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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의수용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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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biomimetic finger module to be used in a lightweight hand prosthesis. The finger module consists of 

finger skeleton and an actuator module driven by SMA (Shape Memory Alloy). The prototype finger module can perform flexion and 

extension motions; finger flexion is driven by a contraction force of SMA, but it is extended by an elastic force of an extension spring 

inserted into the finger skeleton. The finger motions are controlled by feedback of electric resistance of SMA because the finger 

module has no sensors to measure length and angle. Total weight of a prototype finger module is 30g. In experiments the finger 

motions and finger grip force are tested and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when a constant contraction force of SMA is give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MA-driven finger module is feasible to the lightweight hand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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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수(hand prosthesis)는 상지 절단 환자들의 결손된 손의 기

능을 보상해 주는 대표적인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이다. 의

수의 종류로는 미용의수, 신체결박형 의수, 그리고 모터에 의

해 구동되는 전동의수가 있다. MYOBOCK hand (OttoBock Co) 

[1]와 Utah Arm [2]은 대표적인 전동의수이며, 파지동작과 손

목의 회전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손들은 사람 손

과 달리 다섯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각 손가락

의 동작 자유도도 낮았다. 

최근에는 로봇 기술을 의수에 접목하여 높은 동작 자유도

가지고 있는 손가락을 가진 인간형 로봇손에 대한 연구가 제

안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기어, 모터, 그리고 링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16자유도를 구현한 Gifu Hand [3]와 BLDC 모터와 

벨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15자유도를 구현한 DLR/HIT Hand 

II [4]가 있다. 이러한 손의 각 손가락은 3자유도 동작이 가능

하였다. 그러나 손가락 내부에 모터, 기어, 링크, 그리고 벨트

가 삽입되어 있어서 구조가 복잡하고, 또한 손가락 자체의 

무게가 200g 이상으로 무거웠다. 

한편, 복잡한 손가락 내부 구조를 보다 간단하게 구성하고, 

손가락의 무게를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UBH Ⅲ Hand [5], 

Cyber hand [6], 그리고 16자유도를 가지는 Anthropomorphic hand 

[7]는 손가락의 동작 자유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기구 대신에 보다 간결한 와이어-모터(wire-motor)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손바닥에 모터를 삽입함으로써 손가락 

자체의 무게도 줄였다. 그러나 손바닥 내부에 삽입된 모터 

때문에 손의 전체 무게는 1kg 이상 될 정도로 무거웠다. 

Shadow Hand [8], 손 재활훈련기기 DULEX [9], SBC Hand 

[10], 그리고 7자유도를 가지는 Prosthetic hand [11]는 모터 대

신에 인공근육(artificial muscle)을 구동기로 사용하였다. Shadow 

Hand [8]와 DULEX [9]는 공압근육(pneumatic muscle)을 사용하

였으며, SBC Hand [10]와 [11]에서는 형상기억합금(SMA: Shape 

Memory Alloy)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손가락은 사람의 손가

락 동작 메커니즘인 건-근육(tendon-muscle) 구조를 모방한 와

이어-인공근육(wire-artificial muscle)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손의 

전체 무게를 줄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인공근육이 손목에 

장착되어 손의 부피가 커지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피가 작으면서도 경량 의수를 개발하기 

위해,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biomimetic finger 

module)을 제안한다. 손가락 모듈은 손가락 마디와 뼈, 그리

고 손바닥에 삽입할 수 있는 SMA 구동 유닛(SMA-driven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12,13]에서 손가락의 굽힘 

동작이 와이어-모터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되는 생체모방형 

건구동식 로봇 의수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손

가락을 모방하여 건(tendon)과 SMA를 적용한 와이어-형상기

억합금(wire-SMA) 구조의 생체모방형 손가락 모듈을 제안한

다. 손가락의 굽힘(flexion)은 SMA 수축 시 기절골(PP: 

