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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신호가 가진 추세에 대하여 최적화된 추적이 가능한 칼만 스무
더를 이용하여 표면근전도에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을 검출하는 새로운 알
고리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표면근전도에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을 검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

전문가의 시각에 의한 판단이다.컴퓨터 기반의 표준화․자동화 된 알고리즘들은
전문가의 시각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이는 알고
리즘이 잡음 섞인 신호로부터 그 신호의 원본 형태나 추세를 지각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본 논문에서는 확률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거친 추정
치를 통하여 이러한 잡음성의 신호로부터 그 속에 함축된 신호의 큰 흐름 또는
추이를 알아낼 수 있는 추적기인 ‘칼만 스무더’를 사용하였다.칼만 스무더에 의해
평활화(smoothing)된 표면근전도 신호는 입력 신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
태의 잡음을 적절히 배제시켜 마치 사람의 인식 결과와 유사한 신호의 추세곡선
을 산출할 수 있다.이렇게 평활화 된 신호의 히스토그램을 구해 보면 수축기와
이완기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매우 정확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
점을 알아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DiFabio알고리즘의 성능을 대상으로 하여,임상 전
문가의 시각적 판단으로 결정된 개시 및 종료 시점과의 오차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31명의 피험자로부터 획득한 상완 이두근에 대한 실험에서
DiFabio알고리즘과 임상 전문가의 판단 간 오차의 평균은 개시(onset)의 경우
109ms,종료(offset)의 경우 142ms였으며,칼만 스무더 알고리즘과 임상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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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간 오차의 평균은 개시의 경우 90ms,종료의 경우 137ms였다.알고리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오차들의 표준편차에서는 DiFabio의 경우 개시 및 종료 각각
133ms,210ms였고 칼만 스무더의 경우 48ms,55ms로 나타나는 등,비교적 안정된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핵심되는 말 :칼만 스무더,표면근전도,근 수축,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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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인체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다.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육들이 서로 협조하여 특정 움직임을 만
들어 내는 등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고자하는 근육의 수축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수축이 끝나 다시 이완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정확
하게 검출해야 한다.근 수축의 개시 및 종료 시점을 알아내는 것은 근육의 활동
을 관찰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근 수축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검출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일례로 서

로 다른 근육의 협응으로 인한 움직임을 분석하려는 보행 분석(gaitanalysis)의 경
우,근 수축의 개시 및 종료 시점을 알면 특정 근육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 밖에 근전도 신호를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 일부 동작을 분석하거나 모방하려는 로봇 기술 등에서도 근․골격계
의 정확한 구조 및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인간-
컴퓨터(human-computer)또는 근육-기계(muscle-machine)인터페이스를 위한 트
리거(trigger)신호원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또한
의학적으로는 외부 자극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속도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그러므로 근전도 신호의 분석에 있어서 근 수축 시점을 정확히 검
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근전도 시계열 분석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며,근 수축의 개
시 및 종료 시점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근육의 활동은 근전도로 기록된다.근전도의 기록법에는 피부의 표면에 전극을

붙여 심부에 위치한 근육으로부터의 활동전위를 기록하는 ‘표면전극법’과 바늘 모
양의 전극을 근육에 꽂아 근육내부에서 직접 활동전위를 기록하는 ‘침전극법’이
있다.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근전도 신호는 표면근전도로서,이는 침 전극에
의한 근전도와 비교하였을 때 잡음으로 인해 근육의 활성화 구간을 알아내는 것
이 난해하고 넓게 분포된 주파수 대역 특성 및 표면 전극으로 유입되는 내․외적
인 잡음들에 의해 모호한 형태의 신호이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신호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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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을 검출하는 거의 모든 기존 알고리즘에서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검출 알고리즘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사용하도록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모호한 특징을 갖는 표면근전도로부터 특별한 전처리 과정 없이 잡음들을 효과적
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또한 적절하게 처리된 표면근
전도 신호는 그 활용 면에서 침습적인 침 근전도의 기록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면근전도에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

전문가의 시각에 의한 판단이다.컴퓨터 기반의 표준화․자동화 된 개시 및 종료
시점 검출 알고리즘들은 전문가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이기 위한 방향
으로 연구되고 있다.이는 알고리즘이 잡음 섞인 신호로부터 그 신호의 원본 형태
나 추세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본 논문에서는 확률적으
로 최적화 과정을 거친 추정치를 통하여 이러한 잡음성의 신호로부터 그 속에 함
축된 신호의 큰 흐름 또는 추이를 알아낼 수 있는 추적기인 ‘칼만 스무더’를 사용
하였다.칼만 스무더에 의해 평활화(smoothing)된 표면근전도 신호는 입력 신호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잡음을 적절히 배제시킨 신호의 추세곡선을 산
출하기 때문에,이후 추가로 결정될 역치(threshold)전압과의 비교를 통해 매우
정확한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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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근근근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의의의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222...111...근근근전전전도도도

222...111...111...근근근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

근전도(Electromyogram:EMG)는 골격근이 생체 내에 있는 상태에서의 활동전
위를 기록한 것이다.근전도를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를 그림 2.1
에 나타내었다.그림 2.1의 (가)는 관찰하고자하는 대상이 단일 근섬유에 국한된
경우에 침(needle)전극을 사용하여 침습적으로 근전도를 기록한 것이고,그림 2.1
의 (나)는 관찰 대상이 되는 근육과 최단거리의 표피(피부)상에 표면(surface)전
극을 부착하여 비침습적으로 근전도를 기록한 것이다.표면근전도는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전극이 부착된 피부로 근방의 근섬유에 의한 전기적 특성이 종합적
으로 전해지는 표현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2.1근전도 신호의 기록법에 따른 비교
(가)침전극법에 의해 기록된 근전도
(나)표면전극법에 의해 기록된 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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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주기적인 근 수축 시 기록된 표면근전도

