)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b) 15㎝ 높이의 의자를 사용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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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삼삼삼차차차원원원 동동동역역역학학학 전전전산산산모모모의의의해해해석석석

2.2.1 2.2.1 2.2.1 2.2.1 가가가상상상골골골격격격모모모델델델 구구구성성성

다물체 동역학해석 프로그램인 MSC.ADAMS(MSC Software Corp., 미국 )와 가상
인체 모델링 프로그램인 BRG.LifeMOD(Biomechanics Research Group Inc., 미국 )를
사용하여 가상 골격 모델을 생성하였다 . 골격 모델은 피검자의 인체계측데이터
(anthropometric data)에 기초하여 생성되었고 , 피검자의 인체계측데이터와 반사마
커의 병진운동에 대한 모션캡처 데이터는 SLF 파일에 기록되어져 있다 . 이 SLF 파
일은 삼차원 동작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데 , 이를 기반으로 삼차원 동
역학 전산모의해석이 수행된다 . SLF 파일을 입력으로 하고 가상인체 모델링 프로
그램인 BRG.LifeMOD를 사용하여 머리 (head), 목 (neck), 가슴몸통 (upper torso), 복부
몸통 (central torso), 골반 (lower torso), 견갑골 (scapular) 2개 , 상완 (upper arm) 2개 , 

하완 (lower arm) 2개 , 손 (hand) 2개 , 넓적다리 (upper leg) 2개 , 종아리 (lower leg) 2

개 , 발 (foot) 2개의 총 19개의 체절로 이루어진 삼차원 가상 골격모델을 생성하였
다 . 그림 2.8은 인체 모델의 체절을 따로 분리시켜 표현한 모습이다 . 발의 지면접
촉요소는 지면과 발의 자세한 접촉 상태를 해석하기 위하여 뒤꿈치뼈 (calcaneus)와
각 발허리뼈 머리 (1st~5th metatarsalis heads)에 타원체 (ellipsoid) 접촉 요소를 따로
생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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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Ground Ground Ground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ellipsoidsellipsoidsellipsoidsellipsoids

그림 2.8 생성된 가상골격모델과 발 모델 세부 모습

그림 2.9 인체계측데이터를 이용한 가상골격모델 생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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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보행에서 상체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행
분석 연구에서는 하지 모델만을 사용하였다 . 정상보행에 있어서 머리-팔-몸통
(head-arms-trunk; HAT)의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과 골반 중심 (pelvic center)

과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 33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반의 질량과 관성모멘트 값

을 상체의 값들과 합쳐서 골반 중심으로 HAT의 무게중심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 

그렇기 때문에 보행분석에서는 하지모델만을 이용하여 전산모의해석을 수행하였
고 ,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의 분석에서는 전신골격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

2.2.2 2.2.2 2.2.2 2.2.2 관관관절절절 구구구성성성

골격모델의 체절과 체절을 연결하기 위하여 관절을 생성하였다 . 관절은 척추부
에 윗목 (upper neck), 아랫목 (lower neck), 흉추 (thoracic), 요추 (lumbar) 각 1개씩 4

개 , 팔에 어깨 (scapular), 팔꿈치 (elbow), 손목 (wrist) 양쪽에 3개씩 6개와 다리에 엉
덩관절 (hip), 무릎 (knee), 발목 (ankle) 양쪽에 3개씩 6개로 총 18개의 조인트를 생성
하였다 . 관절은 기본적으로 세 방향의 힌지 조인트로 구성되고 3방향의 회전의 자
유도를 갖는다 . 그림 2.10은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조인트의 구성을 나타내고 조
인트는 해부학 평면을 기준으로 생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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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가상관절의 구성

각 관절은 각기 다른 관절 한계와 강도 , 제동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 관절 생성
시 강도와 제동력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관절의 강도는
100,000N/m를 , 제동력은 10,000N•sec/m를 인가하였다 . 삼차원 동작분석에서 획득
된 반사마커 위치의 이동경로를 통하여 골격을 움직이는 역동역학적 해석 (inverse 

dynamics simulation)을 통하여 관절의 운동 각도를 계산하여 저장하고 , 가상마커의
영향을 배제하고 저장된 관절 운동 각도를 입력으로 하여 정동역학적 해석
(forward dynamics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

여기서 관절의 각도와 스프링 토크는 그림 2.11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일정한
각도 내에서 관절의 운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관절의 스프링 토크는 각도와
선형적인 관계 특성을 가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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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LowerLowerLower