Proximal Phalange)에 고정된 건에 해당하는 와이어를 당김으

로써 동작한다. 손가락의 폄(extension)은 손가락 내부에 고정

되어 있는 인장스프링(extension spring)의 인장 탄성력(elastic 

force)에 의해 동작되도록 하여 구동기의 수를 줄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와이어 길이변화에 따른 손가락의 중수지절

관절(metacapo phalange joint, MCP joint)의 각도변화를 기구학

적으로 모델링하고, SMA 수축 시 발생하는 장력(tension)이 

일정할 때의 MCP joint 각도에 따른 손가락의 파지력(grip 

force)을 모델링 한다. 한편, 손가락 MCP joint의 굽힘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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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기 위해서는 관절 각도를 측정하거나 와이어의 길이

를 측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 내부에는 

공간제약으로 인해 각도나 길이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를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A는 온도 변

화에 따라 수축의 정도가 결정되고, 동시에 SMA의 고유저항

(resistivity)이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SMA의 

양단간의 전기저항(electric resistance)을 측정하여 수축량을 추

정하고, 손가락의 굽힘 각도를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III 장에

서는 본 연구에서 구동기로 사용한 SMA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개발된 손가락을 이용한 실

험결과를 보인다. 실험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손가

락 모듈이 경량 다자유도 의수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II. 손가락 모듈의 설계 

1. 손가락 구조 

손가락의 굽힘(flexion)과 폄(extension)은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근육 수축 시 손가락 마디에 고정되어 

있는 건이 당겨짐으로써 동작된다. 그림 1은 사람 손가락의 

해부학적 구조와 근골격계 구조이다. 손가락은 말절골(DP: 

Distal Phalange), 중절골(MP: Middle Phalange), 기절골, 그리고 

중수골(MB: Metacarpal Bon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마디와 

뼈는 원위지절간관절(distal interphalangeal joint, DIP joint), 근위

지절간관절(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PIP joint), 그리고 MCP 

joint에 의해 연결된다. 손가락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는 천지굴근(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과 심지굴근(flexor 

digitorum profundus)이 있다. 천지굴근은 중절골 아랫부분에 

고정되어 있으며, 기절골과 중절골의 굴곡에 관여한다. 심지

굴근은 말절골 아랫부분에 고정되어 말절골과 중절골의 굴

곡에 사용된다. 손가락의 폄에 관여하는 근육으로는 지신근

(extensor digitorum)이 있으며, 각 마디의 윗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 굴곡에 사용된 천지굴근과 심지

굴근에 해당하는 근육은 하나의 SMA로 구현하였으며, 지신

근의 역할로는 인장스프링을 사용하였다. 

2. SMA 구동식 손가락 모듈 설계 

본 연구에서는 사람 손가락의 근골격계를 모방하여 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와이어를, 근육은 SMA 구동기를 사용하여 

손가락 모듈을 설계하였다. 손가락 모듈은 손가락 마디와 뼈, 

그리고 손의 전체 부피를 줄이기 위해, SMA 구동기 모듈은 

손바닥에 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

서 설계한 SMA 구동식 손가락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손가락

은 두 개의 마디와 하나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관절에 의해 연결된다. 손가락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사람 

손가락의 말절골과 중절골을 하나로 합쳐 말중절골(distal-

middle phalange)로 설계하였으며, MCP joint과 PIP joint를 링크

로 연결하여 하나의 SMA에 의해 손가락이 굴곡되도록 설계

하였다. 그러나 손가락의 폄은 구동기 없이도 말중절골과 기

절골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인장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동

작하도록 설계하였다. 

손가락 굴곡 시 굴곡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수골 내부에 

잠금(locking)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기어와 

래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수골 윗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래치에 의해 손가락의 굴곡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참조). 손가락의 각 마디와 뼈의 길이는 사람 손가락

의 치수[14]를 고려하여 말중절골과 중수골은 35mm, 그리고 

기절골은 28mm로 설계하였다. 

