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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 문제로 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용보철장치(prosthetic devices)들의 역할

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철장치 기술의 발전

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재활 치료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어 사회 복지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철장치들의 기능에는 사

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이동 및 움직임이 원활하

도록 돕는 역할이 필수적이며, 실시간 작동을 위해서

는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감지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

하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근육의 움직

임으로부터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Electromyo-

graphic signal)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위 의도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여 보철장치의 명령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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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기술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근전도 신호는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뇌로부터 

근섬유들에게 전달되는 전기적인 자극으로서, 신호 

측정 방법에는 바늘 형상의 전극을 인체 내부 말초신

경계에 삽입하여 측정하는 침습법과 해당 근육군의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신호를 측정하는 무통

증 비침습법이 있다. 바늘 침습법은 해당 근육단위 

한 개의 전기적 활동만을 측정하지만 비침습법은 근

운동단위 집합체의 총체적인 시너지 활동을 정량적

으로 분석할 수 있어 재활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1-2].

비침습법 근전도 신호 측정법을 사용할 경우 총체

적인 근육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신호가 측정되며, 인

체의 움직임들은 단일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

고 상호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체 내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잡음들과 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추출해 내는 기

술이 필요하다.

인체의 복잡한 구조로부터 생성되는 근전도 신호

를 인지하는 신호처리 알고리즘으로는 퍼지로직과 

신경망 이론과 같이 비선형적이고 불특정한 데이터

처리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이론들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3-7].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퍼지로직

과 신경망이론은 상호 보안 목적으로 복합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8]. 그러나 신경망이론이 적용된 경우에

는 내부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강도 조정을 위해 반복 

학습을 통한 사전 학습 절차가 필요하다[9]. 일반적

으로 학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명령신호와 실제 

동작사이의 오차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된 방대한 근전도 신호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유사 데이터를 그룹화 하여 중심값 만을 활용하

는 퍼지클러스터링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상박 (upper arm)에 부착된 4개의 

근전도 감지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된 신호들로 부터 

손목 굽힘 (wrist flexion), 손목 폄 (wrist extension),

자쪽 편위 (ulnar deviation), 손가락 굽힘 (finger

flexion)의 동작들을 판별할 수 있는 퍼지로직 기반

의 근전도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퍼지 클러스터링 (FCMs: Fuzzy C-

Means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중심

값들을 구하고 퍼지화(Fuzzification), 규칙평가(Rule

evaluation), 비퍼지화 (Defuzzification)의 과정을 거

쳐 실험 대상자의 상박의 4가지 동작을 구별하게 된

다. 특히 퍼지 규칙평가 단계에서 320개의 세분화된 

규칙들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타 이론들을 복합적으

로 사용하지 않고 퍼지 로직 이론만으로 상박의 동작

의도를 판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2. 근전도(EMG) 측정

본 연구에서는 손목 굽힘, 손목 폄, 자쪽 편위, 손가

락 굽힘 시에 발생하는 EMG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Ag/AgCl 전극을 손목 굽힘근(flexor carpi ulnaris),

손목 폄근(extensor carpi ulnaris), 손가락 폄근 

(Extensor digitorum), 얕은 손가락 굽힘근(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들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표

Fig. 1 Image of forearm movements [11]. Fig. 2. Electrode locations on forear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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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부착하였다. Fig. 2는 전극 부착 위치를 나타내

는 상박 근육군의 해부학적 위치를 보여준다. 상박에 

부착된 4개의 전극에 의해서 전달되는 EMG 신호는 

BIOPAC® MP35 DAQ (BIOPAC Systems, Inc.)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성인 남성의 상박에 부착된 전

극들로부터 4가지 동작 각각에 대한 EMG 신호가 

샘플링 주파수 1 kHz로 측정되었다. EMG 신호의 

측정은 12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동작에 대한 데

이터가 수집되는 동안 처음 4초간은 상박은 아무런 

동작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 

뒤로 약 8초간 각각의 동작을 취하여 유지하게 되며,

나머지 4초간은 휴식 상태로 돌아와서 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 모든 동작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로 

관절의 전체 가동범위의 움직임으로 이루어 졌다.

