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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암에 이어 사망률 원인 두 번째를 차지하는 뇌졸중은 지속적인 

간호와 관리가 요구되며 마비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

하다. 이러한 재활과정의 운동기능 회복을 규명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기

존 연구에서는 근장력과 관절 토크의 규명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성인 10과 편마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대칭형 상지운

동기구를 이용하여 손목관절의 굴곡/신전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삼차원 동작분석

을 시행하고 이를 근골격 모델에 입각한 역동역학적 해석을 통하여 관절 토크 및 

근장력을 결정하고 근장력과 근전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상체 근골격계 병력이 없는 정상 성인 남성 10명과 만성 편

마비 환자 3명을 피검자로 선정하여 삼차원 동작분석, 근전도 측정과 동역학 해

석을 수행하였다. 플러그인 마커세트에 입각하여 총 23개의 반사마커를 피검자의 

상체에 부착한 후 동작분석시스템(Vicon Motion Systems, UK)을 사용하여 삼차

원 동작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칭형 상지운동기구는 한쪽 손으로 상지운동기구의 

손잡이를 회전시킬 때 반대쪽 손잡이도 대칭적으로 회전되도록 제작되었다. 피검

자는 신호에 따라 손목관절 굴곡/신전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피검자가 8초 동안 

일정한 속도로 최대굴곡에서 최대신전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총 3번 반복 측

정하였다. 근활성도와 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얻은 근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근

전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손목관절의 굴곡/신전에 관여하는 2개의 근육

인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 단요측수근신근(Flexor Carpi Radialis)

을 선정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1080Hz로 측정하였으며 근전도는 삼차원 동작분

석시스템(Vicon Motion Systems, UK)과 동기화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근전

도 신호는 RMS(root mean square)를 취하여 근활성도로 변환하였다. 삼차원 동

작분석으로 얻어진 마커들의 궤적을 이용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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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위하여 삼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ADAMS(MSC Software Corp., 미국)와

Lifemod(Biomechanics Research Group Inc., 미국)를 사용하였다. 체절 및 관

절, 근육 등을 생성한 후 관절과 근육에 대한 강도와 제동을 설정하여 상지 근골

격 모델을 생성하였다. 근육 모델링으로부터 생성된 근육은 스프링-댐퍼 특성을 

지니게 되고 생성된 각근육들은 인체 분절의 특정한 위치에 부착되어 근장력 해

석을 수행된다. 삼차원 동작분석시스템에서 얻은 마커 위치와 이동경로를 생성된 

상지 모델에 인가한 후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motion agent)를 서로 일체화시킨 

후 근골격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역동역학 해석(inverse dynamics)을 통해 

총 4개의 근육의 장력과 손목관절 토크를 해석하였다. 삼차원 동작분석과 근활성

도, 역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는 정상인

과 편마비 환자 모두 능동측 손이 수동측 손에 비하여 크며 능동측 손에 비

하여 수동측 손의 최대 굴곡/신전 각도가 시간상으로 늦게 발생한다.

2.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각도는 정상인은 굴곡/신

전 각도가 비슷하게 발생하나 편마비 환자의 경우 굴곡 각도에 비하여 신전

각도가 작으나 수동측 손의 최대 굴곡/신전각도는 시간상으로 늦게 발생한

다. 

3.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토크는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 모두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와 비례하며 능동측 손이 수동측 손

에 비하여 토크의 값이 크며 시간상으로 수동측 손이 능동측 손에 비하여 

최대 굴곡/신전토크가 늦게 발생한다.

4.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시 손목 관절의 근장력은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 모두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가 증가하면 커지며 능동측 손이 수

동측 손에 비하여 근장력이 크다.

5. 정상인의 경우 근장력과 근활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능동측 손목 관절과 수

동측 손목 관절 모두 연관이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편마비 환자의 경우 환

자 스스로가 제어 가능한 능동측 손목 관절은 근장력과 근활성도의 연관성

을 알 수 있었으나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수동측 손목 관절은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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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한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수행 시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의 운동학적 분석과 직접적

인 운동역학적 분석과 근장력과 근활성도의 비교/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

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역학 해석을 통한 직접적인 운동역학적 분석을 통해 편

마비 환자의 운동역학적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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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손목 굴곡/신전, 근장력, 근활성도, 손목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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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뇌졸중은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격한 의식 장애와 운동마

비를 수반하는 증후군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일컬어 뇌졸중이라 한다. 뇌졸중은 

평균 수명의 연장 및 노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암에 이어 사망률 원인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후의 장년층에서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최근

에는 30대와 20대로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1]. 뇌졸중 생존자의 10%

는 경증으로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비교적 쉽게 복귀할 수 있으나 40%는 중등 정

도의 장애를 가지고 나머지 50%는 심한 장애를 가지거나 영구적인 간호와 관리

를 필요로 한다.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기능 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의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장애를 동반하게 되며 삶이 질의 저하를 가져오

게 된다[2,3,4,5]. 특히 상지기능의 경우 자발적 회복과정은 뇌손상 이후 11주 무

렵까지 일어나며, 만약 이 시기에 기능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지의 부가적

인 기능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3]. 따라서 마비환자들의 독립적인 일상

생활 특히 운동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이 연구, 개발되

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약물치료와 초음파 치료,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가 

있으며 치료사에 의한 물리치료가 가장 일반화 되어 있다. 기존에는 뇌졸중을 예

방하는 차원에서 약물을 사용하였으나 Gastel 등[6]은 1990년부터 약물을 이용

하여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전을 녹임으로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뇌졸중의 증

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을 수행하였으며 Chen 등[7]에 의하여 1991년 약물 치료가 

약물 치료 전에 비하여 약물 치료 후 환자의 언어 능력과 상지와 하지의 운동 수

행 능력과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평가가 수행되었다. 

