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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파지를 위한 마스터핸드의 손가락 설계
Design of Master Hand Finger For Precise G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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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uman     (b) DIP constrained.  (c) PIP, DIP constrained.              
Fig.1 Workspace of Index finger of Human and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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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aster Slave 로봇핸드 시스템은 Master 측의 사용

자가 원거리에서 Slave 측의 로봇핸드를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정교한 제어를 위해 사용자가  Slave측
의 힘 정보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구조에 따라 크게 내

골격 형태와 외골격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내골

격 형태의 경우 손바닥 안쪽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다. 외골격 형

태의 경우에는 최근에 S.Nakagawara팀이 연구한 

Master 핸드[1]와 H. Fang 팀이 개발한 Master 핸드[2]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Master 핸드들은 손

가락 각 관절의 각도를 일정한 비율로 구속하여 한 

가지 형태의  구부리기 펴기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고 Slave 측의 힘 정보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 단

편적인 피드백을 하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여 정밀한 파지가 가

능한 마스터핸드의 검지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2. 3D 모델 설계 및 메커니즘 해석 

검지에는 구부리고 펴기가 가능한 DIP(Distal 
interphalangeal), PIP(Proximal interphalangeal)와 구

부리고 펴기와 내전-외전이 가능한 MCP(Metacar 
palphalangeal) 조인트가 있다. PIP와 DIP는 각 관절

의 각도 값이 약 2/3의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반면 MCP와 PIP는 상관관계가 없다.[3] Master 핸
드의 3D 모델링은 선행연구[4]의 Four-bar 메커니

즘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마스터 핸드의 

검지 끝 부분의 움직임을 나타내면 Fig.1과 같

다.Fig.1 (c)와 같이 DIP와 PIP를 모두 구속하였을 

경우에 마스터 핸드의 움직임은 DIP만을 구속한 

Fig.1 (b)와 비교해 볼 때, Fig.1 (a)의 인간의 검지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비해 크게 제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Master 핸드의 손가락 끝에 힘이 주어졌을 

때, 각 Four-bar 구조에 작용되는 토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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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3D Model of Master hand

Table 1 Needed torque for grasp of  Master hand  

   ∠  ∠      
     
      
      
     

(a)MCP               (b)PIP                 (c)DIP
Fig.2 Torque variation for MCP and PIP angle

(a)MCP                (b)PIP               (c)DIP
Fig.3 Torque variation for MCP angle

   

Fig.2 와 Fig.3 는 마스터 핸드의 검지 끝에 1N의 

Normal force를 피드백으로 주기위한 각 관절의 

토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Master 측의 사용자는 

여러 가지 파지를 통해서 MCP, PIP관절 각도의 

다양한 조합과 이에 따른 Force 피드백으로 시각정

보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Slave 측의 물체의 형상 

및 움직임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Fig.2) 반면 

PIP, DIP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는 단순한Pinch 
grip을 통하여 평면적인 힘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밀한 제어가 어렵다.(Fig.3) Table 1은 

Slave 측의 로봇핸드가 다양한 물체를 파지할 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기위한 Master 핸드 각 관

절의 토크를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이 

필요할 때, 다양한 파지에 따라서 각 관절의 필요토

크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인간 손과 같이 DIP를 2/3의 비율로 PIP에 구속시

키되 MCP와 PIP는 구속하지 않는 검지 모델을 

설계하였다.  MCP와 PIP에 힘 반영제어를 각각 

구현하기 위하여 Four-bar 구조와 2개의 소형 DC모
터를 이용하였으며, MCP의 외전과 내전을 구현하

기 위해서 DC 모터를 세움으로써 Master 핸드의 

전체적인 플랫폼에서도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Fig.4)  이 과정에서 마스터 핸드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력이 웜기어, 
평기어를 통해 Four-bar 링크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각 관절의 각도 값은 Potentionmeter 
센서로 Slave측에 전해지게 되고 손끝의 압력센서

로 Master 핸드를 제어하게 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MCP와 PIP를 두 개의 모터와 

Four-bar를 이용하여 따로 움직이는 마스터핸드 

검지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MCP, PIP가 각각 Force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파지를 가능하게 하

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Slave측의 물체에 대한 정보

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정밀한 파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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