3. Fuzzy C-Means Clustering(FCM) 기반의 근

전도 패턴인식 알고리즘 

3.1 근전도 패턴인식 알고리즘의 입력신호

본 논문에서는 상박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분서하여 앞서 기술한 4가지 상박의 

동작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Fuzzy C-Means Clustering (FCM)

기반의 퍼지로직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데이터를 

간소화 시키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용된 

FCM 알고리즘은 동일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의 분산 

값은 최소로 하고 동시에 다른 클러스터 내 데이터와

의 분산 값은 최대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클러스터 데이터의 중심

값을 찾은 방법이다[3, 4].

FCM 알고리즘은 주어진 n개의 EMG 신호 데이

터 X={x1, …, xn}로부터 c개의 중심 값 C={c1, …,

cc}을 찾게 된다. 최종적으로 FCM은 식 (1)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며, 여기서 가중치로 구성된W=wi,j ∈[0,

1], i = 1, …, n, j = 1, …, c에서 각 요소 wi,j는 데이터 

요소 xi 가 중심값 cj 에 소속된 정도를 말해주며 각각 

식 (2)와 (3)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n을 128로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각각의 샘플링 신호 

128개에 대한 FCM과정을 수행하였다. m은 퍼지성

의 정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의 가중(expo-

nential weight)이다. 이 값은 m∈[1, ∞]와 같은 범위

를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m을 2로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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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FCM 절차를 도식화하여 보여주며, 상박

에 부착된 각각의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EMG 신호들은 순차적으로 n개의 길이로 그룹화 된 

후에 FCM과정을 거치면서 w_f_center(1, …, c),

w_e_center(1, …, c), u_d_center(1, …, c), f_f_cen-

ter(1, …, c)의 이름을 가지는 4×c개의 중심 값들로 

대표되게 된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중심값들은 퍼지

화 (Fuzzification) 과정에서 입력 맴버함수의 입력으

로 사용된다.

3.2 퍼지화(Fuzzification)

퍼지화 과정을 통해 중심값들은 가중치를 가지는 

Fig. 3. FCM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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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값들로 재분류된다. Fig. 4는 퍼지화에 사용된 

멤버 함수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근육군

에서 발생하는 EMG 신호들 각각의 중심값들 (w_f_

center(1,…,c), u_d_center(1,…,c), w_e_center(1

,…,c), f_f_center(1,…,c))의 퍼지화를 위해 4개의 입

력 멤버 함수가 사용되었다. Fig. 4는 입력 멤버 함수

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멤버함수들은 입력의 범위

에 따라 4개의 이름(inactive, low_active, med_ac-

tive, high_active)들로 구성된 삼각 함수들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의 파형들은 50%의 중첩을 가지도록 

구성되었다. 퍼지화 단계에서 중심값들은 멤버함수

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범위 중에서 해당되는 

이름과 대응하는 가중치로 구성된 값들로 변환된다.

Fig. 4로부터 가중치는 0 과 1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A와 D 사이의 구간에서는 2개의 삼각파형들이 중첩

되기 때문에 퍼지화된 값은 2개의 이름과 각각에 대

응하는 2개의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멤버함수 4개의 내부 삼각 함수들의 범위는 A 지

점과 C 지점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 상박의 4가지 

동작을 제어하는 각각의 해당 근육군의 EMG 신호

로부터, A 지점의 값은 사전에 상박이 움직임 없이 

휴식을 취할 동안 수집된 EMG 신호 데이터의 평균

값이며, C 지점의 값은 상박이 손목 굽힘 (wrist

flexion), 손목 폄 (wrist extension), 자쪽 편위 (ulnar

deviation), 손가락 굽힘 (finger flexion)의 동작들을 

하는 동안 해당 근육군에서 측정된 EMG 신호 데이

터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각각의 근육군에서 측정된 

신호들의 퍼지화를 위한 4개의 멤버함수에서 A 와 

C 지점의 값은 각 해당 근육군에서 발생하는 EMG

신호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4개의 함수 각각 A와 

C 지점의 값이 달라진다. B 지점은 A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중간 지점이며 동일 간격으로 D 지점이 정해

졌다. 예를 들어 Fig. 4의 a 지점에 w_f_center(1)의 

값이 놓일 경우, 퍼지화 된 변환 값은 w_f_center(1)

= {Inactive(0.5), Low_active(0.5), Med_active(0),

High_active(0)}이다. 따라서 퍼지화 단계에서는 변

수들 w_f_center, u_d_center, w_e_center, f_f_cen-

ter 각각이 변환 과정을 통해c×4 의 크기를 가지는 

행렬 형태로 저장된다.