Tachibana[8]에 의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약물 치료 시 초음파가 약물의 체내에

서의 흡수 분포와 대사를 도와 혈전의 크기를 줄여 뇌졸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

이라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하여 미리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마

비된 상지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운동기능 회복을 돕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9, 10]. Chen 등[11]에 의해 마비된 근육에 기능적 전기 



- 2 -

자극을 인가하여 마비된 근육을 수축시키는 치료가 연구되고 있으며 

Francisco[12]등에 의해 환자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기

능적 전기 자극을 인가하여 마비된 근육을 수축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약물에 의한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

물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초음파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뇌혈관에 침투한 약의 작용을 도울 뿐 뇌혈관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하며 초음파 발산 시 혈관의 온도를 높이게 되어 오래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8]. 기능적 전기 치료는 전기 인가 시 환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므로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환자 스스로의 의지로 움

직일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기 치료를 하는 동

안에는 효과가 나타나나 전기 치료 후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또한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 환자들의 상지 재활을 위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행되는 운동치료는 치료사의 부족과 치료사의 과중한 육체적 수고

와 이에 따른 운동 효율의 저하,  비용의 문제 등을 초래한다[13].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비 환자의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자연스러운 상지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지운동 시

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지운동 시스템들은 대부분 어깨나 팔꿈치

에 국한되어 있을 뿐 손에 적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14]. Rice[15]는 편마비 

환자의 상지 재활 훈련 시 한손만 사용하는 것 보다 양손을 사용하여 재활훈련을 

실행하는 것이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김영호 등[16]은 건측 움직임에 따라 환측 상지의 대칭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만성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하였다. Lum 등[17]은 로봇 보조시

스템을 이용한 투영영상(mirror image)에 의한 피드백 조절을 통한 재활 훈련 프

로그램을 2개월간 만성 편마비 환자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운동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자의 운동기능 상태를 정확히 측정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운동기능의 회복을 

평가하기 위해 도수근장력측정(manual muscle test, MMT)와 운동기능평가

(Fugl-Meyer motor assessment, FMA), 근긴장도(modified Ashwor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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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장치(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등이 적용되어 왔다. 김영호 등[18]은 대칭형 상지운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뇌졸중에 의한 만성 편마비 환자들에게 6주간의 훈련을 적용시킨 후 운동기능 평

가인 도수근장력측정과 운동기능평가, 근긴장도의 향상을 증명하였고 손목의 등척

성 운동을 유도하여 근 민첩성을 실험한 결과 근수축 개시 및 지연 시간의 지연

이 감소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Whitall 등[19]은 건측(unaffected hand) 및 환

측(affected hand) 양측(bilateral) 운동이 가능한 팔 운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환

측 손의 등척성 근장력(isometric strength) 및 운동 범위(range of motion)의 향

상을 증명하였다. 또한 박병규 등[20]은 운동반응 근전도 분석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근전도 신호의 반응시간 및 이완시간, 근전도 신호의 RMS(root mean 

square) 값이 운동기능 장애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는 근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나 측정 노이즈가 많고 신

호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근장력 및 토크와 연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근장력(muscle force) 및 토크와 연계하기 위하여 직접 토크 미터를 사용하여 

환자의 재활훈련 수행 시 관절의 토크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직접적으

로 관절에서의 정확한 토크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3차

원 동작분석시스템을 통하여 편마비 환자의 재활훈련 수행 시 운동학적/운동역학

적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며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절과 근육을 모

델링하여 상지운동 수행 시 각 관절의 토크를 계산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

라서 재활과정의 운동기능 회복을 좀 더 확실히 규명하고 개선된 치료방법에 접

근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육모델에 입각한 동력학적 해석을 통

해서 근장력과 관절 토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성인 10명과 편마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삼차원 동작분

석을 시행하고 이를 근육 모델에 입각한 동역학 해석을 통해서 근장력과 관절 토

크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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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방방방 법법법

그림 2.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대칭형 상지운동
기구를 개발하고,그 모델을 정상군 및 편마비 환자군에 적용하여 삼차원 동작분
석,동역학 해석,근활성도 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하
여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 시 손목 관절 운동기능 회복 메커니즘을 평가하였다.

그림 2.1 본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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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2.1 2.1 대칭형 대칭형 대칭형 대칭형 상지운동기구상지운동기구상지운동기구상지운동기구

2.1.1. 무동력형 대칭형 상지운동기구 

 

그림 2.2는 제작된 대칭형 상지운동기구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칭형 상지운동기구는 손목의 대칭적 굴곡/신전 운동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으며 크게 손잡이부, 기어부, 전완고정부, 받침대, 기구고정부로 구성된다. 