신체의 수의적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골격근은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의
생리적 활동에 의하여 조절된다.운동신경은 다수의 운동신경섬유 다발로 구성되
어 있고 개개의 운동신경섬유는 수 개에서 100개 이상의 근섬유를 지배하고 있다.
한 개의 운동신경섬유의 지배 하에 있는 근섬유는 항상 신경 섬유의 임펄스
(impulse;신경충격)에 따라 동시에 활동전위를 발생하여 수축하기 때문에 골격근
의 운동단위라고 한다.따라서 근전도에서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동단위의 활동이
기록되므로 신체운동의 운동신경에 의한 조절 기작을 조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을 때 활동전위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운동신경의 임펄스에 의해 근육에 수축이 일어나면 비로소 활동전위가 나타난다.
활동전위의 빈도는 수축이 강해짐에 따라 증대하는데,이것은 단일 운동단위에 전
달되는 신경 임펄스 빈도의 증가와 수축에 관계하는 운동단위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근전도는 형상·진폭·빈도 등을 여러 부위에서 기록하여 신경이나 근육의 전기

생리적 소견을 평가하여 운동신경이나 근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단법의 일
종이기도 하다.또한 신체의 운동은 많은 골격근의 협응으로 이루어지는데,이 협
응의 양상은 운동에 관여하는 여러 근육의 근전도를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조사할
수 있다.이 밖에도 신체 운동 후의 훈련에 의한 효과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근전
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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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근근근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의의의 전전전기기기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근전도를 달리 정의하면 근섬유들로 구성된 부피전도계로부터 체표면으로 전달
된 운동신경단위전위들을 표면전극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통해 해당 근섬유
의 활동을 측정하는 등의 전기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근전도는 에너지의 발
원이 인체의 근섬유에서 능동적으로 발생한 전위이므로 그 측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육의 활동을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골격근은 기능면에서 운동신경단위(motorunit)를 기본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 2.3단일운동단위(SMU)

운동신경단위는 수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본단위이며 이때 이
단위의 지배를 받는 모든 근섬유들은 동시에 활성화된다.운동신경단위를 구성하
는 섬유들은 길이방향으로　뻗어나간 다발형태로 배열되어 있다.그러나 운동신경
단위의 단면적은 다른 운동신경단위의 섬유들과 서로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다.그
러므로 단일운동 신경단위(singlemotorunit:SMU)를 구성하는 근섬유들은 활성
혹은 불활성 특성을 지닌 모든 근섬유들로 구성된 부피전도계 내에 분산되어 위
치한 단위 생체전기 발생원을 구성하고 있다.단일운동 신경단위의 활성화 섬유들
로부터 유발된 세포의 전위를 단일운동신경단위전위(single motorunit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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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SMUAP)라 하며,전위의 지속시간이 3～15ms정도인 삼극상(tri-phasic)
의 형태이다.전위의 크기는 운동신경단위의 크기에 따라 20～2,000㎶ 정도이고,
펄스 발생 빈도수는 초당 6～30회 정도이다.또한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대역은
20~450㎐의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다.[1]
일반적인 표면전극을 이용하여 EMG를 기록하는데 있어 단점 중의 하나는 이

전극을 표피(피부)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따라서 전극을 부착시킨 표피 이하의 넓
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작용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SMU
나 표피부위에서의 전기적인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극(monopolar),쌍
극(bipolar),다중극(multipolar),삽입형 전극 등을 이용하며 전극을 삽입한 부위에
서 국부적인 전기적 활동을 측정할 수도 있다.

222...222...근근근 수수수축축축 개개개시시시 및및및 종종종료료료 시시시점점점 검검검출출출의의의 기기기존존존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근 수축의 개시 시점을 알아내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은 1987년
RichardP.DiFabio에 의해 최초로 고안되었다.그는 근전도 신호의 안정화 상태
(근 수축 발생 이전의 시기,또는 이완기)시기에 있는 일정 구간동안 측정된 데이
터의 평균과 그 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역치로 설정하여,실험 설계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시간(5ms~25ms)동안 역치를 초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최초 구간을
찾고,그 처음을 근 수축의 개시 시간으로 보았다.[2]이러한 알고리즘은 근전도
신호가 그림 2.4에서처럼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특징 때문에 가능하며,임상 전문
가의 시각적 판단 다음으로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는 1992년 Perry에 의해 최대 자발적인 수축(maximal

voluntarycontraction)의 5% 이상이 되는 지점을 역치로 정하는 알고리즘이 있
다.[3]또한 1996년 Lange등에 의하여 보행 분석에서 특화된 알고리즘으로,근전
도 신호에서 RMS(rootmeansquare)과정을 거쳐 근전도 진폭이 10㎶를 초과하
여 100ms이상 지속된 시점을 개시 시점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4]실제 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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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전파정류(full-waverectified)하여 선형 포락선(linearenvelope)형태로 가
공하고,이를 최대 근 활성 크기(maximum amplitude)의 7% 이상 되는 지점을 근
수축 개시 시점으로 보려는 연구도 보고 된 바 있다.[5]그 밖에도 웨이블릿
(wavelet)[6]이나 중앙주파수(MDF,medianfrequency)[7]를 이용하는 등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처리 알고리즘도 활용되고 있다.잡음이나 근 긴장도가 상승한 특
별한 경우에는 임상 전문가의 시각만큼 정확한 구별은 불가능하나,이러한 결정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객관성을 높이고 관찰자의 경험 미숙 등으로 유발된 편향된
의도를 줄이는 등 좀 더 일반화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 (나)

그림 2.4DiFabio에 의해 고안된 알고리즘의 통계적 근거
(가)표면근전도 신호의 히스토그램

(나)정류 후 표면근전도 신호의 히스토그램

그러나 기존 알고리즘들은 근전도 신호를 기록하는 중에 발생하는 잡음에 민감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따라서 신호의 전처리 과정에서 잡음을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표면근전도 신호에서의 잡음들은 크게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시간 영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잡음들
은 다시 typeI,II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TypeI잡음은 스파이크성 잡음으로,이
완 상태에서 역치를 넘어서는 짧은 펄스를 말한다.그리고 typeII잡음은 이완 상
태나 수축 상태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전체 구간에 걸쳐 나타나는 백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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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다.기존 알고리즘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잡음 때문에 발생하는 근 수축 개
시 및 종료 시점의 선행 또는 지연 등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이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그림 2.5TypeI,II잡음으로 인한 검출 오차

