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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 신호기반 손목 움직임의 추정을 위한 
다중 특징점 추출 기법 알고리즘

Improvements of Multi-features Extraction for EMG for Estimating Wrist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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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multi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for estimation of wrist movements based on 

Electromyogram(EMG) is proposed. For the extraction of precise features from the EMG signals, the difference absolute 

mean value(DAMV), the mean absolute value(MAV), the root mean square(RMS) and the difference absolute standard 

deviation value(DASDV) to consider amplitude characteristic of EMG signals are used. We figure out a more accurate 

feature-set by combination of two features out of these, because of multi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is more precise 

than single feature method. Also, for the motion classification based on EMG, the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 the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QDA) and k-nearest neighbor(k-NN) are used. We implemented a test targeting twenty 

adult male to identify the accuracy of EMG pattern classification of wrist movements such as up, down, right, left and 

rest. As a result of our study, the LDA, QDA and k-NN classification method using feature-set with MAV and DASDV 

showed respectively 87.59%, 89.06%, 91.75%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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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인간은 뇌의 기 인 자극(stimulus)신호를 받은 근육의 

수의수축(voluntary contraction)에 의해서 동작을 발생시키

며[1], 이러한 인간의 동작은 결국 근육의 수축으로 나타난

다는 것에 착안하여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기 인 

활동(electric activity)을 측정하여 동작 의도를 단[2]할 수 

있는 근 도 신호(Electromyogram, EMG)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 EMG 측정을 통한 근 활성도

(muscle activity) 측정은 근육의 수축정도를 정량 으로 측

정하는 방법[3]과 더불어 근육 수축의 개시 시간(onset 

time)을 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

으며[4], 근 도 신호의 분석을 통한 근육의 장애를 진단하

거나,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5]. 

이러한 인간의 동작 모방  추정을 한 근 도 신호 패

턴 인식기반 연구의 주된 두 가지 이슈는 근 도의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과 근 도 신호의 패턴 분류(pattern 

classification) 분야이다. 일반 으로 신체의 특정 부 로부

터 근 도 신호를 추출하면, 이 신호들을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내어 패턴 인식 방법론에 용 가능한 근 도 신호의 

특징  추출이 필요하다.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

고 있으나, 근 도 신호의 진폭 특성을 단하기 한 기법

으로, 비교  간단하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DAMV 

(Difference Absolute Mean Value), MAV（Mean Absolute 

Value), RMS(Root Mean Square), DASDV(Difference 

Absolute Standard Deviation Value)등이 사용된다.[6] 한 

근 도 신호의 패턴 분류 방법은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7-10], QDA(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9-11], k-NN(k-Nearest Neighbor) [9][12-13], SVM 

(Support Vector Machine) [8][14-15], GMM(Gaussian 

Mixture Model)[16] 등 이미 많은 일반화가 된 방법론들을 

이용한 연구가 발표 되고 있어, 특징  추출 기법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에 따라 근 도 신호 기반 동작 추정의 정확도

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패턴 분류 알고리즘에 용하는 

특징 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단일 특징  추출 기법 기반의 

근 도 신호 패턴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으며, 2개 이

상의 특징 을 이용하는 다  특징  추출 기법 기반의 알고

리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  특징  추출 기법 기

반 알고리즘이 단일 특징  추출 기반 알고리즘에 비하여 패

턴 분류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특징 의 개수를 3차원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연산량이 증

가하고 잡음 특징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패턴 분류기에 의한 

학습과 인식 속도가 느려지며, 모델링에 필요한 학습 집합의 

크기가 커지는 차원의 주(Curse of Dimensionality)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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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기 때문이다[1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수 환자의 의수 제어를 하여 근

도 신호기반 손목 움직임의 추정을 한 다  특징  추

출 기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근 도 신호의 특징  추출 

기법은 앞에서 언 한 근 도 신호의 진폭 특성을 단하는 

DAMV, MAV, RMS, DASDV를 이용하고, 이들  2개의 

특징 을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특징

 추출 기법 조합을 찾는다. 한 제안한 다  특징  추

출 기법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DAMV

를 용하여 LDA, QDA, k-NN 패턴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을 비교 평가한 Kim Kang Soo 등의 연구[8]와 동일한 실

험인 손목의 움직임을 상, 하, 좌, 우, 휴식으로 나눠 이 다

섯 동작에 한 근 도를 측정하여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후,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다섯 동작에 한 근 도 신호를 입

력하여 동작 추정의 정확한 분류여부를 단하고 기존 연구

와 비교한다. 