손잡이부는 2개로 구성이 되었으며 양측 손잡이는 약 180mm 간격으로 기어

부에 장착되었으며 손잡이의 크기는 약 90mm이다.

제작된 대칭형 상지운동기구는 내부에 4개의 평기어와 8개의 베어링으로 구성

되었으며 4개의 평기어가 두 개씩 맞물려지며, 맞물려진 평기어들이 서로 일직선

을 이루면서 정해진 위치에서 양쪽의 손잡이가 대칭적으로 회전하도록 구성되었

다. 본 실험에서는 환자의 굴곡 신전 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과 근육의 과도한 굴

곡/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측 손잡이의 최대 신전 각도 80도, 최대 굴곡 각도 

100도 이하로 조절하였다. 

제제제제2222손잡이손잡이손잡이손잡이

전완고정홈전완고정홈전완고정홈전완고정홈

전완고정부전완고정부전완고정부전완고정부

받침대받침대받침대받침대 기어부기어부기어부기어부

기어부기어부기어부기어부

거치용거치용거치용거치용 돌기돌기돌기돌기

손잡이부손잡이부손잡이부손잡이부

        그림 2.2 대칭형 상지 재활기구 시스템



- 6 -

2.2 2.2 2.2 2.2 삼차원 삼차원 삼차원 삼차원 동작분석동작분석동작분석동작분석

        

2.2.1. 실험 대상 

2.2.1.1 정상 성인군

삼차원 운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지에 이상이 없고, 손목에 질병이나 외

과적인 상해가 없으며 현재까지 신경 병력이 없고 양측이 정상적인 손목 굴곡/신

전 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0대 성인 남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임하

기 전에 상지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피검자의 인체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표 2.1

은 10명의 정상 성인군 피검자에 대한 인체 측정 데이터이다.

표 2.1 정상 성인군의 신체적 특성

Characteristics mean SD

Age (years) 23.6 2.6

Body mass (kg) 67.3 5.0

Height (cm) 174.7 4.6

Shoulder offset (cm)
Left 7.2 1.1

Right 7.2 1.1

Elbow width (cm)
Left 7.5 0.3

Right 7.3 0.6

Wrist width (cm)
Left 5.8 0.3

Right 5.8 0.3

Hand thickness (cm)
Left 2.9 0.4

Right 3.0 0.3



- 7 -

2.2.1.2 편마비(Hemiplegic) 환자군

삼차원 운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성 편마비 환자 3명을 선정하였다. 환자

의 상태는 MAS 지수로 평가를 하였으며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은 가능하나 근긴

장도의 증가를 쉽게 관찰하기 위하여 MAS 지수 2 이하의 환자를 선정하였다. 표 

2.2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MAS 지수의 평가와 평가 정도이다. 

표 2.2 일반적인 MAS(Modified Ashworth Scale) 지수의 평가 정도[21]

Grade Condition

0 환측 사지를 운동시킬 때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음

1
환측 사지의 굽힘과 펴짐 운동을 시킬 때 관절 가동범위의 끝 

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되며, 근긴장도가 약간의 증가를 보임

1+
환측 사지를 움직일 때 관절 가동범위의 1/2 이하에서부터 약간의 

저항이 감지되며, 근긴장도가 약간의 증가를 보임

2
대부분의 관절 가동범위에서 현저한 근긴장도의 증가를 

보이지만 쉽게 환측 사지를 굽힐 수 있음

3
대부분의 관절 가동범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근긴장도의 증

가를 보이며 수동운동이 어려움

4 환측 사지에 있어서 수동운동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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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은 3명의 편마비 환자군 피검자에 대한 인체 측정 데이터이다.

표 2.3 편마비 환자군의 신체적 특성

Characteristics 1 2 3

Age (years) 47 35 53

Body mass (kg) 58.5 60 53

Height (cm) 158 164 161

Shoulder offset (cm)
Left 7.5 7.5 6.8

Right 7.4 7.5 8.7

Elbow width (cm)
Left 7.2 7.5 5.5

Right 7.0 7.3 5.3

Wrist width (cm)
Left 5.5 5.3 6.8

Right 5.7 5.5 6.7

Hand thickness (cm)
Left 2.5 2.2 2.8

Right 2.4 2.3 2.9

MAS grade 2 2 2

2.2.2. 실험 방법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에 대한 3차원 동작분석을 위해서 그림 2.3과 같이 

해상도 1280☓1024인 여섯 대의 근적외선 카메라(MCam2, VICON motion 

systems Ltd., 영국)를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Vicon 612, VICON motion 

systems Ltd., 영국)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근적외선 카메라는 120Hz로 데이터

를 획득하였고, 상용프로그램인 Excel 2000(Microsoft, 미국)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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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plate 1

Force

plate 2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directiondirectiondirectiondirection

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

Force

plate 1

Force

plate 2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directiondirectiondirectiondirection

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Capture volume

그림 2.3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각 피검자당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훈련 후 마커의 움직임을 최대한 놓치지 않

