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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of Soft Wearable Robotic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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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d function is one of the essential functions required to perform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wearable robots that 

assist or recover hand functions have been consistently developed. Previously, wearable robots commonly employed conventional 

robotic technology such as linkage which consists of rigid links and pin joints. Recently, as the interest in soft robotics has increased, 

many attempts to develop a wearable robot with a soft structure have been made and are in progress in order to reduce size and 

weight.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a soft wearable robot composed of a soft structure by comparing it with conventional 

wearable robots. After that, currently developed soft wearable robots and related issues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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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손의 기능은 물건을 옮기고 조작하는 등 주변환경과의 상

호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동에 필요한 하지의 기능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

나이다. 최근 전동휠체어의 보급으로 인해 이동을 위한 기능 

보조는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손의 기능 보조 및 회

복을 위한 기구의 개발 및 보급은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손의 기능이 마비된 중증도 장애

인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물체를 잡거나 조작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이상의 중증도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중 90% 이상이 동거인을 통한 하루 종일의 지속적인 도움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인 및 회복을 위한 치료사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손 기능의 보조를 위한 보조 기기 및 손 

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활훈련 기기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 

되고 있다.  

손 기능 보조 기기로서 우선 로봇암(robot arm)과 말단 작용

기(end effector)로 이루어진 JACO2 [2]와 My spoon [3]과 같은 

플랫폼형 로봇을 들 수 있다. 플랫폼형 로봇은 말단 작용기

의 위치, 방향 및 말단 작용기의 고유한 자유도를 모두 제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유도를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제어

하기 어려워 움직임을 제한하여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로봇 플랫폼은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

체의 움직임을 유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활훈련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방식의 플랫폼형 로봇과는 다르게 손 부위에 착

용하는 형태의 로봇 또한 개발되고 있다. 착용형 로봇은 로

봇이 신체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로봇이 사람의 

신체 일부분에 부착되어 직접 신체를 움직이거나 힘을 전달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마비 장애인들은 손의 기능

이 불편하더라도 팔의 기능을 일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단 작용기인 손의 위치 및 자세를 자신의 팔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한다는 만족감과 더불어 신체를 이용하면서 재활 치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손 마비의 가장 큰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의 경우 감

각 및 운동의 경험이 기능의 개선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 되고 있다[4]. 많은 수의 기존 

연구들은 뇌졸중 이후의 동작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훈련이 

실제 회복하고자 하는 동작을 통한 훈련, 집중적이고 많은 

양의 훈련, 수의적인 움직임을 동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이고 있다[5]. 이는 착용형 로봇의 적절한 설계 

및 제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경우 상지의 원위부

에 위치한 손의 기능부터 마비 되기 때문에 손의 기능만을 

보조해 주어도 마비되지 않은 근위부의 관절을 활용할 수 있

어 보다 쉽게 손 기능을 보조 할 수 있고, 상지를 자주 움직

이도록 하여 근위부의 관절을 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마비된 관절을 움직여 줌으로써 각 마비된 

관절의 구축 및 경직을 완화하여 가동범위를 유지 할 수 있

다[6,7]. 

기존의 착용형 로봇은 전통적인 로봇 제작 방식인 단단한 

프레임을 조인트로 연결한 링키지 구조가 주를 이루었으나 

[22], 최근 유연한 로봇(soft robot)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하면서 

링키지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한 형태의 제작 방

식이 시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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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링키지 구조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의 강

체 기반 착용형 로봇(rigid wearable robot)의 특징 및 장단점을 

소개하고,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연한 착용형 로봇(soft wearable robot)을 

본 연구실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와 더불어 소개 하고자 한다. 

