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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손을 이용한 로봇 핸드의 원격조작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여 로봇 핸드에 전송하는
알고리즘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 때 인간의 의도는 손의 파지 자세 및 파지력 추정을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여러 개의 표면 근전도 센서를 사용하여 각각의 파지자세에서 발현되는 근육 활성도를 통한 전완근의 근육 시
너지를 추출한다. 각 자세에서 추출한 근육 시너지를 기반으로 전처리되지 않은 임의의 파지자세를 추정하고 해당 파지
자세에서 파지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파지자세에서의 근육 시너지를 추출하였고 이를 통
해 파지자세 추정, 파지력 추정 성능을 검증하였다.
1. 서론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로봇과 인간사이의 인터페이스 구축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
환으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생체신호를 이용한 인터
페이스 구성이다. 생체신호는 사용자의 정보가 나타
나 있기에, 사용자가 임의의 장비를 조작할 필요 없
이 로봇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 중 인간의 골격근에서 발현되는
신호를 근전도라고 명명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
페이스를 구축하거나,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
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터페이스 구축과 관련된 주
요 연구로는 근전도를 이용한 자세추정 및 힘추정이
있다[1]-[3].
하지만 기존의 근전도를 사용하여 자세 및 힘 추
정을 수행하는 방법들은 자세와 힘 추정을 동시에
연관하여 나타낼 수가 없다. 하지만, d'Avella는 근
육의

관점에서

d'Avella는

이를

해결하고자

[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의 순서도
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실험 및 검증에 대해 서술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내용
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었다.
2. 방법

인간의 손의 파지자세 추정 및 파지력 추정은 [그
림 1]과 같이 크게 2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전처리 단계로 여러 가지 파지자세에서 악력
과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여, 각 자세별로 악력과 근
육 시너지 사이의 선형 행렬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취하는 임의의 파지 자세 및 파지력을 추
정하는 단계로, 앞 서 추출된 근육 시너지와 임의의
파지자세와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전처리 단계에서
취한 자세 중 가장 유사한 자세를 선별하고 그 자세
와 상응하는 선형 행렬을 사용하여 파지력을 예측한
다.

하였다[4].

개구리의 Kick Motion에 따른 관련 근

육의 근전도를 모두 추출한 후, 근육과 근육사이의
강한 상관관계인 시너지가 존재함을 실험적으로 증
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근육 시너지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
여, 손의 파지자세추정 및 해당 파지자세에서의 파
지력추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근육 시너지에 대한 개념과 추출 방법에 대하여 살
펴보고, 근육 시너지를 기반으로 파지력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

2.1 EMG-to-synergy Algorithm

해부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골격근
육의 수축과 이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골격근육들
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하여, 자세나 힘을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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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근전도에서 추출한 근육 활성도들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찾아 특정 자세에서 활
성화된 근육 집합을 표현 한 것을 근육 시너지라 한
다[5].
본 논문에서는 근육 시너지 추출의 대표적인 방법
인 주성분 분석법(PCA)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만약 측정자가 특정 파지 자세에서 서서히 힘을
증가시켰을 때 m개의 근육에서 추출한 n개의 frame
에 따른 근전도 집합이  ∈ 이라고 하자. 이
를 주성분 분석법을 통하여 행렬 분해하면, 식 (1)과
같다.
(1)
    
이 때,  ∈ 은 근전도 집합에서 나오는 주성
분 벡터들의 집합으로 근육 시너지로 간주 할 수 있
으며, ∈ 는 근육 시너지에 상응하는 계수 벡
터이며,  ∈  는 오차 행렬이다. 일반적으로 여
러개의 근전도 신호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므로 근육 시너지들의 개수를 근전도 센서의 개수보
다 작게 하여도 근전도를 잘 표현하여 준다. 본 논
문에서는 전처리과정에서 파지자세별로 각각의 근육
시너지를 추출한다.

지자세에 대해 일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의 파지자세를 취하였을 때 나오는 근전도 신호
를 바탕으로 추출한 근육 시너지 벡터들과 전처리과
정에서 미리 구한 근육 시너지들 간의 유사성을 통
하여 파지 자세를 추정할 수 있다.
전처리 과정에서 구한 근육 시너지를  ∈ (i
번째 자세의 k번째 근육 시너지 벡터)라 하자. 전처
리(트레이닝)되지 않은 사용자의 근전도로 구한 근
육 시너지  ∈  와의 유사성은 식 (6)과 같이 각
근육 시너지 벡터들간의 거리 차이로 판별할 수 있
다.
 
∥      ∥ (6)
∈ 
는 사용자의 근육 시너지에 상응하는 계수
에서 얻어지는 가중 행렬이고  는 실험적으로 사용
한 근육 시너지의 개수를 의미한다.
우리의 파지자세 추정 알고리즘은 전처리된 파지
자세마다 식 (6)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판별한 뒤, 거
리 차이가 가장 적은 파지자세로 사용자가 취한 임
의의 파지자세를 간주한다. 이를 통하여, 파지자세를
선정한 뒤 2.2절에서 미리 구한 파지 자세에 따른
변환 행렬을 통하여 파지력을 추정한다. 다음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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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ynergy-to-force Algorithm

파지력과 근전도간의 관계는 위치나 각도의 변화
가 고정된 파지자세에서 선형성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 (2)를 제시한다[6].
(2)
  
 는 특정 파지자세에서 나오는 파지력을 의미하
며,  ∈  은 파지력과 근전도간의 변환 행렬,
그리고 ∈  은 해당 파지력에 상응하는 근전도
벡터이다.
2.1 절에서 추출한 근육 시너지를 기반으로 근전
도벡터를 재구성하면 식 (3)과 같다.
(3)
  
이 때, 근육 시너지의 계수  는 근육 시너지들이 서
로 orthonormal한 점을 이용하여 식 (4)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4)
  
결과적으로 근육 시너지와 힘과의 관계는 식 (2)와
식 (4)를 이용하여 식 (5)로 표현할 수 있다.
   