기 위해서 측정 범위(capture volume) 중앙에서 동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4는 플러그인 마커세트의 상지 마커세트을 나타낸 것이다[22]. 본 연구에서는 

플러그인 마커세트을 사용하여 피검자의 상지에 총 23개의 마커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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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플러그인 마커세트의 상지 마커세트

제작된 상지 운동 기구를 사용하여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을 수행하기 전 해부

학적 자세를 취한 후 정적인 상태에서 3초 동안 측정을 하였다. 제작된 상지 운동 

기구를 사용하여 정상인 피검자의 경우 8초 동안 최대 굴곡/신전 운동을 한 번 수

행하였고 편마비 환자의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을 제한하

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편안한 속도로 손목 굴곡/신전 운동을 수행하였으며 최

대 굴곡/신전 운동을 두 번 반복 수행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각 피검자 마다 3번 

의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정상인의 

경우 팔만 고정하여도 굴곡/신전 운동 수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편마비 환자의 

경우 팔만 고정할 경우 손목의 굴곡/신전은 제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 또한 

손잡이와 단단히 고정해 주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상인의 

경우도 손과 손잡이를 단단하게 고정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5는 플러그

인 마커세트을 사용하여 상지에 마커 부착 후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 11 -

  

                      (a)                            (b) 

그림2.5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모습 (a)정면 (b)측면

2.3 2.3 2.3 2.3 동역학 동역학 동역학 동역학 해석해석해석해석

삼차원 동작분석으로 얻어진 마커들의 궤적을 이용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

였다. 동역학 해석을 위하여 삼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ADAMS(MSC Software 

Corp., 미국)와 Lifemod(Biomechanics Research Group Inc., 미국)를 사용하였

다. 동역학 해석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절 및 관절, 근육 등을 생성한 후 역동

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체절 생성 시 머리, 목, 몸통, 위팔, 아래팔과 손을 생성

한다. 체절 생성 시 피검자의 이름, 성별, 인체측정 데이터를 인가하여 주어야 하

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인가하면 인체해석 프로그램인 Lifemod에서 피검자의 성

별과 인체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절을 생성하게 된다. 체절을 생성한 후에는 관절을 

생성하여 준다. 각각의 관절은 3개의 힌지 조인트로 구성이 되며 각 조인트는 3개

의 자유도를 갖게 된다. 또한 각 관절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절 한계와 강도, 제동

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각 관절의 움직임은 3차원 동작분석시스템에서 얻은 마

커 위치와 이동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 관절생성 시 강도와 제동력을 설정

해 주어야 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관절의 강도는 100,000N/m를, 제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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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N*sec/m를 인가하였으며 편마비 환자의 경우 강직이 없는 팔은 정상인과 

동일한 강도와 제동력을 인가하였으며 강직이 있는 팔에는 강도는 300,000N/m

를, 제동력은 10,000N*sec/m를 인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의 강직

에 대한 평가로 MAS 지수 평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편마비 환자들의 MAS 지수는 2로서 기존 연구에 기반할 경우 MAS 지수 2는 정

상인에 비하여 약 3배의 강직이 나타나기 평가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직을 

설정하였다. 관절에서의 각도와 스프링 토크는 그림 2.6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일정한 각도 내에서 관절의 운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관절의 스프링 토크는 

각도와 선형적인 관계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2.6 관절 각도와 스프링 토크의 특성

관절을 생성한 후에는 근육을 생성하는데 근육을 생성하는데 위팔은 총 23개, 

아래팔은 총 8개, 목과 몸통에는 11개의 총 42개의 근육이 생성된다. 표 2.은 생

성된 근육명과 시작/끝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근육을 생성한 후 역동역학 해석

을 수행할 경우 생성된 근육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근육의 결과가 산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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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근육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표 2.4 생성된 근육

근육명 시작 위치 끝 위치

목, 몸통

Rectus Abdominis upper_torso lower_torso

Obliquus Abdom upper_torso lower_torso

Scalenus Midius neck upper_torso

Scalenus Anterior neck upper_torso

Stenocleidomastiodeus head scapula

Erector Spinae 2 central_torso lower_torso

Erector Spinae 3 upper_torso central_torso

Erector Spinae 1 upper_torso lower_torso

Scalenus Posterior neck upper_torso

Scalenus Cervicis head neck

Scalenus Capitis head upper_torso

위 팔

Biceps Brachii 2 scapula lower_arm

Brachioradilis upper_arm lower_arm

Biceps Brachii 1 scapula lower_arm

Triceps Brachii 1 scapula lower_arm

Pectoralis Minor 3 scapula upper_torso

Pectoralis Minor 2 scapula upper_torso

Deltoideus 3 scapula lower_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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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oideus 1 scapula lower_arm

