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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ardiogram (ECG) is a widely used method to diagnose electrical activity of heart. Although it is a reliable and 
easy method, ECG could be interfered by electrical signals. One of the interfering signals is electromyogram (EMG) 
that is caused by muscle contraction in any parts of the body except heart. To avoid the EMG noise, an examinee is 
advised to be relaxed on supine position while measuring ECG. Sometimes, patients who can't put their arms and legs 
down on bed due to some reasons such as cast on arms or legs necessarily have the EMG noise. But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w much of the noise could be induced by positional change of arms and legs has not been reported. Here we 

examined the noise by analyzing ECG data from 14 candidates, 7 males and 7 females. The ECG data was obtained using 
the standard 12 lead ECG. EMG noise was induced by raising arms and legs at 90°, 60° or 30°. Because arms are 
located close to the heart, noise by the raised arms was analyzed toward left or right arm separately. All of the examinees 
showed similar pattern of the EMG noise. EMG noise by positional change of left or right arm was clearly monitored in 
different limb leads. Change of leg positions induced the noise that was monitored in aVF of augmented leads and II 
and III of limb leads. There was a difference in degree of the noise between male and female examinees. In addition to 

the EMG noise, decrease of PR interval was monitored in particular positional changes, which was prominent in male 
examinees. These results will enlarge fundamental understanding about EMG noise in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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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는 사람의 체표면에서 심

장의 전기적 활성도를 고통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

법이다. 사용이 간단하고 심장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측

정할 수 있어서 많은 병원에서 1차적인 심장질환의 진단

에 사용하고 있다. 심전도 측정기는 심장근육에서 발생하

는 탈분극과 재분극의 전기적인 과정을 받아들인 뒤 이를 

증폭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장비이다. 이 장비를 이용하

여 심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심장의 박동, 리듬 및 심장 내 

전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전도를 측정함으

로 부정맥, 심장 내부 구조의 변화, 심낭질환, 전해질 불균

형, 중독, 전도계통의 이상 등을 감지할 수 있다(Simonson, 

1958). 특히 고령화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심장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통 사전징후를 보이지 않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질환의 진단에 심전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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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중인 심전도 장비는 네덜란드의 생리학자 에

인트호벤(Willem Einthoven)이 개발한 현선전류계(String 

galvanometer)에 기반하며 이 방법을 통해 현재 사용중인 

P, Q, R, S 및 T 파형이 확립되었다. 에인트호벤의 개발 이

후 토마스 루이스(Thomas Lewis)와 다른 연구자들이 심장 

앞에서의 단극유도법을 개발하였다(Burch, 1978). 프랭크 

윌슨(Frank Wilson) 등은 VR, VL, VF의 단극팔다리 유도를 

개발하였고 후에 엠마누엘 골드버거(Emmanuel Goldberger)

가 윌슨의 방법을 50% 더 증폭시켜 증폭(augmented) 단

극팔다리 유도를 개발하였다(Planck, 1945). 현재는 이 방

법들을 종합한 표준12유도 심전도법이 사용되고 있다. 심

전도는 간편히 심장의 전기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안

정된 방법이지만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땀이나 피부 분비물로 인한 전극접촉

이 느슨해지거나, 몸 위의 털로 인한 접촉불량, 환자의 움

직임이나 호흡 등으로 인한 바닥선 동요, 전자기장의 간

섭으로 인한 바닥선 동요, 인공심장보조기 착용자에서 발

생하는 간섭파형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간섭을 없애

기 위해 심전도 측정 시 대상자는 심신이 안정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실내의 온도, 습도 및 광도 등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심전도 측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

한 외부 조건과는 상관없이 운동 중에 심전도를 측정하는 

경우나,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몸의 떨림이 있는 경

우에 근전도(electromyogram, EMG) 혼입이 발생한다. 파킨

슨병이나 알코올금단증상, 분노, 다발성 경화증, 마약류의 

복용 등의 환자에서의 근전도 혼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팔다리 등에 깁스를 하거나 마비 등으로 앙와위 자