3. 파지력 해석 

설계된 손가락은 하나의 SMA를 사용하여 손가락의 굽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MCP joint와 PIP joint를 링크로 연결하

여 MCP joint가 움직일 때 PIP joint도 동시에 움직이게 설계

하였다. 그림 3은 손가락의 굽힘 동작을 보여주며, 와이어를 

최대로 당겼을 경우 MCP joint는 최대 90도까지 굴곡되도록 

설계하였다. 손가락의 굽힘 각도와 당겨진 와이어 길이에 따

른 손가락의 굽힘 각도는 기구학적으로 모델링 하였다. 입력

 

 

그림 1. 사람 손가락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human finger. 

 

 

그림 2.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 

Fig.  2. SMA-driven biomimetic fing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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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MA 수축 시 당겨진 와이어 길이 
m

� 이고, 출력은 손가

락의 굽힘 각도 
MCP

θ 라고 할 때, 이것은 다음과 같이 비선

형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 ).
MCP m

Jθ = �  (1) 

그림 3에서 손가락의 굽힘 각도 범위와 큰 풀리를 중심으

로 회전하는 작은 풀리 중심의 회전 범위가 같다고 가정하면, 

r은 MCP joint 중심에 고정되어 있는 큰 풀리의 반지름이다. 

따라서 당겨진 와이어 길이 
m

� 에 따른 MCP joint 각도 
MCP

θ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m

MCP

r

θ =

�
 (2) 

식 (2)으로부터 기절골에 고정되어 있는 와이어를 9.42mm 당

겨야 손가락은 90도 굽혀짐을 알 수 있다. 

하나의 SMA를 사용하여 두 개의 관절을 가진 손가락의 

굽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력 전달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MCP joint와 PIP joint를 링크기구로 연결하

였다. 이 링크기구는 MCP joint가 회전될 때 PIP joint도 동시

에 회전시키고, 또한 SMA 수축 시 발생하는 장력을 손가락 

끝마디로 전달한다. 따라서 SMA 수축 시 발생하는 장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MCP joint 각도에 따른 손가락 파지력

은 아래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입력으로는 MCP joint 각

도 
MCP

θ 이고, 출력은 손가락 파지력 
end

F 라 하면, 손가락 파

지력 
end

F 는 다음과 같이 비선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end MCP

F f θ=  (3) 

그림 4는 손가락 파지력 해석을 위한 모델이다. 여기서 
1
�

과 
4

� 는 손가락 마디의 길이이며, 
3

� 는 MCP joint와 PIP joint

를 연결하는 링크의 길이이고, 상수이다. 그리고 β 는 
4
,�  

2
� 가 이루는 각도이다. 또한 PIP joint 각도 

PIP
θ 는 링크 

4
�

와 링크 
1
� 의 연장선 사이의 각도이며, MCP joint 각도를 이

용하여 구할 수 있다. φ 는 링크 
3

� 와 x축 사이의 각도이다. 

만약 장력 T 가 일정하고, 손가락을 굽히기 위한 힘 F 와의 

사잇각이 θ 라고 하면, 장력 T 에 의해 발생하는 힘 F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cos .F T θ=  (4) 

그리고 손가락 내부에 모든 힘은 정적 평형 상태라고 가정하

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0.
B AB CD end

F F F F F= + + + =∑  (5) 

여기서 힘 
B

F 는 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손가락을 굽히는 힘

F 를 링크 
1
� 의 끝점으로 전달시킨 힘이며, 

1

2 cos( )
B

dT
F

θ
=

�

로 구할 수 있다. 단, θ 는 장력 T 와 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F 와의 일정한 사잇각이다. 그리고 힘 
AB

F 와 
CD

F 는 링

크 
1
� 과 

3
� 에 발생하는 반력이고, 

end
F 는 손가락에 발생하

는 파지력이라고 하면, 힘의 평형조건에 의해 점 B 와 C에 

발생하는 회전 모멘트 
B

M 와 
C

M 의 합은 0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4
sin( ) 0.

