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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근전도 신호 피이크 검출을 위한 
디지털 분수 차수 저역통과 미분기

Digital Fractional Order Low-pass Differentiators for Detecting Peaks of 
Surface EMG Signal

이  진†․김 성 환*

(Jin Lee․Sung-Hwan Kim)

Abstract -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based on fractional order calculus have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analyzing 

heavy-tailed non-Gaussian signals. It was found that the surface EMG signals from the muscles having nuero-muscular 

disease are best modeled by using the heavy-tailed non-gaussian random processes. In this regard, this paper describes 

an application of digital fractional order lowpass differentiators(FOLPD, weighted FOLPD) based on the fractional order 

calculus in detecting peaks of surface EMG signal. The performances of the FOLPD and WFOLPD are analyzed based 

on different filter length and varying MUAP wave shape from recorded and simulated surface EMG signals. As a 

results, the WFOLPD showed better SNR improving factors than the existing WLPD and to be more robust under the 

various surface EMG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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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electrode)으로 검출되는 근 도(EMG:electromyo- 

gram) 신호에서 개개의 운동단  활동 (MUAP:motor 

unit action potential)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연구는 근 신경

계(neuro-muscular system)의 작용기 에 한 생리학  정

보를 밝히기 하여 필수 이다[1-5]. 최근에는 피검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침(needle) 혹은 선(wire) 극보다는 표면

극을 사용한 분리 알고리즘(decomposition algorithm)의 

개발이 주된 심을 끌고 있다[4,5]. 

다수의 MUAP들이 시 공간에서 임의 으로 복합, 첩되

어 검출되는 표면 근 도 신호로부터 개개의 MUAP들로 분

리 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 배경잡음(내부  외부 부가잡

음과 MUAP들 간의 간섭에 의한 형왜곡 잡음)과 함께 기

록되는 근 도 신호 속에서 배경잡음들과 MUAP 피이크

(peak)들의 구별성(distinguishability)을 높여주어, MUAP 

피이크 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신호 필터링(filtering) 방법

의 용이 요구된다. 

지 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여 다양한 역통과 미분

(lowpass differentiation) 필터링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며

[6,7], 최근 들어 본 연구 은 기존에 제안된 역통과 필터

링 기법들의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정상인의 표면근

도 신호에는 가  역통과 미분기(WLPD:weighted 

lowpass differentiator)의 용이 효과 임을 보고하 다[8]. 

이들 기존의 미분기들은 가우시안(Gaussian) 신호 모델

(model)을 바탕으로 통계  정상성(stationarity)이 만족된다

는 가정 하에서 유도된 신호처리 알고리즘(algorithm)들이

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척수(spinal cord)의 손상으로 인하

여 운동명령이 신경을 통하여 근섬유(muscle fiber)들을 정

상 으로 자극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표면근 도 신호는 

단히 미약하며, 마치 운동신경의 활동으로 인식하기 쉬운 충

격성 잡음(impulsive noise)이 첨가되어 가우시안 확률과정

(random process)에서 많이 벗어나는, 비 가우시안

(non-Gaussian) 신호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9,10]. 

이와 같은 비 가우시안 확률과정 신호를 상으로 기존의 

가우시안 신호 모델을 바탕으로 유도된 알고리즘을 용하

을 경우, 그 성능의 안정성(stability)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 히 제기되어져 오고 있으며[11-18], 최근 

들어 분수차수 미, 분법(fractional order calculus)을 바탕

으로 하는 신호처리 기법이  비가우시안 신호의 미분기로 

합하게 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6-18].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근질환자의 표

면근 도 신호 모두에 강건(robust)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

분 필터링 기법으로 분수차수 역통과 미분기(FOLPD: 

fractional order lowpass differentiator)와 가  분수차수 

역통과 미분기(WFOLPD:weighted FOLPD)를 운동단  활

동  피이크 검출에 처음으로 용하 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이두박근에서 수집한 표면근 도 신호

와 모의 으로 발생시킨 표면근 도 신호에 한 운동단  

활동  피이크 강조 성능을 기존의 미분기(WLPD)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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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 다.    

 

2. 본  론

신호 의 분수차수 미분의 일반 인 정의는 식(1)로 

나타낼 수 있다[18]. 