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는 신호와 잡음이 동일한 주파수 성분
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그림 2.6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ECG as artifactsECG as artifacts

그림 2.6동일한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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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 신호의 주파수는 20Hz에서 450㎐까지의 넓은 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
으며,이는 심전도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필
터로는 그림 2.6과 같은 잡음을 제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시간 영역에서의 잡음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고,주파수 특성
에도 독립적인 필터링 성능을 가지는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22...333...칼칼칼만만만 필필필터터터

RudolfE.Kalman(헝가리,1930～)이 발명한 칼만 필터는 시간 변화,불안정
(non-stationary),다중 채널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선형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순
환 필터(recursivefilter)이다.칼만 필터는 인공위성 항법 자료의 실시간 처리에
활용되며,신호의 분리(deconvolution)와 같은 탐사 자료의 필터링에도 사용된
다.[8]이 밖에도 비행기와 우주 탐사 로켓,그리고 순항 미사일을 유도하고,위성
과 경제의 추세와 혈액 흐름의 변화 등을 추적하는 등 최적의 예측기로서 폭넓게
응용되어 왔다.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우주선의 궤
도 운항 및 이․착륙 과정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222...333...111...칼칼칼만만만 필필필터터터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칼만 필터는 최소자승법(LeastSquareMethod)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잡음 운
동 방정식(noisyequationsofmotion)을 가진 시간에 따른 방향(time-dependent
statevector)을 추적하는 효율적인 재귀 계산법(recursivecomputationalsolution)
이다.[9]칼만 필터는 대상 시스템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도
록 잡음(noise)으로부터 신호(signal)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된다.
칼만 필터는 모델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인 도구이자 이상적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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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이다.또한 칼만 필터는 추정의 문제에 있어 완전한 통계적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센서 시스템에 있어 확률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석을 가능
하게 한다.[10]

222...333...222...이이이산산산 칼칼칼만만만 필필필터터터(((dddiiissscccrrreeettteeeKKKaaalllmmmaaannnfffiiilllttteeerrr)))

RudolfE.Kalman은 1960년에 이산 데이터의 선형 필터링에 관한 재귀적인 해
법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11]시대적으로는 이 시기에 디지털 컴퓨터 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이 일어났고,이로 인하여 실시간(real-time)처리를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에서 칼만 필터의 재귀적인 해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칼만 필터는 2.3.1
장에서 전술하였듯이 이산 시스템 방정식을 디지털 컴퓨터 상에서 재귀적인 방식
으로 계산해야 하며,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정된 랜덤 신호의 처리과정은 식 (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1)

그리고 측정치를 관찰한 값은 식 (2.2)와 같은 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
생한다.

     (2.2)

여기에서,
 :시간이 일 때의 (n×1)의 프로세스 상태 벡터,즉     

 :상태 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n×n)의 상태 변환 행렬
 :원소들의 공분산이 백색성의 성격을 가지는 수의 나열인 (n×1)의 벡터
 :시간이 일 때 (m ×1)의 측정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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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일 때 측정치와 상태 벡터 사이의 노이즈가 없는 이상적인 관계
를 나타내는 (m ×n)의 벡터

 :원소들의 공분산이 백색성의 성격을 가지는 수의 나열이고  벡터와의
상호상관도가 전혀 없는(zerocrosscorrelation)(m ×1)의 측정치 오차 벡
터

임을 의미한다.
와 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3)

 

  





   
  ≠ 

(2.4)

 

    (모든 와 에 대하여) (2.5)

단,는 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며 는 측정치 에러 의 공분산 행렬이
다.
여기에서 시간 에서의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추정치는 전적으로 시간 

의 이전 프로세스로부터 알아 낼 수 있는 사전 정보로부터 이끌어낸다고 가정하

고,이러한 사전 정보에 의한 추정치를  
라 한다.여기에서 ‘̂’은 추정치임을,위

첨자 ‘’는 사전 정보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최적의 추정치임을 의미한다.

또한  
와 관련한 오차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6)

연합된 오차의 공분산 행렬은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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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그러나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샘플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있
어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최초 샘플의 값을 추정해야만 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평균이 0(zero)이고,초기 추정 값도 0이며,연합된 오차의
공분산은  자체의 공분산 행렬로 대신하면 된다.

사전 정보에 의한 추정치( )와 측정값()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 에서의 추

정 결과인 를 계산할 수 있으며,잡음 섞인 측정치와 추정 결과의 선형적 결합
으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 (2.8)

:현재 상태에서 새로 갱신(update)된 추정 결과,
 :결합 요인.

아직까지 위의 수식에서 결합 요인()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경우에 있어 추정 결과 는 최적의 결과임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최소평균자승오
차(minimum mean-squareerror:MMSE)결정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수식이 된다.

   

        

  (2.9)

위 수식은 추정된 결과()에 대한 오차 공분산 행렬이다.

식 (2.2)와 식 (2.8)을 식 (2.9)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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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위의 식 (2.10)과 같이 된다.식 (2.10)에서   


는 현재 시점에서 추정된 결

과의 오차이며,이는 측정 순간에 발생하여 함께 샘플링 된 오차()와는 통계적
인 유사성이 없다.이를 바탕으로 위 수식에서의 통계적인 평균(expectation,E
[․])을 수행하면 아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1)

위 수식은 새로 갱신된 오차 공분산 행렬에 대한 일반화된 표현이며,이득
(gain)을 의미하는 임의의 에 대하여 성립한다.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해서 추정된 결과()에 대한 오차 공분산 행렬의 대각선

에 위치한 원소들 각각을 최소화하는 특정한 이득 를 구해야 하며,이를 위해서
식 (2.12)및 (2.13)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 :정방(square)행렬) (2.12)

   


  ( :대칭(symmetric)행렬) (2.13)

이를 이용하여 식 (2.11)을 아래와 같이 확장할 수 있다.

