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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오는 electromyography(EMG) 신호를 이

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구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상 키보드를 구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체 해부학

을 이용하여 각 손가락에 해당하는 근육을 확인하고 그 위치에 센서를 부착한다. 각각의 근육에 나오는 신호

를 측정한 후 제작된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필터링 한다.  신호의 측정과 처리는 LabVIEW를 이용한다. 입력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 아두이노에 입력한 후,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 각 손가락에 해

당하는 키보드 값을 컴퓨터로 출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상 키보드의 동작을 성공적으로 시현했다.

Abstract
We present a demonstration of virtual keyboard operation based on electromyography from fingers 

movement. We test human arm surfaces corresponding to each finger motion, and then EMG sensors 
are located on the surfaces. The raw EMG signals generated from our protocol for virtual keyboard are 
filtered through a homemade electric circuit. A LabVIEW program is used to measure and handle the 
EMG signals. After the analog signal is converted into digital signal, which is input to Arduino board, the 
board displays the letters from the virtual keyboard to computer monitor. This demonstration is successful 
after a training session to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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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키보드는 부피가 커서 휴대가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EMG란 근전도라고도 하며, 근육을 움직

이면 나타나는 전기신호이다. 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만들어 부피를 감

소시키고자 한다. 신체 해부학을 이용하여 각 손가

락에 해당하는 근육을 확인하여 센서 위치를 선정

한다. 각각의 근육에 나오는 신호를 전자회로 시스

템을 이용하여 필터링 한다. LabVIEW를 이용하여 

EMG신호를 센싱 하도록 한다. 입력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아두이노에 입력한 후, 아두이

노 프로그래밍을 통해 각 손가락에 해당하는 키보드 

값을 컴퓨터로 출력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근전

도를 이용한 가상 키보드의 구현은 가상 현실의 입

력 장치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근전도 검사

근전도검사는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

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기술이다. EMG는 근전도 

검사기 장치를 통해 측정한다. 근전도검사기는 근

육세포가 전기적으로 혹은 신경을 토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전기적인 포텐셜을 감지한다. 이 신호

는 비정상적인 활성정도를 측정하거나 인간 혹은 

동물의 행동에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정상 수의근의 근섬유에서는 복합동작 전위

로 기록되는 전기방출이 발생하는데, 이 신호의 범

위는 약 10μV~10mV의 전위, 30ms의 지속시간, 

5~10,000Hz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특성이 있

어 이 조건을 충족시켜 증폭, 기록할 수 있는 근전도 

기기를 이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1은 측정된 EMGdml 한 사례로 실제 손가락 모

션에 해당하는 신호외에 상당한 잡음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2는 EMG 신호를 이해하기 위한 도

식도로 손가락 움직임에 해당하는 시간(duration)

과 신호의 크기(peak)를 읽을 수 있다. 

3. 설계목표

기존의 EMG 센서를 이용한 제품 중 MYO라는 제

품을 보면 팔을 이용한 큰 동작과 손가락의 대략적

인 움직임, 즉 주먹을 쥐거나 손을 펴는 등의 큰 동

작들만을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제품은 결

국 로봇에게 전진이나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재생

중인 동영상을 앞으로 넘기는 등, 간단한 명령만을 

내리는 것에 국한 되어있다. 우리는 이 제품보다 더 

많은 EMG센서를 이용하여 더 섬세한 동작, 즉 키

보드 타이핑 시 손가락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인식

하고 그 동작에 상응하는 키 입력을 하게 하는 가

상 키보드를 만드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각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팔 안쪽에 있다는 것

을 이용하여 각 근육의 위치를 파악하여 팔에 EMG

센서를 부착한다. 또한 단순한 쿼티(qwerty)자판 내

의 문자들 뿐 만 아니라 방향키, 숫자, 특수문자 등

도 타이핑 할 수 있도록 손의 움직임을 가속도센서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는 기존의 부피가 큰 키보

드를 휴대할 필요 없이 필요시 제품을 부착하면 바

로 공간의 제약 없이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림 1. An example of EMG from finger movement

그림 2. A typical EMG signal showing amplitude and  
duration from finger mo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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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는 손이 절단되어 키보드 버튼을 누를 수 없는 

환자 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의 근육은 기

본적으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뉜다. 불수의근

은 심장과 같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근육이

다. 수의근은 팔, 다리 등과 같이 의식적으로 움직이

는 것이 가능한 근육을 말한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또한 수의근에 해당한다. 손가락이나 손이 절

단된 환자는 당연하게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불

가능하다. 하지만 손가락 굽힘과 폄을 수행하는 근

육은 팔에 남아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없더라도 의

식적으로 이 근육을 이완 혹은 수축할 수 있다. 손이 

절단된 환자가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육을 움

직이면, 그 근육은 절단 전과 같이 작동하게 되고, 

이 신호는 EMG로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제 

손가락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타이핑 작업이 가능하

게 된다. 

4. 실행

먼저 인체 해부학을 이용하여 EMG 센서를 부착할 

위치를 파악한다. 그 후 부착된 센서를 통해 EMG 

신호를 LabVIEW프로그램과 ELVIS 장비를 이용하

여 찾도록 한다. 받은 데이터를 MATLAB을 이용하

여 분석한다. 특히 노치필터 설계가 필요한지를 파

악하기 위해 MATLAB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다. EMG의 아날로그 신호를 Arduino Leonardo 보

드에 입력하여 디지털 출력을 하도록한다. 이 디지

털 출력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키보드를 입력하는 동

작을 실행하도록 한다. 그림3은 이와 같은 EMG기

반 가상 키보드의 시스템 동작 과정을 정리한 그림

이다.