 


                                  (1)

 식에서 는 미분 연산자, 는 실수로 정수 차수

(order) 미분을 확장한 것이다. 이 정의로부터 디지털 분수

차수 역통과 미분기는,   일 때 식(1)의 분수차수 

미분 계산을 바탕으로 다음 식(2)로 구 할 수 있음이 증명

되었다[16~18]. 

  
∞

∞

                            (2)

여기서 은 입력, 출력 신호를 각각 나타내며, 

 는 필터의 임펄스 응답으로 다음 식(3)과 같이 이항계

수 와 표본화 주 수 의항만으로 표 되며, 이항계수는 

식(4) 와같이 회귀 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4)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식(2)의 일반형 분수차수 미분

기에 인과성(causality)과 가 함수(weighting function)[19], 

을 용하면 인과  유한 임펄스 응답(FIR:finite 

impulse response) 분수차수 역통과 미분기를 식(5)와 같

이 유도할 수 있다.

  
 



                         (5)

 식에서 L은 필터 길이(length)이며, 가 함수   

인 사각 가 함수(rectangle weighting function)인 경우 

FOLPD, 기타 가 함수인 경우 WFOLPD 필터를 각각 구

할 수 있다.

식(5) 와같이 유도할 수 있는 FOLPD에서 필터 길이 L과 

분수차수 는 미분기의 응답 특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

이며, 의 구간에서 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주

수응답 특성 곡선의 기울기와 정지 역 감쇄가 커지며, 필

터길이가 길어지면 특성곡선의 역폭이 어드는 것으로 

밝 졌다[16,17]. 한 본 연구 의 이  연구[8]를 통하여 

미분기의 기울기와 정지 역 감쇄가 큰 미분기가 표면근

도 신호의 피이크 강조에 합함을 제시하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비실험을 통하여, 본 연

구에서는 와 식(6)으로 정의되는 정  가 함수

(sinusoidal weighting function)로 각각 설정한 FOLPD, 

WFOLPD를 표면근 도 신호 피이크 강조 미분기로 설계하

다.

  sin ≤                      (6)

  그림 1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수차수 역통과 미분기

와 기존의 역통과 미분기[7]의 주 수응답 특성을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그림 1 FOLPD, WFOLPD, WLPD 필터의 주 수 응답(L=60)

Fig. 1 Frequency responses of the FOLPD, WFOLPD and 

WLPD filters (L=60)

신호처리의 에서 역통과 미분기는 비교  낮은 신

호  잡음비(SNR:signal to noise ratio)로 측되는 신호를 

상으로, 상승  하강 에지(edge)를 보다 날카로운 스 이

크의 형태로 강조함과 동시에 주   고주  잡음을 함

께 억제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필터이다. 그림 1에 

나타낸 주 수응답 특성곡선에서 주엽(main lobe)과 부엽을 

형성하는 곡선의 기울기가 에지 강조성능을, 그 곡선의 역

폭과 크기감쇄 정도가 잡음 억제 성능을 각각 좌우하게 된

다. 그러므로  그림으로부터 WFOLPD가 기존에 표면근

도 신호의 피이크 강조에 효과 인 것으로 밝 진 

WLPD[7]와 비교하여 조  더 우수한 성능으로 강건하게 

운동단  활동  피이크 강조를 한 필터링 기법으로 

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실제 이두박근에서 수집한 표면근 도 신호를 

상으로 기존의 WLPD  본 연구에서 제시한 FOLPD와 

WFOLPD로 필터링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원래 표면근

도(raw SEMG) 신호에서 빠르게 변하는 에지(edge)부분

이 미분기의 효과에 의해 강조되어 보다 날카로운 모양의 

스 이크들을 형성하는 결과를 세 가지 필터 출력 신호에서 

공히 확인할 수 있다. 

