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1010 -

2차원 영상을 이용한 근전도신호의 피로도 
해석에 관한연구

강병종, 이영석

청운대학교 디지털방송공학과

A Study on the Measuring EMG Signal Using

Two-Dimensional images of the Fatigue analysis

Byung-jong Kang, Young seock Lee

Dept. of Digital broadcasting and Electronics Eng., Chungwoon University

E-mail : keumnang@nate.com, yslee@chungwoon.ac.k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STFT을 이용한 이두박근의 근전도 신호 근피로도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개선된

STFT방식은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중간주파수를 이용한 근피로도 측정 방법과 달리 STFT

를 이용한 시간, 주파수 평면에서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근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안

한 방법은 이두박근에서 수집한 근전도 신호의 근피로도 측정에 사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asurement of muscle fatigue using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m). The proposed method is time-frequency representation of muscle activity. We suggest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replace the classical muscle fatigue monitoring method using the

median frequency.

① 키워드

② Measures, STFT, Muscle fatigue

Ⅰ. 서 론

근전도(EMG)는 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전위차를

파형으로 기록한 것이며,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주파수가 감소하게 된다. 최근 근전도의 활용범

위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근피로도 측정에는 피부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잇는 전극을 이용하였다. 전극을 피

부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표본화 수집도 간단해졌으며

데이터로의 가공도 용이해 졌다. 근전도로 근피로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있거나 혹은 질병이 곧 발생할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

기가 매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근시일내에 이두박

근의 근피로도를 얻기위해 아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얻어진 데이터를 기존에는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을 알아보기 쉽게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

토하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근전도신호에서 얻어진 근

피로도를 그림으로 도식화 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Ⅱ. 본 론

근전도는 근육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대게 5mV의 극소량의 전압이 발

생한다. 근육이 수축 하게 되면 근육 표면, 근섬유 각

각에서 근전도가 발생하게 된다. 얼마나 근육의 움직

이는 빈도가 빠르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수축력의 정

도가 달라진다.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근섬유의 수축

력은 증가하고 느리게 움직이게 되면 수축력이 감소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근피로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힘을 주게 되면 주파수는 올라가고 진폭도 커지

게 된다. 근전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기신

호가 나타나게 된다.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란 각 시간마

다 적당한 양의 데이터를 윈도우에 의해서 잘라서

FFT(Fast Fourier Transform)하고, 다음 시간으로 옮

겨서 다시 FFT하는 방법중에 하나이다. SFTF를 마

치게 되면 각 시간대별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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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데이토를 얻을 수 있다. x축으로는 주파수를 y

축으로는 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한 번에 FFT

하는 신호의 시간길이에 해당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간에서 FFT한 후 다음 번 시간에는 FFT만큼

이동하는 것이 쓰이게 된다.

Ⅲ. 실험방법

근전도(EMG) 신호를 획득하는 데 몇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전극과 증폭기의 대역폭을 부여해야 하며

이두박근의 측정시 대역폭 500Hz의 주파수로 수집하

여 분석하게 된다. 전극의 위치뿐만 아니라 측정 시간

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 근전도(EMG) 측정 장비는

피지오랩의 iDAQ-P400장비를 이용하였으며

MATLAB을 이용해 STFT 변환을 하였다. 이 장비는

인체 및 동물에서 다양한 생체신호를 계측할 목적으

로 제작되어진 모듈형 디지털 생체신호 기록기이다.

근전도(EMG)신호의 주파수 구성 요소는 아령으로 근

피로도를 얻는 동안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근수축이 다

양해 지기 때문에 많은 횟수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를 얻어야 한다. 이두박근(biceps brachii muscle)에서

측정된 근신호들을 MATLAB을 이용해 근육의 피로

전과 피로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여 종전에

는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 1.에 적용된 장비는 데이터 획

득 장비인 iDAQ-P400장비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

할 때 신호계측용 AMP에 있는 앰프모듈 연결 단자

를 통해서 -2.5V ~ 2.5V 사이의 전압값을 12bit 해상

도(총 4,096단계)로 샘플링 및 양자화를 수행한다.

[그림 1] iDAQ-P400 장비의 개념도

다음에 보이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근전도 신호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극을 이두박근의 위쪽에 (-)전

극을 이두박근 아래 부분에 (G)접지전극을 (+)전극과

(-)전극 사이에 부착한 후 아령을 이용하여 무게의

물체를 들었다 놓았다 하여 신호를 획득한다.

[그림 2] 근전도 신호 획득 방법

iDAQ-P400장비를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획득하

면 그림4.와 같은 근전도 신호을 얻을 수 있다.

(a) 아령을 들고 30초 동안 유지

(b) 아령을 들고 30초 동안 유지

(c) 펌핑 후 아령을 들고 30초 동아 유지

(d) 펌핑 후 아령을 들고 30초 동아 유지

[그림 3] iDAQ-P400장비로 얻은 근전도 신호

1. 위의 그림의 (a)와 (b)는 아령을 30초동안 유지

시키고 얻은 데이터 이고 (c)와 (d)는 아령을 20

회 수행하고 팔의 피로도가 최고조가 된 상태에

서 아령을 30초 동안 유지한 후 얻은 데이터 이

다. 그러나 근전도 신호 획득 초기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근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주파를 이

용한다는 사실을 그림3. 에서는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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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a) 부하를 30초 동안 유지

(b) 부하를 들고 30초 동안 유지

(c) 최대 피로 후 부하를 들고 30초 동안 유지

(d) 최대 피로 후 부하를 30초 동안 유지

[그림 4] MESH를 이용해 데이터 분석

근전도 신호의 피로전과 피로후의 데이터를 획득

하기 위하여 iDAQ-P400장비를 이용하여 이두박근 위

쪽과 아래쪽에 (+)전극과 (-)전극을 붙였으며 (+)전극

과 (-)전극 사이에 (G)접지전극을 붙여 근육이 피로

해 짐에 따라 근육의 변화도를 그림4. 와같이 나타내

었다. 근래의 논문들은 그림3과 같은 신호를 이용하여

실험 및 데이터의 분석을 하였으나, STFT을 이용하

면 실험 및 데이터의 분석을 수월하게 하였다. 노란색

으로 나타난 곳이 고주파수가 크고 파란색으로 나타

난 곳이 주파수가 낮다. 이로서 그림 4.에서와 같이

MESH를 MATLAB 의 MESH를 이용하여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직은 근전도신호

요인(Factor)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STFT을 거친

후 더 확인이 편리한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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