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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

하여 ICT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착용하는 

전자기기’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는 스마트

폰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

다. 게다가 헬스케어(healthcare), 웰리스(wellness)에도 관심

이 많아지면서 웨어리블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웨어리블 디바이스의 형태는 Table 1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신체부착형의 웨어러

블 디바이스를 다루고자 한다. 이 형태는 장치가 피부에 직접

적으로 닿아서 생체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근전도(EMG) 센서

를 사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표적이다. 

근전도 센서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2가지 연구 영역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분야로써 환자의 피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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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arable Device Type [1].

구분 내용 표제품

악세서리형
시계, 안경, 목걸이 등 

악세서리 형태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직물/의류 
일체형

직물제품 혹은 의류에 
일체화된 형태

직물 센서, 스마트 웨어, 

의류일체형 컴퓨터

신체부착형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
스킨 패치형 센서 및 

장치

생체이식형 생체에 이식할 수 있는 형태 이식형 센서 및 장치

측정하거나 재활 치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재활 훈련을 진행할 

때 환자의 근전도를 측정하여 재활 성과를 파악[2]하거나, 신

호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치료와 훈련에 적용시키는 연구[3]

이다. 두 번째는 제어분야로써 조이스틱과 같은 형태의 조작기 

신 사용자의 조작 의도를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로봇[4]이나 게임, 컴퓨터 조작[5][6] 등에 적용시키는 연

구이다. 이 분야는 제어 상이 있고 이와 연결하는 인터페이

스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조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근전도 센서의 부착 방법이 편리하여야 하며 여러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그 조작 방법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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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ICT-related products are pouring out due to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and increase of smart phones. Among 

the ICT-related products, wearable devices are being spotlighted with 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In this paper, a body-attached 
type wearable device using EMG(electromyography) sensors is studied. The research field of EMG sensors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medical area and another is control device area. This study corresponds to the latter that is a method of transmitting user’s 
manipulation intention to robots, games or computers through the measurement of EMG. We used commercial device MYO developed 
by Thalmic Labs in Canada and matched up EMG of arm muscles with gesture controller. In the experiment part, first of all, various 
arm motions for controlling devices are defined. Finally, we drew several distinguishing kinds of mo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EMG 
signals and substituted a joystick with the motions.

Keywords: EMG, Commercial gesture controller, Wearable device, HID (Human Interfac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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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팔 근육 EMG 측정 및 매칭

1. 팔 근육 EMG 측정기기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고, 근육 자체에도 미세한 전류가 

항상 흐른다. 다시 말하면 신경 자극에 따라 근육이 반응하고 

근육의 반응은 근육 내 전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근전도기기(electromyograph)라는 장치를 통해 근육의 전기

적 변화를 측정하면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 측정을 근전도 검사(EMG, 

Electormyography)라 한다[7].

어떠한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조작자의 의도를 장치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조이스틱이라는 장치를 사용하

여 의도를 전달하는데 조이스틱은 자유도의 한계로 여러 개 또

는 버튼과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의도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조이스틱은 직관적인 면이 떨어져 숙련된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의도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EMG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근육이 존재한다. 기능적으로 보면 수

의근(隨意筋)인 골격근과 불수의근(不隨意筋)인 내장근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의근이란 사람의 의지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의사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Fig. 1 Arm muscles

Fig. 2 EMG Electrodes

위해서는 수의근인 골격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사처리를 위해 다양한 골격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

전도기기를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팔 근육의 EMG

를 이용하고자 한다. 팔근육은 Fig.1 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팔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은 팔 둘레에 어느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선택하였다.

EMG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2와 같이 바이폴라 스냅전

극과 피부에 전극을 꽂기 위한 일회용 전극 패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정확한 EMG를 측정할 수는 있으나 매번 패

치를 교환하여야 하고 고가이며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상용화된 EMG 측정 장치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의 EMG 측정센서는 

캐나다 Thalmic Labs에서 개발한 MYO™이다. MYO는 

Gesture 기반 HID(Human Interfce Device) 이며, 8개의 근

전도 센서가 밴드로 엮여 있어 팔 주위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

할 수 있고, IMU가 내장되어 있어 팔의 gesture를 각도와 각

속도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luetooth를 통해 무선으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Fig. 3 MYO Gesture Control Ar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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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팔 근육 매칭

MYO는 Arm band 형식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밴드 둘레에 

8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센서는 사용자에 따라 같은 

동작 패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센서는 같은 근육에 

위치시켜야 한다. Fig. 4는 MYO의 착용 모습과 각각의 센서가 

위치한 근육을 보여주고 있다. 4번 센서는 밴드의 중앙에 있고 

LED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4번 센서는 팔의 중앙, 즉 손가락

폄근(Extensor Digitorum)에 위치시킨다. 손가락폄근은 손등 

중심을 따라 있는 근육으로 검지에서부터 약지까지의 4개의 힘

줄과 연결되어 손가락을 펴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센서는 같은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근육은 오른

쪽 팔을 기준으로 할 때 Fig. 4와 같다. 그러나 사람마다 팔 근육

의 크기와 폭은 다르다. 따라서 MYO 의 센서와 근육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8개의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의 

패턴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동작 패턴을 찾고자 한다. 

