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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DC,Max, DC,Min : 원통 파지가능 최대, 최소 직경 
DS,Max, DS,Min  : 구 파지가능 최대, 최소 직경 
WB,Max, WB,Min : 사각 봉 파지가능 최대, 최소 폭 
LMF  : 중지의 길이 
IMax  : 최대 파지가능 치수 인덱스 
IMin  : 최소 파지가능 치수 인덱스 

1. 서 론 

의수는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 신호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
표적으로는 Touch Bionics 사의 I-Limb,(1) RSL 
Steeper의 Bebionic Hand,(2) Otto Bock 사의 
Michelangelo Hand 등(3)이 있다. 이들은 각 손가락 

별로 모터를 배치하여 사람의 손과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무거우며(12) 
고가여서(8)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KU Robot Arm(4~7)의 과소 구동기 기구(under-
actuated mechanism)를 기반으로 다섯 손가락의 KU 
Prosthetic Hand를 개발하고, 시제품 평가를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KU Prosthetic Hand는 손가락들

이 하나의 모터로 연동되며, 임의 형상의 물체를 
적응적으로 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조가 단순

하여 가볍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

다. 반면에, 손가락의 개별 구동이 필요한 정교한 
파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14) 
의수의 성능 평가는 파지력, 파지 속도, 인상 중

량 등 기계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더하여 Colin 등(13)은 좀 더 현실적인 평가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일상용품들을 대상으로 의수의 기능

을 평가하는 SHAP(Southampton H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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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소 구동기구 로봇 핸드에서 최소한의 구동기만으로 적응 파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수의 설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원통

형, 구형, 사각 기둥 형 물체에 대한 의수의 파지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요 설계 인자

들이 파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계획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된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has been shown that the adaptive grasp feature can be implemented by underactuated robotic hands with a 
minimal number of actuators. Following this approach, a new design of prosthetic hand is presented. A method is 
proposed for evaluating grasp performance using cylinders, spheres, and square bars of various sizes. The effects of the 
major design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an improved design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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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를 제안하였다. 손가락들이 하나의 모터

로 연동되는 KU Prosthetic Hand에 대해서는 SHAP
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형상에 대한 KU 
Prosthetic Hand의 파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

기 위한 성능지표와 인덱스를 제안하였다. 실험계

획법을 이용하여 주요 설계인자가 성능지표와 인
덱스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고, 개선된 설계를 
도출하였다. 

2. 과소 구동기구의 설계 

2.1 과소 구동기구 
의수 또는 로봇핸드 등의 설계에서 손가락보다 

구동기의 개수가 적은 기구를 과소 구동기구라 한
다. 이 기구는 제어가 간편하며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장점(9~11)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KU Prosthetic Hand는 다섯 개의 손가락을 하나

의 모터로 구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 다섯 손가락의 과소 구동기구 
KU Prosthetic Hand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갖는 

KU Robot Arm(7)의 설계 개념을 계승하여 개발하였

다. KU Robot Arm은 한 개의 손가락이 나머지 두 
손가락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으며, 각 손가락의 
구동 케이블은 하나의 삼각형 구조의 꼭지점에 연
결되어 있다. 이 삼각형의 중심에는 손가락 전체

를 구동하는 메인 케이블이 연결되어 하나의 모터

로 구동된다. 각 손가락의 상대 위치에 관계없이 
세 손가락 간의 평형이 유지되므로 적응파지가 가
능해진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다섯 손가락의 적응파

지 기구를 구상하였다. 물체를 파지하는 경우 엄
지와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마주보게 되며 엄
지의 구동 장력과 나머지 네 개 손가락 구동장력

의 총합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이러한 기능을 다
음과 같이 구현한다. Fig. 1에 보인 것처럼, 1번과 2
번 막대 양단에 각각 네 손가락의 구동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 막대의 중심을 3번 막대의 양단에 연
결한다. 4번 막대의 양단에 3번 막대의 중심과 엄
지손가락 케이블을 연결한다. 4번 막대의 중심에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여 하나의 모터로 구동할 수 
있다. 네 개의 손가락은 임의의 물체 형상을 추종

할 수 있고, 적응파지가 가능해진다. KU Prosthetic 
Hand의 치수는 실제 사용자의 손가락 마디 치수

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2.3 시제품 제작 
의수의 특성상 사용자의 신체 치수에 충실할 필

요가 있다. 3D 스캐너로 사용자 손의 형상정보를 
확보하였다. 파지성능의 향상을 위해 손등을 아치 
형태로 설계하여 손가락이 파지 동작 시 안쪽으로 
모이며, 둥근 물체를 잡는데 유리하도록 하였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몸체를 
가지는 의수를 제작하였다. 사람의 손으로 파지할 
때 물체와 피부 사이의 마찰 조건이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각 손가락 끝 마디에 
마찰력을 높여주는 부드러운 재질의 외피를 적용

하였다. 