Deltoideus 2 scapula lower_arm

Pectoralis Major 1 upper_torso lower_arm

Pectoralis Major 4 scapula lower_arm

Pectoralis Major 5 scapula lower_arm

Trapezius 1 neck scapula

Trapezius 2 upper_torso scapula

Latissimus Dorsi 1 upper_torso upper_arm

Pectoralis Major 2 upper_torso upper_arm

Pectoralis Major 3 upper_torso upper_arm

trapezius 3 scapula central_torso

Latissimus Dorsi 2 upper_arm central_torso

Latissimus Dorsi 3 upper_arm lower_torso

Triceps Brachii 2 upper_arm lower_arm

Pectoralis Minor1 scapula upper_torso

Triceps Brachii 3 upper_arm lower_arm

아래 팔

Extensor Carpi Rad. Longus upper_arm hand

Extensor Digiti Minimi lower_arm hand

Abductor Policis Longus lower_arm hand

Flexor Carpi Radialis upper_arm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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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Fmax : if F1≥≥≥≥Fmax
Pgain(Ldesired-Lactual)+Dgain(Ldesired-Lactual)   : if F1< Fmax
0 : if Ldesired≥≥≥≥Lactual

Fi = Ffilter(F1), where 0≤≤≤≤ Ffilter ≤≤≤≤ 200%

근육 모델링으로부터 생성된 근육은 스프링-댐퍼 특성을 지니게 되고 각 근육

들은 인체 분절의 특정한 위치에 부착이 된다. 인체 분절의 위치는 각 피검자마다 

다른 인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체 데이터를 부여하여 체절이 생성되고 

관절이 생성 된 후 해부학적 특성에 입각하여 피검자 마다 적절한 위치에 근육이 

생성된다. 근육의 길이는 역동역학 해석 수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7은 근육의 구성을 나타낸다. 근육은 시작점과 끝점으로 나타내어지며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되어진다. 근육이 이완하는 동안 과도한 이완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근육의 이완에 반하는 근육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스프링은 근육의 

이완을 돕는 역할이며 댐퍼는 근육의 과도한 이완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

이 된다. 근육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프링/댐퍼를 사용한 모델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본 인체해석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2.7과 같이 스프링과 댐퍼가 병렬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근육이 움직이는 동안 근육의 길이의 변화와 스프링/

댐퍼 특성을 통하여 역동역학 해석 수행 시 근육의 결과 값이 도출된다. 

Flexor Dititorum Profundus lower_arm hand

Flexor Carpi Ulnaris upper_arm hand

Flexor Pollicus Longus upper_arm hand

Pronator Teres upper_arm lower_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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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근육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의 최대 근육 강도는 1×10
6
을 인가하고 편마비 환자의 경

우 MAS 지수에 의거하여 최대 근육 강도는 3×10
6
을 인가하였으며 스프링-댐퍼 

특성에 의해 근장력이 해석된다. 

삼차원 동작분석시스템에서 얻은 마커 위치와 이동경로를 생성된 상지 모델에 

인가한 후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motion agent)를 서로 일체화시킨 후 근골격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운동수행자는 삼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Lifemod 프

로그램에서 피검자의 인체측정데이터를 인가하였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위치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생성된다. 그림 2.8은 삼차원 동작분석데이터에서 얻은 

마커와 운동수행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는 같은 위

치에 생성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생성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는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가 일치가 많이 

될 경우 역동역학 해석 수행은 더 정확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반사마커와 운동수

행자의 스프링 특성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 하지만 반사마커와 운동수행자의 일

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스프링 강도를 높여주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많

이 일어나므로 정확한 역동역학 해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

확한 역동역학 해석 수행을 위하여서는 스프링 특성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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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를 부착할 때 보다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8 마커와 운동수행자와의 관계

 

마커와 운동수행자를 일치시킨 후 역동역학 해석(inverse dynamics)을 통해 

총 4개의 근육의 장력과 손목 관절 토크를 해석하였다. 또한 실험 상태와 유사한 

모델링을 위하여 골반은 고정 조인트를 사용하여 지면에 고정하였고 양 팔꿈치는 

다른 지면과의 접촉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중력 조건 또한 부여 하였다. 그림 2.9

는 동역학 해석 수행 시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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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동역학 해석 

2.4 2.4 2.4 2.4 근전도 근전도 근전도 근전도 측정측정측정측정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 시 손목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측정시스템(MA300, Motion Lab., 미국)을 동작분석 시스템과 동기화하였

으며 상용프로그램인 Matlab(Matlab, 미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전도 측정

은 1080Hz의 샘플링율(sampling rate)로 손목의 굴곡/신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쪽의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과 요측수근신근(Extensor Carpi 

Radialis)에서 측정되었다. 

그림 2.10과 같이 요측수근굴근은 안쪽위관절융기 아래팔근막에서 시작해서 

둘째, 셋째 손허리뼈바닥까지 이어지며 손목의 굽힘 운동을 담당한다. 요측수근신

근은 가쪽관절융기위능선의 먼쪽 2/3 가쪽 근육사이막에서 시작해서 둘째 손허리

뼈바닥의 등쪽면까지 이어지며 손목의 폄 운동을 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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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or Flexor Flexor Flexor CarpiCarpiCarpiCarpi

RadialisRadialisRadialisRadialis

Extensor Extensor Extensor Extensor CarpiCarpiCarpiCarpi

RadialisRadialisRadialisRadialis

  

   그림 2.10 근전도 측정 근육의 위치 및 전극 부착 위치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30Hz~400Hz의 대역필터(bandpass filter)를 사용하였

으며 전기적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60Hz의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

으며 결과는 동역학 해석 수행을 통해 얻어진 근장력과 비교하였다.

