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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esents a motion and force estimation system of human fingers by using an Electromyography (EMG) sensor 

module and a data glove system to be proposed in this paper. Both EMG sensor module and data glove system are developed in such 

a way to minimize the number of hardware filters in acquiring the signals as well as to reduce their sizes for the wearable. Since the 

onset of EMG precedes the onset of actual finger movement by dozens to hundreds milliseconds, we show that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pattern of finger movement before actual movement by using the suggested system. Also, we are to suggest how to 

estimate the grasping force of han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MS taken EMG signal and the applied load. Finally we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suggested estimation system through sever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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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인간의 생체 신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처리와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되고 있다[1-14].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

는 다양하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유발하면서 생성되는 EOG 

(ElectroOculoGram 안전도), 심장 박동과 관련된 ECG 

(ElectroCardioGram 심전도), 사람의 두뇌와 관련된 EEG 

(ElectroEncephaloGram 뇌전도)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

하여 생성되는 EMG (ElectroMyoGram 근전도)가 대표적이며 

이중에서 EMG 신호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근전도

는 인체의 움직임 시 근육 표면으로부터 근섬유를 따라 일어

나는 전기적 신호를 의미한다. 표면 근전도 신호의 크기는 

수십~ 수백 ㎶ 정도이며 주파수 범위는 12 ~ 500Hz로 알려져 

있다. 근전도 신호는 재활의학 분야에서는 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신체 절단환자나 노인과 같은 근육계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의 사람들의 치료나 의수/의족과 같은 로봇의 제어 신호

로도 적용되고 있다. Cavallaro는 Hill 근육 모델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였다[1]. 또한 Bitzer와 Nishikawa

는 손의 동작 패턴을 근전도 신호의 학습을 통한 방법을 이

용하여 의수를 개발하였다[2,3]. 미국 미시간 대학의 Powered 

Lower Limb Orthosis는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환자의 재활

을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4]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또한 

근전도를 이용하여 다리 보조 근력 기구인 Powered Leg 

Exoskeleton을 개발하였다. 미국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에서 개발된 근전도 기반 의수는 팔의 절단환자의 기

능을 대신하는 로봇 의수로 만들어졌으며 제어 신호를 근전

도 신호만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근육은 절단된 팔의 신

경을 가슴 부위의 근육에 이식하여 학습을 통한 제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중국 하얼빈대학의 Hirzinger와 Zhao는 AR 

(Parametric Autoregressive) 모델과 LM (Levenberg-Marquardt) 기

반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동작을 통한 표면 근전도 신호의 패

턴 분류 방법을 제시했다[5]. 또한 근전도 신호에서 측정된 

IAV (Integral Absolute Value), 분산, 영교차점과 같은 특징점을 

추출하여 근전도 신호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6]. 근전도 신호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D. Graupe은 근전도 신호를 정상적인 시계열 신호의 연

속으로 모델링하여 인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7]. R.W. Wirta 

는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분류하였다[8]. Saridis

는 영교차율과 분산 등의 확률적 변수를 이용하여 각 동작 

기능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2차원 평면상에 일정 영역으로 

표시하여 학습형 선형 분리기를 이용하여 동작 패턴 분리를 

시도하였으나 일정 오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9,10]. 

Doerschuk는 자기 상관 함수와 상호 상관 함수를 이용한 동작 

패턴 분리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사용 전극의 수가 너무 많고 

여러 동작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로봇 의수 제어에는 적

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Graupe는 근전도 신호

를 자기회귀 모델과 같은 안정된 시계열로 모델링 하여 얻어

진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동작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파라미터와의 비교를 통해 동작을 분류하였다[12,13,14]. 

본 논문에서는 생체신호 연구분야 중 하나인 근전도 신호

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응용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근전도 센서 모듈과 차별화된 설계 과정으로 보다 단순하면

서도 정확한 신호를 획득하는 센서보드 개발과정을 소개하

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하드웨어를 통한 아날로그 필

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필터

를 사용한 신호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본 논문은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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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를 

획득 및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손가락 관절 각을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Flex Sensor (제조사: Sensor Products 

Inc.)를 사용하여 데이터 글러브 시스템을 개발한다. 셋째 생

체 신호인 근전도가 기계신호인 데이터 글러브 신호보다 시

간적으로 앞섬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손가락 움직임

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넷째 개

발된 두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하 변화에 따른 근전도 변화를 

수학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손가락에 가해지는 임의의 부하

를 예측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근전도 센서 모듈과 데이터 글러브의 개발 

1. 근전도 센서 모듈의 개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센

서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근전도 

센서 모듈의 블록다이어그램을 표시하고 있다. 