  

  


  


 


 


   


 


   


 (2.14)

공식  는 행렬 의 대각 원소들의 합을 의미하여,이는 상태 벡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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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소의 추정 결과들에 대한 평균자승오차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행렬의 미분 공식 두 가지를 식 (2.14)
에 적용시켜보면 식 (2.15)와 같이 이득 에 대하여   의 미분을 할 수

있으며,      는  

 와 같고 


 는   


 


  의

전치(transpose)관계에 있다.미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5)

위의 미분된 결과를 0으로 만드는 순간의 이득을 최적(optimal)이득이라 하고,
그 결과는 아래 수식과 같다.

  

 


 


 


   

 (2.16)

식 (2.16)의 는 MMSE조건을 만족하며,이 때의 이득을 특별히 칼만 이득
(Kalmangain)이라 한다.
정확한 칼만 이득이 구해졌으므로 식 (2.11)에서의 최적화된 추정 오차 공분산

행렬을 산출할 수 있다.

     

    

  



    

  


 


 


   


 


   




(2.17)

식 (2.17)에 식 (2.16)의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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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식 (2.17)은 임의의 이득에 대하여 성립하며,식 (2.18)은 최적화 이득 

가 주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음 상태,즉 시간 에서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 에서의

사전 정보에 의한 추정치 가 필요하며,를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추정

결과인 를 계산할 수 있다.식 (2.1)에서 는 백색성 벡터이므로 이전

    와  사이에는 통계적인 연관성이 없다.따라서

   (2.19)

와 같이 를 구할 수 있다.

오차 공분산 행렬은 식 (2.20)에서와 같이 사전 정보에 의한 오차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된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0)

와 는 서로 통계적인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상태에서 사전 정보의
형태로 제공될 오차 공분산 행렬(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21)

식 (2.21)에 의해 구해진 오차 공분산 행렬까지 주어졌다면 다음 시점 에서
의 샘플링 된 입력값인 이 주어졌을 경우 다시 하나의 재귀적 연산이 완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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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이러한 연산의 형태를 이루면서 이전 상태의 정보로부터 현재 상태의
추정 결과값을 산출하는 적응(adaptive)필터의 한 종류가 이산 칼만 필터이다.[12]
그림 2.7은 위에서 설명한 칼만 필터의 재귀적인 연산 과정을 보여준다.그림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루프는 상태  에 대해 필요한 방정식들 및 그 계산 순서를
의미한다.

그림 2.7칼만 필터 순환 루프

222...333...333...칼칼칼만만만 필필필터터터 모모모의의의실실실험험험

근전도 신호에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안정적
(stationary)인 가우스-마르코프(Gauss-Markov)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생체신호는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며 근전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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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직류 성분(DC component)을 제거한 뒤의 안정상태 전압의 평균은 0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근전도 신호가 랜덤 신호의 앙상블 평균(ensemble
average)이 시간상의 평균과 동일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13]는 에르고딕(ergodic)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
서 그림 2.8에 나타난 것처럼 입력이 가우시안 랜덤 잡음일 때의 출력이 가우시안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되도록 하는 형상필터(shapingfilter)를 정의하고,이 때의
칼만 필터를 근전도 신호에 적용하려 한다.

Unity Gaussian
white noise

Gauss-Markov
process

Unity Gaussian
white noise

Gauss-Markov
process

Unity Gaussian
white noise

Gauss-Markov
process

그림 2.8가우스-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대한 형상필터

가우스-마르코프 프로세스 에 대한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function)
는 다음과 같다.

    ⋅
  (2.22)

식 (2.22)은 크기가 1로 일정하므로 프로세스 에 대한 주파수 함수(spectral
function)는

   


   


  

⋅

   

(2.23)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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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에서 나타난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백색성 잡음(whitenoise)을 입력시켰
을 때의 출력에 관한 형상 필터[12]를 생각할 수 있으며,이 때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24)

샘플링 간격이 0.02초 이고,최초 샘플링 시점을   라 정하자.샘플링 순간
에 포함되는 오차는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
시안 랜덤 신호를 발생시켜 더하였다.칼만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연산을 통해 알아내야 할 변수들은 (상태 변환 행렬),(측정치와 상태 벡터

사이의 관계 행렬),(에 대한 공분산 행렬),(측정 잡음 오차의 분산)의 네
가지이다.
이 경우는 단일 입력이므로 벡터가 아닌 스칼라(scalar)의 형태가 되고,이 때의

상태 변환 행렬 는

  
  ≈  (2.25)

가 된다.
측정치와 상태 벡터 사이의 관계 행렬 는

   (2.26)

이 된다.
샘플링 잡음()에 대한 공분산 행렬 는 통계적인 평균의 수식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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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

측정 잡음 오차의 분산 는 다음과 같다.

   (2.28)

이렇게 구해진 다음 초기값으로  
및   를 그림 2.7의 재귀적인 연산 루프

(loop)의 입력으로 대입해야 한다.이 프로세스를 자기상관함수를 알고 있는 가우
스-마르코프,그리고 통계적으로 안정한 프로세스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의
분포를 따르며,따라서 초기값은 다음과 같다.

 
  (2.29)

    (2.30)

위의 초기값을 입력으로 하여 가우시안 잡음 신호가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되
었을 때의 결과를 Matlab으로 시뮬레이션하였고,그 결과를 그림 2.9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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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칼만 필터링 된 랜덤 신호(100샘플)

222...444...칼칼칼만만만 스스스무무무더더더

칼만 스무더는 칼만 필터의 응용으로 필터 오차의 분산(varianceofestimation
error)을 작아지도록 개선한 것이다.[12]칼만 필터링 과정이 시간적으로 미래시점
을 향해 진행되었다면 칼만 스무더는 칼만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다시 과거시점
방향으로 필터링 된 결과를 평활화(smoothing)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칼
만 스무더는 노이즈가 제거된 원신호의 복원은 물론 그 신호의 추이를 이상적으
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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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111...칼칼칼만만만 스스스무무무더더더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신호의 평활화(smoothing)는 Meditch[14]에 의해 고정 구간 평활화
(fixed-intervalsmoothing),고정 점 평활화(fixed-pointsmoothing),고정 지연 평
활화(fixed-lagsmoothing)의 세 종류로 정의되었다.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성의 성
립보다는 보다 통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
터를 받은 이후의 처리(off-lineprocessing)에 주로 사용되는 고정 구간 평활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정 구간 평활화 방법은 Rauch,Tung,그리고 Striebel이 공
동으로 개발한 방법으로,이들의 이름 첫 자를 조합하여 RTS알고리즘[15]이라 부
른다.