3. 파지성능 평가 방법 및 1차 평가 

3.1 샘플의 설정 
펜 또는 물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물체를 대변하는 형상은 원통이다. 가로놓

 

Fig. 1 Adaptive grasp by five fingers balanced with 4
levers(14) 

 
Fig. 2 KU Prosthetic Hand 

 

(a) 

 

(b) 
Fig. 3 Grasp postures; (a) cylinder, (b)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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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양한 직경의 원통을 파지하여 성공 횟수를 
기록한다. Fig. 3(a)는 엄지를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으로 파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슬, 계
란, 열쇠 뭉치, 컴퓨터 마우스, 전구, 소형 용기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체들은 구형으로 대변된

다. 구형은 원통에 비하여 안정적인 파지가 더 어
렵다. Fig. 3(b)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구형을 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 평가방법  
원통에 대하여 직경 10mm ~ 60mm 범위에서 

10mm 단위로 6가지의 샘플을 준비한다. 샘플의 
길이는 80mm이다. Fig. 3(a)와 같이 엄지를 포함하

여 네 손가락 이상으로 파지하는 경우를 성공으로 
간주한다. 각각의 샘플에 대하여 10회씩 파지를 
시도하고 성공을 1점 실패를 0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작은 물체를 파지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Table 1에 제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직경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를 곱하여 
전체 결과를 더하였을 때, 만점은 60점이 된다.  
구의 경우 원통에 비해 파지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직경을 20mm로 설정하고 70mm까지 6종류

의 샘플을 준비하였다. Fig. 3(b)와 같이 엄지를 포
함 세 손가락으로 지지하는 것을 성공으로 한다.  
원통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Table 2처럼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를 곱하여 전체 결과를 
더하였을 때, 만점은 60점이 된다. 
원통과 구 각각에서 얻은 60점을 더하여 총 120

점을 만점으로 하여 의수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나
타낼 수 있다. 

3.3 변수 설정 
의수의 네 가지 변수를 Table 3과 같이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A는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간의 연동방식을 나타낸다. 일상적인 파지 
동작에서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네 손가락과 연동

하여 파지력을 지지한다.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

락의 연동 방식에 있어서, 양측이 항상 파지력의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A1)과, 파지력과 무관

하게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들의 평균 굴곡도를 
유사하게 유지하는 방안(A2)이 있다.  

2.1절에서 언급한 적응파지의 경우 네 손가락간

의 지나친 자유도로 안정적인 파지가 어려운 경우

가 있다. 이 문제는 손끝에서 세 번째 마디를 연
결하는 탄성 구조물(Fig. 7 참조)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었다. B1과 B2는 탄성구조물의 유무를 나
타낸다. C는 엄지 손가락의 길이를, D는 엄지가 나
머지 네 손가락과 대면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3.4 민감도 분석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설계변수들을 L8(27) 

직교 배열표의 1, 2, 4, 7번 열에 배치하여 실험계획

Table 1 Weighting factors for cylinders

Diameter 
(φ) 10 20 30 40 50 60 

weighting 
factor 1.5 1.3 1.1 0.9 0.7 0.5 

 
Table 2 Weighting factors for spheres 

Diameter 
(φ) 20 30 40 50 60 70 

weighting 
factor 1.5 1.3 1.1 0.9 0.7 0.5 

 

Table 3 Four design parameters of prosthetic hand

Design parameter Level 1 Level 2 
Coupling between thumb and 

the other 4 fingers (A) 
A1 load 
balance A2 fused 

Finger root stabilization by 
elastic foundation (B) 

B1 
stabilization 

B2 no 
stabilization

Thumb length (C) C1 short C2 normal 

Thumb orientation (D) D1 centered D2 natural 

 
Table 4 Performance score in L8 orthogonal array 

RUN A B C D Performance 
score 

1 1 1 1 1 78.6 
2 1 1 2 2 80.7 
3 1 2 1 2 64.5 
4 1 2 2 1 88.7 
5 2 1 1 2 60.1 
6 2 1 2 1 100.6 
7 2 2 1 1 70.3 
8 2 2 2 2 66.5 