세(supine position)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도 근전도 혼입

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팔다리의 자세 변화가 어

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유도에서 근전도 혼입을 일으키는

지는 조사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팔다리의 자

세 변화가 어떤 형태로 심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

고자 하였다. 좌, 우 각각의 팔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여

기에 다리 자세의 변화를 더해서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표준12유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심전도 용지를 이용하

여 0.1 mV 이상의 근전도 파형의 혼입부터 시작하여 0.1 

mV씩 증가할 때마다 한 단계 높은 근전도 혼입으로 표

시하였다. 실험의 결과를 통해 좌, 우 팔의 자세 변화가 

어느 유도에서 근전도 혼입을 일으키는지, 어느 정도의 각

도에서 가장 큰 근전도 혼입이 일어나는지는 확인하였다. 

아울러 근전도 혼입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였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서 근전도 혼입 시 PR 간격(PR 

interval)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좌, 우 팔

과 다리의 자세 변화에 따른 근전도 혼입의 양상을 정량

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검사에서 팔

다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전도 검

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

러 근전도 혼입이 특정 심전도 간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심전도 측정은 20대 남녀 각 7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대상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전에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실험에 동의하였다. 모든 실험은 호

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실

험을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으며 실

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심전도 측정을 위해서 GE사의 Mac 2000 심전도 기기

를 이용하여 표준12유도를 측정하였다. 전극의 부착은 손

목 위쪽 10~15 cm, 발목 위쪽 10~15 cm에 팔다리 전극을 

부착하였고, 가슴전극은 다음과 같이 부착하였다. V1 전극

은 넷째 갈비뼈, 복장 뼈 오른쪽에 부착, V2 전극은 넷째 

갈비뼈, 복장 뼈 왼쪽에 부착, V4 전극은 다섯째 갈비뼈, 

빗장뼈 중간 선에 부착하고 V2와 V4를 부착한 중간에 

V3 전극을 부착하였다. V6 전극을 V4와 수평이 되도록 왼 

겨드랑이 선에 부착하였고, V5 전극은 V4와 V6사이에 수

평으로 부착하였다. 

피검자는 머리부분과 다리부분이 각각 30° 상승되도록 

조정된 침대에 앙와위 자세로 누운 상태로 심전도 측정을 

하였으며, 특히 손과 발이 침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피검자는 5분 간 누워 안정을 취한 뒤 심전도 

측정을 하였다. 근전도 혼입을 위한 실험을 위해서는 전

극을 부착하고 왼팔, 오른팔, 양쪽 팔을 손가락까지 편 상

태로 각각 90°, 60°, 30° 들어올린 후 그 자세를 10초 간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다리 각도

는 다리와 발이 일직선이 되도록 90°, 60°, 30° 들어올린 

후 자세를 10초 간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심전도를 측

정하였다. 팔의 각도는 어깨 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다리의 각도는 대퇴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근전도 혼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

다. 앙와위 자세에서 측정된 심전도를 기준으로 각 유도

에서 근전도 혼입에 의한 전위차이가 없을 경우 (-)로 표

시하였다. 바닥선을 중심으로 0.1 mV 이하의 범위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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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혼입이 있을 경우 (+), 0.1 mV 초과 0.2 mV 이하의 

범위에서 근전도 혼입이 있을 경우 (++), 0.2 mV 초과 

0.3 mV 이하의 범위에서 근전도 혼입이 있을 경우 (+++), 

0.3 mV 초과 범위에서 근전도 혼입이 있을 경우 (++++)

로 표시하였다. 

심전도 파형의 분석을 위해서 RR 간격, QRS 간격, PR

간격, QT 간격을 측정하였다. 앙와위 상태에서 측정된 심

전도 간격과 비교하여 팔 또는 다리의 자세 변화를 통해 

각 간격에서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경우 t 검정을 통해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간

격들은 모든 유도에서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

하였다. 