한 FOLPD의 경우가 좀 더 날카롭게 MUAP 스 이크

들을 강조하나 낮은 진폭의 에지들까지 강조하여 더 많은 

스 이크들이 존재하는 출력신호를 나타내며, WFOLPD의 

경우가 작은 진폭의 에지에 의한 스 이크가 가장 게 형

성된 출력신호를 나타내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침근 도 신호보다 복잡하게 형성되는 배경잡음에 

의해 생성되는 스 이크들의 처리가 표면근 도 신호로 부

터의 MUAP 검출에 큰 문제 이었다. 이와 같이 역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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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역통과 미분필터(WLPD)와 제안한 역통과

미분필터(FOLPD, WFOLPD)의 출력신호(이두박근, 

20% MVC, 표본화주 수=8192[Hz], 필터길이(L)=10)

Fig. 2 Output signals of classical WLPD and proposed 

LPD(FOLPD and WFOLPD) (biceps brachii muscle, 

20% MVC, sampling frequency=8192[Hz], filter 

length(L)=10)

                (a)                      (b)

그림 3 모의 표면 운동단  활동  (a) 2상 MUAP  (b) 3

상 MUAP

Fig. 3 Simulated surface motor unit action potentials (a) 

bi-phasic MUAP (b) tri-phasic MUAP

미분기에 의해 강조된 스 이크들 에는 MUAP 스 이크

들과 배경잡음에 의해서 잘못 형성된 스 이크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한 미분기의 용은 MUAP 

스 이크 검출 가능성을 높여  수 있다.         

 

3. 실험 방법

제시한 디지털 분수차수 역통과 미분기의 정량  성능

을 비교, 평가하기 해서는 첫째, 필터링 후의 MUAP 피

이크들의 향상 정도를 객 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모의 표면근 도 신호의 발생, 둘째 배경잡음과 표면 

MUAP 신호의 특성에 기 한 한 성능평가 지표

(performance criterion)의 용이 요구된다.

이를 하여 먼  모의 표면근 도 신호는 운동단  활동

의 생리학 인 발생 기 을 정 하게 묘사하는 수학  모

델을 이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용  도

체(volume conductor) 모델[4]을 바탕으로, 표면근 도 신호

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2상(bi-phase), 3상(tri-phase) 

MUAP의 발생 방법을 이  연구들[4,8]을 통하여 제시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 근 도 

신호를 취득하 다. 그림 3에 이와 같이 발생시킨 모의 운동

단  활동 들을 나타내었다.

실제 극으로 검출되는 표면근 도 신호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모양의 단일 운동단  활동 들이 시, 공간 으로 

복합 첩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수차수 역통과 미분기의 성능은 표면근 도 

MUAP 신호의 피이크들을 최 로 강조하여 스 이크

(spike)의 형태로 구별성을 높여주며, 배경잡음에 의한 오류

(false) 스 이크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로 여  수 있느

냐 하는 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

서는 식(7), 식(8)로 정의할 수 있는 필터링에 의한 정규화 

성능향상 계수,  (IC:improving coefficient)[8]를 사용하

여 각 미분기의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7)

  max                                   (8)

여기서  , 는 미분 필터링 , 후의 신호  잡

음비를 각각 나타낸다. 

4. 실험 결과  고찰

미분기는 인  샘 간의 진폭차이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

에 신호의 진폭 자체는 값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으

며, 신호의 모양(shape)과 지속시간(duration)이 필터의 특성

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들임을 이  연구[8]를 통하여 지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표면 극으로 검출되는 

표  모양의 2상과 3상 MUAP들을 상으로, 지속시간을 

변화시키며 제시한 필터의 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 분석하

다. 

그림 4, 5에 신호 발생 모델로 취득한 모의 2상 MUAP 

신호의 지속시간을  1[ms]~20[ms]로 변화시키며[1], 각 필터

길이의(L=10~110) FOLPD  WFOLPD로 필터링 하 을 

경우에 구한 정규화 성능향상계수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4와 그림 5의 결과를 통해 FOLPD  WFOLPD 필

터 모두 필터길이가 증가할수록 지속시간이 보다 긴 MUAP

에 하여 효과 인 피이크 강조성능을 보이며,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속시간의 범 가 넓어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한 2상 MUAP 신호에 하여 스 이크 강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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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UAP 지속시간과 필터길이(L=10~110) 변화에 따른 

FO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KHz]

의 모의 2상 MUAP 신호).