 

 

Fig. 4 Analysis of means for the four parameters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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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에 따른 8가지의 실험용 
샘플을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4에 보인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최적 조합은 A1B1C2D1이다. 여기서 변수 
A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A1 조건의 
구현이 다소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A2B1C2D1의 
조합을 갖는 RUN 6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5 1차 평가 
1차 평가에서 상지 하박 의수의 실생활 관련 유

용성을 알기 쉽게 수치화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 개발 중인 의수의 시제품으로 실험을 해 보
았다. 원통형과 구형에 대하여 물체의 크기를 기
준으로 성능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엄
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 사이에는 하중 균형 방식

(A1)이 유리하며, 네 손가락의 기저부에 탄성구조

물을 설치하는 것(B1)이 파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엄지의 길
이는 실제와 가깝게, 엄지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과 마주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기존 KU Robot Arm의 연구(4)에서 과소 구동기구

를 활용하여 설계한 로봇 손가락에 대해 이론적으

로 분석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KU 
Prosthetic hand의 엄지손가락 상세 도면은 Fig. 5, 
Fig. 6과 같다. 3개의 마디가 2개의 관절로 연결되

어 있으며 손가락 끝에 연결된 와이어로 구동하는 
구조이다. 마찰에 의한 손실이 없다면 물체에 가

하는 힘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2

T TF
F

− −⎡ ⎤
= =⎢ ⎥
⎣ ⎦

F J T t                   (1) 

 
식 (1)에서 t는 각 관절의 토크 벡터로 와이어

의 힘 Ff, 복원 스프링의 상수 kR1 및 kR2, 그리고 
각 관절의 회전 각도, θ1, θ2에 의해 결정된다. T는 
손가락의 구동 메커니즘에 의해 정의되는 전달행

렬이고, J는 잡는 물체의 접촉면과 손가락의 기하

학적 수치에 의해 결정되는 행렬이다. 이들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1 1

2 2

f m R

R

F l k
k

θ
θ

−⎡ ⎤
= ⎢ ⎥−⎣ ⎦
t                      (2) 

1

2 1 2 2

0
cos

d
d l dθ
⎡ ⎤

= ⎢ ⎥+⎣ ⎦
J                 (3) 

11

0 1
m

R
l

⎡ ⎤
⎢ ⎥= ⎢ ⎥
⎢ ⎥⎣ ⎦

T                          (4) 

 
여기서 도르래의 유효직경 R1은 다음과 같이 표

시되며 r1은 가이드 핀의 직경을 의미한다. 
 

1 1 1
1 1 2 2

( )ab l bl l aR r
a b

− − −
= +

+
            (5) 

1 1 2 2 2 2cos sina l a a bθ θ= − + −        (5-1) 

1 2 2 2 2sin cosb b a bθ θ= − + +          (5-2) 

2 2l a b= +                      (5-3) 

 
Fig. 5 Geometric configuration and contact force 

 
Fig. 6 Configuration of a thumb wire pin 

Fig. 7 Elast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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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분석을 통해 각 관절이 물체에 가하는 

파지력 F1, F2를 계산할 수 있고, 엄지손가락의 길
이, l1, l2가 증가함에 따라 파지력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파지성능의 2차 평가 

4.1 실험의 보완 
파지 시행의 성공 확률을 통한 점수 부여는 사

용자의 숙련도가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문
제점이 있다. 시제품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새로운 평
가에서는 형상의 종류를 원통(DC), 구(DS), 사각 
막대(WB) 등 세 가지로 하였다.  
파지 가능한 최대 치수 측정을 위해 각각의 세

가지 형상에 대하여 엄지와 중지 사이의 거리의 
근사값인 100mm를 기준으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5mm 간격으로 치수를 늘리며 측정하였고 10회중 
8회이상 성공한 경우에 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최소 치수 측정에는 각각의 형상에 대하여 1차 

평가에서 10회중 8회 이상 성공을 보인 최소 치수

인 20mm를 기준으로 하여 2mm 간격으로 작아지

는 샘플을 제작하여 평가하였다.  

