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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손 마비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활치료는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손 마비환자가 가정에서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 마비환자

들이 가정에서 재활운동을 할 시, 개인별 맞춤 케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개인별 움

직임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손 마비환자는 움직임 패턴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각 손가락 마

비 정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움직임 패턴(motion pattern), 재활운동(rehabilitation exercise), 맞춤 케어(custo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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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우리나라 마비질환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비질환의 진료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9%에 달한다 [1]. 이로 인해 환자는 치료기관 방문과 비싼 치료비용

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다가오게 되어 가정에서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손 마비환자들이 가정에서 

재활운동을 할 시, 개인별 맞춤 케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개인별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다. 이를 통해 손 마비환자들은 자신의 손가락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활치료에 대한 의욕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Preliminaries

네오팩트에서 개발한 라파엘(Rapael)은 가속도계 및 굽힘 센서가 

내장된 손 재활 보조기기이다. 손 마비환자는 이를 착용하고 다양한 

재활치료 게임을 통해 재활치료를 하게된다. 아마데오(Amadeo)는 

상지로봇재활 트레이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단말 작동기를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손가락 움직임 데이터가 환자 개인 데이터로 

저장되고 이를 통해 쌍방향식 치료훈련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

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활치료 병원에서 환자들의 재활치료 목적으

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스마트 글러브를 통한 손 움직임 값 수집 방법

Figure 1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CaptoGloves 센서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그림이다.

Fig. 1. CaptoGloves 센서의 위치와 기능

엄지손가락 말단에 위치한 압력(Pressure) 센서는 물건을 잡을 

때 압력을 측정하고, 각 손가락에 위치한 구부림(Bending) 센서는 

손가락 별 구부림 정도를 측정하고, 손등 중앙에 위치한 기압계

(Barometer) 센서는 손의 위치에 대한 벡터 값을 측정한다. 손 움직임 

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CaptoGloves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CaptoGlove Suite’를 설치하고 CaptoGloves에서 제공하는 SDK 

소스 코드를 Unity로 실행시켜야한다. 이후, 1초에 한 번씩 수집되는 

값을 10초 동안 총 10개의 손 움직임 데이터 값을 받아와 평균값을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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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움직임 패턴 분석 방법

손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실행하는 재활운동의 종류는 

주먹 쥐고 펴기, 손바닥 뒤집기, 손가락 하나씩 접기, 물체 잡기가 

있다. Table1은 주먹 쥐고 펴기 동작 수행 시 나타나는 손 움직임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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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주먹 쥐고 펴기 동작의 손 움직임 패턴

주먹 쥐고 펴기 동작의 첫 번째 움직임(1-1)은 다섯 손가락을 

정해진 시간동안 접은 채로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움직임(1-2)은 

다섯 손가락을 정해진 시간동안 편 채로 유지하는 것이다. 각 패턴의 

value 순서는 손가락 번호를 뜻한다. Table2는 CaptoGloves에 내장

된 센서들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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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ptoGloves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 값의 범위

Table3은 정상인이 CaptoGloves를 착용 후, 주먹 쥐고 펴기를 

약 1000번 실행한 정상 데이터의 평균값을 세 번째 자릿수까지 반올림

한 값이고 Table4은 같은 동작을 손 마비환자가 실행한 데이터를 

세 번째 자릿수까지 반올림한 값이다.

1-1 0 0 0 0 0 10s

1-2 5300 5000 5500 5000 5700 10s

Table 3. 주먹 쥐고 펴기 동작의 정상 데이터 평균값

1-1 2600 2000 1600 2200 1500 10s

1-2 3600 3300 2700 2800 3500 10s

Table 4. 주먹 쥐고 펴기 동작의 손 마비환자 데이터 값

정상 데이터 평균값을 기준으로 손 마비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각 손가락 펴짐의 정도, 접힘의 정도, 손목 회전의 정도를 계산하여 

각 손가락 별 마비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위의 손 마비환자 데이터 

값을 통해 Table5와 같은 결과 값을 알 수 있다.

1-1 60% 69% 75% 66% 77% 10s

1-2 68% 66% 49% 56% 61% 10s

Table 5. 주먹 쥐고 펴기 동작의 손 마비환자 결과 값

위의 손 마비환자는 세 번째 손가락의 펴짐의 정도가 49%로 마비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손 마비환자가 스스로 맞춤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손 마비환자 개인별 손 움직임 패턴 분석의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손 마비환자는 자신의 마비 

정도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어 재활치료에 대한 의욕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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