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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verView) 
 

AM530은 아날로그 근전도 신호를 출력하는 능동 표면 근

전도 센서이다. 센서에 구비된 2개의 전극선을 인체에 부

착된 전극에 연결하고, 센서에 전원을 인가하면 아날로그 

근전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센서 커넥터는 4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핀은 Vs, 

GND, Sig, Con으로 할당되어 있다. Vs핀에 +2.0V~+3.3V

의 단전원을 인가하면, Sig핀에서 Vs/2의 DC-offset을 갖

는 아날로그 근전도 신호를 얻는다. Con핀은 전극이 인체

에 올바로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논리 신호를 제

공한다. Open-collector 출력형이다. 

Con신호는 센서에 구비된 LED 구동 신호로도 활용된다. 

센서가 올바른 신호 계측 상태에 놓이면 파란색이, 그렇지 

못하면 보라색이 표시된다. 

센서의 고정 이득은 300, 통과대역(-3dB)은 8~500Hz, 그

리고 공통모드전압제거비(CMRR)는 83dB(@100Hz) 이다. 

센서는 60Hz 노치필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1]. 액티브근전도센서 외형 
 

 
 

그림[2]. 센서크기 

기능 & 주요특징 (Functions & Key Features) 
 

 기능 

- 본 센서는 표면 근전도용 능동 센서이다. 구비된 2개의 전극을 통해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여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통해 완전한 근전도 신호를 출력한다. 

- 본 센서와 함께 하나의 접지용 전극을 인체에 추가 부착하여 1채널의 근전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2채널의 근전도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본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된다. N채널의 근전

도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N개의 본 센서와 하나의 접지 전극이 필요하다. 

- 센서는 2.0 ~ 3.3V 범위의 단일 전원으로 구동되고, 출력 신호는 공급 전압의 절반(1/2) 크

기의 DC 오프셋을 포함하여 구동 전압 범위에서 출력된다. 

- 센서에 구비된 전극의 인체 부착 여부를 알려주는 LED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태 논리 신호

를 제공한다(open-collector). 

- 완전한 근전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검자의 안전을 위해 전원과 신호의 절연을 추

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특징 

- 2전극 표면 근전도용 능동 센서 

- 4 가닥 연결선 (Vs, GND, Sig, Con) 

- 단일 전원 구동(2.0 ~ 3.3V) 

- 낮은 소비 전류 (2mA @2.7V) 

- 완전한 근전도 신호 출력 

- 전극 부착여부 논리 신호 출력(open-collector) 

- 전극 부착 상태 표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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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도(Block Diagram) 

 

그림[3]. 기능 블록도 

작동원리(Principle of Operation) 

- 표면 근전도는 근육 주위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검출된 근육활동에 동반된 생체전기신호이다.  

- 본 센서에 구비된 두 전극(측정전극, 기준전극)이 인체부착용 생체전극을 통해 근육 주변에 장착된다. 올바른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접지 전극이 인체에 부착되어 본 센서의 GND와 연결되어야 한다. 

-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전위차가 센서의 차동증폭기(INA)에 의해 증폭되고, 노치 필터에 의해 60Hz 전원 잡음이 제거

된 후 저주파통과필터(LPF)에 의해 높은 주파수 성분의 잡음이 제거되어 근전도 신호로 출력된다. 

- 차동증폭기(INA)는 두 입력 신호에 포함된 DC성분을 제거하여(등가 고주파통과필터(HPF)) 차동 증폭한 후 인가 구동 

전압(Vs)의 절반(1/2)의 DC-offset을 신호에 더하여 출력 신호가 단일 극성을 갖도록 한다. 

- 입력되는 구동 전압(Vs)은 내부적으로 인버터(inverter)를 통해 형성된 음의 구동 전압(–Vs)과 함께 내부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출력 신호는 입력 구동 전압의 절반(Vs/2)의 DC-offset을 포함하는 단일 극성을 갖는다. 

- 입력단의 RFI는 수십 kHz의 고주파 간섭 신호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전극 부착 여부는 신호 증폭 이전에 전극선을 

통한 DC 전류 방법으로 검출된다. 전극 부착 신호는 오픈콜렉터 출력으로 제공된다.. 

Con 

Sig 

Inverter 

+Vs 

Vs 

GND 

Lead-off detector RFI-filter INA Notch LPF 

-Vs 

측정전극 

기준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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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Specification) 

 

항목 내용 값 단위 비고 

Vs 구동 전압(센서 입력 전원) 2~3.3 V DC 단전원 

Is 구동 전류 1~3 mA Vs 인가 전압에 의존. (2mA @ 2.7V) 

G 고정 이득 300 - @ f=100Hz 

Vin_max 최대 입력 신호 크기 4 mVp Vs=2.7V, f=100Hz 

Vn 내부잡음크기 2 미만 Vrms Vs=2.7V 

CMRR 공통모드전압제거비 80이상 dB Vs=2.7V, f=100Hz 

BW 주파수 대역(-3dB) 8~500 Hz Vs=2.7V, 1차 HPF, 8차 LPF 

Fn 노치주파수 60 Hz 상용 전원 주파수 

Zin 입력임피던스 10이상 M @ f=100Hz 

VO_offset 출력 전압 오프셋 Vs/2 V 구동 전압의 절반(1/2) 

LDst 전극-미부착 상태 OFF - 출력 TR OFF; pull-up resistor =5.1k  H 

전극-부착 상태 ON - 출력 TR ON; pull-up resistor =5.1k  L 

LEDst 전극-미부착 상태 LED 표시 보라색 - RED(ON)+BLUE(ON) : 구동 전압이 낮으면 밝기가 어둡다. 