(5)

3. 실험방법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6가지 근육에 근전도 센서를 부착
하고 수행하였다([그림 2-(a)]). 따라서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근전도 벡터의 크기는  ∈  이다. 선정한
6가지 근육은 Flexor Carpi Radialis(FCR), Flexor
Carpi Ulnaris(FCU),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FDS), Extensor Carpi Radialis(ECR),
Extensor Carpi Ulnaris(ECU), Extensor Digitorum
Communis(EDC)로, Flexor 근육들은 손가락들과 손
목의 굽히는 동작을 수행시 수축하는 근육이고,
Extensor 근육들은 손가락들과 손목의 젖히는 동작
을 수행시 수축하는 근육이다. 사용한 근전도 센서
는 Delsys Trigno EMG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근전도의 샘플링 주파수는 1000Hz로 하였다. 근전도
의 전처리 과정은 20Hz에서 고주파통과필터를 사용
한 후, 490Hz에서 저주파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이
후, 크기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파정류를 수행한
후, 1Hz의 저주파통과필터를 거쳐 스무딩을 하였다.
전처리 된 근전도는 Percent Maximum Voluntary

×









2.3 파지자세 추정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근육 시너지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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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Index Grip 일 때 의 힘 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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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2 Grip 일 때 의 힘 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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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근전도 센서 부착 위치,
(b) Thumb-Index Grip, (c) Thumb-2 Grip,
(d) Thumb-3 Grip
Contraction(%MVC)로 표준화 시켜주었다.
2.1절과 2.2절에서 해당하는 전처리 과정은 사용자가
손목의 움직임을 배제시킨 후, F/T 센서를 [그림
2-(b)～(d)]의 3가지 파지자세에 대하여 힘을 인가하
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F/T센서는 ATI-MINI40을
사용하였으며, 파지력은 15N까지 피실험자가 단조증
가 방식으로 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육 시너지 추출은 6개의 근전도 신
호를 바탕으로 3가지 파지자세마다 추출하였다. 추
출된 6개의 근육 시너지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의 근육 시너지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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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3 Grip 일 때 의 힘 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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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처리된 파지데이터를 사용한 EMG를
통한 힘 추정 결과(빨간 실선)와 근육 시너지를
통한 힘 추정 결과 (검은 점선) 비교

3.1 Synergy-to-force 성능 검증

각 파지자세마다 간단한 최적화를 통해서 2.2절에
서 언급한 변환행렬  를 구해주었다. 근육 시너지
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과정에서 사용한
힘과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하지 않은
6개의 근전도를 이용한 식 (2)의 결과(빨간 실선)와
3개의 근육시너지로 파지력을 추정하는 식 (5)의 결
과(검은 실선)를 [그림 3]에 비교하였다. [그림 3]에
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근전도 신호를 사용한 결과
와 3개의 시너지를 사용한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6개의 근육 사이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6차원
의 근전도 신호를 3차원으로 차원 축소하여도 데이
터 손실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세1

자세2

자세3

자세1

300

10

0

자세2

0

290

0

자세3

0

0

300

[표 1] 전처리되지 않은 파지 데이터에 대한
혼동행렬
지 않은 3가지의 파지 자세의 근전도 데이터를 바탕
으로 파지 자세의 추정 및 힘 추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해당 파지자세에 대한 변환
행렬과 근육 시너지를 이용하여 힘을 추정하였다.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추정된 힘의 값과
실제 F/T 센서를 통해 측정된 힘의 값의 절대 오차
율을 검은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처리
되지 않은 파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지 자세를 추
정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파지력 또한 추정되었
음을 알 수 있다.

3.2 파지 자세 및 파지력 추정 검증

2.3절의 언급한 분류 알고리즘의 전처리 되지 않
은 데이터의 혼동 행렬은 [표 1]과 같다. 인식 알고
리즘의 성공률은 98.89%을 보였다. 2.3절의 인식알
고리즘과 2.2절에서 구한 변환행렬, 그리고 전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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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처리되지 않은 파지데이터를 사용한
시너지를 통한 힘 추정 결과(빨간 실선)와 실제
파지력과 힘 추정결과의 절대오차율 (검은 점선)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근육 시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
한 파지자세의 추정 및 해당 자세에서의 파지력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는 총 3가지의 파지자세에 대해서 각각의 근육 시너
지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근육 시너지를
힘으로 변환하여주는 변환행렬을 구성하였다. 전처
리되지 않은 파지 데이터에 대해 근육 시너지를 추
출하여 전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각 자세의 근육 시
너지와의 유사성 비교를 통하여 파지 자세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해당 자세에 대한 변환행렬을 통하여
파지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비선형관계에 있는 파지력과 근전
도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육 시너지와 힘과의 관계
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며, 본 논문에 수록된
결과를 기반으로 로봇 핸드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파
지력을 로봇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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