2.3.2의 이산 칼만 필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가 ,,…,와 같이

개의 입력 신호를 가지며,이 최초 입력 신호,이 최후 입력 신호라 가

정하자.RTS알고리즘은 측정된 신호의 입력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순방향
과정(forwardsweep)을 거친 후 신호의 입력 순서에 대하여 역순으로 진행되는
역방향 과정(backwardsweep)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이 과정은 그림 2.10에 나
타나 있다.

1st state

Nth state

Nth state

1st state

2nd state

(N-1)th state

3rd state

(N-2)th state

(N-2)th state

3rd state

(N-1)th state

2nd state

forward filtering sweep

backward smoothing sweep

0 1 2 N-2 N-1 N
time index

1st state

Nth state

Nth state

1st state

2nd state

(N-1)th state

3rd state

(N-2)th state

(N-2)th state

3rd state

(N-1)th state

2nd state

forward filtering sweep

backward smoothing sweep

0 1 2 N-2 N-1 N
time index

1st state

Nth state

Nth state

1st state

2nd state

(N-1)th state

3rd state

(N-2)th state

(N-2)th state

3rd state

(N-1)th state

2nd state

forward filtering sweep

backward smoothing sweep

0 1 2 N-2 N-1 N
time index

0 1 2 N-2 N-1 N
time index

그림 2.10RTS알고리즘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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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향 과정은 칼만 필터링의 과정을 의미하며,이 때 각 단계마다 계산된 사전
정보(priori)및 사후 정보(posteriori),그리고 오차 공분산 행렬 을 저장해두어야
만 한다.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은 역방향 과정에서 사용되며,필터링 단계의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결과를 초기값으로 하여 평활화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역방향
과정의 각 단계에서는 정방향 과정에서 구하여진 칼만 필터 추정치들이 데이터가
평활화 되는 형상으로 갱신되게 되며,이러한 과정은 모두 입력된 값에 기초하여
수행된다.역방향 과정은 아래의 재귀적인 방정식들로 표현할 수 있다.

                 (2.31)

이 때의  를 평활화 이득(smoothinggain)이라 부르며,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2.32)
        ⋯  

여기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형 예측(linearprediction)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
어를 다루고 있으며,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시간 까지 모든 측정값(입력 신호)이 주어진 경우,시간 에서 갱
신된 필터 추정치.따라서 RTS알고리즘의 역방향 과정으로 얻어진
평활화 된 결과.

  :시간 까지 모든 측정값(입력 신호)이 주어진 경우,시간 에서 갱
신된 필터 추정치.

    :시간 까지 모든 측정값(입력 신호)이 주어진 경우,시간 

에서의 예측 가능한 의 추정치.따라서 RTS알고리즘의 평활



- 23 -

화 결과인  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이전 단계의 추정치.

    :시간 까지 모든 측정값(입력 신호)이 주어진 경우,시간 

에서의 예측 가능한 의 추정치.

   :필터 추정치  와 결합될 오차 공분산.
      : 단계에서  단계로의 변환 행렬.

     :예측 가능한 추정치    와 결합될 오차 공분산.

222...444...222...칼칼칼만만만 스스스무무무더더더 모모모의의의실실실험험험

2.3.3장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랜덤 신호에 대하여 칼만 스무더를 적용시
켜 보자.2.3.3장에서는 칼만 필터링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이것은 RTS알고리
즘에서의 순방향 과정에 해당한다.역방향 과정은 순방향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
부터 수행되며,2.4.1장의 식 (2.31)에 의해 얻어진다.식 (2.31)은 순방향 과정에서
의 최종 결과 값과 그의 사전 정보에 의한 추정치 간의 차이를 구하고,현재 시점
과 다음 시점의 오차 공분산 관계를 통하여 구한 평활화 이득을 곱한 값을 이전
시점에서의 추정 결과에 더하여 현재 시점의 결과가 얻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3.3장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랜덤 신호에 대한 역방향 과정을 모두 마친
최종 RTS알고리즘에 의한 평활화 결과가 그림 2.1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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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칼만 스무딩 된 랜덤 신호(100샘플)

222...555...근근근전전전도도도 모모모델델델링링링

222...555...111...가가가우우우시시시안안안 분분분포포포 랜랜랜덤덤덤 잡잡잡음음음 모모모델델델

필터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적용 이전의 원본 신호와 알고리즘
이 적용된 후의 결과 신호를 비교해야 한다.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대상 신호가 가우시안 랜덤 잡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가 필요하다.그러나 표면근전도 신호는 원본 신호 그 자체가 수많은 단일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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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위전위들의 중첩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래 그림 2.12와 같은 별도의 모
델을 설정하고,표면근전도 신호가 이와 같은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면근전도 신호를 그림 2.12와 같이 잡음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신호에

가우시안 랜덤 잡음이 더해진 신호의 형태로 정의하였다.이때 잡음이 없는 원본
신호는 임의로 생성하였으며,가우시안 랜덤 잡음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신
호를 사용하였다.2.5.2장의 모의실험에서는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
과와 임의로 생성한 원본 신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체 모델링 과정의 타당성
을 입증하였다.