 

II.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기술 

강체 기반 로봇은 전통적인 다른 로봇들과 마찬 가지로 

강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회전 관절로 이루어진 링키지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손에 착용이 되어 손을 구동시

키기고 로봇의 관절의 회전 중심과 손가락 관절의 회전 중심

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여러 가지 링키지 구조가 

응용되고 있다. 우선 제일 간단한 형태로 로봇 관절의 회전

중심을 손가락 관절의 회전중심과 동축 상에 위치하는 핀 조

인트(Pin joint)기반 로봇 설계가 있다 (그림 1 (a))[8]. 핀 조인

트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관절은 손가락 관절의 측면에 위

치하며 손가락 관절의 수와 동일한 개수의 로봇 관절이 필요

하다. 한편, 다수의 로봇 관절을 사용하여 손가락의 배면에서 

손가락의 각각의 관절을 구동하는 다관절(Multi joint)기반 손 

로봇이 제안되었다(그림 1 (b))[9]. 다관절 기반 손 로봇은 손

가락 관절의 수보다 많은 수의 로봇 관절이 필요하며 로봇의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 각 손가락의 관절을 전부 구속하는 

메커니즘과는 달리, 말단작용기 기반 손 로봇은 오직 손가락 

말단부의 위치만을 구속하여 손가락에 여분의 자유도를 부

여한다(그림 1 (c))[10, 21]. 이러한 설계는 관절 회전중심의 일

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손가락의 대략적인 움직임만을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장점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은 사용자의 손을 적절히 움직이

기 위하여 구동기로부터 손가락 관절에 구동력을 전달한다. 

구동력은 손 로봇의 강성 구조체를 통하여 전달되며 대상 관

절에 해당 회전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회전력만이 가해질 뿐 

인장, 압축 혹은 비틀림 힘이 부하되지 않는다. 관절에 회전

력 이외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골격계에 가

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힘 전달 과정에서 고려할 또 다른 요인은 손 로봇과 사용

자의 손가락 간의 고정 방식이다. 로봇과 손가락의 접촉부에

서 로봇의 운동을 손가락에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경우 손가락과의 접촉부위에서 손가

락으로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손가락 마디에 수직한 방향으

로 마디의 움직임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착용형 로봇과 

손가락의 접촉부위에서 상대적인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다. 이러한 경우 로봇의 한 마디와 해당하는 손가락 마디를 

하나의 강체로 가정할 수 있으며, 로봇과 손으로 구성된 전

체 시스템의 모델링 및 구동제어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손 로봇의 정보로부터 손가락 각 관절의 위치와 각

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알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치기

반 제어를 통하여 사용자 혹은 보조자가 원하는 손의 움직임

을 구현할 수 있고, 각 관절의 각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에 

위치하는지 판단하여 로봇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한계 

하지만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은 로봇과 손의 관절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조의 복잡성과 재료적 한계 때문에 그 크

기 및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손의 경우 다수의 관절이 좁은 공간에 밀집한 형태이며, 

물체를 잡는 것과 같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기관

이다. 핀 조인트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경우 로봇의 회전중

심이 대상 관절의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수의 손가락

을 구동하는 로봇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다관절 기반 

로봇의 경우 공간의 제약을 완화하고 외부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방해하지 않지만, 핀 조인트 기반 로봇에 비하여 구조

가 복잡하고 크기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주 골격은 구동기의 구

동력을 손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높은 강성이 요구된다. 재질

의 특성과 전체 구조의 크기로 인하여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은 경량화에 한계가 있다. 

 

III. 유연한 착용형 손 로봇 기술  

앞서 말한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의 단점인 무게,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다양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이 대두되

고 있다.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과 달리 유연한 착용형 로봇

은 정해진 회전관절이 없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강

체 기반 로봇과 다르게 로봇의 관절과 손가락의 관절을 일치

시키기 위한 구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구조를 간

단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연한 착용형 로봇은 크게 

구동기를 기준으로 공압을 이용한 로봇과 와이어 구동방식

을 이용한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압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 

공압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은 공압 인공근육이라

는 새로운 형태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구동된다. 기본적인 

방식은 팽창에 따라 인공근육이 굽힘을 일으켜 인체의 굽힘 

관절을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손 보조용 공압 

착용형 로봇들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각 로

 

 
(a) Pin joint based exoskeleton. 

