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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prosthetic robot hand was designed and fabricated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realization of basic

gripping motions was performed. As a first step, a robot finger was designed with same structural configuration of the

human hand and the movement of the finger was evaluated via kinematic analysis. Electromyogram (EMG) signals for

hand motions were measured using commercial wearable EMG sensors and classification of hand motions was achieved

by apply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lgorithm. After training and testing for three kinds of gripping motions via

ANN, it was observed that high classification accuracy can be obtained. A prototype of the proposed robot hand is

manufactured through 3D printing and servomotors are included for position control of fingers. It was demonstrated that

effective realization of gripping motions of the proposed prosthetic robot hand can be achieved by using EMG

measurement and machine learning-based classification under a real-time environment.

Manuscript received: October 15, 2019 / Revised: January 29, 2020 / Accepted: February 10, 2020

This paper was presented at KSPE Spring Conference 2019

1. 서론

의수는 상지 절단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 기구로 크

게 장식 의수(미용 의수), 작업 의수, 인체 구동형 의수, 전동 의

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식 의수는 외형만 손의 모양과 비

슷하게 한 것으로 동작은 불가능한 것이고, 작업 의수는 갈고리

모양의 손끝으로 물건을 잡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인

체 구동형 의수는 어깨 움직임 등을 이용해서 간단한 동작을 구

현할 수 있으나, 인체 특정 부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전동 의수는 모터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형

태로 제한된 손동작을 구현할 수 있지만, 가격이 매우 높아 제

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체의 잔존 근육에서 측정

할 수 있는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손동작을 구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수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Saridis와 Gootee1는 이두근과 삼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여

전완의 동작을 구현하는 의수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 Zero Crossing과 분산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계

층적 지능 제어기를 이용하여 패턴을 분류하였다. Matrone2 등

은 주성분 분석 기반의 제어기를 이용한 과소 구동 전동 의수의

제어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고찰하였다. Ma3 등은

근육 시너지 모델을 이용하여 근전도 기반 의수의 손과 손목 운

동을 제어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가상 공간에서 의수가 동작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uo4 등은 근전도 신호

와 함께 근적외선 분광법(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을

함께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만을 이용할 때보다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가상 공간의 의수를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Lee5,6 등은 근전도 측정을 위한 전극이 포함되어 있

는 니트 밴드 형태의 장치를 제안하고, 실험으로 효율성을 검증

하였다. Lee7 등은 의수의 파지 성능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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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주요 설계 인자들이 파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Lim8 등은 전동 의수의 파지력 제어를 위하여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 되먹임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진동 신

호를 이용한 햅틱 시스템을 구성하고 평가하였다. Bae9 등은 전

동 의수 사용자에게 햅틱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감각을 측정하

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효율성을 확인

하였다. Noh10 등은 물건을 잡는 네 가지 동작에 대하여 세 단

계의 악력 조절을 수행하기 위한 추정 모델을 제안하고 정확도

를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Kim11 등은 뇌파를 이용하여 의수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을 제안하고, 동작에 따른 뇌파의 특징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Jo와

Oh12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

하여 근전도 신호에 따른 손동작을 분류하고 능동 의수에 적용

을 제안하였으며, 딥러닝 파라미터 변화에 대하여 분류 정확도

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의수 모델을 제안하고, 이

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손동작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사람의 손과 동일하게 세 개의 링

크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구성하고, 사람의 힘줄과 동일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 와이어를 삽입하며, 복원을 위해서

탄성이 있는 밴드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된 링크 구조를 이용

하여 사람의 손가락 운동을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손가락

끝 위치에 대한 기구학 해석을 수행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

여 제작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사람의 손동작 세 가지

를 정의하고, 동작에 대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한다. 동일 동작에

대하여 반복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동작 인식을 위한

학습을 수행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한다.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의도하는 손동작을 인

식하고, 로봇 의수가 동일한 동작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을 실

시간 환경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안된 방식이 실제 상항

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2. 로봇 의수 설계

본 연구에서 고려한 로봇 의수의 전체 구조 개략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사람의 손과 동일한 크기와 구조의 손가락을 갖

