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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운동단  활동 (MUAP:motor unit action potential)의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은 생리학 으로 추신경계에 

의하여 조 되는 근섬유(muscle fiber)의 발화(firing)에 한 

기 을 규명하는데, 임상 으로 근육의 노화(aging)와 근 신

경계 질환(neuro-muscular diseases)의 원인을 밝히는데 

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1]. 그러므로 극(electrode)

으로 측정되는 근 도(EMG: electromyogram) 신호로부터 

그 기본 구성요소인 개개의 운동단  활동 들을 분리

(decomposition)해 내고자 하는 연구는 꾸 히 지속되어 오

고 있다[2-7]. 

다수의 MUAP들이 복합, 첩되어 검출되는 근 도 신호

로부터 개개의 MUAP들로의 성공  분리를 한 첫 번째 

요한 단계로, 배경잡음(내부  외부 부가잡음과 MUAP

들 간의 간섭에 의한 형왜곡 잡음)과 함께 기록되는 근

도 신호 속에서 배경잡음들과 MUAP 피이크(peak)들의 구

별성(distinguishability)을 높여  후, MUAP 스 이크

(spike)들만을 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기 연구들에서는[2-5] 근육의 국소부분에 

직  근할 수 있어 선택성(selectivity)이 우수한 침(needle) 

혹은 선(wire) 극으로 근 도 신호를 수집하 다. 다음으

로 이 게 수집된 신호를 1차(first order) 혹은 2차의 간단

한 구조의 디지털 역통과 미분기(SLPD:simple low-pass 

differentiator)[8]로 필터링(filtering)하 다. 이런 과정을 통

하여 수집한 근 도 신호에서 배경잡음은 이고 MUAP 피

이크의 구별성을 향상시켜 MUAP 스 이크 검출에 사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극을 사용한 (invasive)인 측

정 방법은 피검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감염의 험이 있다

는 것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용이 차 지양되고 있는 실정

이다. 

비  방법으로 사용이 편리한 표면 극(surface 

electrode)으로 검출되는 근 도 신호는 침 근 도 신호에 

비하여 신호  잡음비(SNR:signal-to-noise ratio)가 매우 

낮은 복잡한 간섭패턴(interference pattern)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개의 MUAP들로의 분리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표면근 도 신호로부터 MUAP 분리 기

술의 성능향상을 하여 새로운 표면근 도 수집 기술  

신호처리 기술 개발에 한 연구가 재까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6-7,9-10]. 

최근에 Lee와 그의 동료들은[9] 표면 극으로 수집되는 

MUAP들의 구별성을 높여주기 하여 공간필터링 기법을 

용한 4-채 (channel) 표면 극 배열(array)을 제안하 고, 

이를 이용한 표면 MUAP 분리 방법[7]을 보고하 다. 한 

Xu와 Xiao[10]는 기존의 침 근 도 신호의 스 이크 검출에 

사용되었던 SLPD 필터가 표면근 도 신호에는 부 합함을 

지 하고, 20차 이상의 높은 차수를 요하는 정  함수

(sinusoidal function) 가  역통과 미분기

(WLPD:weighted low-pass differentiator)를 용한 표면 

MUAP 스 이크 검출 방법을 제안하 으며, Garcia와 그의 

동료들은[6] 8-채  표면 극으로 수집한 표면근 도 신호

에 WLPD 필터를 용하여 MUAP 분리를 시도한 결과를 

보고하 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LPD 필터링은 근 도 신호의 

배경 잡음( , 고주  역을 포함하는 역 잡음)은 이

고 MUAP 피이크를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MU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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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메타 설명                    정의 값

용  도체 직경, 길이        40(mm), 200(mm)

지방, 피부 층 두께            1(mm),  1(mm)

근육, 지방, 피부 도도  0.1(),0.05(),1.0() 

근섬유/운동단               50~250(개수)

근섬유 도속도              3.125(m/s)