StopStopStopStop

Spring Spring Spring Spring TorqueTorqueTorqueTorque

at at at at JointJointJointJoint

Relative Relative Relative Relative AngleAngleAngleAngle

of of of of JointJointJointJoint

UpperUpperUpperUpper

StopStopStopStop

NaturalNaturalNaturalNatural

Link Link Link Link AngleAngleAngleAngle

그림 2.11 관절 각도와 스프링 토크의 특성

2.2.3 2.2.3 2.2.3 2.2.3 근근근육육육 구구구성성성

쪼그려 앉은 자세의 분석을 위하여 근육을 생성하였다 . 근육은 쪼그려 앉은 자
세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만을 생성하였다 . 척추부에 좌우 대칭으로 척추기립근
(eroector spinae), 다리부에는 대둔근 (gluteus maximus), 대퇴직근 (rectus femoris), 

넙다리 두갈래근 (biceps femoris), 비복근 (gastrocnemius), 전경골근 (tibialis anterior), 

가자미근 (soleus)을 양다리에 한 개씩 생성하여 총 14개의 근육으로 구성하여 모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 표 2.1은 생성된 근육의 이름과 각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
치를 나타내고 있고 , 그림 2.12는 척추부에 생성된 근육의 모습 , 각 근육의 이름과
근육의 시작점 /끝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 그림 2.13은 다리부의 근육의 모습을 표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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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이름 시작점 위치 끝점 위치
Erector Spinae upper_torso Lower_torso

그림 2.12 척추부 근육

1

2

3

4 5

6

2

1

4

구분 근육 이름 시작점 위치 끝점 위치
1 Gluteus Maximus lower_torso upper_leg

2 Biceps Femoris lower_torso lower_leg

3 Rectus Femoris lower_torso lower_leg

4 Gastrocnemius upper_leg foot

5 Soleus lower_leg foot

6 Tibialis Anterior lower_leg foot

그림 2.13 다리부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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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모델링으로부터 생성된 근육은 스프링-댐퍼 특성을 지니게 되고 각 근육들
은 인체 분절의 특정한 위치에 부착이 된다 . 그림 2.14는 근육의 구성을 나타낸다 . 

근육은 시작점과 끝점으로 표현되며 병렬로 연결된 스프링 , 댐퍼의 특성을 가진다 . 

근육이 이완하는 동안 과도한 이완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완에 반하
는 근육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스프링은 이때 근육의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하며 , 

댐퍼는 근육의 과도한 이완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된다 . 근육의 특성을 나타
내기 위하여 스프링-댐퍼를 사용한 모델은 많이 있어왔는데 본 해석 프로그램에서
는 그림 2.14와 같이 스프링과 댐퍼가 병렬로 연결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

그림 2.14 근육 구성 모식도

근육이 움직이는 동안 길이의 변화와 스프링-댐퍼의 특성을 통하여 역동역학 해
석 수행 시 근육 길이의 단축 (shortening)/연장 (lengthening)의 양상 (Ldesired)를 저장하
여 정동역학 해석 수행 시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 이때 능동적 근육의 힘을 계산하
는 식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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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근육을 위한 생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은 값을 포함한다 .

• 생리학적 단면적 (physiological cross sectional area (pCSA))

• 최대 응력 (maximum tissue stress (Mstress))

• 휴지 시 부하 (resting load (Fresting))

• 출력힘 필터 (force output filter % (Ffilter))

• 종합적 근육 긴장 (overall muscle tone (Mtone))

• 비례 이득 (proportional gain (Pgain))

• 미분 이득 (derivative gain (Dgain))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근육의 근력의 최대값을 제한하고 , 다음과 같이
근력을 계산한다 .

1. 인체계측데이터에 기초하여 각 근육의 생리학적 단면적과 최대 응력을 결정
한다 .

2. 근육의 생리학적 단면적은 Mtone의 비율로 크기조정이 가능하다 .

3. 최대근력 (Fmax) = pCSA • Mstress

 

위 식의 계산과정을 보면 순간 근육 길이와 속도를 측정하고 , 역동역학적 해석
으로부터 계산되는 근육 길이와 수축 속도를 비교한다 . 그리고 비례 증분에 의하
여 차이를 수정하고 , 미분이득을 오차의 미분값에 곱하여 근력 F1의 오차를 최소화
한다 . 만약 F1이 Fmax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미리 설정한 필터값에 의해 제한된다 .