는 의수를 고려하였으며, 엄지와 연결된 손허리뼈의 운동 구현

을 위한 모터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구동을 위한 모터들은

손목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실제 사람에게 장착을 위한

소켓과 같은 연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손가락의 동작 구현만

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로봇 의수의 크기는 성인 남성

의 왼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손바닥의 높이와 폭은 81 mm로

설계하였다. 사람의 손에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의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으며,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은 끝마

디뼈, 중간마디뼈, 첫마디뼈, 세 개의 손가락뼈로 구성되어 있고,

엄지는 중간마디뼈가 없이 끝마디뼈와 첫마디뼈로만 구성되어

있다. 각 손가락의 첫마디뼈는 손바닥 내부에 있는 손허리뼈를

통해 손목뼈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손가락의 해부학적 특징

을 고려하여 세 개의 링크 기구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손가락의 모델을 Fig. 2(a)에 나타내었

고, 손가락 모델의 단면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엄지를 손바

닥 안쪽으로 굽히는 동작은 손바닥 내부에 있는 손허리뼈에 의

하여 구현되므로, 제안된 의수에서 엄지는 손허리뼈를 포함하여

세 개의 링크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제안된 손가락 모델에는

각 관절 구동을 위한 모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를 이

용하여 한 번의 모터 구동으로 손가락의 세 개의 링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b)의 단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가

락 내부에 폴리에틸렌 와이어를 설치하여 손가락을 구성하는

세 개의 링크를 연결하고, 손가락의 힘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였으며, 손가락의 굽힘 동작 후 초기 위치로 복귀를 위

해서 탄성 밴드를 이용하였다. 단면도에서 손가락의 안쪽에 힘

줄이, 바깥쪽에 탄성 밴드가 장착된다. 제안된 손가락 모델이

Fig. 1 Structural configuration of the prosthetic robot hand

Fig. 2 The proposed fing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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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손과 동일한 운동을 구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가

락 끝점의 운동 경로를 확인하였고, 엄지 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사람 손의 사진과 함께 Figs.

3(a)와 3(b)에 각각 나타내었다. 다섯 손가락 모두 사람 손의 운

동과 동일한 형태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된

손가락 모델을 의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손동작 인식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전도 측정

은 암밴드 형태의 상용 근전도 측정 장치인 Talmic사의 MYO를

이용하였다. MYO에는 8 채널의 근전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

며, 샘플링 주파수는 200 Hz로 고정되어 있다. 실제 근전도 신

호는 mV 단위로 측정되나 MYO는 -128에서 128 사이의 정수

값으로 결과를 출력하며 단위는 Activation이다. 측정된 근전도

신호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되고,

MATLAB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된 근전도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데이터

수집과 분류의 동작 인식 과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손가락을 굽힐 때 사용하는 심지굴근(Flexor Digitorum

Profundus), 천지굴근(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장무지굴근

(Flexor Pollicis Longus), 손가락을 펼 때 사용하는 수지신근

(Extensor Digitorum), 장무지신근(Extensor Pollicis Longus), 장

무지외전근(Abductor Pollicis Longus) 등의 근육이 위치하고 있

는 아래팔(전완)의 팔꿈치 아래쪽에 근전도 측정 장치를 착용하

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계 학습을 위해서는 손동작에 대하

여 측정된 근전도 신호의 특징을 추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절대 평균값(Mean Absolute Value, MAV)을 특징으로 사용하

였다. 절대 평균값은 다음 식(1)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x(i)는 측정된 데이터이고, L은 측정 주파수와 윈도잉

(Windowing) 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는 윈도우의 크기로 본 연구

에서는 L = 100으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8회의 손동작에 대하여 측정된 근전도의 원신호와 절

대평균값을 Figs. 5(a)와 5(b)에 각각 나타내었다. 한 가지 손동

작에 대하여 동시에 8 채널의 근전도 신호가 측정되므로 Fig.

