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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EMG(Electromyogram) 신호 기반의 재활 치료용 VR(Virtual Reality) 랫폼을 제안한다. 
EMG 신호는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 신호로, EMG 신호를 활용하면 근육에 직 인 

움직임이 없어도 환자의 행동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MG 신호를 이용하여 환자의 

근육 움직임을 확인하며, 해당 움직임을 나타내는 VR 콘텐츠에 한 제안과 실제 제작 콘텐츠를 소개

한다. 실험 결과는 실제 근육 움직임에 한 인식률을 확인하 다.

1. 서론

   EMG(Electromyogram) 신호는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

하는 생체신호로,  근육(Skeletal Muscles)에서 발생

하는 기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신호이다. EMG 신

호를 사용하면 장애 환자에 한 신체  움직임에 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환자에 한 재

활 치료에 한 사용가능성이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

다.[1] 

 고령화  사고 후 환자의 회생률 증가에 따른 신체 장

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 3D 린터의 발 으로 의수 모형 제작이 간단

해져, 3D 린터 기반의 환자 맞춤형 의수를 제작하기 

해 정 하고 빠른 데이터 수집 방안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EMG 신호를 취득하여 환자가 움직이고

자 하는 의도를 악하여 그에 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수집 환경에 해서 제안하고, 이를 활용

한 의수 제작 데이터 획득  의수 사용 훈련용 

VR(Virtual Reality) 콘텐츠에 해서 제안한다. 이를 통

해 재활 훈련자의 근육 움직임을 VR 콘텐츠에 제시함으

로서 실제 움직임 없이도 가시 인 결과를 보면서 구체

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EMG(Electromyogram)

   EMG(Electromyogram) 신호는 근육 세포가 기  

는 신경학 으로 활성화 되었을 때, 근육 세포에 의해 생

성되는 기 이다. 이 때 발생하는 기 신호를 취득 

 분석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팔 는 다

리 움직임에 한 감지는 AHRS(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의 Roll, Pitch, Yaw의 정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EMG 신호 취득의 난이도가 

높으며, 취득한 신호에 한 신호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림 1) 다리 움직임에 한 EMG 신호[2]  

그러나 EMG 신호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AHRS를 활용

한 움직임 감지보다 더 섬세한 움직임에 한 감지가 가

능하며, AHRS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체 움직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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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보만 확인 가능하지만, EMG 신호를 사용할 경우 그

림 1처럼 정확하게 어떤 근육이 움직 는지에 한 정보

를 획득할 수 있으며, 움직임의 각 단계별 특징에 한 정

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2].

2.2 RMS(Root Mean Square) 필터

 EMG 신호는 신호 취득 후, 신호에 한 후처리(Post 

Process)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 한 EMG 신호를 사용

하고자 하는 목 에 따라 한 후처리 필터를 용해 

주어야 한 특징 추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용하고자 

하는 RMS(Root Mean Square) 필터는 다음과 같다.

 



 
 






RMS 필터를 용해  경우, EMG 신호의 실효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MG 신호가 특정 수 의 압을 

나타낼 때와 동일한 압 값을 나타내게 되고, 이 값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근육의 움직임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3].

3. EMG 신호 기반 재활 치료 VR 콘텐츠

 본 논문에서는 EMG 신호 기반의 재활 치료 VR 랫폼 

 콘텐츠에 해서 제안한다. 제안하는 재활 치료 랫폼

의 구성은 EMG 신호를 취득하고, RMS 필터를 용하여 

후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디바이스 부분과 블루투스 통신

을 통해 EMG 신호를 달 받아 사용자에게 VR 콘텐츠

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EMG 신호 취득  후처리를 담당하는 디바이스는 EMG 

센서, 자이로센서, 블루투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MG 

신호는 RMS 필터를 용 값을 사용하여 손가락을 움직

이는 근육을 악하고, 해당 근육의 세기를 측정한다. 자

이로 센서는 팔의 움직임에 한 VR 구 을 해서 두 

개의 자이로센서를 각각 팔의 상완과 하완에 부착하여 팔

의 움직임을 확안한다. 이 게 EMG 신호와 자이로센서를 

통해 확인된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VR 콘텐

츠 상에서 손의 가상 움직임을 구 할 수 있도록, 블루투

스 모듈을 통해서 VR 콘텐츠 랫폼 기반의 어 리 이

션에 센서 데이터를 송한다.

 VR 콘텐츠 랫폼은 디바이스에서 송받은 EMG  

자이로센서 값을 확인하여 실제 팔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 게 만들어진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을 취득하여 어

리 이션에서 해당 동작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4. 실험  결과

 실험은 총 3개의 EMG 신호를 이용하여 각각 소지, 

지, 엄지의 움직임에 한 데이터를 취득하 으며, 2개의 

자이로센서를 사용하여 팔의 움직임에 한 데이터를 취

득하 다. 이 게 취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랫폼에서 총 3개의 제 콘텐츠를 제작하 으며, 

각 콘텐츠에서 손 동작 인식을 확인하 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  EMG 신호 취득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센서 종류 센서 이름

자이로 센서 MPU9250 9 DoF IMU

EMG 센서 PSL-iEMG2

표 1. 실험 환경(디바이스) 

4.1 RMS 필터를 용한 EMG 신호 취득

 실험에서는 총 3개의 EMG 센서를 사용하여 손가락 움

직임을 확인하 다. 각 극은 엄지 손가락 움직임에 여

하는 장무지굴근, 지와 소지 직임에 여하는 천지굴

근에 부착되었으며, 각 극에서 신호를 취득한 후 RMS 

필터를 용한 뒤, 한 Thresholding을 통해서 데이터

를 정제하여 사용하 다. EMG 신호에 한 후처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EMG 신호에 한 RMS 필터 결과(소지, 

지, 엄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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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nity 기반의 게임 어 리 이션

 제 콘텐츠는 총 3개의 게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 메뉴에서 3가지 게임에 한 선택이 가능하며, 게임은 

Tutorial, Claw Machine, Home Designer 이다.

 Tutorial을 통해서 사용자는 게임에서 3개의 손가락 움직

임  주먹을 쥐고 펴는 동작에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 내 동작에 한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Tutorial을 

진행한 이후 사용자는 Claw Machine과 Home Designer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Claw Machine 게임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팔의 각도 변화와 손의 쥠과 폄을 이용한 

물건 옮기기 게임을 진행하게 되며, Home Designer 게임

은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하여 물건을 가리키고, 지정된 물

건을 앞뒤로 이동하게 하여 방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게임

이다. 그림 3. 은 구 된 제 콘텐츠의 모습이다. 

(그림 3) 구 된 제 콘텐츠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EMG 신호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

여 사용자의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에 한 데이터를 취득

하 으며, 이를 통해서 재활 치료에 활용 가능한 VR 콘텐

츠 랫폼  이에 한 제 콘텐츠를 제작하 다. 본 연

구를 통해서 구체 인 목표가 없고 가시 인 결과를 볼 

수 없었던 기존의 재활 훈련과 다르게 EMG 신호를 이용

하여 실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활 훈련자의 근

육 움직임을 구 하여 가시  결과를 보여주고 게임이라

는 콘텐츠를 통해서 구체 인 목표를 가진 재활 훈련 환

경에 해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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