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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EMG 신호를 기반으로 컬-덤벨 운동의 운동량을 분석하고 각 근육별 최  운동량을 

정의하여 운동을 가이드(guide)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운동·체육학 분야에서의 EMG 

신호 분석  활용 범 를 넓힐 수 있으며, 사용자는 컬-덤벨 운동  각 근육별 운동량  이에 한 

성을 안내받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컬-덤벨의 운동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1. 서론

   의학, 재활 등의 분야에서는 EMG (Electromyogram)

신호 분석  활용 련 연구가 오래 부터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운동·체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미

약하며 부분이 운동이나 운동 련 제품의 효과를 검증

하기 한 것에 치 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MG 

신호를 기반으로 무산소 운동의 한 종류인 컬-덤벨 운동

의 운동량을 분석하고 각 근육의 최  운동량을 정의하여 

운동을 가이드(guide)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

법으로 컬-덤벨 운동 수행 시 각 근육별 운동량을 분석하

여 사용자의 올바른 동작 수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다.

2. 컬-덤벨

   컬-덤벨 운동은 상완이두근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으로, 이고 손쉬우면서도 자세의 정확성이 요구

된다. 본 운동은 다음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수행한다.

① 팔꿈치의 윗부분인 상완을 몸통 방향으로 붙여 고정하

고 팔 체를 아래로 내린다.

② 이두근을 사용하여 덤벨을 가슴까지 끌어올렸다가(수

축) 천천히 내려 처음 자세로 복귀한다(이완). 

   컬-덤벨 운동에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상완이두근이

며, 부차 으로 완굴곡근이 사용된다. 운동의 목 이 되

는 상완이두근을 올바르게 발달시키기 해서는 하완을 

제외한 신체 부 는 고정되어야 하며, 잘못된 자세로 운동 

수행 시 어깨의 삼각근 등으로 덤벨의 량이 분산되어 

운동 효과가 낮아지며, 부상을 래할 수도 있다[1].

3. EMG(Electromyogram)

   EMG는 근육의 활동 를 기록한 곡선이다. EMG의 

기록법으로는 피부 표면에 극을 붙여 근육의 활동 류

를 기록하는 표면도출법과, 침상 극을 근육에 꽂아 근섬

유군의 동기  활동을 기록하는 침 극법이 있으며, 운동·

체육학에서는 주로 표면도출법을 사용한다. 획득한 EMG 

신호를 통해서는 근육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근육의 활동량은 iEMG(Integral EMG; 분근 도)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높은 iEMG 값은 높은 근육활동량

을 의미하며 iEMG값의 비교는 운동간의 비교 분석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한 iEMG 기반의 NEMG(Normal 

EMG; 표 근 도)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들  특정 근육

의 기여도를 반 하는 척도로서, 이를 통해 주동근의 양상

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NEMG

를 기반으로 컬-덤벨 운동에 한 각 근육의 운동량을 세

하게 분석하 다.

4.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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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컬-덤벨 동작에서 NEMG 기반의 근육별 운동량 분석

   NEMG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들  특정 근육의 기여

도를 반 하는 척도로, 이를 구하는 공식은 (수식 1)과 같

다[2].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올바른 자세로 컬-덤벨 운동

을 수행했을 때의 근육별 NEMG를 기 으로 하여 사용자

가 운동 수행 시 각 근육의 NEMG가 이와 유사할수록 올

바른 운동으로 단한다. 이는 컬-덤벨 운동의 각 동작에

서 수행되며, 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함

으로써 올바른 동작으로의 컬-덤벨 운동을 유도한다. 이 

때, NEMG를 활용하기 해서는 컬-덤벨 운동에서 잘못 

사용되기 쉬운 근육을 선정하고 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근

육들과 함께 체근육으로 선정해야 한다. 컬-덤벨 운동

의 주 사용 근육과 부 사용 근육은 상완이두근과 완굴

곡근이며,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 을 때 가장 개입하기 쉬

운 근육은 삼각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세 개의 근육을 컬-덤벨 운동의 상  운동량 측정을 

한 체근육으로 선정하 다. 한 운동 수행 시 순수하

게 근육의 수축  이완 동작으로 발생하는 힘을 확인하

기 해 덤벨을 들고 있는 이완 기 상태에서와 수축 

기 상태에서의 힘을 컬-덤벨 운동의 이완  수축 동작에 

한 iEMG에서 각각 제하 다. 이로써 컬-덤벨에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의 보다 정확한 NEMG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컬-덤벨 운동 동작에 한 성 

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컬-덤벨 동작에 한 각 근육의 최  NEMG 정의

  본 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컬-덤벨 동작의 주요 

사용 근육들 간 최  NEMG를 정의하기 한 실험 모듈

을 구 하 다. 실험 모듈은 실제 사용 환경에 합한 안

드로이드 랫폼의 모바일 환경에서 구 하 으며, EMG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휴 형 무선 표면 극과 구 한 

모듈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 다. 

① 실험 상

 - 표  수 의 근육량을 지닌 20  남녀 3명

 - 덤벨 무게 : 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반복하는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리없이 8~10회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최  무게

② 실험 방법

 - 이완 기 상태에서의 iEMG 획득

 - 수축 기 상태에서의 iEMG 획득

 - 올바른 동작으로 컬-덤벨 운동 10회씩 3세트 수행

③ 실험 결과

  올바른 자세로 한 무게의 덤벨을 이용하여 컬-덤벨 

동작을 수행했을 때의 근육별 NEMG 범 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운동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이두근의 평균 NEMG 범 는 38.4~42.1%이며, 실험 

결과에 따라 올바른 컬-덤벨 동작에 한 최  NEMG를 

38.4~42.1%로 정의하 다.

전체근육
특정근육

×

(수식 1) NEMG 공식

No. 성별 나이 근육량
사용

덤벨

근육별 NEMG 평균

삼각근 이두근 완근

1 남자 26 35.8kg 8.5kg 28.5 42.1 29.4

2 남자 27 33.5kg 5.5kg 27.8 36.1 36.1

3 여자 25 20.1kg 2.5kg 30.3 38.4 31.3

<표 1> 올바른 컬-덤벨 동작에 한 근육별 NEMG 평균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EMG 신호를 기반으로 컬-덤벨 운동 

 각 근육별 세 한 운동량을 검출함으로써 올바른 컬-

덤벨 동작을 가이드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한 

EMG 측정 근육을 선정하고 근육별 최  NEMG를 정의

하 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는 컬-덤벨 운동 수행 시 

각 근육별 운동량  이에 한 성을 안내받아 올바

른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방

법으로 컬-덤벨의 운동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EMG 신호 기반의 체계  운동 보조를 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추후 충분한 실험 표본 확보  실험 

수행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근육별 최  NEMG 범 를 정

의할 것이며, 사용자 개인의 특성에 최 화된 운동량 분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컬-덤

벨 운동을 체계 으로 보조할 수 있는 통합된 운동 보조 

SW를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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