4.2 변수 설정 
이전의 실험에서 엄지의 길이 및 방향이 중요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손바닥의 역
할을 하는 탄성구조물을 추가한 2 수준의 세 가지 
변수 설정을 Table 5에 수록하였다. 

A는 손바닥에 씌워지는 완충재질의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낸다. 둥근 물체를 감싸 쥐는 경우 손
가락의 힘이 물체를 손바닥과 밀착시킨다. 이러한 
경우 물체에 접촉하는 부위의 부드러운 정도가 물
체의 안정적 파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1과 A2는 각각 실리콘 고무 및 연질 PLA로 구
현하였다. B는 엄지 손가락의 길이를, C는 엄지가 
나머지 네 손가락과 대면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4.3 실험계획 
정해진 2수준의 세가지 변수들이 성능에 기여하

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Table 6과 같이 완전요인 
배치 법(ful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였다. 각 형상

에 대하여 파지 가능한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측정하여 중지 손가락의 길이 LMF(107.7mm)로 무
차원화한 인덱스를 고안하였다. 파지 가능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에 대한 인덱스 IMax와 IMin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C,Max S,Max B,Max

Max
MF

D D WI 10
L

+ +
= ×          (6) 

MF
Min

C,Min S,Min B,Min

LI
D D W

=
+ +

             (7) 

 
두 경우 모두 인덱스 값이 클수록 높은 파지 성

능을 나타낸다. 

Table 5 Four design parameters of prosthetic hand

Design parameter Level 1 Level 2 
Stiffness of the palm (A) A1 soft A2 hard 

Thumb length (B) B1 short B2 normal 

Thumb orientation (C) C1  
centered 

C2  
natural 

Table 6 Performance index in L8 orthogonal array

RUN A B C MaxI  MinI  

1 1 1 1 11.14  9.15 
2 1 2 2 11.61  8.55 
3 2 2 2 11.14  7.69 
4 1 1 2 10.83  8.98 
5 2 2 1 11.30  9.57 
6 2 1 1 10.99  9.15 
7 2 1 2 10.37  9.15 
8 1 2 1 12.07  10.17 

 

 

Fig. 8 Analysis of means for the maximum diameters in 
Table 6 

 

Fig. 9 Analysis of means for the minimum diameters in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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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차 평가 
Table 6에 각 조합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장 인덱스 값이 높은 경우는 8번 실험이다. 각 
설계변수의 인덱스 값에 대한 기여도를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최적 조합은 큰 치수에 대하

여 A1B2C1, 작은 치수에 대하여 A1B1C1이 된다. 
엄지의 길이와 방향이 인덱스 값에 크게 기여한다. 
큰 물체를 파지하는 데에는 엄지의 길이가 긴 것
이 유리하나, 작은 물체에 대해서는 짧은 것이 더 
유리하다. 어느 경우에나 엄지가 중지를 마주보며 
손바닥은 부드러운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KU Robot Arm(4)의 과소 구동기구 설
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KU Prosthetic Hand를 제시

하였다. 의수에서 다섯 손가락 적응 파지 기구를 
구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3D 스캐닝과 3D 프
린팅을 이용하여 경량화된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
능을 평가하였다.  
파지 가능 물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실생활 관련 

유용성을 반영하는 성능지표와 인덱스를 제안하였

다. 원통형, 구형 및 사각 봉 등 세 가지 형상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성능지표와 인덱스 값을 
도출하였다.  

Fig. 4는 1차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엄지

와 나머지 손가락 간의 하중 균형여부, 손가락 기
저부의 탄성 구조물 사용여부, 엄지손가락 길이, 엄
지손가락 위치 등 4개 변수에 대해 최적조합을 찾
았다. 1차 민감도 분석결과 기존 의수의 성능지표가 
78.6에서 100.6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Fig. 8, Fig. 9에 보인 2차 민감도 분석에 의하

면 손바닥 재질이 부드럽고, 엄지의 길이가 짧으며 
손바닥 가운데 쪽으로 배치되는 것이 유리함을 나
타낸다. 이러한 분석으로 IMAX를 11.14에서 12.07로, 
IMin을 9.15에서 10.17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손가락 표면의 마찰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가락 중에는 엄
지가 파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엄지의 길이와 나머지 네 손가락에 
대한 엄지의 대면 방향이 파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큰 물체에는 긴 엄지가 유리하나 작은 물
체에 대한 엄지 길이의 영향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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