 

결  과 

근전도 혼입 측정을 위한 자세 

근전도 혼입을 유도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90°, 60°, 30°

씩 들어올렸다(Fig. 1). 팔의 경우 좌우를 함께 들어올리거

나 따로 구분하여 들어올렸고, 다리의 경우는 좌우를 함

께 들어올렸다. 팔다리 움직임에 의해 바닥선의 동요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자세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여 

바닥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이러

한 방법으로 측정 시 심전도 각 유도에서 근전도가 혼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팔다리 자세 변화에 따른 근전도 혼입 양상 

각각의 팔다리 자세를 취했을 때 혼입되는 근전도의 전

위 값을 앙와위 자세에서의 전위와 비교하여 변화된 전위

차(mV)를 정량적으로 표시하였다. 오른쪽 팔을 각각 90°, 

60°, 30° 들어올렸을 때 팔다리유도 I과 II 유도에서 근전

도 혼입이 발견되었고 III 유도에서는 혼입이 측정되지 않

았다. 단극유도에서는 aVL보다 aVR 유도에서의 근전도 

혼입이 뚜렷하였다. 왼쪽 팔을 각각 90°, 60°, 30° 들어올

렸을 때 팔다리유도 I과 III에서 근전도 혼입이 발견되었

고 II 유도에서는 혼입이 측정되지 않았다. 단극유도에서

는 오른쪽 팔을 들어올렸을 때와 반대로 왼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aVR보다 aVL 유도에서의 근전도 혼입이 뚜

렷하였다. 가슴유도에서는 왼쪽 팔을 60°, 30° 들어올렸을 

때 V5와 V6 유도에서 근전도 혼입이 증가되었다. 양쪽 

팔을 모두 들어올렸을 경우 60°, 30°에서 V5와 V6 유도에

서 측정된 근전도 혼입에 더해서 V3와 V4 유도에서도 근

전도 혼입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양쪽 팔을 90°를 

들어올렸을 경우에서도 한쪽 팔만 들어올린 경우와는 다

르게 V6에서 근전도 혼입이 증가하였다(Table 1-A). 양쪽 

Fig. 1. Positional changes of arms and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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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각각 90°, 60°, 30° 들어올린 경우 팔다리유도에서

는 II와 III 유도에서 근전도 혼입이 뚜렷하였고, 60°, 30°

를 들어올린 경우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단극유도

에서는 aVF에서 근전도 혼입이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30°

를 들어올린 경우에 근전도 혼입이 모든 단극유도에서 증

가하였다. 가슴유도에서는 V4, V5, V6 유도에서 근전도 

혼입이 뚜렷하였다(Table 1-A). 

근전도 혼입의 남녀 차 

남성과 여성에서의 팔다리 자세 변화에 따른 근전도 

혼입을 비교하기 위해 남녀의 결과를 따로 떼어내어 비

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에서의 근전도 혼입이 여성보

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팔다리 유도에서 왼쪽 

팔을 들었을 때의 II 유도와 오른팔을 들었을 때의 III 유

Table 1. EMG noise recorded by a standard 12-lead ECG 

(A) 

 Mean I II III aVL aVR aVF V1 V2 V3 V4 V5 V6 

Normal - - - - - - - - - - - - 

LA90° ++  - ++  ++  + + + + + + + + 

LA60° +++  - ++  ++  + + + + + + ++  ++  

LA30° +++  - +++  ++  + + + + + + ++  ++  

RA90° ++  ++  - + ++  + + + + + + + 

RA60° ++  ++  - + ++  + + + + + + + 

RA30° ++  ++  - + ++  ++  + + + + + + 

RLA90° ++  ++  ++  ++  ++  + + + + + + ++  

RLA60° +++  ++  ++  ++  ++  ++  + + ++ ++  ++  ++  

RLA30° +++  ++  +++ ++  ++  ++  + + ++ ++  ++  ++  

RLL90° + ++  ++  + + ++  + + + + ++  ++  

RLL60° + +++ +++ + + +++ + + + ++  ++  ++  

RLL30° + +++ +++ ++  ++  +++ + + + ++  ++  ++  

Fig. 2. A Representative ECG recording have EMG (Electromyogram)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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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남성에서도 근전도 혼입이 관찰되지 않았다. 여