근섬유 길이                  100±20(mm)

종 (endplate) 치           근섬유 앙±10(mm)    
표면 극 치                 종 에서 20(mm)

근섬유다발 깊이              1(mm)~15(mm)

MUAP 발화율                포와송(Poisson) 분포

MUAP 기 상             균등(uniform) 분포

샘 링(sampling) 주 수       10[kHz] 

스 이크 검출을 해 효과 인 기법으로 MUAP 분리를 시

도한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표면근 도 신호의 경

우에는 WLPD 필터의 용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WLPD 필터의 용을 제안한 Xu와 Xiao[10]의 연구

에서는 MUAP 형의 모양을 2극 표면 극(bipolar surface 

electrode)을 부착하고 차동 증폭으로 수집하 을 때 주로 

나타나는 2상 모양(bi-phasic shape)으로 고정하고, MUAP

의 지속시간(duration)만을 필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으

로 선정하여 성능평가를 시도하 다. 그러나 본 연구 은 다

양한 표면 극 구성 방법에 따라서(공간필터링 기법을 용

한 7가지 다른 구성법[9]) 2상 는 3상 모양(tri-phasic 

shape)의 MUAP들이 검출될 수 있음을 이  연구[9]에서 

보고하 으며, 이러한 경우 LPD 필터의 성능이 MUAP 신

호의 모양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실험을 통해 발

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기존연구[10]의 단 을 보

완하고 표면근 도 신호로부터 MUAP 분리를 한 스 이

크 검출 시에 한 역통과 미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기 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 다. 이를 하여 

범 한 차수의 SLPD  WLPD를 용하여 2상과 3상 모

양의 MUAP들로 구성된 표면근 도 신호를 필터링하 을 

경우, 각 필터가 나타내는 MUAP 피이크 강조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 분석하여 제시하 다.  

2. 본  론

디지털 역통과 미분기를 용한 MUAP 스 이크 검출

의 정량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하여 첫째, 필터링 후

의 MUAP 피이크들의 향상 정도를 객 으로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모의 표면근 도 신호의 발생, 둘째 배경잡음

과 표면 MUAP 신호의 특성에 기 한 한 성능평가 지

표(performance criterion)의 용이 요구된다. 

2.1 모의 표면근 도 신호 발생

표면근 도 신호는 신경계의 운동단 에 의해 지배되는 

다수의 근섬유에서 발화된 활동 가 복합되어 형성되는 

개개의 MUAP들이 피부표면(skin surface)까지 도되며 

첩, 합성되어 구성된다[1]. 이러한 생리학 인 표면근 도 신

호의 발생과정은 용  도체 모델(volume conductor 

model)과 운동단 의 통계  발화 특성을 용하여 수학

으로 모델링(modelling)[9,11,12]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수학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발생 시킨 모의 표

면근 도 신호를 이 의 연구들[9,12]에서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다음 표 1에 나타낸 주요 모델 라메타들을 정

의하여 모의 표면근 도 신호를 발생시켰다. 

표면 극에서의 근 도 신호는 표 1에서 나타낸 주요 

라메타를 갖는 용  도체 모델의 서로 다른 치에서, 확

률 [13] 간격(ISI:inter spike interval)으로 발화된 활동

들로 이루어진 MUAP 열(train)들이 복합, 첩되어 검출된

다.

표 1 표면근 도 신호의 발생을 한 주요 모델 라메

타

Table 1 Selected model parameters to generate the surface 

EMG signals 

그림 1에 이 게 발생시킨 모의 근 도 신호를 나타내었

다.