5(c)와 같이 나타나고, 데이터는 100X8 형태의 행렬로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쉽도록 Fig. 5(d)와 같이 1에서 8까

지 채널의 결과를 이어 붙여서 800X1 형태의 열벡터로 변환하

고, 이를 해당 동작에 대한 특징 벡터로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린더 그립(Cylindrical

Grasp), 핀치 그립(Pinch Grasp), 래터럴 그립(Lateral Grasp)의

세 가지 동작에 대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병 등의 물

건을 잡을 때 사용되는 동작이 실린더 그립, 엄지와 검지를 이

용하여 작은 물체를 잡는 동작이 핀치 그립, 명함과 같이 얇은

종이 등을 잡는 동작이 래터럴 그립이다. 세 가지 동작과 해당

특징 벡터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의 실린더 그립은 물

건을 잡는 형태로 구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먹을 쥐는 형태

의 손동작을 인식하여 로봇 의수가 실린더 그립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한 가지 동작을 160회 반복 측정하여 총 48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 중에서 300개는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 180개

는 테스트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손동작 인식을 위한 기계 학

습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인공

MAV
1

L
--- x i L

i=1=
Fig. 3 Simulation results for locus of fingertips

Fig. 4 Process of gestur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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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모델을 사용하였고, MATLAB의 Neural Network

Toolbox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다층 퍼셉트론은 각각 세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는 입력층과 출력층을 갖고 있으며, 은닉층의

뉴런의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은닉 뉴런의 수가 증가할수록 분

류 정확도가 증가하지만, 10개 이후에는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a)에는 300개의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과정에서

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Fig. 8(b)에는 테스트 과정의 분

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목표 동작에 대해서 분류가 정확하게 된 경우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목표 동작과 분류된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 분류

가 잘못된 경우를 나타낸다. 학습 과정에서 실린더 그립과 핀치

그립은 각각 99%와 100%의 매우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나,

래터럴 그립은 상대적으로 낮은 85%의 분류 정확도를 갖는 것을Fig. 5 Measured EMG data

Fig. 6 Hand motions and corresponding EMG feature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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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각 동작별 60개, 총 180개의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 과정에서도 핀치 그립은 100%의 매우 높은 분류 정확도

를 보였으나, 실린더 그립은 래터럴 그립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

우가 3회 발생하여 95%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래터럴

그립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86.7%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실린더 그립 동작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실린더 그립과 래터럴 그립의 경우,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동작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세 손가락은 동

작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ig. 8(a)의

학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손동작 구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의수 형상을 출력하고, 손가락

동작 구현을 위한 모터를 장착하여 로봇 의수를 제작하였으며,

Fig. 9에 나타내었다.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였으며, 친환경 수지인 PLA (Poly Lactic

Acid) 필라멘트를 사용하였다. 엄지 손가락의 첫마디뼈 동작을

위한 모터는 손바닥 내부에 설치하였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및 소지 동작을 위하여 네 개의 모터를 손목 아랫부분에 설치하

였다. 힘줄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지름 0.37 mm 와이어를 사용

하였고, 탄성 밴드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지름 3.5 mm 와이어

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로봇 의수의 실시간 동작 구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실험을 구성하였다. MYO를

이용하여 사람의 손동작에 대한 근전도를 측정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전달한다. 전달된 신호를 바탕으로

MATLAB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동작을 분류한다. 분류된 동작

에 대하여 손가락 끝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유선 USB 장치를

통하여 아두이노 UNO 보드로 전송하며,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Fig. 7 Classification accuracy according to number of hidden

neurons 

Fig. 8 Classification accuracy for three hand motions with ten

hidden neurons

Fig. 9 Manufactured prosthetic hand

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real time hand motion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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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입력 신호를 인가하게 된다.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하고, 이를 실

시간 환경에서 의수를 동작하도록 한 실험의 사진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는 초기 기본 동작 상태이다. Fig. 11(b)는

실린더 그립을 이용하여 물체를 잡는 동작, Fig. 11(c)는 핀치

그립을 이용하여 탁구공과 같은 작은 물체를 잡는 동작, Fig.

11(d)는 래터럴 그립을 이용하여 얇은 물체를 잡는 동작을 각각

구현한 것이다. 실시간 환경에서 사람 손의 동작을 인식하고 로

봇 의수의 동작을 명확하게 구현하였으며 실제로 물건을 잡거

나 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로봇 의수에 대한 설계, 해석, 제작을 수행하

고 측정된 근전도 신호에 대한 실시간 손동작 구현 성능을 실험

을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사람의 손가락

과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의수를 설계하고, 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여 원하는 동작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물건의

파지를 위한 세 가지 동작에 대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고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평균 90% 이상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가지

면서 동작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시간 환

경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의도하는 손동작을 인

식하고 적절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음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의수를 활용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욱 다양한 손동작 구현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할 예정이며,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분류기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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