성에서 근전도 혼입이 나타나지 않았던 단극유도와 가슴

유도의 경우에서는 0.1 mV 이하 정도의 근전도 혼입이 증

가된 것이 남성에게서 관찰되었다(Table 1-B, C). 

근전도 혼입에 따른 심전도 간격의 변화 

근전도 혼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심전도 파형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RR 간격, QRS  

Table 1. Continued 

(B) 

 Female I II III aVL aVR aVF V1 V2 V3 V4 V5 V6 

Normal - - - - - - - - - - - - 

LA90° ++  - + + - - - - - - + + 

LA60° ++  - ++  + + - - - - + + + 

LA30° +++  - +++  ++  + + + + + + + ++  

RA90° + + - - + + - - - - - - 

RA60° ++  + - - ++  + - - - - - - 

RA30° ++  ++  - + + + + - - + + + 

RLA90° ++  + + + ++  + - - - - + + 

RLA60° ++  ++  ++  ++  ++  + + + + + + + 

RLA30° ++  ++  ++  ++  ++  ++  + + + + ++  ++  

RLL90° - ++  ++  + + ++  - - - + + + 

RLL60° - +++  +++ +  + +++ + + + ++  ++  ++  

RLL30° + +++ +++ ++  ++  +++ + + + + ++  ++  

(C) 

 
Male I II III aVL aVR aVF V1 V2 V3 V4 V5 V6 

Normal - - - - - - - - - - - - 

LA90° ++  - ++  ++  + + + + + + + ++  

LA60° +++  - +++  ++  + + + + + ++  ++  ++  

LA30° +++  - +++  ++  + + + + + ++  ++  ++  

RA90° ++  ++  - + ++  + + + + + + + 

RA60° +++  +++ - + +++ ++  + + + ++  + + 

RA30° +++  +++ - ++  +++ ++  ++  + + + + + 

RLA90° ++  ++  ++  ++  ++  ++  + + + + ++  ++  

RLA60° +++  +++ +++ +++ +++ ++  ++  ++  ++  ++  ++  ++  

RLA30° +++  +++ +++ +++ +++ ++  ++  ++  ++  ++  ++  +++ 

RLL90° + ++  +++ ++  ++  +++ + + + ++  ++  ++  

RLL60° + +++ +++ ++  + ++  + + ++  ++  ++  +++ 

RLL30° ++  +++ +++ ++  ++  +++ + + + ++  ++  ++  

Normal indicates remaining in supine position. RA and LA indicate right arm and left arm respectively. RLA indicates both of right and 
left arms. RLL indicates both of right and left legs. The numbers next to the RA, LA, RLA, and RLL indicate angles of arms and legs raised.
(-) indicates no EMG noise, (+) indicates EMG noise of 0.1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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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PR 간격, QT 간격을 측정하여 앙와위 상태에서 측

정된 심전도 간격과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시간 변화

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지를 t 검정으로 분석하여 P 값

으로 나타내었다.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는 유의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명하였고, 0.01 이하인 경우는 매우 유

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오른팔이나 양다리

를 30° 들었을 경우 남성에서 PR 간격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3A). 여성에서도 오른팔이나 양다리를 30° 

들었을 경우 PR 간격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3B). 남녀 결과를 합하여 분석

할 경우, 양다리를 30° 들었을 경우 PR 간격이 줄어드는 

것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졌다(Fig. 3C). 비록 PR 간격이 

줄어들었지만 양다리를 30° 들어올려도 RR 간격의 변화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Data not shown). 