그림 2.15는 두 근육의 근전도 측정 예이다. 

 그림 2.11 근전도 측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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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1 3.1 3.1 3.1 삼차원 삼차원 삼차원 삼차원 동작분석  동작분석  동작분석  동작분석  

3.1.1 정상인 손목 관절의 운동학적 특성

그림 3.1은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정상인의 능동측 손은 최대 굴곡 각도가 약 35도
가 발생하였고 최대 신전 각도가 약 38도가 발생하였다.수동측 손은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대칭적으로 운동하였으나 최대 굴곡 각도는 약 28도,최대
신전 각도는 약 30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능동측을 이용하여 수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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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움직이므로 능동측에 비하여 수동측 손의 최대 굴곡/신전 각도가 시간적으로
더 늦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편마비 환자군 손목 관절의 운동학적 특성

그림 3.4는 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 편마비 환자군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

그림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편마비 환자의 능동측 손은 최대 굴곡 각도가
약 40도가 발생하였고 최대 신전 각도가 약 30도가 발생하였다.수동측 손은 대칭
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대칭적으로 운동하였으나 최대 굴곡 각도는 약 30
도,최대 신전 각도는 약 10도가 발생하며 정상인에 비하여 최대 굴곡/신전 각도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편마비 환자의 경우는 비
슷한 상태의 환자들을 피검자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편마비 환자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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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매우 다양하며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정상인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3.2 3.2 3.2 3.2 동역학 동역학 동역학 동역학 해석해석해석해석

3.2.1 정상인 손목 관절의 운동역학적 특성

그림 3.3은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토크 

그림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정상인의 능동측 손은 최대 굴곡 토크가 약
35Nm가 발생하였고 최대 신전 토크는 약 40Nm가 발생하였다.수동측 손은 최
대 굴곡 토크는 약 35Nm,최대 신전 토크는 약 30Nm가 발생하여 수동측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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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신전 토크가 능동측 손의 최대 신전 토크에 비하여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도 증가하며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토크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 각도 내에서는 각도의 증가에 따라 관절 토크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또한 그림 3.1에서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능동측 손에 비하여 수동측 손의 최대 굴곡/신전 각도가 늦게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정상인의 촌목관절 굴곡/신전 최대 토크도 시간 축 상에서 느리게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는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손목 관절 굴곡/신전근의 근장력

을 나타내고 있다.

(a)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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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장력(표준편차 표시)

그림 3.4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장력

위 그림에서 (a)는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장력만 나타낸 것이고
(b)는 표준편차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정상인의 능
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력은 42N이고 수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장력은 28N으로 능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장력이 수동
측 손에 비하여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정상인의 능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신전시의 근장력은 45N이고 수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
장력은 20N으로 능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장력이 수동측 손에 비
하여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위 그림에서 손목 관절 굴곡/신
전 시 모두 능동측 손의 근장력이 수동측 손의 근장력에 비하여 시간상으로 더
빨리 발생하며 굴곡에 비하여 신전 시 능동측 손의 최대 근장력이 더 빨리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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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편마비 환자군 손목 관절의 운동역학적 특성

그림 3.5는 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a) 편마비 환자의 능동측 손목 관절 굴곡/신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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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편마비 환자의 수동측 손목 관절 굴곡/신전 토크

그림 3.5 편마비 환자군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토크

그림 3.5(a)에 나타난 바와 같이,편마비 환자의 능동측 손은 최대 굴곡 토크가
약 45Nm가 발생하였고 최대 신전 토크는 약 18Nm가 발생하였다.수동측 손은
최대 굴곡 토크는 약 23Nm,최대 신전 토크는 약 18Nm가 발생하여 수동측 손의
최대 신전 토크가 능동측 손의 최대 신전 토크에 비하여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상인과 다르게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에서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
었다.편마비 환자의 경우 굴곡 운동은 쉽게 일어나나 굴곡에 비하여 신전 운동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편마비 환자도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도 증가하며 손목 관절 굴곡/신전 각도가 감
소함에 따라 토크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손목 관절 각도에서에서
마찬가지로 편마비 환자들마다의 상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정상
인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능동측 손의
근장력이 수동측 손의 근장력에 비하여 시간상으로 더 빨리 발생하며 굴곡에 비
하여 신전 시 능동측 손의 최대 근장력이 더 빨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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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6 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장력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편마비 환자의 능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
시의 근장력은 약 40N이고 수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장력은 약
35N으로 능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장력이 수동측 손에 비하여 더
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편마비 환자의 능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신전시의 근장력은 10N이고 수동측 손의 최대 손목 관절 굴곡시의 근장력은 12N
으로 수동측 손이 능동측 손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위 그림에
서 손목 관절 굴곡이 신전에 비하여 더 큰 근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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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근활성도 근활성도 근활성도 근활성도 분석분석분석분석