 

 

그림 1 모의 표면근 도 신호 (a) 1 MUAPT (b) 5 MUAPT 

혼합 (c) 10 MUAPT 혼합 (d) 15 MUAPT 혼합  

Fig. 1 Simulated surface EMG signals (a) 1 MUAPT (b) 5 

MUAPT mixed (c) 10 MUAPT mixed (d) 15 MUAPT 

mixed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면근 도 신호는 근

육의 수축에 따라서 운동단 들에 의해 발화된 활동 들

이 2상과 3상 모양으로 피부표면으로 도되며 복합, 첩 

되어 표면 극으로 검출된다. 특히 약한 근육 수축력 시에는 

비교  극과 가까이에 치한 소수의 운동단 들만이 발

화에 참여하여 형성된 표면근 도 신호이기 때문에 개개 

MUAP 스 이크의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그림 1(b)에

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멀리서 도되면서 진폭이 

감소된(distance damping, 고주  성분이 좀더 감소[14]) 

MUAP들이 첩되면서 MUAP 형을 왜곡 시키며 배경잡

음을 형성하는 상을 볼 수 있다. 한 근 수축력이 증가하

면 발화에 참여하는 운동단 수가 증가하게 되고[1],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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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MUAP들이 복합, 첩되어 매우 복잡한 간섭 패턴의 

근 도 신호가 검출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특히 d)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배경잡음과 개개 MUAP 스 이크 들

과의 구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발생시킨 모의 표면근 도 신호로부터 추

출한 단일 MUAP 신호와 배경잡음의 력 스펙트럼(power 

spectrum)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배경잡음은 실

제 MUAP 스 이크 검출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서로 다른 

MUAP들 간의 간섭에 의한 형왜곡만을 고려하 다. 

그림 2 모의 단일 MUAP 신호와 배경잡음의 정규화 력 

스펙트럼.

Fig. 2 Normalized power spectrum of a simulated MUAP 

signal and background noise.   

 표면근 도 신호는 침 근 도 신호에 비하여 비교  강

하고 넓은 역폭의 배경잡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림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한 단일 MUAP 신호의 스펙트럼은 

배경잡음과 비교하여 체 역폭은 좁고, 주엽(main lobe)

은 조  더 고주 역으로 치우쳐있는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표면근 도 신호로부터 개개의 모든 

MUAP 신호를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필터링 

방법을 용하여 비교  뚜렷하게 나타나는 피이크들을 더

욱 강조하여 정확한 MUAP 스 이크들의 검출 가능성을 높

여주는 것이 실 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2.2 역통과 미분기(LPD)

 식 (1)에 본 연구에서 정량  성능평가를 시도한 디지털 

역통과 미분기[8,10]의 일반형을 나타내었다.

 




                (1)

여기서 는 입력, 는 출력, 은 필터길이, 는 식 (2)

로 표시되는 정  가 함수(sinusoidal weighting function)

를 각각 나타낸다.

   ≤                      (2)

식 (1)의 일반형에서   인 경우(rectangle weighting 

function) SLPD가 되며,  의 간단한 SLPD 필터가 

침 근 도 신호의 MUAP 스 이크 검출에[3-4], 정  가

치를 용한 WLPD(≥ ) 필터가 표면근 도 신호의 

MUAP 분리[6,10]에 각각 효과 인 것으로 이 의 연구들에

서 사용되었다.

다음 그림 3에 SLPD와 WLPD 필터의 주 수 응답 특성

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그림 3 SLPD와 WLPD 필터의 주 수 응답 (N=40).

Fig. 3 Frequency responses of the SLPD and WLPD filter 

(N=40).

주 수 역의 에서 역 통과 미분기의 특징은 근

도 신호의 체 주 수 역(frequency band)에서 MUAP의 

피이크 부분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간 역을 강조 시키

고 , 고주  역에 걸쳐 존재하는 배경잡음을 억제시키는 

역통과 필터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필터길이 N에 의해 

정지 역의 차단주 수가 결정되며, N이 증가할수록 차단주

수는 낮아지고 Gibbs 상[15]에 의한 부엽(side lobe)의 

발생이 심해지며, WLPD 필터의 경우가 부엽에 지가 좀 

더 빠르게 감소됨을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 실제 이두박근에서 수집한 표면근 도 신호를 