2.2.4 2.2.4 2.2.4 2.2.4 접접접촉촉촉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조조조건건건 인인인가가가

골격모델과 지면 혹은 의자 사이에 접촉력을 생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인가하였
다 . 접촉 알고리즘은 타원체 (ellipsoid)-평면 (plane) 접촉 방식을 사용하였다 . 이 방
식은 인체의 뼈 형상보다 간략화 된 타원체 요소와 평면 요소 사이의 물리적 접촉
을 통하여 결과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 접촉력은 설정된 마찰력 , 강도 , 제동력
등에 기초하여 수직력과 가로 마찰력으로 계산된다 . 그림 2.15는 수직력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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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보여주고 , 그림 2.16은 가로 마찰력을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다 . 여기서
v는 접촉점에서의 미끄러짐 속도 (slip velocity at contact point), vs는 정지마찰 전
이 속도 (stiction transition velocity), vd는 운동마찰 전이 속도 (friction transition 

velocity), μs는 정지마찰계수 , μd는 운동마찰계수를 나타낸다 .

그림 2.15 접촉 알고리즘의 수직력 계산 과정

그림 2.16 미끄러짐 속도와 마찰 계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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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은 접촉면을 위한 지면의 구성을 보여준다 . 접촉면은 중심의 접촉표면
마커를 기준으로 x, y의 길이를 가진 평면으로 생성된다 . 보행 시 지지모멘트의 분
석을 위하여 보행로와 발의 접촉힘만을 생성하고 , 쪼그려 앉은 자세의 분석 시에
는 지면과 발 , 골반과 의자의 접촉힘도 생성하였다 . 그림 2.18은 발의 접촉요소와
지면과의 접촉력을 표현하고 있다 .

그림 2.17 접촉면 구성

그림 2.18 타원체 접촉 요소와 접촉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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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2.5 2.2.5 2.2.5 운운운동동동수수수행행행자자자 (Motion (Motion (Motion (Motion Agent) Agent) Agent) Agent) 구구구성성성

동작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측정된 반사마커의 위치궤적을 생성된 가상골격모델
에 인가한 후에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를 일체화시켜 해석을 수행한다 . 운동수행
자는 LifeMOD 프로그램에서 피검자의 인체계측데이터를 인가하였을 때
plug-in-gait 프로토콜에 입각하여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생성된다 . 그림 2.19는 프
로그램 상에서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반사마커와 운동
수행자는 스프링 요소로 연결되어 있고 , 스프링 특성의 조절을 통하여 해석 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 

그림 2.19 운동수행자 구성

반사마커의 위치궤적을 통하여 골격모델을 구동시키는 역동역학 해석 동안 관절
의 운동 각도와 근육의 단축 /연장 양상을 스플라인 (spline)에 저장하여 정동역학 해
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입력되는 반사마커의 위치궤적은 불연속적인데 이를
Akima-fitting method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스플라인의 형태로 변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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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2.6 2.2.6 2.2.6 해해해석석석 수수수행행행

그림 2.20은 가상마커의 위치를 모션캡처 시의 초기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평
형해석 (equilibrium simulation)과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 사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
해 운동수행자를 반사마커에 동기화 (synchronize body marker locations with data 

locations)시키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그림 2.20 평형해석 및 마커 동기화 과정

앞의 준비단계를 모두 수행한 후에 역동역학 해석을 수행한다 . 해석은
MSC.ADAMS를 통하여 Constant BDF 적분기를 이용하여 SI2 공식 (Formulation)을
풀이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 SI2 공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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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시의 각 관절에서의 지지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상체의 수직 가속도를 계
산하기 위하여 , 동역학 해석 시 관절 주위의 근력에 발생되는 모멘트는 몸의 각 관
절에 가속도를 발생시킨다는 Zajac과 Gordon의 연구결과 34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FMGMCMTMq 1111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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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에서 는 관절 가속도에 대한 행렬이고 , 은 관성모멘트에 대한 역행
렬이고 , 는 관절 모멘트에 대한 행렬이고 , 는 코리올리 항 (Coriolis terms)에 대
한 행렬이고 , 는 중력 값에 대한 행렬이며 는 외력에 대한 행렬이다 .

 관절모멘트에 의한 가속도는  ,  , 를 0으로 둠으로써 식 (2.2)와 같이 구해
진다 .