근육 신호는 Bipolar 스냅전극을 통하여 피부에서 획득하

게된다. 측정 근육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십 ~ 수백 ㎶ 사이

의 신호를 획득하고 근전도 신호를 Passive High Pass Filter를 

통하여 DC성분을 제거한다. DC성분이 제거된 근전도 신호를 

10000배 증폭하여 Maximum ±10V Level의 신호로 증폭한다. 

마지막 단계로 증폭된 신호의 레벨을 원하는 진폭 레벨로 필

요시 조정 가능하도록 Level Shift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2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1채널 근전도 센서 모듈이다. 이 모

듈들을 이용하여 다축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2. 데이터 글러브 개발 

데이터 글러브의 하드웨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손가락의 움직임 변화에 따른 동작정보를 획득하여 

데이터화 한다. 둘째 ZigBee 프로토콜을 사용한 무선 데이터 

전송을 한다.  

그림 3은 데이터 글러브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손가락의 

굽힘 정보를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Flex 센서를 이용하

여 손가락의 굽힘 정도에 따라 각도 정보를 나타내는 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Flex 센서로부터 발생한 정보는 아날로그 신

호이며 DSP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10bit 

분해능의 ADC를 가지고 있는 DSP를 사용하였다. 많은 실험 

 

 

그림 1. 개발된 근전도 센서 모듈 블록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the developed EMG sensor module. 

 

 

그림 2. 1채널 근전도 센서 모듈. 

Fig.  2. 1-CH EMG sensor module. 

 

그림 3. 데이터 글러브 계통도.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developed data glove. 

 

 

그림 4.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 시스템의 모습. 

Fig.  4. Appearance of the developed data glove system. 

 

을 통해 DSP에서의 ADC 값이 손가락 각도와 근사적으로 선

형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형성을 기반으

로 DSP에서 얻어진 손가락 각도 정보는 ZigBee 무선통신 모

듈을 이용하여 PC로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발된 데이

터 글러브는 손가락의 각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의 외관 모습이다. 글로브 

안쪽의 손가락 마디 사이에는 Flex Sensor가 삽입되어있다. 

DSP와 Zigbee 모듈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 모듈로 개발되

었다.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손등에 위치해 있으며 DC 

5V의 배터리로 구동이 된다. 기존에 개발된 데이터 글로브보

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며 손가락의 동작정보를 빠르게 측정

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Flex Sensor는 얇고 유연하

며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동작범위 안에서의 센서 값은 선형

성이 보장된다. Zigbee 모듈의 통신 속도는 115200[bps]로 설

정되어 있으며 MaxStream 사의 상용 Zigbee 모듈인 XBee 

PRO 모듈이 데이터 글러브의 개발에 활용되었다. 원격 서버 

PC에서 받은 데이터는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Matlab과 

Visual C++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III. 근전도 신호 기반 동작 및 힘 추정 방법 

1. 근육 선정 

사람의 손은 여러 근육들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II 장에서 개발된 근전도 센서 모듈과 데이터 글러브를 

이용하여 인간의 손가락 동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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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적인 손가락 굽힘근과 폄근 [16]. 

Fig.  5. Extrinsic digital flexors and extensors [16]. 

 

표   1. 외적인 손가락 굽힘근과 폄근의 종류 [16]. 

Table 1. Extrinsic digital flexors and extensors [16]. 

1 

Extrinsic 

Digital 

Flexors.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FDS) 

얕은 손가락 

굽힘근 

2 
Flexor digitorum  

profundus(FDP) 

깊은 손가락 

굽힘근 

3 
Flexor pollicis 

longus(FPL) 

긴 엄지 손가락 

굽힘근 

4 

Extrinsic 

Digital 

Extensor. 