비교  낮은 차수의(N=5) SLPD  WLPD로  필터링한 결

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체 근 도 신호에서 빠르게 변하는 

에지(edge)부분이 미분기의 효과에 의해 강조되어 보다 날

카로운 모양의 스 이크들을 형성하는 결과를 SLPD  

WLPD 출력 신호에서 공히 확인할 수 있다. 한 SLPD의 

경우가 WLPD 보다 좀 더 날카롭게 MUAP 스 이크들을 

강조하나, 낮은 진폭의 에지들까지 강조하여 더 많은 스 이

크들이 존재하는 출력신호를 나타내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역통과 미분기에 의해 강조된 스 이크들 에

는 MUAP 스 이크들과 배경잡음에 의해서 잘못 형성된 스

이크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한 미분

기의 용은 MUAP 스 이크 검출 가능성을 높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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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제 표면근 도 신호와 역통과 미분 필터링 신호

(이두박근, 20 %MVC, 표본화주 수=8192 Hz, N=5).

Fig. 4 A real surface EMG signal and it's LPD filtered 

outputs(biceps brachii muscle, 20 %MVC, sampling 

frequency=8192 Hz, N=5)   

2.2 성능평가 지표

MUAP 스 이크 검출을 해 용하는 필터의 성능은 

MUAP 신호의 피이크들을 최 로 강조하여 구별성을 높여

주며, 배경잡음에 의한 오류(false) 스 이크의 발생 가능성

을 최소로 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

다. 여기서 오류 스 이크들은 극으로부터 먼 거리에 치

한 근 섬유에서 발화되어 마치 잡음과 같이 약한 진폭으로 

기록되는 MUAP들과, 인 한 MUAP들 간에 꼬리(tail) 부분

에서 일어나는 간섭에 의한 형 왜곡에 의해서 부분 발

생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되는 표면근 도 신호는 다음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MUAP 신호, 는 배경잡음을 각각 나

타낸다. 식 (3)으로부터 를 신호 력, 를 배경잡음 

력으로 정의하면 신호  잡음비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

다. 

                                        (4)

이로부터 필터링에 의한 성능향상 계수(IC:improving 

coefficient)를 식 (5)로 정의하면, 이를 이용해 필터의 성능

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여기서  , 는 필터링 , 후의 신호  잡음비를 

각각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신호검출 문제에서 IC값이 최 가 되는 최

(optimum) 필터는 정합필터(matched filter)[15]로 알려져 있

으며, 주어진 일정 시 구간, T에서만 존재하는 MUAP 신호

와 백색 배경잡음(white background noise)을 가정하면, 이

때 정합필터의 임펄스 응답(impulse response)은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외       (6)

의 정합필터는    시 에서 최  SNR을 나타내게 

되며, 이때 최  IC 값은 식 (7)로 구할 수 있다. 

                                       (7)




 

                                  (8)

 식에서 E는 식 (8)로 정의되는 신호 의 에 지, 

는 의 최  력 값을 각각 나타낸다. 그러나 실

으로는 신호 를 알 수 없으며, 백색 배경잡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최  정합필터의 설계는 불가능하며, 실제 

필터는 최  IC값을 나타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MUAP 스 이크 검출을 한 디지털 

역통과 미분기의 성능평가 지표로 식 (9)로 정의되는 정규

화 필터 성능향상 계수를 용하 다.

                                    (9)

백색 배경잡음을 가정하면 식 (9)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

                             (11)

                                    (12)

여기서 는 LPD 필터의 출력 신호, 와 는 

LPD 필터 임펄스 응답과 그의 자기상  함수를 각각 나타

낸다.