EMG
Random
noise

Original
waveform

EMG
Random
noise

Original
waveform

그림 2.12가우시안 랜덤 잡음을 이용한 근전도 신호의 정의

222...555...222...모모모델델델링링링 된된된 근근근전전전도도도 모모모의의의실실실험험험

2.5.1장에서 모델링 된 근전도 신호에 대한 칼만 스무더 모의실험 결과가 그림
2.13에 나타나있다.임의로 생성한 원본 데이터는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다.모델링 과정을 통해 새롭게 정의된 근전도 신호는 생성된 원본 데이터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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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을 따르는 가우시안 랜덤 잡음을 더하여 만들었으며,그림에서 회색 점
선으로 표시하였다.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칼만 스무딩 과정을 모두 마친
최종 결과가 원본 신호의 추이를 매우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
제로 이 경우 원본 신호 데이터의 평균은 2.07이며,원본 신호와 스무딩 결과 사
이에서 발생한 오차의 평균은 0.0417로,이 때 SNR은 약 78.1㏈과 같다.
이와 같이 가우시안 랜덤 잡음에 대한 칼만 스무더의 모의실험을 통해 근전도

신호를 처리함에 있어 위에서 정의한 모델링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따라서 매우 효과적인 잡음의 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original signal
smoothed signal

EMG, original signal + noise
original signal
smoothed signal

EMG, original signal + noise

그림 2.13가우시안 랜덤 잡음을 이용하여 모델링 된 근전도 신호에 대한
칼만 스무더 모의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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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333...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 31
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26.5세이고 최연소자는 21세,최연
장자는 33세이다.실험의 수행에 있어서 외부 요인에 대한 감정적 영향이 적고,
실험 프로토콜에 의한 절차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성인 남성
으로 피험자를 제한하였다.
피험자의 선정 기준은 선행 연구자의 논문[16]에서 사용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가.상지에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자.
나.상지에 신경․근골격계 결함이 없는 자.
다.최근 6개월 동안 외과적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없는 자.
라.실험을 진행하기 전 3일 이내 심한 운동 등으로 인한 피로가 없는 자.

실험을 수행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실험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
명하였고,한 번 이상의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333...222...실실실험험험 도도도구구구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근전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생체신호 수집 및 처리에 주로 사용하는 BIOPAC
사의 MP150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획득의 대상은 주로 사용하는 상지의 상완 이두박근으로 하였으며,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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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을 위한 접지는 동일 상지의 손목으로 하였다.전극의 부착 시 피부의 임피던
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코올로 부착 부위를 수차례 드레싱 한 후 전극을 부착
하였다.
인위적인 근 수축을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험자의 의지대로 주기적인 근

수축 지시하였으며,모든 실험은 약 1분간 진행하였다.이 때 발생 가능성 있는
동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상지의 하완은 피험자의 가슴 아래 높
이의 실험대 바닥과 단단히 고정하였다.

333...333...신신신호호호처처처리리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333...333...111...히히히스스스토토토그그그램램램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역역역치치치 설설설정정정

그림 3.1은 칼만 스무더에 의하여 평활화 되기 전․후의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
그램을 보여준다.평활화 이전 근전도 신호는 그림 3.1의 (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신호를 정류 과정을 통해 절대값을 취한 형태가 됨을 알
수 있다.평활화 이후의 근전도 신호는 그림 3.1의 (나)와 같은 분포를 나타내며,
회색으로 표시된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분포가 현저하게 구분되는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다.좌측의 분포는 편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낮은 전압을 유지하
는 기저선(baseline,이완 상태의 전압)을,우측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
고 높은 전압 특성을 보이는 근 수축 상태를 의미한다.
2.2.2장에서 소개한 DiFabio는 그의 논문에서 그림 3.1의 (가)에서와 같이 근전

도 신호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 착안,기저선과 근 수축을 구별하는
역치를 기저선의 평균값에 기저선의 표준편차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그러
나 이 방식은 기저선과 근 수축 간의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잡음이 기
저선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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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점이 있다.
칼만 스무더를 통한 평활화 이후에는 근전도 신호에서 랜덤 잡음이 제거된 포

락선(envelope)형태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림 3.1의 (나)와 같이 두 그룹으로
분리된 산포적 특징을 나타내게 되며,이를 통하여 급격하게 경우의 수가 줄어드
는 순간을 역치로 설정하여 기저선과 근 수축 구간을 구분할 수 있다.

(가)                                       (나)

baseline

contraction

thresholdbaseline

contraction

thresholdbaseline

contraction

threshold

그림 3.1칼만 스무더에 의한 히스토그램의 변화
(가)평활화 이전 표면근전도 신호의 히스토그램
(나)평활화 이후 표면근전도 신호의 히스토그램

333...333...222...칼칼칼만만만 스스스무무무더더더의의의 직직직렬렬렬연연연결결결

칼만 스무더 프로세스는 한 샘플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에 따
라 평활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샘플링 주파수가 높은 경우 만족할만한
수준의 평활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을 반복하여 적용할 필
요가 있다.그림 3.2는 1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획득된 근전도 데이터에 칼만 스
무더를 1회 적용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평활화 결과는 원본 신호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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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어느 정도 잡음이 제거되기는 하였다.그러나 3.3.1에서 전술한 방법으
로 계산된 역치를 적용시켰을 경우 근 수축 개시 또는 종료 시점이 선행 또는 지
연되어 잘못 검출되는 부분이 존재하며,이는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평활화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EMG, original
smoothed signal
threshold

detected eventsdetected events

EMG, original
smoothed signal
threshold

detected eventsdetected events

그림 3.2적정 노드 반복 횟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 검출 오차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 3.3에서와 같이 칼만 스무
더를 직렬로 연결하였고,칼만 스무더 프로세스를 하나의 ‘노드(node)’로 정의하였
다.칼만 스무더 1노드는 하나의 평활화 시스템이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노드의 결과를 현재 노드의 입력으로,현재 노드의 출력을 다음 노드의 입력으로
하는 전체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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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n smoother

(Iteration = 1)

Kalman smoother

(Iteration = 2)

Kalman smoother

(Iteration = M)

Kalman smoother

(Iteration = M-1)

…

node

Kalman smoother

(Iteration = 1)

Kalman smoother

(Iteration = 2)

Kalman smoother

(Iteration = M)

Kalman smoother

(Iteration = M-1)

…

Kalman smoother

(Iteration = 1)

Kalman smoother

(Iteration = 2)

Kalman smoother

(Iteration = M)

Kalman smoother

(Iteration = M-1)