 
(b) Multi linkage on dorsal side based exoskeleton. 

 
(c) End effector based exoskeleton. 

그림 1. 강체 기반 착용형 손 로봇의 구조. 

Fig.  1. Mechanism and structure of rigid frame based hand 

exoskele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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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들은 서로 다른 인공근육을 이용하나, 기본적인 원리는 동

일하다. 단순한 튜브 형상의 챔버(chamber)에 공압을 가하면 

이는 전방향(omnidirectional)으로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으나, 

챔버의 형상을 조절하거나 물성치가 다른 복수의 재료를 활

용하여 팽창의 방향과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전방향 팽창이 

굽힘 움직임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인공근육을 손

가락 배면에 부착함으로써 공압이 가해지면 손가락이 굽혀

지게 된다. 그림 2는 한 예시로서 이러한 인공근육을 이용한 

착용형 로봇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인공근육을 이용한 구동방식은 손가락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힘 전달이 효율적이다. 또한 이러한 

로봇들은 유연하고 얇은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착용부

의 무게가 가볍다. 

2. 와이어 구동방식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 

와이어 구동방식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특징은 

천과 같은 유연하고 가벼운 재료를 기반으로 그 위에 와이어

를 장착하여 와이어를 당겨 손가락을 구동하는 방식이다. 그

림 3은 와이어 구동방식의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한 예시이

다. 이러한 와이어 구동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로는 와이어 경로 구성이다. 그림 3에서와 같

이 신근(extensor) 와이어와 굴근(flexor) 와이어의 경로에 따라

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을 구동하였을 때 손가락의 움직임이 

결정이 된다. 이러한 와이어 경로는 반복적인 구동에서도 같

은 경로로 와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고정해 주는 요소가 

필요하며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스트랩이나 얇은 튜브와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 또한 와이어 경로를 따라 구동하는 

동안에 마찰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재질들

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로는 구동부이다. 와이어를 이용한 구동방식

에서는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동부가 몸 어느 부위에 고정

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

식이 이용된다. 첫 째는 구동부를 몸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

이다. 구동부를 몸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동

부의 무게를 직접 짊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소형화 하기에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방

식으로는 구동부를 몸에 장착하지 않고, 외부에 별도의 시스

템으로 두고 보우덴 케이블 (Bowden cable)로 착용부와 연결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동부를 

따로 둘 곳이 필요하지만 손에 착용부만 착용하기 때문에 사

용자가 부담해야 할 무게가 줄어들어 사용이 편리하다. 그림 

3의 예시는 후자에 해당한다. 

세 번째 요소로는 고정단(anchor) 설계이다. 고정단은 단단

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되며 손에 고정이 잘 되어 힘을 전

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단은 하

우징(housing)을 통해 구동부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단단한 

구조와 같이 작용하며, 구동기의 와이어는 하우징과 고정단

을 통해 목표 관절까지 연결이 된다. 이 때 구동기로 와이어

를 당기게 되면 이 힘이 하우징을 통해 손에 고정된 고정단

으로 전달이 되어 부착부위에 와이어를 당기는 힘과 같은 힘

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그림 3에 검은 화살표로 표시가 되

어 있다. 이 때 고정단이 몸에 고정이 잘 되어 더 이상 움직

이지 않게 되면 비로서 와이어를 감는 힘이 목표 관절에 전

달이 되어 목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

여지듯이 고정단이 와이어로 당기는 힘과 같은 힘(빨간 화살

표)을 손에 가하기 때문에 고정단을 부착부위에 잘 맞도록 

맞춤형 설계하여 힘을 최대한 분산시켜 부상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네 번째 요소로는 와이어의 프리텐션(pre-tension)이다.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에서는 풀리(pulley)등으로 와이어 경로 구

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제어를 위해 와이어

에 항상 장력을 가한 상태로 구동을 한다. 하지만 유연한 착

용형 로봇에서는 프리텐션에 의해 와이어와 와이어 경로 사

이의 마찰이 심해진다. 따라서 구동 효율 및 제어 성능을 높

이기 위해서 구동되지 않는 와이어는 느슨하게 유지되는 것

이 필요하다.  