3.3.1 정상인 손목 관절의 근활성도 분석

그림 3.7은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활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활성도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정상인의 손목 관절 굴곡 시 능동측 손목의 근활
성도는 증가하다 1초와 2초 사이에서 최대로 활성화 되었으며 수동측 손목의 근
활성도 역시 증가하다 1초와 2초 사이에서 최대로 활성화 되었다.또한 정상인의
손목 관절 신전 시 능동측 손목의 근활성도는 증가하다 5초와 6초 사이에서 최대
로 활성화 되었으며 수동측 손목의 근활성도 역시 증가하다 5초와 6초 사이에서
최대로 활성화 되었다.근활성도를 근장력과 비교하였을 때 손목의 굴곡/신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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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행 시 근장력이 발생할 때 근활성도 역시 활성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근장력이 최대가 될 때 근활성도 역시 최대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근
장력에서 근장력 발생의 능동측 손에 비하여 수동측 손의 시간적 지연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활성도에서 역시 능동측 손에 비하여 수동측 손의 시간적 지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2 편마비 환자군 손목 관절의 근활성도 분석

그림 3.8은 편마비 환자군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활성도를 나타내고 있
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8 8 8 8 (sec)(sec)(sec)(sec)

그림 3.8 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신전 시 근활성도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 시 능동측 손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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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는 증가하다 약 3초에서 최대로 활성화 되었으며 수동측 손은 3초와 4초
사이에 활성화가 되었다가 7초 정도에 한번 더 활성화가 되었다.손목 관절 신전
시 능동측 손목의 근활성도는 증가하다 약 6초와 6초 사이에서 최대로 활성화 되
었으며 수동측 손목의 근활성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환자의 수동측 손은 근육
의 강직이 발생하기 쉬우며 능동측 손에 의하여 움직이긴 하지만 환자의 능동측
손에 의하여 완벽하게 제어가 되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근활성도를 근장
력과 비교하였을 때 능동측 손목의 굴곡 운동 수행 시 근장력이 활성화 될 때 근
장력 역시 활성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근장
력이 최대값이 나타날 때 근활성도 역시 활성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신전 운동시의 근활성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
자의 수동측 손의 경우 근육의 강직에 따라 손목의 신전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신전 운동을 수동적으로 수행할 경우
강제로 수행하게 되면 신전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 뿐 아니라 다른 근육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능동측 손의 경우 강직이 발생한 수동측 손
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근활도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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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정상인과 편마비 환
자의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시 3차원 동작분석을 수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정상인에게 먼저 적용하여 운동학적 분석과 동역학 해석 수행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개발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는 능동측 손을 사용하여 반대
측 손목의 운동을 유발하여 대칭적인 운동이 발생하도록 제작되었다.또한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시 운동학적 분석을 위하여 플러그인 모델을 사용하여 상
지에 총 23개의 반사 마커를 부착한 후 3차원 동작분석을 수행하였다.3차원 동작
분석에서 얻어진 마커의 위치 데이터와 인체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DAMS(MSC Software Corp., 미국)와 인체 해석 프로그램엔
Lifemod(BiomechanicsResearchGroupInc.,미국)를 사용하여 인체 모델을 생성
한 후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손목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는 정상인
과 편마비 환자 모두 능동측 손이 수동측 손에 비하여 크며 능동측 손에 비
하여 수동측 손의 최대 굴곡/신전 각도가 시간상으로 늦게 발생한다.

2.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각도는 정상인은 굴곡/신
전 각도가 비슷하게 발생하나 편마비 환자의 경우 굴곡 각도에 비하여 신전
각도가 작으나 수동측 손의 최대 굴곡/신전 각도는 시간상으로 늦게 발생한
다.

3.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토크는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 모두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와 비례하며 능동측 손이 수동측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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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토크의 값이 크며 시간상으로 수동측 손이 능동측 손에 비하여
최대 굴곡/신전 토크가 늦게 발생한다.

4.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 운동 수행이 신전 운동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굴곡 운동 수행이 신전 운동에 비하여 더 많은 토크가 발생되며 시간상으로
수동측 손이 능동측 손에 비하여 최대 굴곡/신전 토크가 늦게 발생한다.

5.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손목 관절의 근장력은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 모두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가 증가하면 커지며 능동측 손이 수
동측 손에 비하여 근장력이 크다.

6.편마비 환자의 손목 관절 굴곡 운동 수행이 신전 운동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굴곡 운동 수행이 신전 운동에 비하여 더 많은 근장력이 요구된다.