…

node

그림 3.3칼만 스무더의 직렬연결

칼만 스무더를 직렬로 연결할 경우 적정 노드 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적절한 노드 수의 결정은 입력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 및 신호의 변동
(fluctuation)정도를 고려하여 관찰자 또는 연구자가 실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 수를 1회부터 400회까지 증가시키면서 다수의 실험대상에 대
한 근 수축 개시 시점의 추이를 관찰하였고,그 결과를 그림 3.4에 나타내었다.이
실험에서는 노드 수의 선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지침을 제안한다.첫째,노
드의 수는 신호가 충분히 평활화 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이상의 값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이후의 개시 시점은 일정 구간동안 매우 유사한 값을 유지하기 때문
에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노드 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적정
수준을 넘어서기까지 과도하게 평활화 될 경우는 근전도 신호의 형태
(morphology)가 손상되기 때문에 개시 및 종료 시점 자체가 모호해지므로 노드
수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본 논문의 경우는 그림 3.4에서 나타난 실
험 결과에 따라 적절한 노드의 수를 100(그림에서 회색 점선)회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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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노드 수의 증가에 따른 근 수축 개시 시점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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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결결결과과과

444...111...근근근전전전도도도 데데데이이이터터터 처처처리리리 과과과정정정

근전도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전처리(preprocessing)과정은 그림 4.1
의 순서대로 진행하였다.우선 증폭률 2,000배의 증폭기를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1kHz로 샘플링하기 위해 500Hz의 차단주파수를 갖는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샘플링 된 신호는 근전도 성분을 걸러내기 위하여 대역폭이 10Hz에서
450Hz사이인 5차의 버터워스 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후 정류(rectification)과정
을 거치도록 하였다.이렇게 처리된 신호를 관찰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근 수축 구
간의 앞․뒤로 약 2초 정도의 안정 구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나의 실험자에 대
한 대표 템플릿을 추출하였다.

A0 = 2,000

anti-aliasing 

filter:

fc = 500Hz, LPF

fs = 1kHz

5th-order 

Butterworth BPF:

BW: 10~450Hz

full-wave 

rectification

template 

extraction

BIOPAC

Matlab

A0 = 2,000

anti-aliasing 

filter:

fc = 500Hz, LPF

fs = 1kHz

5th-order 

Butterworth BPF:

BW: 10~450Hz

full-wave 

rectification

template 

extraction

BIOPAC

Matlab

그림 4.1근전도 데이터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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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칼칼칼만만만 스스스무무무더더더 단단단일일일 노노노드드드 적적적용용용 결결결과과과

2.4.2장에서의 모의실험과 마찬가지로 추출된 31개의 템플릿에 대하여 칼만 스
무더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결과 중 하나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2.5장에서 모델
링한 것처럼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히스토그램 상에서 근 수축 구간과 이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질 정
도의 충분한 평활화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림 4.2칼만 스무더를 단일 노드만 적용시켰을 경우의 평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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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칼칼칼만만만 스스스무무무더더더 다다다중중중 노노노드드드 적적적용용용 결결결과과과

그림 4.3은 4.2장의 경우와 동일한 데이터를 100노드 반복하여 적용시킨 결과
를 나타낸다.이 경우는 그림 4.2와 비교하여 완전한 추세곡선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4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역치 전압과 평활화된 신호가 교
차하게 되는 개시와 종료 시점 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칼만 스무더를 다중 노드(100회)적용시켰을 경우의 평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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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4.4근 수축 발생 구간 검출 결과
(가)개시(onset)시점 검출 결과
(나)종료(offset)시점 검출 결과

444...444...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성성성능능능 평평평가가가

본 논문에서 고안한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임상 전문가(물리치료사)2인의 시각에 의한 결정을 레퍼런스
로 하고 2.2.2장에서 언급한 DiFabio의 알고리즘과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의 결과
를 레퍼런스와 비교하였을 때의 오차를 이용,두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성능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실험 대상 31명의 상완 이두
근으로부터 획득한 근전도 템플릿 및 특정 피험자에 대한 여섯 가지 부위의 근전
도 템플릿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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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111...상상상완완완 이이이두두두근근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적적적용용용 결결결과과과

DiFabio법은 기저선의 평균과 1에서 3사이의 정수가 곱해진 표준편차의 합에
의해 역치 전압을 설정하고,근전도 펄스가 역치 전압을 초과한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을 비교하여 최종적인 개시 및 종료 시점을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이를 위하
여 한 명의 피험자로부터 획득된 근전도 템플릿에 대하여 [기저선 평균 +1×기
저선 표준편차],[기저선 평균 +2×기저선 표준편차],[기저선 평균 +3×기저
선 표준편차]등의 세 가지 역치 전압이 가능하며,이들 각각에 대하여 5㎳,10㎳,
15㎳,20㎳,25㎳의 역치 초과 지속 기간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이들을 조합
한 총 15가지 조건 중에서 임상 전문가의 시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2SD-10ms조
건을 선택하였다.표 4.1은 2SD-10ms의 조건일 때의 결과이며,이 때 임상 전문가
의 시각적 판단과 최소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는 좌측 열부터 임상
전문가의 시각적 판단(기준),DiFabio법과 임상 전문가의 판단 결과의 차이(개시,
종료),칼만 스무더와 임상 전문가의 판단 결과의 차이(개시,종료)순으로 구성되
어 있다.대상 신호는 2.5장의 모의실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획득 과정을 통해
기록된 31개의 템플릿을 사용하였으며 신호처리 및 기술통계를 위하여 Matlab
(ver.6.5)을 사용하였다.DiFabio법과 칼만 스무더 모두 오차의 절대값을 사용하였
으며,여러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부호에 대해 주목할만한 편향 등은 관찰되지 않
았다.
그림 4.5는 표 4.1의 결과를 사분위수로 표현한 것으로 개시 및 종료 시점 모두

에서 DiFabio알고리즘 보다는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이 임상 전문가의 판단에
근사함을 알 수 있다.또한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에 의한 오차들의 표준편차가 보
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의 경우가 DiFabio법에
의한 결과보다 우수함을 나타낸다.
DiFabio법은 최소 오차를 갖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 이 경우 모두 15회를 적

용시켜야 하지만,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은 1회의 적용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시간이나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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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SD-10ms조건일 때의 통계량 (단위:ms)

그림 4.52SD-10ms조건일 때의 검출 오차에 대한 사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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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222...다다다양양양한한한 부부부위위위의의의 근근근육육육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적적적용용용 결결결과과과