전극-부착 상태 LED 표시 파란색 - RED(OFF)+BLUE(ON) : 구동 전압이 낮으면 밝기가 어둡다. 

L1 전극선 길이 18 cm 
그림[4] 참조 

L2 연결도선 길이 1 m 

W 센서전체의 질량 30 g - 

Topr 동작 온도 0 ~50 C - 

Tstg 운송 및 보관 온도 -30 ~70 C - 

표[1]. 사양. 

 

그림[4]. 센서 외장의 크기 정보. 

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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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Applications) 

 

센서  착용  
 

[주의 사항1] 

측정 부위에 일회용 생체전극(Electrode 2237 또는 Electrode_L-150 또는 MT100)을 부착하고, 본 센서에 구비된 스냅전극을 연

결한다. 본 센서와 생체전극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도록 센서를 인체에 고정한다.  

[주의 사항2] 

한 채널의 근전도 신호를 얻기 위해선 3개의 생체전극이 필요하다. 측정 전극, 기준 전극은 측정 근육 주위에 부착하고, 나머지 

한 전극(접지전극)은 인체 어디든 결선에 용이한 곳에 부착하며, 이 전극(접지전극)은 연결도선을 통해 본 센서의 GND와 연결되

어야 한다. 

[주의 사항3] 

본 센서를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 계측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에는 피검자의 전기적 인전을 위해 센서 구동 전원과 관련 신호는 전

기적으로 절연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그림[6]참조). 

 

 

[단일 채널 신호 검출용 센서 연결] 

 

[복수 채널 신호 검출용 센서 연결] 

그림[5]. 센서 착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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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본 센서에 구비된 커넥터는 4개의 연결핀이 있다. 이들은 각각 센서 구동을 위한 전원 인가용, 접지(GND)용, 출력 신호, 그리고 

전극부착상태신호 출력용이다. 커넥터 결선 정보, 신호 확인용 결선, 그리고 근전도 시스템 구성에 관한 간단한 예시를 아래 그림

에 나타낸다. 시스템 구성의 핵심은 센서 구동 전원과 신호가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되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결 커넥터 결선 정보] 

인체 

+V 

Con 

Rup 

Sig 

GND 

 

[신호 확인용 단순 결선 방법. 근전도 신호만 확인할 경우, Rup의 결선은 필요없음.] 

 

[본 센서를 이용한 근전도 측정 시스템 구성 예시] 

그림[6]. 센서 결선 정보 

신호조절회로 신호절연회로 신호조절회로 

아날로그-디지털 변

환 및 통신 회로 

전원회로 전원절연회로 전원회로 

센서연결커넥터 

전원입력 

절연부 
시스템 전원부 

+Vs 

+Vs 

V 

접지전극커넥터 

+V Sig 

GND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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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출력  파형  
센서를 그림[6]의 방식에 따라 결선하여 얻은 파형을 그림[7]에 나타낸다. 

- 인가 전압(Vs) : 2.7V 

- 소비전류: 2mA 

- Rup : 5.1kohm 

- 피검자의 근육 발달 정도, 근육 활성 정도, 전극 부착 위체 등에 따라 신호 크기는 달라짐. 

 

(가). 팔뚝에 전극을 부착한 모습. 두 흰색 전극은 센서에 구비

되어 있는 것이고, 검은색 전극은 인체 접지용으로 별도로 추가

한 것. 힘을 주고, 말고를 반복하여 얻은 신호가 오른쪽에 제시

되고 있다. 근전도 신호는 근육이 활성화 될 경우 나타난다. 

 

(나). 전극 연결 전(빨간색 화살표)과 후(노란색 화살표)의 신호 

모양(파란색 신호)과 전극연결 상태 논리신호(연두색 신호). 전

극 연결 후에 근육에 힘을 준 경우 근전도 신호(보라색 화살표). 

 

(다). 전극 미부착 상태 LED. 센서의 두 전극 중 어느 하나라도 

부착되지 않으면, 보라색으로 표시. 특히, 접지 전극이 부착되지 

않으면 LED상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며 Con 신호는 L/H를 

반복할 수 있다. 

 

(라). 센서에 구비된 두 전극과 접지 전극이 올바로 인체에 부착

되면 LED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접지 전극이 부착되지 않을 

경우, 간혹 파란색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호는 올바

로 검출되지 않는다. 

그림[7]. AM530 센서를 활용한 표면 근전도(EMG) 신호 출력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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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서를 이용하여 한 채널의 근전도 신호를 얻기 위한 구성 

 

본 센서를 이용하여 당장 한 채널만이라고 근전도 신호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본 센서외에 아래 표의 항목들이 필요하다.  

순번 항목 사진 내용 

1 생체전극 

 

인체에 부착되는 전극이다. 3개가 필요하다. 본사의 온라인숍에서 취급하는 

목목(MT100, Electrode_L-150, Electrode2237) 중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2 접지 전극선 

(스냅 수컷) 
 

당장의 실험용으로는 적합하지만, 근전도 시스템 구성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접지 전극선 

 (스냅-S)  

피검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커넥터 방식이다.  

이 커넥터를 사용하려면 3번 항목이 필요하다. 

3 접지 전극선 연결용 

커넥터  

2번 항목의 스냅-S 접지 전극선 연결에 적합한 커넥터이다.  

4 센서 연결용 커넥터 

 

AM530 액티브 근전도 센서 연결에 적합한 커넥터이다. 

표[2]. 본 센서를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성요소. 각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본사의 온라인숍

(www.laxtha-eshop.kr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전극을 인체에 그림[5]와 같이 부착하여 근육을 활성화하면 근전도 신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극 부착 위치, 근육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신호 크기는 다양하다. 

 

그림[8]. 표[2]의 구성품을 이용한 근전도 신호 확인용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