Extensor digitorum(ED) 손가락 폄근 

5 
Extensor digiti 

minimi(EDM) 

새끼 손가락 

폄근 

6 Extensor indicis(EI) 
집게 손가락 

폄근 

7 
Extensor pollicis 

longus(EPL) 

긴 엄지 손가락 

폄근 

8 
Extensor pollicis 

brevis(EPB) 

짧은 엄지 

손가락 폄근 

9 
Abductor pollicis 

longus(APL) 

긴 엄지 손가락 

벌림근 

 

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을 선정해야한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손은 27개의 뼈와 35개의 근육 그리고 약 17,000개의 

기계수용체(mechano-receptor)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엄지

와 검지는 15개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 각 근육이 위치한 

곳에 따라 외근(extrinsic muscle)과 내근(intrinsic muscle)으로 분

류된다. 외근은 사람의 하완(아래팔)에 위치한 근육으로써 근

육의 크기가 크고 큰 힘을 발생시키는 반면, 내근은 사람의 

손에 분포되어 있으며 작고 세밀한 힘의 조정을 위해 사용된

다[15].  

그림 5는 인간의 손 근육 중에서 외근의 엄지와 검지의 움

직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근육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외근의 명칭은 표 1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16]. 본 실험에서

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내고 손가락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EPL (Extensor 

Pollicis longus, 긴 엄지 손가락 폄근, 그림 5와 표 1의 7번 근

육)와 ED (Extensor digitorum, 그림 5와 표 1의 4번 근육)에서 

근전도 신호를 획득한다. EPL과 ED는 모두 손가락의 폄 동

작이 발생 할 때 활성화가 된다. 두 신호 모두 폄 동작에 의

해 근전도 신호가 발생되지만 EPL은 엄지 손가락의 폄에 의

해 근전도 신호가 발생이 되고 ED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폄에 의해 근전도 신호가 발생이 된다. 두 근육에

서 발생되는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엄지와 그 이외의 손가

락의 펴짐을 구분하며 각 손가락이 펴짐과 동시에 발생하는 

데이터 글러브 신호와 근전도 신호를 확인하여 본 실험을 진

행하게 된다.  

2. 근전도와 데이터 글러브 신호의 시간 흐름에 따른 비교 

통합적으로 근전도 센서 모듈과 데이터 글러브를 사용하

여 획득한 신호를 PC에 전송하여 각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

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Flex Sensor에서 발생하는 각 손가락의 

펴짐 정보를 데이터 글러브에서 처리하여 무선으로 전송하

게 되며 선정된 근육인 EPL근육 부위와 ED근육 부위에 전

극을 부착하여 EMG 신호를 처리하여 획득하게 된다. PC에

서는 각각의 시스템에서 전송된 신호를 매 Sampling time마다 

동기화하여 저장 및 모니터링 하게된다. 

선정된 근육에서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와 데이터 글러브

와의 신호의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Sampling time은 

1ms으로 설정되었다. ED 근육은 넓은 범위에 분포하기 때문

에 비교적 쉽게 전극을 부착하여 신호 획득이 가능하지만 

EPL 근육은 비슷한 근육들의 분포가 조밀하게 분포해 있어 

전극을 부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6과 7은 측정된 EPL 부위의 근전도 신호, ED 부위의 

근전도 신호, 데이터 글러브에서 측정된 엄지와 중지 손가락

들에서 발생한 각도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은 처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전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는 동작을 

실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

는 데이터 글러브의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근전도 신호가 시

간적으로 앞서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7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 만을 펴는 동

작을 한 실험이다. 데이터 글러브에서는 엄지 손가락의 변화

만이 확인 되었고 근전도 센서 모듈 또한 엄지손가락의 펴짐

을 관장하는 EPL에서 근전도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7]에서도 사람의 움직임 이전에 근전도 신

호가 50 ~ 200ms 정도 먼저 발생한다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본 실험에서 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과 7은 모두 수직으로 실선과 점선이 그려져 있다. 이

것은 획득한 데이터 글러브의 펴짐 정보와 근전도 신호 정보

를 출력하는 동시에 데이터 글러브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순

간을 점선으로 수선을 그었으며 실선은 그 시간의 50ms 이

전 지점에 수선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6과 7 모두에서 데이

터 글러브의 움직임 이전에 모든 근육에서 활성화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소 50ms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

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각 근육이 관장하는 움직임에서

만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전도 센서 모듈은 

하드웨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12Hz High-pass Filter와 10000배 

증폭을 제외하곤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Raw EMG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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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먹에서 보자기로의 변화시 근전도와 각도 신호. 

Fig.  6. EMG and angle signals while rock to paper. 

 

 

그림 7. 주먹에서 엄지손가락만을 펼친 변화시 측정한 신호. 

Fig.  7. EMG and angle signals while extending thumb from rock. 