3.3 규칙평가(Rule Evaluation)

FCM을 사용하여 구해진 EMG 신호들의 중심값

들은 이전 장에서 설명된 퍼지화 단계를 거처 이름과 

가중치를 가지는 c×4 개의 퍼지 신호들로 바뀌게 된

다. 규칙평가 단계에서 퍼지 신호들은 상박의 동작들

을 판별하는 규칙들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상박의 움

직임 의도를 판별하는 규칙 들은 if ∼ then ∼ 으로 

구성된 조건문들로 이루어 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4에서 설명된 상박의 4가지 동작들과 휴식동안 

동작이 없을 경우를 판별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 5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320개의 규칙들이 

작성되었으며, 상박의 4가지 동작들은 각각 High,

Med, Low, Off의 4단계로 구분되어진다. 동작이 없

음을 판별하는 규칙들은 High, Med, Off의 3단계로 

구분되어진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손목 폄(wrist extension)

동작의도를 판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규칙들 중 일부

를 보여준다. 출력 변수들(High, Med, Low, Off)의 

가중치는 If문 내부의 변수들 중에서 최소값으로 선

정되기 때문에 If 문 내부 변수들 중에서 한 개라도 

0이 있는 경우 해당 규칙들은 제외되며, 그 밖의 경우

에서는 0∼1 사이의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같은 출력 변수를 가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중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비퍼지화 과정에서 각 동

Fig. 4. Input membership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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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의도를 판별하는 연산 과정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퍼지화 과정을 거친 w_e_center, w_f_

center, u_d_center, f_f_center의 첫 번째 중심값들이 

각각 w_e_center(1) = {Inactive(0), Low_active(0),

Med_active(0.5), High_active(0.5)}, w_f_center(1)

= {Inactive(0), Low_active(0), Med_active(0), High_

active(1)}, u_d_center(1) = {Inactive(0), Low_ac-

tive(0), Med_active(0), High_active(1)}, f_f_cen-

ter(1) = {Inactive(0), Low_active(0), Med_active

(0), High_active(1)}의 퍼지화된 값들을 가질 경우,

Table 1에서는 Rule 1, 65가 활성화 되어 손목 폄 동

작에 해당되는 규칙 평가 단계의 출력은 Intention

of wrist extension = {High(0.5), Med(0.5)} 이다.

Table 2-5에서는 나머지 상박의 동작들을 판별하

기 위하여 작성된 규칙들의 일부를 보여준다. 각 동

작 판별을 위해 사용된 규칙들의 출력 단계들(High,

Table 1. Rules for the intention detection of wrist extension

Rule if w_e_center and w_f_center and u_d_center and f_f_center then
Intention of
wrist
extension

1

if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then

High

2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Med_active High

3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Low_active High

⋮ ⋮ ⋮ ⋮ ⋮ ⋮

65 Med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Med

⋮ ⋮ ⋮ ⋮ ⋮ ⋮

256 Inactive Inactive Inactive Inactive Off

Table 2. Rules for the intention detection of wrist flexion

Rule if w_e_center and w_f_center and u_d_center and f_f_center then
Intention of
wrist flexion

1

if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then

High

⋮ ⋮ ⋮ ⋮ ⋮ ⋮

40 High_active Low_active Med_active Inactive Low

⋮ ⋮ ⋮ ⋮ ⋮ ⋮

49 High_active In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Off

⋮ ⋮ ⋮ ⋮ ⋮ ⋮

97 Med_active Med_active Inactive Inactive Med

Table 3. Rules for the intention detection of ulnar deviation

Rule if w_e_center and w_f_center and u_d_center and f_f_center then
Intention of
ulnar
deviation