TMq 1−=                                              (2.2)

보행주기에 따른 지지모멘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른발 중간입각기 (right 

mid-stance), 전유각기 (pre-swing), 왼발 중간입각기 (left mid-stance)로 나누어 해석
하였다 . 짧은 해석기간 동안에는 관절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변하지 않고 , 관절 속
도 또한 거의 0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모델을 정렬한 후에 , 특정한 한 관절
의 모멘트만 제외하고 모두 0으로 설정한 후 ADAMS solver를 이용하여 0.001초
동안 해석하여 발생되는 골반중심의 수직 가속도를 계산하였다 35

.

또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서 각 의자 높이에 따라 관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2.21처럼 각 높이의 의자를 생성하여 각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을 수행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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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21 의자 높이에 따른 전산모의해석
(a)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b) 10㎝ 높이의 의자 사용 시
(c) 15㎝ 높이의 의자 사용 시 (d) 20㎝ 높이의 의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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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해해해 석석석 결결결 과과과

333...111보보보행행행 시시시 하하하지지지 관관관절절절이이이 지지지지지지모모모멘멘멘트트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3.1.1 3.1.1 3.1.1 3.1.1 정정정상상상보보보행행행에에에서서서의의의 관관관절절절 지지지지지지모모모멘멘멘트트트

그림 3.1은 정상보행 시의 각 보행주기에서의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을 수행한 결
과를 나타낸다 . 

Pre SwingRight mid-Stance Left mid-Stance

그림 3.1 정상보행에서의 정동역학적 전산모의해석

그림 3.2는 정상보행 시 보행구간에 따른 각 관절 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골반
중심의 수직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 오른발 중간입각기에 오른 발목관절 모멘트
가 수직 가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왼 엉덩관절 모멘트가 두 번째 큰 영향
을 미친다 . 전유각기에서는 왼 발목관절 모멘트보다 오른 발목 관절 모멘트의 영
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며 상체의 지지 기여도가 왼발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 . 왼발 중간입각기에서는 왼 발목관절 모멘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에 오른 발목관절 모멘트는 진행을 방해하는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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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jac과 Gordon의 연구를 통하여 정상보행에서 또는 자세 균형에서 전체 몸을
지지하는 데 있어 발목관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34

. 즉 , 

보행 시의 상체의 지지를 위해서 단하지 지지기에서는 발목의 신전근(plantar
flexors)이 많이 작용한다.이러한 정상보행에 대한 전산모의해석의 결과는 Kepple

35

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Kepple은 인체의 보행 중에 수직 지지모멘트에
서 발목의 영향이 가장 크고 , 양하지 지지기 (double limb support) 시의 가속도 합
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오른 발목 모멘트가 왼 발목 모멘트보
다 다소 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검자가 주로 왼발보다는 오른발을 사
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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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Knee Right Hip Total

그림 3.2 정상보행에서의 관절 모멘트에 의한 골반중심의 수직가속도

3.1.2 3.1.2 3.1.2 3.1.2 헛헛헛디디디딤딤딤 보보보행행행에에에서서서의의의 관관관절절절 지지지지지지모모모멘멘멘트트트

그림 3.3은 헛디딤 보행 시의 각 보행주기에서의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 정상보행과 비교하여 헛디딤 보행의 경우 오른발 중간입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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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반발력이 왼발 중간입각기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
한 오른발 중간입각기의 경우의 왼쪽 무릎관절 굴곡 각도가 왼발 중간입각기보다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Right mid-Stance Left mid-StancePre Swing

그림 3.3 헛디딤 보행에서의 정동역학적 전산모의해석

그림 3.4는 헛디딤 보행 시 보행구간에 따른 각 관절 모멘트에 의하여 발생되는
골반중심의 수직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 헛디딤 보행 시에서도 오른 발목관절
모멘트가 수직 가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 오른발 중간입각기
에 발생되는 오른 발목관절 모멘트에 의한 골반중심의 수직 가속도는 정상보행 시
보다 약 5배 이상 발생하였다 . 또한 다른 오른쪽 관절모멘트의 영향도 정상보행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특히 오른 무릎관절의 모멘트의 영향이 많이 증가하였다 . 