B CD MCP PIP end
M F Fθ θ β φ= + + − − =∑ � �  (6) 

2 2 4

4 2

cos( ) sin( )

( cos ) 0.

C B PIP AB PIP end

end

M F F F

F

θ β θ β

β

= − + + + −

− − =

∑ � � �

� �

 (7) 

따라서 손가락에 발생하는 파지력 
end

F 는 식 (5) ~ (7)로부터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식 (3)

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4

sin cos( ) cos cos( )
2 .

sin {cos cos( ) sin sin }

{cos sin cos( )sin }

B PIP MCP

end

MCP

MCP

F A B

F
A B C

B A

π
θ θ

β θ

φ θ

− − + −
=

− − 
 
− + − 

�

�

�

 (8) 

그림 3. 손가락 ROM. 

Fig.  3. Range of motion of finger. 

 

 

그림 4. 파지력 해석모델. 

Fig.  4. Grip forc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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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서 

 ,
MCP PIP

A θ θ β φ= + + −  (9) 

 ,
PIP

B θ β= +  (10) 

 ,
MCP PIP

C θ θ= +  (11) 

이다. 따라서 SMA 수축 시 일정한 장력 T 가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B

F 를 구할 수 있고, 식 (8)로부터 MCP joint 각도 

MCP
θ 에 따른 손가락 끝단의 파지력 

end
F 도 구할 수 있다. 

 

III. 인공근육 

1. SMA 

SMA는 고온일 때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구동기로서 사용가능하다. 즉, 

SMA에 열을 가하게 되면, SMA는 수축하게 되어 근육의 구

동메커니즘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15]. 그림 5는 SMA에 열

을 인가했을 때 SMA의 변화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SMA는 

고온일 때 오스텐나이트상(austenite phase), 저온일 때 마르텐

사이트상(martensite phase)을 가지며, 중량당 힘의 비가 높기 

때문에 손가락을 설계할 때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16].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의 굽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 

직경이 0.2mm이고, 수축률이 4.2%인 와이어 형태의 SMA 

(MMF200, Doki Co.)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SMA에 전류를 흘

림으로써 열을 발생시켜 SMA의 길이변형을 발생시켰다. 따

라서 먼저, 전류량에 따른 SMA의 수축 길이를 알아보기 위

해 기초 물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식 (2)에서는 설계된 손가

락이 90도 굽혀지기 위해서는 와이어가 9.42mm 당겨져야 한

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SMA의 수축률이 4.2%라고 하면, 

결국 SMA의 수축전의 전체 길이는 224.5mm가 되어야만 

SMA의 최대 수축시 손가락은 최대 90도의 굴곡이 가능하다.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시행한 기초 물성 실험의 결과를 보여

준다. 실험 결과 224.5mm의 SMA에 최대 0.55A를 인가하였

을 때 SMA는 최대 9.42mm 수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SMA의 저항적 특성 

SMA는 고온일 때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수

축된다. 그러나 설계된 SMA 구동 유닛에는 SMA에 가해지

는 열이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SMA 수축 정도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온

도와 길이의 변화에 의해 고유저항특성이 변한다는 것에 착

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SMA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피드백 

하여 손가락의 굽힘 동작을 제어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공근

육의 동작환경의 온도에 따른 영향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내 상온 환경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7은 SMA 

수축 시 변화되는 SMA의 전기저항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

다. 측정결과 SMA는 수축하지 않았을 경우 18.8 Ω 의 저항

을 가지며, SMA의 최대 수축 시 14.7Ω의 저항을 가지는 것

을 보인다. 

 

IV.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경량 의수용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을 개발하였다. 손가락의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최소

한의 SMA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손가락의 굽힘

은 SMA-와이어-링크가 연결된 메커니즘에 의해 SMA의 수

축 시 기절골에 고정되어 있는 와이어가 당겨지고, MCP joint

와 PIP joint가 동시에 굴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손가락의 

폄 동작은 손가락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인장스프링의 탄성

력에 의해 구현된다. 그림 8은 개발된 프로토타입 SMA 구동

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을 보여준다. 손가락 모듈은 2자유

도를 가지고 있으며, 구동기를 포함한 전체 무게는 30g이다. 