이 경우는 여러 연구 분야에서 주로 관찰되는 교근(masseterm.),목빗근
(sternodleidomastoidm.),어깨세모근(deltoideusm.),가자미근(soleusm.),앞정강
근(tibialisanteriorm.),넙다리곧은근(rectusfemorism.)의 여섯 가지로 실험하였
다.그림 4.6에 각 경우의 근전도 신호와 검출된 결과를 동시에 표현하였으며,근
전도 신호와 중첩되도록 그려진 사각 펄스는 근 수축 구간을 의미한다.표 4.2는
1SD,표 4.3은 2SD,표 4.4는 3SD일 경우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이 실
험의 경우에는 3SD-10ms조건일 때 임상 전문가의 시각적 판단에 가장 유사하게
접근함을 알 수 있다.이 경우 칼만 스무더 직렬연결 노드의 수는 서로 달리 적용
하였으며,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4.6서로 다른 근전도 신호에 대한 개시 및 종료 시점 검출 결과

주목할만한 점은 목빗근과 같이 전극의 부착된 형태가 이루는 벡터가 심전도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미세한 심전도 신호가 근전도 신호에 포함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며,이를 그림 4.7에 나타내었다.이러한 경우 2.2에서 전술하였듯이 서
로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파수 필터로는 심전도 신호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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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불가능하다.심전도 신호는 기저선 영역에서 typeI잡음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에 DiFabio알고리즘은 임상 전문가의 시각적 판단과 비
교하여 713ms의 오차를 보인 반면,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의 경우는 36ms로 type
I잡음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강인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7목빗근 근전도 신호의 기록 시에 포함된 잡음으로서의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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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SD,5ms~25ms조건일 때의 통계량 (단위:ms)

표 4.32SD,5ms~25ms조건일 때의 통계량 (단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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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SD,5ms~25ms조건일 때의 통계량 (단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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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고고고찰찰찰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많은 정보를 시사한다.DiFabio알고리즘은 노이즈가
제거된 깨끗한 안정(이완)상태의 통계적인 수치를 알고리즘의 근간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typeI잡음과 같은 스파이크성 잡음이 발생하였을 때 매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은 typeI잡음을 주변 신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쇠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잡음에 의해 전혀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실제 임상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하였을
경우에서도 DiFabio알고리즘보다는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이 오차의 크기도 작
을 뿐만 아니라 오차의 편차 또한 매우 작은 특성이 있다.또한 DiFabio알고리
즘은 안정 상태 신호들의 표준편차와 펄스 폭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혹은
전체 신호가 가우시안 분포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자체가 무의미하
지만,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은 신호의 주파수 특성 또는 신호의 분포 형태에 별다
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다.이 밖에도 Di
Fabio알고리즘은 피험자로부터 근전도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관찰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피험자
를 학습시키는 등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칼만 스무더는 이와 같은 과정을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다.이상의 결과를 표 5.1에 정리하였다.

표 5.1DiFabio알고리즘과 칼만 스무더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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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나 의사와 같은 임상 전문가의 시각에 의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알고리즘을 비롯한 모든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 검출에 관한 연구의 목
표라 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시각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여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며,시각에 의한 방법이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개시 및
종료 시점이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보조적인 자료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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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의해 얻은 결과는 DiFabio알고리즘과 비교하
여 볼 때 근 수축 개시 및 종료 시점 검출에 있어서 임상 전문가의 시각적 판단
과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가 비정상적인 극한값
을 갖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안정된 검출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비단 표면근전도 신호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신호에 적용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칼만 필터 혹은 칼
만 스무더 이론이 의공학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 및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임상 전문가의 시각적 판단

이 매우 중요한 표준이며,잡음이 심한 신호에 대하여 알고리즘이 갖는 유연성 및
신뢰성의 측면에서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는 사람의 지각 능력을 감히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그러나 임상 전문가의 판단이 컴퓨터 알고리즘의 결
과 보다는 정확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기준일 수는 없다.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판
단 순간의 시각 또는 청각적 요인 등에 의해 많은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실제
로 동일한 데이터를 보여줌에 있어서 파형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파형을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선의 굵기나 종류가 다른 경우,그
리고 파형을 관찰하기 직전에 피험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특성 및 성별 등에 관
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었기 때문이다.
동종의 연구가 사람의 지각에 의한 판단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볼 때,이를 유연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칼만 스무
더에 의한 접근이라는 본 논문의 방향 설정 및 그로 인한 신뢰적인 결과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기존의 연구 목적이 임상 전문가
의 판단과 유사한 결과를 내도록 진행되어 왔다면,향후에는 표면근전도의 생리학
적 메커니즘이나 외부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 등을 바탕으로 편향이 없는 절
대적 표준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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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new method that detects onset and offset time of 

muscle activity in surface EMGs using the Kalman smoother is suggested.

A best way to detect onset and offset time is a visual decision of 

clinical experts such as physical therapists. Computer-based algorithms are 

being researched toward the same results as like the clinical experts. This 

means that a new algorithm must have an ability to extract a trend from 

noisy data. Because of this, Kalman smoother is used to recognize the 

trend to be revealed from disorderly signals. Histogram of smoothed 

signals by Kalman smoother has a clear boundary to separate muscle 

contractions from relaxations.

To verify that Kalman smoother is reliable way to detect onset and 

offset time of muscle contractions, the algorithm of Robert P. Di Fabio 

(published in 1987) is compared with Kalman smoother. For 31 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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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bjects, an average and a standard deviation are compared. The 

average of errors between Di Fabio's algorithm and experts is 109 

milliseconds in onset detection and 142 milliseconds in offset detection. 

But the average between Kalman smoother and experts is 90 and 137 

milliseconds in each case. Moreover, the standard deviations of errors are 

133 (onset) and 210 (offset) milliseconds in Di Fabio's one, but 48 (onset) 

and 55 (offset) milliseconds in Kalman smoother. As a results, the Kalman 

smoother is more close to determinations of clinical experts and more 

reliable than Di Fabio's one.

Key words : Kalman smoother, surface EMGs, muscle contraction, onset 

time, offs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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