 식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 의 IC값은 검출

하려고 하는 신호 자체의 특성과 하게 연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에는 미리 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

인(정확한 신호와 잡음 모델 등)들이 IC값을 하시키게 되

며, 식 (10)으로 정의한 정규화 성능 향상계수는 이와 같이 

변하는 요인 하에서 얼마나 강건(robust)하게 필터의 성능이 

유지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3. 결과  고찰

개개의 MUAP 신호의 특성은 지속시간(duration), 모양

(waveform)  진폭(amplitude)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LPD 필터는 인  샘 간의 진폭차이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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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호의 진폭 자체는 값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으

며, MUAP의 모양과 지속시간이 필터의 특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들임을 식 (1)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면 극으로 검출되는 표  모양의 2상과 3

상 MUAP들과, 이들 지속시간의 변화에 하여 LPD 필터

의 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 분석하 다. 

그림 5, 6에 모의 으로(simulated) 발생시킨 2상 모양 

MUAP 신호의 지속시간, 를 1 ms~20 ms로 변화시키며, 

각 필터길이의(N=10~60) SLPD  WLPD로 필터링 하 을 

경우에 구한 필터 성능향상계수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5 MUAP 지속시간(=1~20 ms)과 필터길이(N=10~60) 

변화에 따른 S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 KHz의 모의 2상 MUAP).

Fig. 5 Improving coefficient of SLPD filters for varying 

simulated MUAP duration(=1~20 ms) and filter 

length(N=10~60) (Simulated bi-phasic MUAP sampled 

at 10 KHz).

MUAP 지속시간은 근섬유 도속도(muscle fiber 

conduction velocity)와 역비례 계에 의하여 형성되며, 골

격근의 경우 운동단 와 근섬유 세포의 생리  특성에 따라

서 보통 2~20 ms 범 에 분포하며 연령에 따라 조 씩 길

어지는 경향이 있음이 밝 져 있다[1]. 한 극으로 기록

되는 MUAP의 지속시간, 진폭, 모양의 특성은 사용하는 

극의 기하학 인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9].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5,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모의 

성능평가 범 를 선정하 으며, 앞에서 제시한 이론  모델

에 의해 발생시킨 모의 2상 MUAP의 시간을 신장 시켜 지

속시간을 변화시키며 의 결과를 산출하 다. 

그림 5, 6의 결과를 통해 SLPD  WLPD 필터 모두 N 

값이 증가할수록 지속시간이 보다 긴 MUAP에 하여 효과

인 피이크 강조성능을 보이며, 강건하게 동작하는 지속시

간의 범 가 넓어지는 특성을 알 수 있다. 한 2상 MUAP 

신호에 하여 강건하게 스 이크 강조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속시간의 범 가 두 필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근 도 신호는 주  역(주로 500 

Hz 이하)에 존재하므로 비교  작은 데이터 표본에 의해 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를 들면 실시간 데이터처리  

그림 6 MUAP 지속시간(=1~20 ms)과 필터길이(N=10~60) 

변화에 따른 W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 KHz의 모의 2상 MUAP).

Fig. 6 Improving coefficient of WLPD filters for varying 

simulated MUAP duration(=1~20 ms) and filter 

length(N=10~60) (Simulated bi-phasic MUAP sampled 

at 10 KHz).

등)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많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

산하는 것이 요구되는 고차 알고리즘이나, 복잡한 부동소수

 연산을 필요로 하는 WLPD 필터의 용 보다는 빠른 데

이터 처리속도를 장 으로 하는 가능한 차 알고리즘이나 

SLPD 필터의 용이 효과 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1~60의 범 한 필터길이 변

화에 하여 LPD 필터의 강건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효과 인 지속시간 범 , 를 값이 0.707 이상 되는 

지속시간 범 , 는 값이 최 인 지속시간 으로 각

각 정의하고 표 2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표 2 SLPD  WLPD 필터링에 효과 인 MUAP 지속시

간 범 ( N=1~60, 2상 MUAP)

Table 2 Effective range of MUAP duration for the SLPD and 

WLPD filters (N=1~60, bi-phasic MUAP)  

           SLPD

 [ms] [ms] (max)

            WLPD

 [ms] [ms] (max)