3

if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Low_active

then

High

4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Inactive High

5 High_active High_active Med_active High_active Med

⋮ ⋮ ⋮ ⋮ ⋮ ⋮

76 Med_active High_active Low_active Low_active Low

⋮ ⋮ ⋮ ⋮ ⋮ ⋮

81 Med_active High_active Inactive Inactiv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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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Low, Off)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가중

치의 크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종 비퍼지화 

(Defuzzification)과정에서 각 동작 의도의 강도로 나

타나게 되며 최종판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4 비퍼지화(Defuzzification)

본 논문에서는 상박에 부착된 센서들로부터 측정된 

근전도 신호는 퍼지화와 규칙평가 단계를 거쳐 각 동작

의 강도를 나타내는 Low, Med, High, Off의 이름들을 

가지게 되며, 각각의 이름들은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비퍼지화 과정에서는 규칙평가 과정에서 발생하

는 출력들로부터 각 동작별 최종 강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은 비퍼지화 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식 (4)로 정의되는 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기법이 사용되었다.

 


  

   




  

   

 ×

(4)

여기서 x는 비퍼지화된 최종 강도이며, m은 규칙

평가 단계에서 도출된 출력변수의 가중치들을 나타

내며, w는 비퍼지화 단계에서 출력신호를 구분 짓는 

High, Med, Low, Off의 가중치들로서 출력 멤버함수

에서 해당되는 영역의 중심 값을 나타낸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출력 멤버함수들을 보여준다.

Fig. 5(a)는 상박의 4가지 동작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

된 멤버함수의 경우 High, Med, Low, Off의 해당역

역의 중심 값은 각각 0, x1, x2, x3 이다. Fig. 5(b)는 

상박의 휴식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 멤버함수의 경

우 High, Med, Off의 해당영역의 중심값은 각각 0,

x4, x5 이다.

EMG 신호의 크기는 측정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퍼지화 과정에서 멤버함수의 중심

값들을 조정하여 동작의도의 판별이 최적화 되도록 

조정하였다. 비퍼지화 함수에서 x1, x2, x3 은 0.5, 1,

2로 x4, x5 는 1, 2로 초기화 시킨 다음 측정 대상자의 

동작 의도 판별이 최적화 되도록 각 함수의 중심값들

Table 4. Rules for the intention detection of finger flexion

Rule if w_e_center and w_f_center and u_d_center and f_f_center then
Intention of
finger
flexion

6

if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Med_active

and

Med_active

then

Med

7 High_active High_active Med_active Low_active Low

8 High_active High_active Med_active Inactive Off

⋮ ⋮ ⋮ ⋮ ⋮ ⋮

29 High_active Med_active Inactive High_active High

⋮ ⋮ ⋮ ⋮ ⋮ ⋮

64 High_active Inactive Inactive Inactive Off

Table 5. Rules for intention detection of forearm resting

Rule if w_e_center and w_f_center and u_d_center and f_f_center then
Intention of
resting
forearm

1

if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and

High_active

then

Off

2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Med_active Off

3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Low_active Off

⋮ ⋮ ⋮ ⋮ ⋮ ⋮

65 Med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High_active Off

⋮ ⋮ ⋮ ⋮ ⋮ ⋮

256 Inactive Inactive Inactive Inactiv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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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하였다. Table 6은 본 연구에서 동작 의도 판

별의 최적화를 위해 사용된 멤버함수 중심값들을 보

여준다.

3.3장에서 사용된 예를 비퍼지화 단계에 적용할 

경우, 규칙평가 단계의 출력 Intention of wrist ex-

tension = {High(0.5), Med(0.5)} 로부터 식(5)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
 

(5)

중심값의 개수(c) 만큼 계산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멤버함수들과 식(4)에 의해서 계산된 동작별 

최종강도는 각각의 센터값들에 대응한 c개의 출력 

중에서 최대값으로 선택된다. 상박의 동작의도를 나

(a) (b)

Fig. 5. Output membership functions, (a) Output membership function for movement detection of forearm, (b) Output 

membership function for resting detection of forearm.