 

측정하였고 데이터 글러브 또한 Flex 센서에서 발생하는 손

가락 각도 정보를 전송하여 두 신호간의 비교만을 하였다. 

3. 부하변동에 따른 근육 신호 

본 절에서는 손에 가해지는 부하에 따른 근전도 신호의 차

이를 분석하고 측정된 근전도 신호에 RMS를 취하여 부하 

변동에 따른 평균값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8은 FDS 

부위에서 부하의 변화에 따른 근전도 신호 값을 측정한 것이

다. 인가된 부하는 처음 8kg에서 16kg으로 다시 24kg으로 

8kg씩 증가하며 선형적으로 가변 하였다. 부하는 가변이 가

능한 악력기인 GD GRIP 3단 조절 악력기(GD Co., Korea)를 사

용하였다.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근전도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선형적으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

는 RMS를 취한다. 부하 변화에 따라 획득한 근전도 신호를 

RMS (Root Mean Squares)를 취하여 근사적인 포락선(envelope)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RMS 정보는 근사적인 힘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식과 같이 RMS를 취

한다. 

 

그림 8. 부하 변화에 따른 근전도 신호. 

Fig.  8. EMG signals according to load variations. 

 

 

그림 9. N=500 에서의 RMS 근전도 데이터. 

Fig.  9. RMS data when N=500. 

 

2

( 1)

1
RMS[ ]= EMG[ ] 0,1,...,

n

k n N
n k for n m

N
= − −

=∑  (1) 

여기서 N은 RMS를 취하는 Moving Window Size 를 의미한다. 

RMS[n]는 한 구간인 N개 샘플의 RMS 값을 나타내는데 현

재의 입력신호를 기준으로 N-1샘플시간만큼 뒤의 Raw EMG 

신호를 각 샘플타임마다 제곱하여 더한 결과에 제곱근을 취

한 결과이다. 또한 m은 전체 샘플데이터의 수를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N=500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9는 그림 8에서 획

득한 Raw EMG 신호에 식 (1)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손

에 가해지는 부하의 변화가 8, 16, 24kg으로 선형적으로 변하

는 것에 비례하여 RMS 결과값 역시 근사적으로 선형적인 

크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Moving Window의 크기를 좀더 

늘린다면 좀더 선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데이터의 빠

른 처리를 위해 Window크기를 500(500ms)으로 하였다. 그림 

9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부하에 따른 RMS 평균값을 결정

하게 된다. 표 2는 그림 9에서 나타낸 RMS Data 모두를 더한 

후 전체 Sampling 갯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수치상으로 비교

하여도 근사적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근전도 신호의 RMS값과 부하의 변화가 근사적으로나마 선

형적임을 확인하였고 보다 정확한 관계를 찾기 위하여 

Fitting을 하고자 한다. 

4. 부하와 근전도 신호의 다항식 

그림 10은 그림 9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ANOVA(분산분석)

테스트를 한 것이다. ANOVA테스트를 통하여 7000개의 RMS

데이터의 분산와 평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낮은 부하 일

수록 분산 값이 작고 부하의 크기가 커질 수록 분산 값이 커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부하가 커짐에 따라 FD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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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500 샘플링 RMS 데이터의 평균. 

Table 2. Mean of RMS data when N=500. 

Load RMS 

8kg 0.7131 

16kg 1.3594 

24kg 2.044 

 

 

그림 10. 분산분석 실험. 

Fig.  10. ANOVA test. 

 

발생하는 EMG 신호가 불규칙 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4kg

의 악력은 쉽게 파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하이므로 좀 더 

높은 부하로 갈수록 분산 값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

나 혹 악력이 커짐에 따라 다른 근육에서 생성되어 전가되는 

노이즈의 강도가 커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사람이 물체를 파지할 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인 

24kg의 부하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실험 조건을 제시한다. 

앞에서 제시한 표 2를 통하여 부하와 RMS 근전도 신호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유추 한다. 

 P(x)=P
1
x
k
+ P

2
x
k−1

+�+ P
k
x + P

k+1
 (2) 

여기서 x는 RMS[n]을 의미한다. Matlab의 Polyfit 함수를 통하

여 다항식의 계수를 얻었으며 구체적으로 차수 k=4을 사용

하여 다음을 얻었다.  

 4 2( )= 0.1629 1.3902 10.2893P x x x x− + +  (3) 

지금까지 제시한 식 (3)을 이용하여 손에 감지되는 부하의 

크기를 추정하는 데 이용하고자 한다. 