2. 제안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

EMG 패턴인식에서 특징 추출 부분은 동작 분류 알고리

즘에 있어 가장 요한 부분임이 잘 알려져 있다. 패턴 분

류의 방법은 이미 많은 일반화가 된 방법론들이 발표 되어 

있어 특징  추출 부분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에 따라서 시

스템의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특징  

추출로 패턴을 분류 하는 알고리즘의 동작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근 도 신호를 측정하고 측

정된 신호를 증폭  역 통과 필터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주요 특징  추출 기법인 DAMV, MAV, RMS, 

DASDV로 추출한다. 추출된 단일 특징 들을 보다 정확한 

분류를 해 2가지씩 서로 다른 조합으로 구성하여 2차원의 

성질을 가지는 다  특징 으로 구성한다.

그림 1 동작 분류 알고리즘 순서도

Fig. 1 The Block diagram of Motion classification algorithms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취득과 처리 과정을 하여 명시

된 각 근육 표면에 극을 부착한 뒤 근 도 측정을 하여 

Biopac사의 MP150을 사용하 으며 기존 유선 근 도 측정 

장비보다 실험의 자유도가 높고 근 도 동작 분석 실험에 

최 화된 무선 근 도 측정 장비인 Bionomadix BN-EMG2

를 사용한다. 획득한 근 도 신호를 1㎑로 샘 링 처리를 

시행한 후, 패턴인식을 수행하기 한 time - window 길이

는 166㎳로 설정한다.

사용된 특징   DAMV는 근 도 신호의 차분평균

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일정시간 동안의 신호의 값을 

분한 것이며 식 (1)로 정의되며 는 측정된 근 도 신호이

고, 는 샘 의 순서, 은 샘 의 수를 나타낸다. MAV는 

근 도 신호의 평균 값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moving 

도우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식 (2)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는 도우의 길이이며, 는 도우 내의 데이터를 나타

낸다. RMS는 근 도 신호의 제곱평균제곱근을 나타내며, 

식(4)로 정의된다. DASDV는 근 도 신호의 차분표 편

차로 인 한 두 샘 간의 표 편차의 차이를 나타내며, 식 

(3)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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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도 신호를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내어 패턴 인식 방법

론에 용시키기 한 특징  추출을 표 1과 같이 2가지의 

다양한 조합의 특징 으로 구성하여, 2차원의 성질을 가지는 

다  특징   가장 성능이 좋은 조합을 찾고, 패턴 분류의 

일반  방법인 LDA, QDA, k-NN으로 패턴을 학습시킨 후 

단일 특징 추출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여기서 CH1은 척측 수근 굴근에 극을 

부착하여 얻은 근 도 신호이며, CH2는 척측 수근 신근에 

극을 부착하여 얻은 근 도 신호를 나타낸다.

사용된 LDA는 식 (5)로 정의되며 분류를 해 최 의 사

을 찾기 해 클래스 간 분산(between-class scatter)과 

클래스 내 분산(within-class scatter)의 비율을 최 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

이다. 이때 정규분포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범주에 계없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별함수가 선형으로 도출되므로 

이 경우를 LDA(선형 별분석)라 하고, 분산-공분산 행렬이 

범주 별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이차식의 별함수가 유도되

므로 이 경우를 QDA(이차 별분석)라고 한다.