 N=1

 N=2

 N=3

 N=4

 N=5

 N=10

 N=20

 N=30

 N=40

 N=50

 N=60

~1.0       X       X

~1.0       X       X

~1.8       X       X

1.7-2.5    2.1     0.86

1.7-3.0    2.3     0.92

2.6-5.3    3.9     0.88 

5.1-10.4   7.4     0.88

7.6-15.3   10.9    0.86

10.3-19.9  14.2    0.85 

12.8~      17.6    0.84

15.4~       X      X

~1.0        X       X 

~1.0        X       X

~1.4        X       X

 X         2.0     0.67

1.7-2.6     2.1     0.88

2.6-5.0     3.1     0.95

4.9-9.9     6.4     0.97

7.2-14.9    9.8     0.96

9.5-20.0    12.8    0.96

11.9~      16.1     0.96

14.4~       X       X 

* X는 실험범  내에서 값이 정의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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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통해 N=5인 SLPD 필터가 효과 으로 동작하는 

MUAP 지속시간 범 는, =1.7~3.0 ms이며, 값이 

최 ((max)=0.92)가 되는 MUAP 지속시간은 2.3 ms임

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필터 길이, N이 증가함에 따라

서 의 범 는 넓어지고, 은 길어지는 상이 나타남

을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짧은 길이의 

LPD 필터의 경우는 필터 계수에 한 정  가 의 효과가 

미미하여 SLPD 필터의 성능이 WLPD의 경우보다 다소 우

수함을 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면 근 도 신호는 근육 세포 조직의 역통과 필터링효

과[1], 넓은 극 면 에 의한 평활화(smoothing) 효과

[14], 극 치와 근 섬유의 거리차이에 의한 고주  성분의 

감쇄 달 효과[11] 등에 의하여 침 근 도 신호에 비하여 진

폭은  1/5~1/10배, 지속시간은 3~5배로 정도로 기록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침 근 도 신호의 스 이크 검

출을 해서는 낮은 차수의 SLPD 필터의 용이 효과 일 

수 있음을 표 2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7, 8에 3상 모양의 MUAP신호에 하여 와 

동일한 실험을 하여 얻어진 필터 성능향상계수를 나타내었

다. 그림 5, 6의 결과 분석에서 언 한 바와 같이 N이 증가

함에 따라서 의 범 는 넓어지고, 은 길어지는 상

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값이 SLPD  WLPD 필터 

모두 3상 MUAP의 경우에는 2상 MUAP에 비하여 많이 떨

어지는 결과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MUAP 지속시간(=1~20 ms)과 필터길이(N=10~60) 

변화에 따른 S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 KHz의 모의 3상 MUAP).

Fig. 7 Improving coefficient of SLPD filters for varying 

simulated MUAP duration(=1~20 ms) and filter 

length(N=10~60) (Simulated tri-phasic MUAP sampled 

at 10 KHz).

한 MUAP 지속시간의 변화에 한 SLPD  WLPD 

필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곡선의 체 인 모양은 그

림 5, 6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나 3상 

MUAP에 하여는 SLPD 필터의 성능이 특히 많이 떨어져, 

(max)>0.707 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음이  결과에 나

타나있다. 

그림 8 MUAP 지속시간(=1~20 ms)과 필터길이(N=10~60) 

변화에 따른 W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 KHz의 모의 3상 MUAP).

Fig. 8 Improving coefficient of WLPD filters for varying 

simulated MUAP duration(=1~20 ms) and filter 

length(N=10~60) (Simulated tri-phasic MUAP sampled 

at 10 KHz).