 

IV. 유연한 착용형 손 로봇 현황 

최근 위와 같은 유연한 착용형 손 로봇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는 상용화 되어 일상생활 보

조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1. 공압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손로봇 

Bonbon은 (그림 4) 일본 Okayama University에서 개발하기 

시작[13], Daiya Industry에서 상용화한 제품으로[12], 공압을 이

용해 모든 손가락을 구동한다. 소형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휴대성을 높였으며 카트리지 하나로 약 100 회 이

상 구동이 가능하다.  

 

그림 2. 공압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 구조. 

Fig.  2. Wearable robotic hand using pneumatic bending actuator. 

 

그림 3. 와이어 구동 방식의 유연한 착용형 로봇 구성 요소

[11]. 

Fig.  3. Structure of tendon driven wearable robotic hand [11]. 

Trend of Soft Wearable Robotic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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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서울대에서 개발중인 공압을 사용한 장갑으로

[14], 기존의 인공근육만을 사용하는 디자인과는 달리 인공근

육과 단단한 링키지를 결합하였다. 추가적인 링키지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인공근육의 움직임이 손가락의 움직임과 최대

한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파지 효율을 높였다. 또한 링키지

가 여분의 자유도를 갖게 하여, 손가락과 인공근육 회전중심

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6은 미국 Harvard에서 개발 되었으며 파지 보조와 손 

재활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15]. 각 손가락

은 다섯 개의 소프트 액추에이터에 의하여 구동이 된다. 소

프트 액추에이터의 디자인을 통하여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

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프트 액추에이터는 유체에 

의하여 구동되며 내부 챔버와 강화섬유 배치를 통하여 원하

는 굽힘, 비틀림, 인장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휴대성을 

위하여 제어기, 펌프 등의 구동부를 허리에 찰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그림 7은 뇌졸중 환자들의 파지 보조를 위하여 Rehabili-

tation Institute of Chicago에서 개발된 공압 구동 장갑이다[16]. 

나일론/라이크라 재질의 장갑 손바닥에 공기 풍선을 붙여 구

동을 하며 전체 무게는 100 g 이하로 매우 경량이다. 실제 물

체를 잡거나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재활훈련이 가

능하며 사용자의 자발적인 재활운동을 위하여 근전도(EMG) 

신호를 통한 파지 보조가 가능하다. 

2. 와이어 구동 방식의 착용형 손 로봇 

와이어 구동 방식의 착용형 손 로봇은 공압 구동 방식과 

달리 부피가 큰 공압 구동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휴

대성이 높은 편이다. 

위 그림 8의 Exo-Glove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유연한 

착용형 손 로봇으로 어깨와 팔꿈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척수손상 환자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11]. 

기존의 착용형 손 로봇의 경우 대부분 움켜쥐기(power grasp)

만이 가능하지만 Exo-Glove는 엄지의 내외전 구현을 통하여 

움켜쥐기와 손가락 집기(pinch grasp)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

다.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엄지 및 검지와 중지를 구동하

며 slack enabling actuator를 사용함으로써 프리텐션에 의하여 

 

그림 4. 일본 Daiya Industry Bonbon [12]. 

Fig.  4. Bonbon, Daiya Industry [12]. 

 

 

그림 5. 서울대학교 공압 장갑[14]. 

Fig.  5. Pneumatic glove, SNU [14]. 

 

 

그림 6. 하버드 공압 장갑[15]. 

Fig.  6. Soft robotic glove, Harvard [15]. 

그림 7. 시카고 재활센터 공압 장갑[16]. 

Fig.  7. Daiya Industry. 