EMG 센서와 함께 동봉된 아두이노 전용 필터 모

듈을 확인하고 이를 변화시켜 적용하였다. 필터 모

듈은 저역 통과 필터, 계측증폭기, 1극 고역통과 필

터, 레귤레이터로 이루어져있다.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잡음을 없앤다. 그 후 파형의 기준

선이 천천히 변동하는 기준선 유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기준선 유동은 저주파 특성을 보이므로 

고역통과 필터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계측증폭기

는 공통잡음을 제거하는데에 매우 탁월한 특성을 가

지고 있어서 유용하였다. 그러나 파형이 깨끗하지 

못하고 전원의 간섭에 의한 진동이 섞여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같은 전원에 의한 간섭현상은 생체신

호의 계측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정확한 진단

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간

섭을 일으키는 전원 주파수 또는 그의 정수배인 주

파수 성분이므로 특정 주파수 주변의 좁은 구간의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노치필터를 추가하여 간섭

신호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5Hz에서 

500Hz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최대한 다른 

주파수의 성분들은 유지시킬 수 있도록 높은 Q값

(2.17)을 가질 수 있는 필터를 설계했다. 그림4와 같

이 샬렌-키 2차 노치필터를 사용했다.

노치플터 적용 후 EMG센서 신호에서 가장 큰 노

이즈가 나오는 부분을 찾기 위해 FFT로 신호를 분석

해보았다. 노치필터 적용 전 가장 큰 노이즈가 나오

는 부분은 전원 노이즈인 60Hz 부분이었다. 하지만 

전원제거 노치필터를 적용시킨 후에는 전원 간섭 노

그림 3. Schematic of the virtual keyboard  
operation procedures

그림 4. Details of the notch filter used to  
cut off known no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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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가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원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의 신호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음을 알 수 있었다.

EMG 센서를 오른손 4개의 손가락에만 적용하였

으므로 그림5와 같은 13개의 자판 버튼(u, i, o, p, j, 

k, l, ;, n, m, ,, ., <space>)만을 사용할 수 있다. 쌍

자음/대문자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는데 만

약 양 손에 센서를 부착한다면 상대 손 주먹상태를 

Shift 키로 인식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 모드변경

은 팔의 각도를 변경함으로써 작동이 가능하다.

5. 검토

EMG 센서를 부착하는 위치가 미세하게 바뀔 때 

마다 접지가 이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

생했다. 그리고 같은 손가락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움직일 때, 근육의 피로가 생겨서 신호의 크기가 줄

어드는 문제가 생겼다. 피실험자의 몸 상태에 따라 

근육에서 오는 신호가 달라졌다. 전원노이즈는 해결

되었으나, 그 외 소음에 관한 노이즈는 해결할 수 없

었다. 표면에 흐르는 전류신호를 포착하여 근육의 

활성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EMG 센서가 유용

함을 알 수 있었다. 개개인의 특성에 바로바로 적용

할 수 있는 기능은 구현하지 못하였지만, 사용자 개

인의 근육 분포를 잘 파악하고 적용한다면 휴대용 

키보드 인터페이스 장치도 구현하는데에 큰 장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근육의 피로에 의한 

신호 크기감소이다. 근육 자극에 의해 몸속 이온이 

분리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근육의 수축

이완은 EMG 신호의 크기 출력이 작아지게 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호의 단위 샘플링당 

신호크기 변화량을 평균내어 지터(Jitter)를 없애고 

유용한 신호만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팔

꿈치의 움직임이 손가락 근육으로 통하는 신호에 영

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팔꿈치와 손목사이의 팔

부분에 근육을 통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그러나 손가락 근육은 손목을 통해 팔로 이어지고, 

팔꿈치를 접고 펴는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 역시 팔

과도 연결되어있다. 손가락의 근육을 움직일 때에는 

신호가 작은 반면,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에는 

EMG 신호가 크게 나온다. 이 신호들은 팔에 부착된 

여러 EMG 센서들에 나타나게 된다. 팔의 움직임을 

가속도센서로 대체하였으나 팔에서 오는 큰 신호를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는 EMG 센서 부착에 

있어서 미세한 위치 차이의 영향이다. 사람의 지문

과 얼굴,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근육의 분포 또한 미

그림 5. Eleven keyboard letters used in the operation

그림 6. Overall virtual keyboard system mounted on  
human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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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차이가 난다. 우리가 각 손가락에 해당하는 근

육은 근골격학과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 부착위치를 조금씩 바꾸

었을 뿐인데 접지가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하다. 또한 

손목에는 많은 근육이 함께 모이는데 신호를 잘 수

집할 수는 있으나 부착위치가 조금씩만 바뀌어도 신

호의 모양이 달라지고, 크기도 상이하다. 이러한 이

유로 우리는 실험때마다 부착위치를 맞추기 위해 표

시를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아날로그 신

호를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동작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손가락의 운동으로 생기는 EMG 기반

의 가상 키보드 구현의 설계, 제작과 구현과정을 보

고하였다. 기본적인 동작의 구현에는 성공하였으나 

EMG 신호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 또한 파악이 

되었다. 이를 보안한다면 가상 현실 또는 가상 기반

의 시스템에서 인간기계교감의 장비로서 일정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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