 

고  찰 

 

심전도 측정 시 혼입되는 근전도는 정상적인 측정을 방

해하는 신호이다. 반대로 근전도 측정 시에도 심전도의 

혼입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거하는 방법도 보고되었다(Lu 

et al., 2009). 심전도 측정 시 근전도의 혼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

반적이다. 하지만 근육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질환을 가지

고 있는 환자나 엠블런스에서 심전도를 측정할 경우에서

는 어쩔 수 없이 근전도 혼입이 발생하므로 기기적으로 

근전도 혼입을 걸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Cherkassky and Kilts, 2001; Blanco-Velasco et al., 2008; Mithun 

et al., 2011).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표준12유도 심전도 기기는 근전도 혼입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팔 또는 다리의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의 근전도를 

유발하고, 혼입된 근전도의 특이성을 이해한다면 정확한 

심전도 결과 판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험의 결과 팔의 위치 변화가 있는 경우에서는 좌측 팔

인지 아니면 우측 팔인지에 따라 근전도 혼입이 서로 다

른 심전도 유도에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팔

다리 유도 측정법의 측정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이

다. 다리의 위치 변화를 유도할 경우에는 심전도 측정전

극은 왼쪽에, 접지전극은 오른쪽 다리에 부착하므로 팔의 

위치 변화와는 다르게 좌우 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두 다

리를 모두 함께 드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경

우 단극유도의 aVF, 팔다리유도의 II와 III 유도 등 다리 

쪽 방향의 축을 가지고 있는 유도에서 근전도 혼입이 잘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슴유도의 경

우에서는 더 좌측에 위치한 V4, V5 그리고 V6 유도에서 

더 큰 근전도 혼입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어느 유도에서 근전도가 혼입되는지를 확인한다면 팔다리 

어느 부위의 근육에서 근전도가 발생하는지를 예측 가능

하게 된다. 

Fig. 3. PR interval decrease by EMG noise. normal indicates 
remaining in supine position, RA30 indicates raise of right arm at 
30 degree, and RLL30 indicates raise of right and left legs at 3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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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면에서 기록되는 근전도의 혼입은 심전도 용지의 

넓은 부위에 걸쳐 작고 연속적인 파형을 만든다. 이 형태

는 QRS군에 집중되어 큰 한 개의 파형을 생성하는 심전

도 파형과 크게 구분된다(Gabriel et al., 2007). 그래서 근전

도 혼입은 파형의 형태를 보고 쉽게 구분해낼 수 있으며 

그 혼입의 크기는 파형의 크기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 예

로 근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남성에게서 같은 각도의 

팔다리 위치 변화에도 근전도 혼입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을 들 수 있다. 남성에게서 근전도 혼입 시 심전도 

PR 간격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징

이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근전도 혼입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과 특정 형질의 연관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in and Jung, 2015). 하지만 줄어든 간격이 정상 간

격에서 벗어날 정도로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R 간격(interval)은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P파의 시작

부터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Q파의 시작 전까지의 시

간을 나타내며 정상적으로 120 ms (millisecond)의 기간을 

갖는다. PR 간격이 매우 짧아지는 경우는 동맥의 상처나 

심막염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dley et al., 

2002). 이번 실험에서 근전도 혼입에 의한 PR 간격의 감

소는 측정되었으나 RR 간격은 일정한 것으로 보아 심장

박동이 증가해서 짧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PR 간격의 감소는 오른팔이나 양다리를 30° 들었을 

경우에서만 측정되었고, 왼팔을 30° 들었을 경우에서는 감

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인 결과이다. 

이번 실험 결과는 심전도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전

도 혼입의 양상을 팔다리의 움직임을 통해 정량적으로 나

타내었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임상에서 심전도 측

정 시 근전도 혼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남녀 간의 근전도 혼입의 차이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혔

고, 근전도 혼입으로 인해 심전도의 특정 간격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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