헛디딤 보행에서는 지면에 전족부 (fore foot)가 먼저 닿고 그 다음 양하지 지지기로
보행을 진행한다 20

. 따라서 헛디딤 보행에서는 정상보행에서처럼 발의 roll-over 메
커니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서의 보상작용이 발생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높이보다 낮게 떨어지므로 체중보다 큰 하중을 받게 되어
골반중심의 수직 가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 

또한 전유각기에서는 오른 발목관절 모멘트에 의한 수직 가속도가 여전히 크게
발생하였다 . 이는 전의 오른발 중간입각기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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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발 중간입각기에서는 왼 발목관절 모멘트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 왼발 중간
입각기에 중력중심의 위치를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균형 유지를
위해서 피검자가 왼발을 강하게 내딛게 되고 , 이로 인하여 왼발 중간입각기에 왼
발목관절 모멘트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

헛디딤 보행에서의 관절 지지모멘트의 영향은 정상보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만 수직가속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 헛디딤 보행에서도 발목관절이 상체의 균형유
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관절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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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헛디딤 보행에서의 관절모멘트에 의한 골반중심의 수직가속도

이번 해석의 결과는 인체가 보행 중 상체의 수직 방향의 지지는 발목관절의 영
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발목이 제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할 시에는
무릎관절에서도 보상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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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쪼쪼쪼그그그려려려 앉앉앉은은은 작작작업업업 자자자세세세의의의 영영영향향향 평평평가가가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은 삼차원 동작분석의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왼발이 처음
힘측정판에 닿는 순간부터 쪼그려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호미질을 세 번 완료할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였고 , 결과는 세 번의 호미질 중 두 번째 호미질에서 밀 때 , 

즉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가장 가까운 순간에서부터 가장 먼 순간까지의 값들을
비교하였다 . 이때의 각 경우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하여 Excel과 Matlab을 사용하
여 리샘플링하였다 . 결과들은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가정 아래 왼쪽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

3.2.1 3.2.1 3.2.1 3.2.1 지지지면면면반반반발발발력력력

그림 3.1은 수직 방향의 지면 반발력을 표현한 것이다 . 의자가 없이 쪼그려 앉은
자세일 때 피검자의 몸무게가 온전히 발에 인가되므로 가장 큰 지면 반발력이 발
생하고 이때 체중만큼이 온전히 지면에 걸리게 되고 이는 발목 및 무릎 등 하지
관절에 부하를 가하게 된다 . 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자와 발에 나누어진 지면
반발력이 발생하였다 .

밀  때  Left Foo t GRX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4 7 10 13 16 1 9 22 25 2 8 31 34 3 7 40 43 4 6

Distal →

F
o
rc
e
(N

)

No Chair 10cm Height 15cm Height 20 cm Height

그림 3.5 지면반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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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2 3.2.2 3.2.2 관관관절절절 운운운동동동 각각각도도도

그림 3.6은 시상면에서의 흉추관절의 운동 각도를 나타낸다 . 흉추관절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굴곡되며 의자의 높이가 높을수록 덜 굴곡된다 . 

Chung 등 35의 조사에 따르면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변기에 쪼그
려 앉아 용무를 보는 자세를 취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 (무게중심이 앞이나
뒤로 쏠리지 않는 안정된 자세이며 이때 바닥에서부터 항문까지의 높이 )는
5.0~23.5㎝이며 평균 10.97㎝이다 . 만일 쪼그려 앉는 의자가 10㎝ 이하이면 쪼그려
앉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뒤로 넘어질 수 있으며 20㎝가 넘으면 앞으로 허리
를 많이 굽혀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허리관절에 무리를 초래하고 무게중심이 앞으
로 쏠려 넘어지기 때문에 작업수행이 어렵게 된다 . 아래 결과에서 보면 엉덩이가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요추의 각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흉추관절에서는 반대되는 결
과가 관찰되었다 .

밀 때 Thoracic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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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상면에서의 흉추관절 운동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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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시상면에서의 요추관절의 운동 각도를 각각의 경우에 비교한 것이다 . 

쪼그려 앉아서 호미질을 할 때는 엉덩이가 바닥과 더 가깝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바닥에 닿는다 . 따라서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굴곡 각도
가 더 적고 의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요추관절의 굴곡 각도가 증가하였다 . 그리
고 20㎝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가장 큰 굴곡이 발생하였다 .

밀 때 Lumbar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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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상면에서의 요추관절 운동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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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시상면에서의 엉덩관절의 운동 각도를 보여준다 . 엉덩관절의 각도는
모든 경우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엉덩관절은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 가장 가까
운 순간엔 허리가 신전되므로 가장 적은 굴곡 각도를 보인다 .