목  함수 J(W)를 최 화하는 선형 변환행렬 W를 찾기 

해여 클래스 내 분산을 최소화 하는 변환행렬 W를 찾는

다. 즉 최 화의 문제로 근사해 W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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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한 2가지 특징 으로 구성된 2차원 성질을 가지는 특징

Table 1 2-dimensional feautre extraction that consist of double feature extraction 

              CH1
  CH2

DAMV MAV RMS DASDV

DAMV
MAV_CH1
DAMV_CH2

RMS_CH1
DAMV_CH2

DASDV_CH1
DAMV_CH2

MAV DAMV_CH1
MAV_CH2

RMS_CH1
MAV_CH2

DASDV_CH1
MAV_CH2

RMS
DAMV_CH1
RMS_CH2

MAV_CH1
RMS_CH2

DASDV_CH1
RMS_CH2

DASDV DAMV_CH1
DASDV_CH2

MAV_CH1
DASDV_CH2

RMS_CH1
DASDV_CH2














(5)

여기서 
는 사 된 데이터들의 심(평균)간의 거리

이며, 




는 사  표본의 클래스 내 분산을 뜻한다.

목 함수 J(W)의 최 값을 구하기 하여 목  함수 

J(W)를 미분하여 0으로 놓고 식을 일반화된 고유값 문제의 

해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식(6)을 얻게 된다.

 
    (6)

얻어진 식(6)을 최 화 정리에 의하여 최 화된 변환행렬 

W를 구하면 최종 으로 식(7)을 얻을 수 있다.

 arg 
 

 (7)

여기에서 W는 최 행렬이며, 식 (8)과 같이는 클래스 

간 분산 행렬을 나타내며, 는 체 클래스 내의 분산 행

렬을 나타낸다.

  
  



   
 ,  

  



 (8)

m은 체 샘  P개의 평균을 나타내며, c는 클래스 수를 

나타낸다.

k-NN은 식 (9)로 정의되며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

에 속하는지를 단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 

x와 데이터 집합에 속한 모든 데이터들과의 거리를 계산하

여,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데이터를 결정하고 k개의 이웃 

데이터들이 각각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단하여 분류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k를 1로 하여 분류를 시행하

다. 

 
 

  (9)

여기서 j는 학습 범주의 개수 이며 Sim은 특징 데이터 

X, d의 유사도 함수를 나타낸다. 유사도 함수  는 

식(10)과 같이 벡터간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의미한다.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벡터간의 유사도는 

높으며, 0은 벡터간의 계가 독립 임을 알려 다.

 cos
∙

(10)

3. 실험  결과

3.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건강한 20~30  남성 20명을 상으로 그

림 2와 같이 완의 요한 움직임이라고 단되는 다섯 동

작을 상, 하, 좌, 우, 휴식으로 구분하여 손목 동작에 여하

는 근육인 척측 수근 굴근과 척측 수근 신근에 4개의 표면

극을 부착하여 2채 로 근 도를 측정한다. 척측 수근 굴

근은 손의 을 손바닥 쪽으로 굴곡 시키는 역할을 하며, 

척측 수근 신근은 손목에서 손을 신 시키고 내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사용된 극은 Ag/AgCl 표면 극을 사

용한다.

그림 2 손목의 5가지 움직임과 극의 치

Fig. 2 Pictures of five wrist motion and location of electrode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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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된 EMG 원신호

Fig. 3 Measured electromyogram raw data

표 2 2가지 특징 으로 구성된 분류 방법의 정확도

Table 2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that consist of double feature extraction

      CH1

CH2

DAMV MAV RMS DASDV

LDA QDA k-NN LDA QDA k-NN LDA QDA k-NN LDA QDA k-NN

DAMV 86.28% 84.47% 88.99% 83.79% 87.52% 89.50% 86.60% 88.59% 88.27% 85.89% 87.29% 87.02%

MAV 85.70% 84.89% 88.25% 86.82% 85.53% 88.28% 87.01% 84.64% 87.15% 86.37% 83.65% 86.65%

RMS 86.99% 83.77% 89.12% 87.89% 85.07% 89.08% 87.36% 84.03% 88.28% 86.74% 83.87% 87.78%

DASDV 87.06% 88.15% 90.73% 87.59% 89.06% 91.75% 87.11% 87.91% 89.53% 86.70% 87.45% 88.89%

본 논문에서는 단일 특징 추출 기법의 분류 방법과 성능

을 비교하기 하여 기존의 연구[8]에서 제안한 방법과 동일

한 실험으로 각 피 실험자는 손목 동작에 여하는 근육인 

척측 수근 굴근과 척측 수근 신근에 4개의 Ag/AgCl 표면

극을 부착하여 완의 요한 움직임이라고 단되는 다섯 

동작인 상, 하, 좌, 우, 휴식 동작의 EMG 신호를 측정한다. 