Table 6. Center values of defuzzification membership functions

Wrist extension Ulnar deviation Finger flextion Wrist flextion Off state

x1 0.6 0.6 0.2 0.5 -

x2 1.1 1.1 0.3 1 -

x3 2.2 1.2 0.6 2 -

x4 - - - - 1

x5 - - - - 2

Fig. 6 Flowchart of data process in the fuzz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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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최종 출력은 동작별 5개의 최종강도들의 평

균값으로 결정되며, 동작의도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 off 상태의 경우 ‘1’, 손목 폄 동작의 경우 ‘2’,

자쪽 편위 동작의 경우 ‘3’, 손가락 굽힘 동작의 경우 

‘4’, 손목 굽힘 동작의 경우 ‘5’로 출력이 표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6은 동작의도 판별을 위

한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준

다.

4. 결과 및 고찰

Fig. 7은 손목 폄 동작을 하는 동안 상박에 위치한 

4개의 근육들, 손목 굽힘근 (Flexor carpi ulnaris),

손목 폄근 (Extensor carpi ulnaris), 손가락 폄근 

(Extensor digitorum), 손가락 굽힘근 (Flexor dig-

itorum superficialis)들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표면

으로부터 측정된 EMG 신호들(Fig. 7 A～D)과 이에 

대응하여 퍼지 알고리즘으로부터 판별된 동작 의도

(Fig. 7 E)를 보여준다. 약 4초간의 휴식 이후에 8초

간 손목 폄 동작을 하는 동안 EMG 신호가 활성화됨

을 볼 수 있으며, 손목과 손가락을 펴게 하는 근육들

로 부터의 신호들 (Fig. 7 A and B)의 크기가 상대적

으로 큼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경을 통하여 근육에 

전달되는 전기신호 (Action potential)가 근육을 수축

시키기 때문에 손목 폄 동작 동안 손목 폄근과 손가

락 폄근의 수축에 의해서 EMG 신호가 활성화 된다.

Fig. 7 C 와 D에서 약 8초간의 동작 이후에 손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굽힘 동작을 하는 동안 

EMG 신호가 약 1초간 활성화됨을 볼 수 있으며, 약

간의 굽힘 동작을 위해 손목 폄근과 손가락 폄근의 

수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다.

Fig. 7 E는 측정된 EMG 신호들로부터 판별된 상

박의 동작의도를 보여준다. 동작의도를 그래프로 표

현하기 위해 off 상태의 경우 ‘1’, 손목 폄 동작의 경우 

‘2’, 자쪽 편위 동작의 경우 ‘3’, 손가락 굽힘 동작의 

경우 ‘4’, 손목 굽힘 동작의 경우 ‘5’로 그래프 상에서 

점으로 표시될 수 있게 하였다. Fig. 7 E는 손목 폄 

동작에 대한 분류 결과이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가 

동작을 하는 시간(4초～12초)동안 그래프 상에서 ‘2’

로 표현될 경우 분류가 바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외의 구간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상박이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로 표현될 경우 분류가 바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Fig. 7 E의 결과로부터, 상박의 

휴식과 손목 폄 동작의 판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손목 폄 동작에서 휴식 상태로 돌아오

는 과정에서 자쪽 편위 동작이 출력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손목 폄근과 손가락 

폄근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EMG 신호들의 영

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8은 자쪽 편위 동작을 하는 동안 상박에 위치

한 4개의 근육들에 의해서 측정된 EMG 신호들(Fig.

8 A~D)과 이에 대응하여 퍼지 알고리즘으로부터 판

별된 동작 의도(Fig. 8 E)를 보여준다. EMG 신호 측

정의 샘플링 주파수가 1 kHz 이기 때문에 동작이 이

루어지는 8초간 8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퍼지 클러스터링(FCMs)에서 데이터 클러스터가 

128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박의 움

직임이 발생하는 동안 퍼지시스템의 출력은 그래프 

상에서 약 63개의 점으로 표현되어 진다. 본 논문에

서는 판별의 정확성을 표현하기 위해 모수 63에 대한 

정확한 판별의 개수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Fig. 8

의 경우, 12초 지점 부근에서 손목 폄 동작(‘2’로 표

시)으로 표시되어 분류상의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

에 약 97%의 판별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Fig. 9은 손가락 굽힘 동작을 하는 동안 측정된 