밀 때 Left Hip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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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시상면에서의 엉덩관절 운동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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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시상면에서의 무릎관절의 운동 각도를 보여준다 . 무릎관절의 각도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가장 크게 굴곡하고 의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굴곡 각도가
감소하였다 . 의자의 높이가 높아지면 엉덩이가 지면과 멀어지므로 허리를 더 많이
숙이게 되고 무릎은 덜 굴곡하게 된다 .

밀 때 Left Knee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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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시상면에서의 무릎관절 운동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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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은 시상면에서의 발목관절의 운동 각도를 나타낸다 . 발목관절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굴이 발생되고 , 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배굴
(dorsiflexion)이 발생된다 . 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높이에 따른 영향은 크게 발생
하지 않는다 .

밀 때 Left Ankle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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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시상면에서의 발목관절 운동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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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2.3 3.2.3 3.2.3 관관관절절절 토토토크크크

그림 3.11은 흉추관절에서의 각 경우에 대한 굴곡토크를 보여준다 . 각 경우에 대
하여 관절의 토크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가장 가
까운 순간에 허리가 많이 펴지므로 굴곡토크도 또한 작아짐을 알 수 있다 . 흉추관
절의 경우에는 허리를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각 경우에 따라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

밀 때 Thoracic Joi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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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상면에서의 흉추관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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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는 시상면에서의 요추관절의 토크를 나타낸다 .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장 작은 토크가 발생하고 흉추관절과 마찬가지로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
서 멀어질수록 관절의 토크가 증가한다 . 10, 15㎝ 높이의 의자를 사용한 자세에서
는 유사한 토크가 발생하였으나 15㎝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였을 때 약간 더 큰 토
크가 발생하였다 . 엉덩이가 바닥면에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허리를 더 많이 굴곡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흉추보다 요추가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

밀 때 Lumbar Joi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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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상면에서의 요추관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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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시상면에서의 엉덩관절의 굴곡토크를 보여준다 . 엉덩관절도 척추부
관절과 마찬가지로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수록 토크가 증가하였다 . 엉덩
관절에서는 각 경우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20㎝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였을
때는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가장 가까운 순간에는 신전토크가 발생하였다 . 이는
허리가 신전되면서 또한 엉덩관절도 같이 신전되기 때문에 반대방향의 토크가 발
생하였다 .

밀 때 Left Hip Joi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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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시상면에서의 엉덩관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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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는 시상면에서의 각 경우에 대한 무릎관절 토크의 크기를 보여준다 . 쪼
그려 앉은 자세일 때 무릎관절에서 가장 큰 토크가 발생하였다 . 이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호미질을 할 때는 몸무게의 7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관절에 가해지기 때
문에 토크도 증가하는 것이다 . 또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호미질을 할 때는 하지
측 관절에 거의 하중에 가해지지 않고 상지 측으로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관
절에는 적은 토크가 발생하였다 . 무릎관절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수록 토크가 증가하고 , 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의 중
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수록 토크가 감소한다 .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
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 경우에 균형 유지를 위하여 무릎에 많은 하중이 인
가되므로 토크가 증가하게 된다 .

밀 때 Left Knee Joi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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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시상면에서의 무릎관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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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시상면에서의 발목관절 토크를 나타낸다 . 발목관절에서는 무릎관절
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 발목관절에서 가장 큰 토크가 발생하고 , 의자를 사용
한 경우에는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수록 발목이 저굴되므로 토크가 증가
하게 된다 .

밀 때 Left Ankle Joi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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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상면에서의 발목관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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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3.2.4 3.2.4 3.2.4 근근근육육육 길길길이이이

그림 3.16은 척추세움근 (erector spinae)의 근육길이를 나타낸다 . 척추세움근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는 모두 근육의 길이가 증가하였고 , 특히 20㎝ 높이의 의자
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요추관절이 많이 굴곡되므로 척추세움근의 길이도 크게
증가하였다 . 10㎝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적은 증가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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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척추세움근 근육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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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은 넙다리곧은근 (rectus femoris)의 근육길이 변화를 나타낸다 . 넙다리
곧은은 넓적다리 (thigh) 앞쪽의 근육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
였으나 각 경우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밀 때 Rectus Femori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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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넙다리곧은근 근육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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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큰볼기근 (gluteus maxius)의 근육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 넓적다리
뒤쪽에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큰볼기근은 엉덩관절이 굴곡하기 때문에 원래 길이
에 비해서 모두 증가하지만 각 경우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

밀 때 Gluteus Maximu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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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큰볼기근 근육 길이



-44-

그림 3.19는 넙다리두갈래근 (biceps femoris)의 근육 길이 변화를 나타낸다 . 넙다
리두갈래근은 넓적다리 뒤쪽의 근육으로 의자 없이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는 근육
길이에 큰 변화가 없고 의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근육의 길이가 증가한다 . 또한
약간이지만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수록 근육의 길이가 증가한다 .

