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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체의 근골격계 모델에서는 각 근육이 따로 힘을 발생

시키지만 주동근과 길항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절 각도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많은 사
람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와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람이 움직일 때 근육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

끼로 남아있다. 근육들의 역할은 각 근육이 어느 동작을 
할 때 얼마만큼의 힘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기본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근육의 힘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침
습적 방법으로는 근력 변환기가 있지만, 이는 정확성이 떨
어지며 동적인 상황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침습적으로 근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하나

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근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1]. 
이는 목적함수를 정하고, 구속조건을 주어 문제를 푸는 방
식으로 1970 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2]. 목적함수

는 스트레스의 합, 스트레스 제곱의 합, 스트레스 세제곱의 
합 등 몇 가지가 제안되었고, 구속조건은 각 근육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가 관절 모멘트와 같다는 조건과 각 근력

은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정상인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나, 특성이 변해버린 
근육에 대한 조건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Hill-
type 근육 모델을 이용하여 근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근육 길이와, 근육 길이 변화율, EMG 신호, 그
리고 근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하게 된다. 
근육 길이의 변화와 EMG 신호로부터 구한 근육 활성도를 
근육 모델에 적용하면 근력을 구할 수 있다. 근육 길이나 
근육 길이 변화율을 알기 위해서는 근골격 모델이 필요하

며, 일반적으로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SIMULINK 는 각종 
제어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며, 근육 모델을 
구현하는 데에도 응용되고 있다[3]. 

이 논문에서는 SIMULINK 를 이용하여 관절각도로 근력

을 추정하는 알고리즘(Angle-to-Force)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상용 소프트웨어

와 비교 분석하였다. 
 

2. 방법  
2.1. 피검자와 실험 프로토콜 

피검자는 23 세 건강한 남성 1 명으로 근골격계 질환 경
험이 전혀 없었다. 실험은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를 5
번씩 반복하였으며, 이 실험을 총 3 번 실시하였다. 실험을 
하는 동안 6 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한 3 차원 동작분석

시스템(VICON, Motion Systems Ltd., 영국), 2 개의 힘측정판

(force plate; AMTI, 미국) 그리고 EMG 신호 측정시스템

(Motion Labs System, 미국)을 연동하여 1080Hz 의 샘플링율

로 측정하였다. EMG 신호는 발목관절을 제어하는 근육들 
중 내측비복근(Gastrocnemius medialis, GCM), 외측비복근

(Gastrocnemius lateralis, GCL) 그리고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TA)으로부터 얻었다. 

2.2. 근골격계 모델링 소프트웨어 
실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상용 근골격계 모델링 소프

트웨어인 SIMM(Musculographics Inc.,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Fig. 1). SIMM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근육 모델은 총 7
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F. E. Zajac 이 제안한 근육 모
델(Zajac’s Muscle Model, ZMM)을 사용하였다[4]. 

 

Fig. 1 Musculoskeletal model during heel-rise 
 
Fig.2 에서 볼 수 있듯이, Hill-type 근육 모델은 스프링과 

대쉬팟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육 길이 
변화에 의해 힘이 변화한다. SIMM 에서는 인체 데이터에 
기반한 근골격 모델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 길이 변
화값은 각 근육들의 해부학적 기시점(origin)과 부착점

(insertion)의 위치와 랩핑(wrapping) 알고리즘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근력은 근섬유길이-능동근력, 근섬유길이-수동근력, 
근섬유속도-근력 관계 그래프에 의해 근육의 길이 변화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다(Fig. 2). 

 

Fig. 2 Modified Hill-type muscle model 
 

2.3. 근력 추정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MATLAB(Mathworks Inc., 미국)과 

SIMULINK(Mathworks Inc., 미국)를 이용하여 ZMM 기반의 
근육 모델을 구현하였다. Fig. 3 은 SIMULINK 로 구현한 모
델을 나타낸 것이다. 근육 길이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절각도로부터 근육 길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Angle-to-Length). 관절각도로부터 근육 길이를 
추정하고 이를 입력으로 하여 근력을 추정하는 알고리즘

(Length-to-Force)을 통해 근력을 계산하였다. 

SIMULINK 를 이용한 근력 추정 알고리즘 
An Algorithm to Estimate Muscle Force using SIMULINK 

*손종상 1,  #김영호 1, 2 
*J. S. Son1, #Y. H. Kim(younghokim@yonsei.ac.kr)1, 2 

1연세대학교 의공학과, 2연세의료공학연구원 

 
Key words : muscle force, muscle length, simulink, musculoskeletal modeling, angle-to-force 

233



한국정밀공학회 2008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 3 Angle-to-Force algorithm implemented by SIMULINK 
 

2.4 두 방법의 비교 
 
발뒤꿈치 들기 동작을 할 때 SIMM 에서 얻은 근육 길

이와 근력, Angle-to-Force 로부터 얻은 근육 길이와 근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SPSS 12.0(SPSS Inc., 미국)을 이용하여 상
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 분석과 유의확률(significance 
of the correlation, p)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Fig. 4 는 발목관절의 각도를 나타낸 것이다. 발뒤꿈치만 
들었다 놓았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목관절의 각도가 
비슷한 모양으로 저굴과 배굴을 반복하는 결과를 얻었다. 

 

 
Fig. 4 Ankle joint angle during heel-rise 

 
Fig. 5 는 SIMM 에서 얻은 결과와 Angle-to-Force 로부터 

얻은 결과를 같이 그려놓은 것이다. 발목관절 저굴근인 
GCM 은 근육 길이에서 r=0.997, 근력에서 r=0.989 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두 값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GCL 역시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근육 길이: 
r=0.989, p<0.01, 근력: r=0.968, p<0.01). 발목관절의 배굴근인 
TA 에서는 본 실험에서 선정한 근육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근육 길이에서 완전히 일치(r=1)하였고 근력에서

는 r=0.998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 의 근육 길이와 근력

에서도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 < 0.01). 
 

 

 

 
Fig. 5 The results from SIMM (dashed) and Angle-to-Force (solid)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상면에서의 발목관절의 각도를 이용하

여 발목관절의 저굴/배굴을 제어하는 근육들의 길이 변
화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근력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ZMM 은 근육의 활성화만으로 근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르고, 구현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대의 길이가 아주 긴 근육이나 큰 힘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
문에 앞으로 수정해야할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이용

하면 관절각도만으로 근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시간으로 근력을 알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적용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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