 

 

그림 8. 서울대학교 Exo-Glove [11]. 

Fig.  8. Exo-Glove, SNU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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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에 불필요한 마찰력과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검

지와 중지는 차동 메커니즘 (differential mechanism)으로 연결

이 되어있어 잡으려는 물체의 모양에 상관 없이 안정적인 파

지를 할 수 있다. 임피던스 제어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외부 

환경과의 유연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 대한 안전

성을 높인다. 스위치 버튼, 근전도 및 손목 각도센서를 통하

여 사용자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9에서 보여지는 BiomHED는 미국 카톨릭 대학과 국

립보건원에서 뇌졸중 이후 손 기능이 마비된 장애인을 대상

으로 개발한 와이어 구동 방식의 유연한 착용형 손 로봇이다

[17]. 4 개의 와이어를 엄지를 포함한 각각의 손가락마다 연

결하였고 총 7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제어 하

였다. 서로 다른 와이어를 당겼을 때 착용자의 손이 기구학

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지에 대한 임상 연구를 수행 하였고, 

임상결과 BiomHED를 사용하였을 때 뇌졸중을 겪은 장애인

의 검지 손가락의 운동 범위가 10 배까지 증가함을 보였다. 

SEM glove (그림 10)는 스웨덴 Inst. of Technol. 에서 연구 및 

개발 후 Bioservo 사에서 상용화를 한 제품이다[18]. 특정 환

자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손가락에 힘이 부족한 사람들의 

파지력을 보조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다. 모터와 스크류를 

사용한 선형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구동하고 각 

액추에이터는 엄지, 중지 및 약지의 힘을 보조한다. 손가락 

끝에 FSR (Force sensing resistor) 센서를 통해 파지력을 측정하

고, 손바닥에 내장된 힘센서를 통하여 와이어의 장력을 제어

한다. 몸에 입는 구동부와 장갑부의 와이어를 탈부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성을 높였다.  

그림 11에서 보여지는 RoboGlove는 미국 GM과 NASA에

서 개발한 근력증강용 장갑으로 우주에서 활용하는 것을 궁

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19]. 세 개의 선형 액추에이터를 통

하여 다섯 개 손가락을 구동하며 순간적으로 최대 22 kg까지, 

지속적으로 10 kg의 힘을 낼 수 있다. 와이어의 힘이 손가락 

마디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와이어가 손가락에 고정된 

단단한 고리를 감싸는 형태로 힘을 전달한다. 엄지와 검지의 

FSR 센서를 통해 파지력을 측정하여 장갑 구동에 활용한다.  

그림 12의 Gloreha 손재활 로봇은 이탈리아 Idrogenet 사에

서 상용화를 하였으며 손의 재활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 일반적인 와이어 구동 방식은 당기는 힘만을 작용할 수 

있지만 Gloreha는 유연한 막대를 사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힘

을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손을 쥐고 펴는 동작을 모두 구현한

다. 손가락 및 손 고정에 필요한 부품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하여 넓은 범위의 손 모양에 대응할 수 있다. 재활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상현실, 게임 등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손과 상지의 재활운동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DAS (dynamic arm support)와 결합한 

버전도 출시를 하고 있다. 

 

V. 유연한 착용형 로봇기술의 과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은 크기 및 무게를 쉽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남아있다.  

 

 

그림 9. 미국 BiomHED [17]. 

Fig.  9. BiomHED, NIH [17]. 

 

 

그림 10. 스웨덴 Bioservo SEM glove [18]. 

Fig.  10. SEM glove, Bioservo [18]. 

 

그림 11. 미국 GM-NASA RoboGlove [19]. 

Fig.  11. Robo-Glove, GM and NASA [19]. 

 

 

그림 12. 이탈리아 Idrogenet Gloreha [20]. 