 

IV. 결과 및 고찰 

1. 손가락 움직임과 힘 추정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를 통하여 손가락의 움직임 정보를 

제공하면서 앞장에서 제안한 4차 다항식을 통한 손 움직임

과 손에 가해지는 부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본

적인 시스템 구조는 앞절의 설명과 동일하며 측정된 근전도 

신호는 500 Samples RMS를 거쳐 4차 다항식을 통한 부하 정

보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데이터 글러브는 손가락의 굽힘 

정보를 전송하여 가상 로봇 손의 움직임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된다. 그림 11은 본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 로봇 손이며  

 

그림 11. 가상 로봇 손. 

Fig.  11. Virtual robot hand. 

 

 

그림 12. 손에 가해지는 부하가 없을 때. 

Fig.  12. When no load. 

 

그림 속의 상태는 손을 펴고 아무런 움직임도 가하지 않은 상

태이다. 

그림 12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주먹을 쥔 상태를 나타낸

다. 이때 전송되어 들어온 신호를 출력 하였으며 손에 감지

되는 부하가 없기 때문에 EMG 신호도 아주 미약하게 발생

하였다. 또한 로봇 손의 구부림 또한 부하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굽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8kg부하가 

손에 발생한 상태이다. 8kg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하이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EMG 신호가 발생 하게 된다. 하

지만 부하가 없는 상태인 그림 12와는 움직임에서 차이가 있

다. 손의 굽힘 각도 또한 부하가 없는 주먹을 쥔 상태보다 

더 굽혀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봇의 표면 색이 연

분홍색을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의 부하정보를 빠르게 표

현하기 위해서 흰 색에서부터 붉은 색까지를 255등분 하여 

색의 농도가 연하면 낮은 부하가 손에 가해진 것을 표현하였

고 색은 농도가 진해 질수록 높은 부하가 손에 가해지는 것

을 표현하여 부하의 변동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시스템에는 부하의 정보가 빠르게 출력된다. 그림 14는 

손에 가해지는 부하가 16kg일 때를 그림 15는 손에 가해지는 

부하가 24kg일 때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은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 글러브를 통하여 손의 동작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손에 가해지는 부하 정보를 근전도 센서 모듈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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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손가락 힘 예측. 

Fig.  16. Finger force prediction. 

 

여 얻었다. 실제 로봇 손을 제어하는데 있어 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제안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근

전도 신호 만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쥐는 힘을 추정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본 실험을 통하여 손에 가해지는 부하의 무

게를 예측하는 것을 보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근전도신호 획득 및 처리를 위해 최소 아날로

그 필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개

발된 상용 근전도센서 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가이며 확

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장비 형태의 센서 시스템들이 다수

를 이루었었다. 제안한 근전도센서 모듈은 저렴하면서 소형

의 모듈 형태로 다 채널로의 확장이 용이하며 기존의 상용 

근전도센서 시스템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선형적으로 측정 가능한 Flex 굽

힘 센서를 사용한 데이터 글러브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며 성능에서도 

유사함을 보였다.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 시스템은 손가락 움

직임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여 PC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개

발된 근전도센서 모듈과 데이터 글러브 시스템을 통합하여 

생체 신호인 근전도 신호가 기계신호인 데이터 글러브 신호

보다 시간적으로 앞섬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제 손가

락의 움직임 이전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에서 

50 ~ 200ms 정도의 앞섬을 보였다. 근전도 신호는 비침습적이

고 신경신호에 비해 사용이 간단하며 사람의 움직임이 일어

나기 이전에 근전도 신호가 발생하므로 힘 센서와 동작 인식

용 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의 움직임 의도를 추정하는 것 보다 

앞서 인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두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하 변화에 

따른 근전도 변화를 수식으로 제안하였다. 손에 가해지는 부

하의 선형적인 변화에 비례하여 근사적으로 근전도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제안된 수학식을 통

 

그림 13. 손에 가해지는 부하 8kg일 때. 

Fig.  13. When load is 8kg. 

 

 

그림 14. 손에 가해지는 부하 16kg일 때. 

Fig.  14. When load is 16kg. 

 

 

그림 15. 손에 가해지는 부하 24kg일 때. 

Fig.  15. When load is 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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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의의 물체를 파지할 때 근전도 센서 모듈과 데이터 

글로브를 이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근전도 신

호로 손에 가해지는 부하의 크기를 추정하는 시스템 및 방법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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