측정된 근 도 신호는 그림 3과 같으며, 각 동작별 획득한 

EMG 신호에 166ms의 time-window를 용하고 동작 마다 

30개의 특징 (DAMV, MAV, RMS, DASDV)을 추출하여, 

이를 패턴 분류 알고리즘(LDA, QDA, k-NN)의 학습 데이

터로 사용한다. 이후 근피로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하루 뒤 동일한 실험을 시행하여 이를 테스트 데이터

로 사용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하여 단일 

특징  추출 기법으로 학습시킨 결과와 2개의 특징  추출

기법으로 학습시킨 결과를 비교하여 정확도 개선을 단하

다.

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패턴 분류 기법  LDA, QDA, k-NN에 

데이터로 용 될 2가지 특징  추출 기법을 표 2과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하 다. 평균 으로 DASDV를 사용한 

조합이 정확도가 높았으며 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조합은 

보다 성능이 개선 됨을 보 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MAV, DASDV를 사용한 조합으로서 그림 4와 같이 Kang 

Soo Kim 등의 연구[8]인 단일 특징 으로 학습 시킨 연구

보다 성능이 개선 됨을 보 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MAV, DASDV 조합의 경우에 정확도가 LDA 분류 알고리

즘의 경우 87.59%, QDA 분류 알고리즘의 경우 89.06%, 

k-NN의 알고리즘의 경우 91.75%로 분석 되었다. 이는 기존 

단일 특징 인 DAMV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결과인 LDA 

분류 알고리즘의 경우 81.1%, QDA 분류 알고리즘의 경우 

82.4%, k-NN의 알고리즘의 경우 84.9%의 정확도에 비하여 

각각 6.49%, 6.66%, 6.85%로 평균 6.67%의 성능 개선을 보

다.

그림 4 기존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4 Comparison of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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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dat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k-Nearest Neighbor

그림 5 다  특징 추출 기법을 용한 LDA,QDA,k-NN 분류 기법

Fig. 5 LDA, QDA and k-NN classification using multi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그림 5는 패턴 분류 기법  LDA, QDA, k-NN에 특징  

추출 기법  가장 성능이 높았던  MAV, DASDV를 (X,Y) 

데이터로 구성하여 분류 시킨 결과이다. 그림 5에서 배경 

부분은 각 동작 마다 30개의 특징 (MAV,DASDV)을 각 

패턴 분류 알고리즘에 학습 시킨 뒤 동작 분류를 한 공간

을 도시화 한 것이며,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동작별 테스트 

근 도 신호를 도형으로 표시 하 다. 오차가 수렴하는 데

이터의 경우에는 학습으로 분류된 역 이외의 것은 오차로 

분류 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도를 계산하 다.  k-NN

의 경우 가장 명확하게 동작 구분을 한 공간을 구분함을 

보 으며 정확도 분석 결과 91.75%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

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근육의 수축정도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더불어 근육 수축의 개시 시간을 분석할 수 있고, 근

육의 장애를 진단하거나 동작을 분석하여 측하는 방법인 

EMG를 사용하여 상지 단 환자의 근 의수를 사용하기 

한 손목 움직임을 보다 정 하게 추정하기 해 비교  간

단하고 처리속도가 빠른 LDA, QDA, k-NN을 분류 방법으

로 용하 다. 한 본 논문에서는 동작 분류의 필수 인 

요소인 특징 으로 실시간 처리를 하여 알고리즘이 비교

 간단해 처리속도가 빠르며 근 도 신호의 진폭 특성까지 

고려한 DAMV, DASDV, MAV, RMS를 사용했으며 이를 

단일, 2가지 특징 데이터로 구성하여 성능을 평가 하 다. 

이  가장 성능이 높았던 k-NN 분류 알고리즘을 용한 

MAV, DASDV의 동작 분류에서는 91.75%의 정확도로 근

도 신호의 5가지 동작 분류에 성공하 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성능이 개선 된 특징 추출 알고리즘

을 개발할 정이며, 근 의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도

를 보다 정확하고 빠른 달 특성을 가지는 알고리즘으로 

개선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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