Fig. 4 Improving coefficient of FOLPD filters on varying 

MUAP duration and filter length(L=10~110) (simulated 

bi-phasic MUAP sampled at 10[KHz]).

그림 5 MUAP 지속시간과 필터길이(L=10~110) 변화에 따른 

WFO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KHz]의 모의 2상 MUAP 신호).

Fig. 5 Improving coefficient of WFOLPD filters on varying 

MUAP duration and filter length(L=10~110) (simulated 

bi-phasic MUAP sampled at 10[KHz]).

표 1 FOLPD  WFOLPD에 효과 인 MUAP 지속시간 

범 ( L=10~110, 2상 MUAP)

Table 1 Effective range of MUAP duration for the FOLPD 

and WFOLPD filters ( L=10~110, bi-phasic MUAP)  

           FOLPD

 [ms] [ms]  (max)

            WFOLPD

 [ms] [ms]  (max)

L=10

L=30

L=50

L=70

L=90

L=110

1.7-3.0      2.2     0.93

3.9-7.7      5.3     0.86

6.4-12.3     8.8     0.84

8.8-16.9    12.2     0.82

11.2-       15.7     0.82 

13.7-       19.3     0.83 

1.6-2.5      2.1      0.86 

3.6-7.4      4.9      0.97

5.7-12.2     7.4      0.97

8.3-17.2    10.8      0.97

10.5-       12.6      0.97

12.9-       18.1      0.97 

그림 6 MUAP 지속시간과 필터길이(L=10~110) 변화에 따른 

FO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KHz]

의 모의 3상 MUAP 신호).

Fig. 6 Improving coefficient of FOLPD filters on varying 

MUAP duration and filter length(L=10~110) (simulated 

tri-phasic MUAP sampled at 10[KHz]).

을 보여주는   곡선의 체 인 모양은 두 필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나, FOLPD 보다는 WFOLPD의 성능이 우

수함(  값의 크기에 비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보다 정량 으로 알아 보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L=10~110의 범 한 필터길이 변화에 하여 제시한 미분

기의 성능을 평가하여, MUAP 피이크 강조에 효과 인 지

속시간 범 , 를 값이 0.707 이상 되는 지속시간 범

, 는 값이 최 인 지속시간 으로 각각 정의하고 

표 1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표 1을 통해 L=50인 FOLPD 필터가 효과 으로 동작하

는 MUAP 지속시간 범 는, =6.4~12.3[ms]이며, 값

이 최 ( (max)=0.84)가 되는 MUAP 지속시간은 

8.8[ms]임을 알 수 있다. 한 필터 길이, L이 증가함에 따

라서 의 범 는 넓어지고, 은 길어지는 상이 나타

남을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MUAP 지속시간

은 근섬유 도속도(muscle fiber conduction velocity)와 역

비례 계에 의하여 형성되며, 골격근의 경우 운동단 와 근

섬유 세포의 생리  특성에 따라서 보통 2~20[ms] 범 에 

분포하며 연령에 따라 조 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이 밝

져 있다[1]. 한 극으로 기록되는 MUAP의 지속시간, 진

폭, 모양의 특성은 사용하는 극의 기하학 인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4].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의 

성능평가 범 를 선정하 으며, 제시한 표 1은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한 미분기를 선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6과 그림 7에 3상 모양의 MUAP신호에 하

여 와 동일한 실험을 하여 얻어진 필터 성능향상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4, 5의 결과 분석에서 언 한 바와 같이 L

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 범 는 넓어지고, 은 길어지

는 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값이 제시한 두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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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OLPD  WFOLPD에 효과 인 MUAP 지속시간 

범 (L=10~110, 3상 MUAP)

Table 2 Effective range of MUAP duration for the FOLPD 

and WFOLPD filters (L=10~110, tri-phasic MUAP)  

           FOLPD

 [ms] [ms]  (max)

            WFOLPD

 [ms] [ms]  (max)

L=10

L=30

L=50

L=70

L=90

L=110

   X      2.1      0.67

   X      5.9      0.66

   X      9.6      0.65

   X      13.3     0.65

   X      17.1     0.64 

   X       X        X 

1.8-2.1    2.0       0.71 

3.9-6.4    5.0       0.78

6.6-10.5   8.3       0.77

9.5-14.6   11.6      0.78

12.4-18.5  15.0      0.78

15.2-      18.6      0.78 

* X는 실험범  내에서 값이 정의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모두 3상 MUAP의 경우에는 2상 MUAP에 비하여 많이 떨

