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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esign of the MVS & Design

( ) ( ) ( )s elbowx t x t f q= -

1. 서론

최근 산업, 의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의도파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인체 동작 시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량 측정 

방법과 생체신호 변화량 측정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생체신호 측정 방법 중 동작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전도(EMG, electro-
myogram)는 인간-기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분

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피부표면에 정확히 부착하

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 될 수 있다. 반면, 물리적 측정 방법으로는 

일본의 Nagasaki 대학에서는 근경도 센서(MSS, 
Muscle stiffness sensor)를 개발하였다.1 그러나 센서

에 돌출부가 존재하여 신체에 부착 시 피부의 통증

을 유발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의 

Hokkaido 대학에서는 근육 밀도 변화에 따른 파형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2 하지만 근육 밀도를 이용하

여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경우 외란에 

민감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개발된 센서들의 단점의 

개선하기 위하여 근육의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를 

측정하여, 인간-기계 상호 작용 기술에 이용할 수 

있는 근 부피 센서(MVS, Muscle Volume Sensor)를 

개발하였다.  

2. 근 부피 센서 (MVS)
근육 활성화에 의한 근육 부피의 변화로 근육의 

생리학적 단면적(Physiological Cross-Sectional 
Area, PCSA)을 구할 수 있다.3 이에 따라 부피 변화

에 따른 근육의 단면적 변화를 측정하여 근육의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육의 

단면적 변화를 근육의 둘레변화로 가정하여 측정

부와  고정부로 구성된 MVS 센서를 개발하였다.
Fig. 1과 같이 측정부는 단면적 둘레의 변화인 

길이의 변화량을 와이어를 통해 회전의 변화량으

로 변환시켰으며, 그 회전량을 엔코더로 측정하였

다. 또한 회전형 스프링을 사용하여 풀어진 와이어

를 수축 시 되감을 수 있도록 탄성력을 갖게 설계 

하였다. 고정부는  근육의 변화를 측정부로 전달하

는 역할과 착용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

된다. 그리고 근육 부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성

력을 가진 밴드와 결합하였다. 

3. 근육 부피 신호 보정 알고리즘

인간의 근육 단면적 변화는 크게 관절의 각도에 

따라 근육 형상이 변화하는 기구학적 변화와 사람

의 의도에 따라 변화하는 근육 활성화에 의한 변화

로 나눌 수 있다. 식 (1)과 같이 근육 활성도 측정을 

위하여 보정을 통하여 기구학적인 요인을 제거하

였다.

 는 센서에서 측정되는 근육의 단면적 변화량이

며,       는 팔꿈치 관절각도 변화에 의한 기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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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ized Muscle activation signal according to the joint angle

Table 1 Average of the normalized muscle activation
5 Nm 10 Nm 15 Nm

Avg. Value 0.131 0.32 0.48

근육의 단면적 변화로 표현된 함수이다. 
     는 3차 다항식 형태로 표현되며 polynomial 

coefficients (  )는 polynomial curve fitting 기법을 사용하

여 도출한다. (식.2)

4. 실험 및 결과

피 실험자의 상완부에 MVS를 부착하고, 다 관절 

재활 장비인 KIN-COM을 사용하여 부하에 따른 

MVS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무 부하 동작을 수행하여 획득한 센서의 신호와 

각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정알고리즘을 거쳐 

Polynomial coefficients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센서를 보정 한 후, 부하실험인 등장성 수축 운동

(isotonic contraction)을 관절 부하 5, 10, 15Nm으로 

변경하면서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MVS
의 근육 활성화 신호를 정규화 하여 3명의 데이터를 

부하별로 분류하여 동작 각도와 함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2에서는 실험 결과 부하가 증가함

에 따라 측정된 근육 활성화 신호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부하에 따른 MVS 
신호의 근육 활성도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서 3명의 수치를 평균화 하여 Table.1 과 

같이 나타내었다. 부하가 5Nm씩 증가함에 따라 

근육 활성도는 약 0.16씩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할 

필요 없이 의복 위에 착용이 가능하며, 착용 시 

이질감이 적고, 외부 노이즈 영향이 적은 근 활성도 

측정센서 MVS를 개발 하였다.
  근육 부피변화와 근 활성도의 관계를 이해하였

으며, 개발된 MVS의 근육 활성화 신호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하에 따른 MVS의 활성화 변화를 측정하

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5, 10, 15Nm로 관절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MVS 신호의 근 활성도는 

약 0.16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MVS를 통한 근육 활성화 측정 성능을 검증하였으

며, 추후 인체 근육 모델을 활용하여 관절의 토크 

추정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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