 

그림 5. SMA의 특성[16]. 

Fig.  5. Characteristics of SMA [16]. 

그림 6. SMA의 길이 변형 특성. 

Fig.  6. Length deformation characteristic of SMA. 

 

그림 7. SMA 전기저항 특성. 

Fig.  7. Electric resistance characteristic of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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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MA 저항 피드백 제어 시스템. 

Fig.  9. SMA resistance feedback control system. 

 

 

그림 10. SMA 제어회로. 

Fig.  10. SMA control circuit. 

 

그림 9는 손가락의 굽힘 각도의 제어를 위한 제어 블록도

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가락에는 와이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의 

굽힘 각도는 SMA 수축 시 변환되는 SMA의 저항을 피드백

하여 추정하였다. 입력은 SMA의 길이에 해당하는 SMA 저

항 Ri 이며, 출력은 추정된 MCP joint 각도 θy 이다. 먼저 MCP 

joint 각도 
MCP

θ 를 입력하면, 역기구학에 의해 
MCP

θ 에 따른 

당겨진 와이어 길이 
m

� 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림 7에 

의해 미리 구해진 SMA의 수축길이와 저항간의 관계로부터 

SMA 목표 저항 Ri 을 설정한다. 측정된 저항 Ry 와의 차이가 

길이오차이므로, 제어기는 전류를 제어하여 SMA를 구동한

다. SMA의 구동후의 수축 길이 
y

� 는 측정된 저항 Ry 와 그

림 7의 관계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구학 모델에 

의해 MCP joint 각도 θy 도 추정가능하다. 

그림 10은 개발한 SMA 구동 및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회

로이다. SMA의 구동과 저항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동

작의 안정성이 낮아, 시간분할기법을 사용하여 전류구동과 

저항측정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구동과 측정을 위한 주기는 

100msec로 하였다. 먼저 10msec의 pulse 입력에 의해 SMA를 

포함한 휘스톤브릿지(Wheatstone bridge) 회로를 구성하여 

SMA의 저항값의 변화를 차동증폭기의 출력전압으로 측정하

였다. 그리고 나머지 90msec동안 적절한 PWM에 의해 SMA

에 전류를 제어하여 구동하도록 하였다. 휘스톤브릿지 회로

의 
2
,R

3
,R

4
R 에는 30Ω을 연결하였으며, 7V의 전압이 인가

되면 전압분배법칙에 의해 
1

V 은 3.5V, 
2

V 는 SMA의 저항적 

특성 변화에 따라 4.3V ~ 4.6V의 범위로 가변한다(그림 10 참

조). 이 두 신호는 계측용 증폭기에 입력되고, 두 입력전압을 

차동 증폭함으로써 각도에 따른 출력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단, 출력전압 
out

V 은 5V를 넘지 않도록, 이득 조절용 저항인

R 과 Rp에 동일한 저항값을 선정하여 증폭률이 3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SMA의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PWM의 펄스폭

은 그림 9에서의 제어기의 출력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a) Input current and measured MCP joint angle. 

(b) Measured MCP joint angle and resistance of SMA. 

그림 11. 손가락 굽힘 각도 제어결과. 

Fig.  11. Control results of the flexion angle of finger. 

 

그림 8. 프로토타입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 

Fig.  8. Prototype of SMA-driven biomimetic fing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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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PD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제어시스템은 8bit 마

이크로 컨트롤러 ATMega 128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1은 목표 MCP joint 각도가 55도일 때 손가락을 제 

어한 결과이다. (a)는 PD제어기에 의한 입력전류(점선)와 손

가락의 MCP joint 각도 θy (실선)를 보이며, (b)는 손가락의 

MCP joint 각도(실선)와 측정된 저항값을 보인다. 제어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 Flexion motions. 

