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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근피로를 추정하기 위해 

중앙주파수 혹은 평균주파수가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중앙주파수와 평균주파수는 민감도가 

낮아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다양한 주파수 

분석을 이용한 근피로 추정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1-2].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많고 주파수-시간 

분해능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Kim 

등 [3] 은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수 성분과 

저주파수 성분의 비율로 근피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필터의 

통과 대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필터기반 근피로지수의 고주파대역 

필터의 정지주파수를 관절파워와의 상관계수를 

최대화 하도록 최적화하여 선정하려 하였다. 

    

2. 방법 
 

이 연구에서는 27 명의 건강한 성인남자가 

등속성운동기구 (Biodex System 3, Biodex 

Medical Systems, US) 위에서 무릎 관절의 신전 

운동을 하였다. 실험 프로토콜은 기존 연구의 

실험방법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3]. 10 

repetition maximum (10RM) 을 측정하여 측정한 

부하로 등장성운동을 하였고, 10 번의 신전 

운동을 5 세트, 세트간 휴식시간은 2 분이었다.  

근전도 측정장비 (MyoSystem 1200, Noraxon 

Inc., US) 를 이용하여 대퇴직근 (RF), 내측광근 

(VM), 외측광근 (VL) 의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등속성운동기구에서 관절 각도, 각속도, 토크 

가 근전도 신호와 함께 1kHz 로 수집되었다.  

무릎을 신전하는 동안의 데이터만 사용 

되었고, FIhlrOPT 는 고주파대역 필터의 

정지주파수를 관절파워와의 상관계수를 

최대화하도록 최적화하였다. 각 근육마다 

중앙주파수 (Fmed), Dimitrov 의 근피로지수 

(FInsm5), FIhlrOPT 를 계산하여 관절파워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근피로지수와 관절파워의 상관계수에서 

FIhlrOPT 가 가장 높았다 (Table 1). 이는 FIhlrOPT 

가 기존의 피로지수들 보다 강도높은 등장성 

운동에서의 피로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근육의 고주파대역필터 

정지주파수는 350Hz 근처로 비슷하였다 (Table 

2).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비슷하고 (RF: 360Hz 

[3]), 여러 근육에서 비슷한 주파수가 나온 

것으로 하나의 정지주파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Fig. 1 은 관절파워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대퇴직근의 FIhlrOPT 를 보여주고 있다. 

횟수에 따른 관절파워의 변화를 FIhlrOPT 가 잘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활성전위의 200Hz 이상의 성분이 피로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4].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고주파수 성분의 감소는 피로에 

따른 활동단위 활성화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주파수 성분의 증가는 활동단위 

활성전위의 면적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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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hlrOPT 가 피로상황에서 관절 파워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G 

indices and peak power output 

 Fmed FInsm5 FIhlrOPT

RF 0.60±0.17 -0.38±0.21 0.81±0.08

VM 0.19±0.24 -0.13±0.15 0.56±0.23

VL 0.14±0.21 -0.17±0.26 0.52±0.24

 

Table 2 Optimized cut-off frequencies of high-pass-

filter in different muscles  

 RF VM VL BB

Cut-off frequencies 

of high-pass-filter  

353.3

±49.5Hz

343.9

±34.2 Hz

353.7

±36.1 Hz

362.3

±28.2 Hz

 

1 
Fig. 1 Peak power and FIhlrOPT of RF muscle during 

exercise. (a) Peak power; (b) FIhlrOPT; (c) 

linear representations of peak power versus 

FIhlrOPT for all subjects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FIhlrOPT 의 고주파대역 필터 

정지주파수를 최적화하여 결정하려고 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른 근육에서 비슷한 

정지주파수가 나왔고, 이는 하나의 

정지주파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FIhlrOPT 가 피로에 

따른 관절파워의 변화를 잘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한가지 운동에서만 

최적화를 수행한 점이다. 차후 다양한 운동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고주파대역필터의 

정지주파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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