EMG 신호들(Fig. 9 A～D)과 이에 대응하여 퍼지 

알고리즘으로부터 판별된 동작 의도(Fig. 9 E)를 보

여준다. 결과로 부터 동작 의도 판별에 약 65%의 정

확성을 보이고 있다. 오차의 절반 이상은 동작의도를 

손목 굽힘 동작으로 판별하여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는 자쪽 편위 동작으로 판별하여 발생하였다. 손가락 

굽힘근과 손목 굽힘근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인접

하기 때문에 손가락 굽힘 시에 발생하는 EMG 신호

와 손목 굽힘근과 손가락 폄근에서 측정되는 EMG

신호들의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로 사료된다.

Fig. 10은 손목 굽힘 동작을 하는 동안 측정된 

EMG 신호들(Fig. 10 A～D)과 이에 대응하여 퍼지 

알고리즘으로부터 판별된 동작 의도(Fig. 10 E)를 보

여준다. 결과로부터 동작의도를 손가락 굽힘으로 판

별하여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대체적으로 

95% 이상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Fig. 1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작의도 판별 알고

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박에서 연속적으

로 발생하는 임의의 동작에 대한 의도 판별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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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ntion detection corresponding to EMG signals during wrist extension motion, A: EMG signal from extensor 

carpi ulnaris, B: EMG signal from extensor digitorum, C: EMG signal from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D: 

EMG signal from flexor carpi ulnaris, E: Intention of forea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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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tention detection corresponding to EMG signals during ulnar deviation motion, A: EMG signal from extensor 

carpi ulnaris, B: EMG signal from extensor digitorum, C: EMG signal from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D: 

EMG signal from flexor carpi ulnaris, E: Intention of forea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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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tention detection corresponding to EMG signals during finger flexion motion, A: EMG signal from extensor 

carpi ulnaris, B: EMG signal from extensor digitorum, C: EMG signal from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D: 

EMG signal from flexor carpi ulnaris, E: Intention of forea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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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ntion detection corresponding to EMG signals during wrist flexion motion, A: EMG signal from extensor 

carpi ulnaris, B: EMG signal from extensor digitorum, C: EMG signal from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D: 

EMG signal from flexor carpi ulnaris, E: Intention of forea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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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상박 동작의 순서는 휴식, 손목 굽힘, 손목 

폄, 휴식, 자쪽 편위, 손가락 굽힘, 손목 폄, 손목 굽힘,

휴식 순서이며, EMG 신호들에 대응하여 동작의 판

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 클러스터링(FCMs: Fuzzy C-

Means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샘플링된 EMG

신호들의 중심 값들을 추출하고 퍼지화, 규칙평가,

비퍼지화 단계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손목 폄, 자쪽 

편위, 손가락 굽힘, 손목 굽힘으로 구성된 4가지 동작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하

였다.

동작 의도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순수 퍼지 이론만

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판별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규칙 평가 단계에서 체계적인 다수개의 규칙들을 구

성하여 전체적으로 90% 정도의 판별 정확성을 보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알고

리즘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른 판별 알고리즘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서 실제 재활 분야에 

적용할 경우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 EMG 신호의 특성

에 대응하여 제안된 퍼지 시스템의 판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 대상자에 따른 시스템의 보정이 

필요하다. 퍼지 시스템의 판별 성능은 FCMs 클러스

터링 과정에서 사용된 중심값의 개수, 퍼지 지수 가

중값, 퍼지 시스템의 입출력 멤버함수, 퍼지 규칙들

에 의해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EMG 신호의 보정

을 위해 출력 멤버함수의 중심값 조정 방식을 사용하

였다.

실험 대상자의 EMG 신호로 부터 손목폄, 자쪽 편

위, 손목 굽힘 동작에 대한 의도 판별은 95% 이상의 

정확성을 보였다. 비교적으로 낮은 정확성을 보였던 

손가락 굽힘 동작에 대한 의도 판별은 향후 EMG

신호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를 규칙 평가 

단계에 적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

이다. 또한 다양한 실험 대상자들로 부터의 결과를 

통계화 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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