밀 때 Biceps Femori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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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넙다리 두갈래근 근육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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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은 앞정강근 (tibialis anterior)의 근육 길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 앞정강근
은 의자 없이 쪼그려 앉았을 경우에는 근육 길이가 감소하고 의자를 사용한 경우
에는 모두 증가한다 . 앞정강근은 의자 없는 경우에는 발목관절이 저굴하기 때문에
근육 길이가 감소하게 되고 , 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배굴하게 되므로 앞정강근의
길이가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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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앞정강근 근육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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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은 장딴지근 (gastrocnemius)의 근육 길이 변화를 나타낸다 . 장딴지근은
정강이 뒤쪽의 근육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무릎관절이 굴곡되기 때문에 근
육이 모두 원래의 길이보다 감소하게 되고 , 의자가 없는 경우엔 의자를 사용한 경
우보다 덜 감소하게 된다 . 

밀 때 Gastrocnemiu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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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장딴지근 근육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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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는 가자미근 (soleus) 근육 길이 변화를 나타낸다 . 가자미근도 장딴지근
과 마찬가지로 정강이 뒤쪽 근육이기 때문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길이가 감소하
게 되고 ,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릎관절이 더 많이 굴곡되므로 감소의
폭이 더 작다 .

밀 때 Soleu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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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가자미근 근육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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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5 3.2.5 3.2.5 근근근장장장력력력

그림 3.23은 척추세움근의 근장력 변화를 나타낸다 . 척추세움근은 요추관절이 가
장 많이 굴곡되는 20㎝ 높이의 의자를 사용할 경우에 가장 큰 장력이 발생하였다 . 

20㎝ 높이의 의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 때 장력이
증가하게 되고 호미질 작업 시에 요추관절의 움직임이 미약하기 때문에 휴지 시
부하만이 발생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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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척추세움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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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는 넙다리곧은근의 근장력을 표현하고 있다 . 넙다리곧은근의 근장력은
각 경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 각
도 호미질을 하는 동안에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력도 또한 휴지 시 부하만
이 발생하였다 .

밀 때 Rectus Femori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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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넙다리곧은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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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는 큰볼기근의 근장력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큰볼기근은 골반과 넓적
다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20㎝ 높이의 의자를 사용할 경우에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
서 멀어지면 요추관절에 큰 굴곡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골반이 뒤로 빠지고 엉덩
관절의 굴곡의 증가한다 . 그렇기 때문에 큰볼기근의 장력이 크게 증가하고 다른
경우는 지면과 골반과의 높이 차이가 적기 때문에 장력의 증가폭이 작게 측정되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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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큰볼기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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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은 넙다리두갈래근의 근장력 변화를 나타낸다 . 넙다리두갈래근은 골반
과 종아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큰볼기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근장력은 3배
이상 관찰되었다 .

밀 때 Biceps Femori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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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넙다리두갈래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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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은 앞정강근의 근장력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앞정강근에 호미질 동
작 동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장력이 휴지 시 부하만이 발생하였다 . 

밀 때 Tibialis Anterior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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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앞정강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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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은 장딴지근의 근장력 변화를 나타낸다 . 장딴지근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 가까울 때 발목관절이 배굴되므로 근육의 신
장되면서 장력이 발생하게 된다 . 호미질 동안에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밀 때 Gastrocnemiu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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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장딴지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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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는 가자미근의 근장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경우에 장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밀 때 Soleu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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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가자미근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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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취할 수 있는 여러 동작들 중에서 중요하
게 여겨지는 두 가지 동작에 대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 이전까지의 인체
거동 특성에 대한 분석은 실험의 장면을 영상에 담아 이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만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전부였다 . 그러
나 이는 반복 실험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 또한 헛디딤
이나 넘어짐의 돌발 상황의 실험은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차원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전산모의해석은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반복실험과 돌발 상황들을 야기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들로는 관찰하기 힘든 데이터들 (관절 토크 , 근육 특성 등 )을 수집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거동특성을 더 수월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삼차원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을 통하여 정상보행 , 헛디딤 보행
에서의 인체 상지의 수직 지지모멘트의 해석을 수행하고 , 더욱 복잡한 거동을 나
타내는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