 
(b) Control results. 

그림 12. 손가락 굽힘 각도 제어 결과. 

Fig.  12. Control results of finger flexion angle. 

에 도달한 시간이 3.8sec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

의 굽힘 각도가 7도일 때 SMA의 저항값은 18.2Ω이며, 55도

일 때의 17.1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제어를 

하였을 때의 동작과, 그 결과를 보여 준다. 연속된 일련의 각 

동작은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측정한 MCP joint의 각도와 측

정된 SMA의 저항값을 보여준다. 실선은 식 (2)에 의해 예측

한 손가락의 MCP joint 각도를 나타내며, 둥근 점은 측정 된 

손가락의 MCP joint각도이다. 그리고 점선은 측정된 SMA의 

저항값이다. 실험결과 예측한 MCP joint 각도와 측정된 MCP 

joint 각도는 거의 일치하며, 측정된 저항값은 손가락의 굽힘 

각도 0도일 때 18.9Ω을 보였으며, 손가락의 굽힘 각도 90도

일 때는 14.7Ω였다. 

개발된 손가락 모듈은 링크 메커니즘에 의해 SMA 수축 

시 발생하는 장력을 손가락 끝단으로 전달한다. SMA 수축 

시 발생하는 장력이 일정할 때, MCP joint 각도에 따라 손가

락에 발생하는 파지력을 측정해 보았다(그림 13 참조). 파지

력의 측정은 푸시풀 타입 게이지(push-pull type gauge)를 사용

하였으며, 실험에서의 최대 장력 13N을 가지는 SMA 와이어

를 사용하였다. 그림 14는 파지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실선은 

식 (8)에 의해 예측된 파지력이며, 각 점은 MCP joint 각도에 

따라 측정된 결과이다. 실험결과로부터 예측치와 측정치는 

일치함을 보였으며, SMA 수축 시 발생된 장력이 13N으로 일

 

그림 13. 파지력 측정 실험 환경. 

Fig.  1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grip force. 

 

 

그림 14. 손가락 파지력 결과. 

Fig.  14. Grip force results of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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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손가락의 최대 파지력은 4.52N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파지력 측정 실험환경으로 인하여 MCP joint 각도가 

80도 이상일 때의 측정기의 접촉 각도의 제한에 의해 파지력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 의수용 SMA 구동식 생체모방 손가락

모듈을 개발하였다. 손가락 모듈은 사람 손가락과 형태가 유

사하며, 손가락 동작 메커니즘인 근골격계를 모방하여 건으

로는 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근육으로는 손바닥에 내장한 

SMA 구동유닛을 사용하였다. 손가락 모듈의 총 무게는 구동

기를 포함하여 30g이었으며, 굽힘과 폄 동작을 구현할 수 있

었다. 손가락의 굽힘은 SMA-와이어-링크 메커니즘에 의해 

동작되나, 폄 동작은 손가락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인장스프

링의 탄성력에 의해 구현되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손가락

의 굽힘 각도를 제어하기 위해 SMA의 수축 시 발생하는 저

항을 피드백 하였다. 손가락 굽힘 각도 제어 시 목표값에 도

달한 시간은 3.8sec이며, 90도 굽힘 시 SMA의 저항값은 14.7

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손가락의 파지력을 측정하기 

위해 파지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SMA 수축 시 발생하는 장

력이 일정할 때 MCP joint 각도에 따른 손가락의 파지력을 

측정하여 모델과 비교해 보았다. 실험결과 장력 13N일 때 최

대 파지력 4.52N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수로서 적용하

기에는 보다 큰 파지력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파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SMA의 재료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축률과 파지력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며, 이와 

함께 SMA 구동기를 병렬로 배치하여 파지력을 배가하는 등

의 구조적 설계의 연구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경량 오지 인간형 의수를 개발

하는 것이 다음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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