표 3 SLPD  WLPD 필터링에 효과 인 MUAP 지속시

간 범 (N=1~60, 3상 MUAP)

Table 3 Effective range of MUAP duration for the SLPD and 

WLPD filters (N=1~60, tri-phasic MUAP)  

           SLPD

 [ms] [ms] (max)

            WLPD

 [ms] [ms] (max)

 N=1

 N=2

 N=3

 N=4

 N=5

 N=10

 N=20

 N=30

 N=40

 N=50

 N=60

  X       X        X

~1.0       X        X

  X       1.7      0.59

  X       2.1      0.69

  X       2.3      0.7

  X       4.1      0.7 

  X       7.5      0.69

  X       11.6     0.68

  X       15.4     0.68 

  X       X        X

  X       X        X

~1.0        X       X 

~1.0        X       X

~1.4        X       X

 X        2.0      0.67

1.7-2.6     2.1     0.88

2.7-4.3     3.1     0.75

5.4-8.6     6.8     0.77

8.2-12.9   10.5     0.78

10.9-17.2  13.7     0.77

13.6~      17.2    0.78

16.6~       X      X 

 * X는 실험범  내에서 값이 정의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N=1~60의 SLPD  WLPD 필터를 3상 모양 MUAP에 

용하 을 때 얻어진 , , (max) 값들을 표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을 통해 N=40인 경우, WLPD  

필터가 강건하게 동작하는 MUAP의 지속시간 범 가 

=10.9~17.2 ms 이며, 최 의 피이크 강조 효과가 나타나는 

MUAP 지속시간은 =13.7 ms 이고, (max)=0.77로 

나타났으며, 이때 WLPD 필터가 가장 넓은 범 의 MUAP 

지속시간에 하여 강건하게 피이크 강조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 KHz로 표본화한 표면근

도 신호의 스 이크 검출을 해서는 N=40인 WLPD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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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이 바람직함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LPD 

필터의 길이 N은 미분 동작으로 차분 되는 입력 신호의 동

작 범 (operation window)를 결정하며, N 값이 큰 고차의 

필터링을 해서는 높은 표본화 주 수가 요구됨을 식 (1)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LPD 필터링에 효과 인 

MUAP 지속시간의 범 는 표본화 주 수에 따라 변하게 되

며, 10 KHz 표본화 인 경우 N=40인 LPD 필터를 기 으로 

하여, 표본화 주 수와 한 LPD 필터 길이와의 계는 

다음 식 (13)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

었다.

                                       (13)

여기서 는 각각  의 표본화주 수에 해당하는 

LPD 필터의 길이 이다.  

표면근 도 신호를 구성하는 개개의 MUAP들을 분리해 

내기 해, MUAP 스 이크 검출에 용할 수 있는 LPD 필

터의 구조는  MUAP의 모양과 지속시간 특성에 따라서 

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표면근 도 MUAP의 모양과 지속시간

은 다양한 조건(피검자, 사용 극, 근섬유의 치  길이, 

극과 근육 치의 기하학  구성 등)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MUAP의 지속시간이 10~20 ms로 비교  길

며 2상 모양으로 나타나는 근육에서 10 KHz 표본화로 수집

한 표면근 도 신호에는 N≥40의 SLPD  WLPD 필터의 

용이, 3상 모양의 MUAP에 하여는 N≥40의 WLPD 필

터의 용이 바람직한 선택임을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표면근 도 신호에서 MUAP 스 이크들

의 검출 가능성을 높여주기 해 용할 수 있는 SLPD  

WLPD 필터의 성능 평가를 시도하 다. 이를 하여 용  

도체 모델을 기반으로 모의 표면근 도 신호를 발생시키

고, 이를 필터 길이 N=1~60의 SLPD  WLPD로 필터링한 

결과를 정량 으로 평가, 분석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 다.  

1) 표면 MUAP의 모양과 지속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한 LPD 필터의 용이 필요하며

2) 표면 MUAP의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차의 LPD 필

터가 합하고

3) 3상 모양의 표면 MUAP 신호의 경우에는 WLPD 필

터의 용이 바람직하다.

제시한 결과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수집한 표면근 도 신

호로부터 MUAP 스 이크 검출 가능성을 높여주기 한 

한 디지털 역통과 미분기의 선정을 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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