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손가락 힘 보조 장치는 강한 손 힘을 

요하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약해진 악력의 보조를 위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사람의 지능과 

기계의 힘을 접목시킨 외골격형 장치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장치들은 사람의 동작 의도를 기반으로 손 

힘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람이 내는 힘을 

측정 또는 추정하여 장치가 발생시킬 힘을 

산출한다. 

사람이 내는 손가락 힘을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이 물체에 

닿는 곳에서 접촉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관련 연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1-3], 직접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해 

손가락과 물체 사이에 힘 센서가 위치해야 

하므로 손가락에 절달되는 감각을 방해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의 손가락 힘 조절 능력에는 

손가락에서의 감각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4], 따라서 감각 저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손가락 힘을 추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근전도 신호를 사용하여 손가락 힘을 추정하고 

손가락 부분은 물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개방한 연구가 있지만 [5], 근전도 신호는 피부 

표면 상태와 전극 위치에 민감하고 잡음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감각을 유지하는 한편, 손가락과 

착용 장치의 접촉면에서 측정되는 힘으로부터 

손가락 힘을 추정하여 보조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1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치의 손가락 착용 부분이다.  

Fig. 1 Fingertip part of the exoskeleton 

 Fig. 2 Proposed finger exoskeleton system 

 

2. 장치 구성 및 작동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손가락 힘 보조 

장치는 공압 인공근육(Shadow Robot Company, 

영국)을 사용하여 보조력을 생성하도록 

구성하였다. 검지에 착용되는 손가락 부분은 

중수지절관절에 대해 회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관절들은 고정된 각도로 유지된다.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역구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압 클램프(MCP0901A, Zimmer, 

독일)와 직선운동장치(MN9, Schneeberger, 

스위스)를 조합하여 구동기를 구성하였다. 

공압 인공근육의 한 쪽 말단은 직선운동장치에 

부착되어 있고 정하중 스프링에 의해 인장력을 

받는다. 공압 클램프는 링크를 통해 손가락 

부분에 연결되어, 작동시 직선운동장치에 

결속되어 보조력을 전달하는 한편, 결속 

해제시에는 장치의 역구동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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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force and wearer’s force for 3 different 

conditions (solid bar: total force on object / hatched 

bar: wearer’s estimated force) 

 

손가락 접촉 부분에는 경사각이 형성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굽힐 때 손가락이 장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경사면에 설치된 힘 

센서(ConTacts C500, Pressure Profile Systems, 

미국)의 출력은 손가락 힘에 대응되므로 

손가락 힘 추정에 사용된다. 공압 인공근육의 

제어시 손가락 힘이 특정 문턱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문턱치 초과시에는 초과된 힘에 비례하는 

보조력을 발생시킨다. 이 문턱치와 보조력 

상한선은 착용자의 최대 힘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부분 개방형 손가락 힘 보조 장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맨손 및 손가락 

부위가 폐쇄된 상황과의 대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은 3 가지 조건에서 물체를 

놓치지 않도록 들어올려 잡고 있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 측정치와 착용자의 손가락 힘의 

추정값을 나타낸다. 

사람은 본래 물체 표면에서의 질감과 

미끄러짐 등 촉감을 근거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작은 힘으로 물체를 

잡는데, 폐쇄형 보조 장치의 경우 부분 개방형 

보조 장치에 비해 손가락에서의 감각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험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더 큰 힘을 가하게 되었다. 

또한 착용자의 손가락 힘 추정치로부터, 보조 

장치 사용시 맨손에 비해 근력 소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감각 능력의 보존을 위해 

물체 접촉 부위가 부분적으로 개방된 형태를 

갖는 손가락 힘 보조 장치를 제안하였다. 

착용자의 손가락 힘은 손가락 측부에 접촉된 

힘 센서 출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필요시 공압 인공근육에 의해 증폭된 보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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