어지는 결과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MUAP들 간의 복잡한 첩으로 형성되는 다상

(polyphase) MUAP 일수록 피이크 검출이 어려워짐을 제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MUAP 지속시간과 필터길이(L=10~110) 변화에 따른 

WFOLPD 필터의 성능향상계수(표본화주 수 10[KHz]

의 모의 3상 MUAP 신호).

Fig. 7 Improving coefficient of WFOLPD filters on varying 

MUAP duration and filter length(L=10~110) (simulated 

tri-phasic MUAP sampled at 10[KHz]). 

  

  표 2에 L=10~110의 FOLPD  WFOLPD 필터를 3상 모

양 MUAP에 용하 을 때 얻어진 ,  ,  (max) 

값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2을 통해 FOLPD 필터의 

경우는, MUAP 피이크 강조에 효과 인 지속시간 범 , 즉 

>0.707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WFOLPD 필터에 

비하여 표면근 도 신호의 피이크 강조 성능이 떨어짐을 확

인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결과는 표면근 도 신호의 피이

크 강조를 한 미분 필터링에는 WFOLPD 필터의 용이 

바람직함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에 기존에 표면근 도 신호에 효과 인 미

분 필터링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WLPD 필터와 본 연구에

서 제시한 WFOLPD 필터의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3 WFOLPD와 WLPD에 효과 인 MUAP 지속시간 범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ffective range of MUAP duration for 

the WFOLPD and WLPD filters  

           WLPD

 [ms] [ms] (max)

            WFOLPD

 [ms] [ms]  (max)

2상MUAP

 L=20

 L=40

 L=60

3상MUAP

 L=20

 L=40

 L=60

2.6-5.0    3.1       0.95

4.9-9.9    6.4       0.97

7.2-14.9   9.8       0.96

   

2.7-4.3    3.1       0.75

5.4-8.6    6.8       0.77

8.2-12.9   10.5      0.78

2.6-4.9     3.1       0.94

4.7-10.0    6.3       0.97

7.2-14.7    9.4       0.97

 

2.5-4.1     3.2       0.78 

5.3-8.4     6.4       0.78

8.0-12.6    10.1      0.78

성능 비교 실험은 필터길이, L=10~110의 범 에서 실시하

지만 그 결과의 추세가 유사하여 일부분만 표에 제시하

다. 표 3을 통하여 기존의 일반 인 미분 연산을 바탕으로 

유도된 WLPD와 비교하여 분수차수 미분 연산을 통하여 유

도된 WFOLPD의 표면근 도 신호 피이크 강조 성능이 거

의 유사하거나, 조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필터 

길이 변화에 따른 , 값의 범 는 유사하며, 값은 

WFOLPD의 결과가 조  더 우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WFOLPD가 정상인과 근질환

자의 표면근 도 신호 모두에 보다 강건하게 MUAP 피이크 

검출을 한 필터링 방법으로 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가우시안 신호에 강건하게 용할 수 있

는 분수차수 미분기인 FOLPD와 WFOLPD를 표면근 도 

신호의 MUAP 피이크 검출 가능성을 높여주기 한 새로운 

디지털 필터링 방법으로 용하고, 성능 평가를 시도하 다. 

이를 하여 용  도체 모델을 기반으로 모의 표면근 도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를 필터 길이 L=10~110의 FOLPD  

WFOLPD로 필터링한 결과를 기존의 미분기인 WLPD와 정

량 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 다. 실험 결과, WFOLPD 

필터의 성능이 WLPD 필터와 비교하여 우수하게 표면근

도 신호에 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분수차수 미분기는 정상인 뿐 만 아니라 비 

가우시안 신호로 수집되는 근질환자들의 표면근 도 신호에 

해서도 강건하게 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비가우시안 신호에 한 정량화된 평가방법과 실제 다양한 

근질환자의 표면근 도 신호를 상으로 MUAP 검출을 시

도하여 실제 임상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

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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