Fig.  12. Gloreha, Idrogene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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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압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경우 구동기인 

인공근육은 대부분 폴리머나 고무튜브, 천 등 가벼운 소재를 

이용해 그 구조가 제작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챔버가 있다는 자체로 인공근육이 일정한 부피

가 갖게 되며, 챔버의 크기와 인공근육의 힘이 비례하기 때

문에, 그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기 어렵다.  

또한 공압을 이용한 착용로봇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한 이슈는 그 구동부의 소형화 및 경량화이다. 인공근육이 

충분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대기압보다 더 큰 압력으로 공압

이 가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컴프레서가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적으로 공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압 센서

와 솔레노이드(solenoid) 밸브, 제어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즉 

공압 구동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자 부품들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공압 구동부 시스템이 휴대 가능한 수

준으로 가볍고 작게 개발되어있지 않다. 

와이어 구동방식을 이용한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경우 인

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및 방향으로 인한 이슈가 있다. 일

반적으로 와이어의 손가락 관절에 대한 모멘트 암이 작기 때

문에 손가락 구동에 필요한 와이어의 장력은 내고자 하는 손

가락의 수직방향 힘보다 훨씬 커야 한다. 동력 전달 과정에

서 와이어의 장력에 의해서 인체에 과도한 힘이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와이어의 경로 아래쪽에 위치한 피부가 와

이어에 의해 과도하게 눌릴 수 있다. 또한 와이어의 고정단

에서 와이어의 길이 방향 힘을 지지하기 위해 과도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의 경우 로봇의 관절이 

와이어의 길이 방향 힘을 지지해 줄 수 있지만, 유연한 착용

형 로봇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손가락 관절에 그대로 

전달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패드와 같은 완충 재료

를 사용하여 피부에 과도한 압력이 예상되는 부위의 압력을 

분산하고, 인체의 형상에 알맞는 고정단의 설계가 필요하다. 

인체의 관절에 걸리는 힘은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경우 완전

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

에도 손가락 구동 힘줄에 의해 관절에 힘줄의 길이 방향 힘

이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체의 관절이 

일정 크기의 힘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

후 연구를 통해 와이어 길이 방향의 힘이 인체 관절에 미치

는 영향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구동 방식과 상관없이 유연한 착용형 로봇은 인체의 움직

임을 만들어 내는데 인체의 특성 및 구조의 변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로봇 자체에 관절이 있는 강체 기반 착용

형 로봇의 경우 로봇의 강성을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로 

봇의 움직임을 정의하고 인체의 움직임은 로봇의 움직임을 

따라 가도록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경우 로봇 자체의 강성을 높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로봇과 

신체를 모두 고려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대부분의 착용형 로봇에서 하나의 구동기 또는 구동 

와이어가 여러 관절을 동시에 가동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인체 시스템의 기구학적 움직임과 힘은 각각의 

관절의 강성 차이 등 신체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로봇의 구조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동력 전달 구조, 

인체, 인체와 로봇 사이의 변형이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에 

비해 극심하다. 따라서 로봇의 제어를 위해서는 변형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과 같은 구

조에 연결된 연성 구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아 구동기의 구동 정보 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제어 하기는 

어렵다.  

로봇-인체 시스템의 움직임을 설계하고, 제어를 위해 예측

하기 위해서는 추후 의학과 접목된 인체 특성 연구와 유연한 

재질의 변형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되고 있거나 상용화된 손 부위의 로봇

을 살펴 보았다. 기존에 주로 개발되던 강체 기반 착용형 로봇

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유연한 착용형 로봇의 특징 및 한계를 살펴 보았다.  

아직까지 유연한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일상생활 보조를 

통한 재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로봇을 이용한 재활 훈련의 경향을 보았을 때 일상생

활 보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신체를 움직인다면, 재

활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 할 수 있다. 따라

서 사용성을 높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유연한 착용형 로봇은 로봇의 무게 및 크기를 최소

화 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휴대성 및 사용성을 높이는데 적

합하다. 

이 분야는 연구가 오래되지 않은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의 변화 및 웰빙 기조에 맞물려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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