Fig. 4 MYO and right arm muscles matching

III. 실 험

1. 동작 정의

손 동작을 통해 다양한 조작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동작 

정의가 필요하다. Fig. 5는 손 동작 정의를 위해 팔의 좌표를 보여준다. 

그리고 근전도 신호 패턴 통해 동작 패턴을 만들어야 하므로 Roll을 

제외한 Pitch와 Yaw만을 사용한다. Roll은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의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MYO에 내장된 IMU를 사용한다. 

다양한 동작의 정의는 Table 2와 같다. 기본 다섯 개의 동작은 주먹쥐

기(Fist), 손가락 펴기(Spread), 엄지-손가락 붙히기(Fingering 1), 

한손가락 펴기(Fingering 2), 손가락 오므리기(Hand duck)로 구분하

고 각각의 기본 동작마다 4~5개의 손가락 또는 손목의 움직임에 

따른 세부동작으로 구분하여 총 24가지의 동작을 정의하였다.

Fig. 5 Coordinate of a arm

Table 2 Definition of hand and finger motion

기본동작 세부 동작

Fist

Base

Pitch Up

Pitch Down

Yaw Left

Yaw Right

Spread

Base

Pitch Up

Pitch Down

Yaw Left

Yaw Right

Fingering1

① Thumb 

– Index Finger

② Thumb 

   – Middle Finger

③ Thumb 

  – Ring Finger

④ Thumb 

 – Little Finger

Fingering2

① Thumb Spread

② Index Finger

   Spread

③ Middle Finger 

   Spread

④ Ring Finger 

   Spread

⑤ Little Finger 

   Spread

Duck hand

Base

Pitch Up

Pitch Down

Yaw Left

Yaw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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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실험은 5명의 피시험자(A~E)를 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피

시험자마다 동작 별 20초간 진행하였고, 동작마다 2초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 주먹쥐기-기본 동작에 한 A 시험자의 EMG 

신호는 Fig. 6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작에 한 

EMG 신호는 0값을 중심으로 교류 형태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

험 분석을 위하여 각 신호마다 RMS(Root Mean Square)를 취

하여 실효치를 측정하였다.

주먹쥐기 동작에 한 다섯 명의 피시험자 EMG 신호의 

RMS값은 Fig. 7과 같다. 각각의 그래프는 같은 동작이라 하더

라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각 그래프의 8개 센서에 

한 추세선을 그리면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5~7

번 신호의 추세선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동일한 양상으

로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개의 센서신호를 측정할 때

마다 추세선을 그리고 5~7번 데이터가 이와 같은 형상이 분포

된다면 주먹쥐기 동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방

법으로 나머지 23개 동작에 해서도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선

을 기준으로 상/하 분포에 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4개의 동작에 해 확실

하게 구분이 가는 동작은 10개이고 나머지는 신호의 유사성에 

의해 동작을 구분하기 어렵다.

Fig. 6 EMG signals of subject A (Fist base motion)

(a) Subject A

(b) Subject B

(c) Subject C

(d) Subject D

(e) Subject E

Fig. 7 EMG RMS data of the 5 subjects and trend line 
(Fist base motion)



상용 제스처 컨트롤러의 근전도 패턴 조합에 따른 인터페이스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1), 2016 35

IV. 결 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차세  스마트 기기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빅데이터, IoT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웨어러블 디

바이스 형태의 gesture 기반 EMG 센서(MYO)를 분석하여 직

관적인 방법으로 장치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EMG는 근육의 활성도를 전기적 신호로 측정

하는 것으로 조작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

다. 따라서 상용화된 EMG 측정 장치를 활용하면 조이스틱과 

같은 장치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조작자의 의도를 제어장

치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 동작을 통해 다

양한 조작형태를 만들기 위해 24가지의 손 동작을 정의하고 

각각의 신호를 분석하였다. 24가지 동작에 한 신호를 분석한 

결과 10개 동작에 해서는 8개의 EMG 신호와 추세선을 이용

하여 동작을 구분할 수 있었으나 나머니 14가지의 동작에 

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용 gesture 기반 

EMG 장치는 내부에 IMU를 내장하고 있어 이와 같이 운용한

다면 더 많은 동작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gesture 기반

의 EMG 측정 장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한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융합 특성

화 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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