7.정상인의 경우 근장력과 근활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능동측 손목 관절과 수동
측 손목 관절 모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편마비 환자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제어 가능한 능동측 손목 관절은 근장력과 근활성도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으나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수동측 손목 관절은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대칭형 상지 운동기구를 이용한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운동 수행 시 정상인과 편마비 환자의 운동학적 분석과 직접적
인 운동역학적 분석과 근장력과 근활성도의 비교/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손목 관절의 간접적인 운동

역학적 분석에서 벗어나 동역학 해석을 통한 직접적인 운동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편마비 환자의 운동역학적 분석은 물론,다른 여러 환자들과 재활공학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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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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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trokethatoccupiesthesecondplacenexttocancerintermsofthe
causeinthedeathrateinKorea.A rehabilitationisnecessaryforhemiplegia
patientsfortheirindependentlife.Inthisregard,itisnecessarytohavean
objectiveevaluationtoexaminecloselytherehabilitationinexercisefunctionin
such rehabilitation process.However,such examination on musculartension
andjointtorquewasinsignificantintheexistingstudy.
In thisstudy,a three-dimensionalanalysison movementwasperformed

duringtheperformanceofflexion/extensionexerciseofawristjointbyusing
asymmetricupperlimbsexercisetoolwithrespecttotennormaladultsand
threehemiplegiapatients.Inthisregard,thejointtorqueandmusculartension
wasdetermined through akineticand mechanicalinterpretation based on a
muscularskeletonmodelandtherelationshipbetweenamusculartensionand
anelectromyogram wasexamined.
Byselectingtennormalmaleadultshavingnoclinicalhistoryinmuscular

skeletonsystem inanupperbodyandthreehemiplegiapatientsasexamines
forthisstudy,a3-D motionanalysis,EMG measurementandinversedynamic
simulation were performed.Based on a plug-in markerset,23 reflection
markerswereattachedtotheupperbody.Andathree-dimensionalanalysis
wasperformed.Thesymmetricwristexercisesystem wasmanufacturedf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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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icwristexercise.The flexion/extensionexerciseofawristjointbya
signalflexion/extensionandwasmadetoperform from themaximum flexion
tothemaximum extensioninacertainspeedfor8seconds.A measurement
wasrepeatedforthreetimes.Anelectromyogram wasmeasuredtocomparea
musculartension.Inthisexperiment,FlexorCarpiRadialisandFlexorCarpi
Radialis,musclesrelatedtoflexion/extensionofawristjoint,wereselected.
The electromyogram was measured by synchronization with a
three-dimensionalanalysisonmovement.Themeasuredelectromyogram signal
wastransformedintoamuscularactivitybytaking RMS.Byusing a3-D
analysis,akineticanalysiswasperformed.Forakineticanalysis,ADAMSand
Lifemod,inversedynamicmodelingprograms,wereadopted.Afterforminga
segment,joint,andmuscle,etc.andsettingstrengthandbrakingonajoint
and amuscle,theupperlimbs’muscularskeleton modelwascreated.The
muscleformedandeachmusclesoformedisattachedtoaparticularpartin
humanbody’ssegmentandperformsanmusculartensionanalysis.Afterthat,
amarkerposition obtained and amovementpath from athree-dimensional
movementanalyzing system,a reflection markerand a motion agentwere
united and theinterpretation on amuscularskeleton modelwasperformed.
Through ainversedynamicanalysis,4tensionsin muscleand wristjoint
torqueanalysiswereperformed.Theresultisasfollows:

1.Incaseofperformingaflexion/extensionexerciseofawristjoint,in
termsofaflexion/extension angleofawristjoint,an affectedhand
wasbiggerthanadeaffectedhandforbothannormalsubjecstanda
hemiplegia patient.And the maximum flexion/extension angle fora
deaffected hand occurslatein termsoftimein comparison with an
affectedhand.

2.In caseofperforming aflexion/extension exerciseofawristjoint,in
termsofawristjoint’sangle,annormalsubjectsflexion/extensionangle
occurssimilarly.However,in hemiplegiapatient,aextension angleis
smallerthanaflexionangle.But,themaximum flexion/extension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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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deaffectedhandoccurslateintermsoftime.
3.In caseofperforming aflexion/extension exerciseofawristjoint,a
wristjointtorqueisproportionaltoawristjointflexion/extensionangle
forbothannormalsubjectsandahemiplegiapatient.Anaffectedhand
torqueisbiggerthandeaffectedhand.Intermsoftime,themaximum
flexion/extensionangleforadeaffectedhandoccurslateincomparison
withanaffectedhand.

4.In caseofperforming aflexion/extension exerciseofawristjoint,in
termsofawristjoint’smusculartension,ifaflexion/extensionangleof
awristjointincreases,bothnormalsubjectsandahemiplegiapatientget
bigger.Anaffectedmuscletesnionbiggerthanadeaffectedhand.

5.Incaseofannormalsubjects,awristjointinaffectedandawristjoint
indeaffectedareallrelated.Incaseofahemiplegiapatient,awristjoint
inaffectedpartthatapatientcancontrolforoneselfhasarelationwith
amusculartensionandamuscularactivity.However,therelationcould
notbefoundoutincaseofawristjointindeaffectedthatonecannot
controlforoneself.

From theaboveresult,itwas found outthatin caseofperforming a
flexion/extensionexerciseofawristhandbyusingasymmetricwristexercise
system performed.Inthisstudy,akinematicsanalysisonannormalsubjects
andahemiplegiapatient,adirectkineticanalysis,andacomparison/analysis
onamusculartensionandamuscularactivitywerepossible.Itisexpectedto
beappliedtoakinematicsanalysisonahemiplegiapatientthroughadirect
kinematicsanalysisviakineticanalysisonthebasisofaresearch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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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wristflexion/extension,3-D motionanalysis,muscleactivities,
muscleforce,wrist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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