우선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동작인 정상보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 다른 방법으로 구하기
힘든 보행 중 수직 방향에 대한 상체 지지에 관한 관절 모멘트를 분석하고 더 나
아가 산업 현장이나 농작업 시에 많이 행하여지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 대한 평가
의 명확성을 입증하였다 .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을 통하여 각 관절의 영향과 근육의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정상보행의 경우 단하지 지지기 동안 발목관절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고 , 

전유각기에는 발목관절 , 무릎관절 및 엉덩관절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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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

2. 헛디딤 보행의 경우도 정상보행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헛디딤이 발생되
는 순간에는 발목이 배굴되어 지면과 닿은 직후 발바닥 전체로 빠르게 접촉
하기 때문에 인체의 지지에 역할이 적어지고 따라서 무릎관절의 영향이 커
진다 .

3.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 관한 영향 평가에서 의자의 높이가 높을수록 무릎
관절의 굴곡은 감소하고 , 요추관절과 흉추관절의 굴곡은 증가한다 . 또한 발
목관절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굴이 일어나고 다른 경우에는 배굴
이 발생한다 .

4.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 관한 영향 평가에서 의자의 높이가 높을수록 무릎
관절과 발목관절의 토크는 증가하고 요추관절 및 흉추관절의 토크는 감소한
다 . 손의 중심이 관상면에서 멀어질수록 각 관절의 토크는 증가한다 .

5.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에서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로 무릎 아
래의 근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 의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요추부 근육과
넙다리 근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이상의 결과로부터 인체가 보행 중에 상체의 수직 방향 지지에는 발목관절의 영
향이 가장 크고 이러한 보행 및 돌발상황에서의 균형회복 메커니즘 또는 병적 보
행에서의 보상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기여도에 평가도 필요하
겠다 . 또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호미질 등의 작업을 할 시에는 의자를 사용하여
야 하지만 의자의 높이도 또한 각 사람의 하지장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높이를 사
용해야 하며 이를 보편화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겠다 . 

따라서 삼차원 동역학 전산모의해석의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돌발 상황이나 병적 보행에서의 보상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농촌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특수한 동작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이전까지는 단순히 의사나 재활치료사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었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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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s Simulation for Analysis of Human Movement

Myeong, Seong Shik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Relative contributions of lower extremity joints on the support moment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3D) gait analyses were performed in 

normal walking and unexpected step-down walking. For both gait studies, inverse 

dynamics were performed to obtain each joint moment of the lower extremity, which 

was applied to the forward dynamics simulation to determine the contributions on the 

support moment at different phases of the walking. The forward dynamic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in normal walking, the ankle joint contributed significantly during 

single-limb-support. However, the ankle joint, knee joint and hip joint worked together 

during double-limb-support. In unexpected step-down walking, the important 

contributors on the support of the body during single-limb-support were not only ankle 

joint but also knee joint.

The agriculturists used to squat during working in sowing and harvesting season. 

The squatting work keeps a person in same working posture for a long time. 

Maintaining this posture for a long term results in musculoskeletal disorders. It is 

reported that the joint compression force in knee is as 7.8 times as weight in the 

squatting posture. The joint compression force in knee and spine was reduced by using 

a chair of suitable height in squatting posture. In the present paper, 3D mot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effects of squatting posture with various height of 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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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dynamic simulation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3D motion analysis to 

measure joint angle and torque on various height of a chair.

The present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s of chair heights (no 

chair, 10cm, 15cm and 20cm height) on lumber, hip and knee joint in squatting 

posture. 3D dynamic simulations were performed by using MSC.ADAMS and 

BRG.LifeMOD motion capture data used as input data of inverse dynamic simulation, 

and then joint angles and torques were calculated.

The present study, analyzing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lower limb joint 

moments for the body suppor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different unexpected 

walking conditions and compensatory mechanisms for various pathological gaits.

The angle of thoracic joint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height change of chair. 

As the height of chair is increased, the magnitude of torque is decreased in lumber. In 

the other hands, as the height of chair is decreased, the magnitude of torque is 

increased in knee and hip joints.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o use suitable chair 

to reduce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the squatting.

���������������������������������������������������������������������������

Key words : three dimensional (3D) motion analysis, 3D dynamic simulations, 

BRG.LifeMOD, normal gait, unexpected step-down walking, squat during working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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