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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robotic hand control system, by using a 3D printed robotic 

hand and a vision-based motion senso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fully imitating and easily 

operated robotic hand tele-operation system for Human-Robot Interaction (HRI). To do that, the first 3D printed 

life-size humanoid robot, which is called InMoov, is used as a part of this system. For motion control, a vision-

based sensor device, called Leap Motion controller, is used as a hand gesture tracking interface. The developed 

robotic hand has fast enough and accurate response. This system has capability of being used for easily 

manipulated human-like multi-fingered robotic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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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로봇 상

호작용 기술 중에서 원격조종기술은 물리적인 상호

작용을 담당하는데, 지금까지 원격조종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구축은 장비의 착용을 필요로 하여 번

거롭거나 신뢰도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원격조종의 편이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서도 작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람 손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휴

머노이드 로봇 손 원격조종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

였다. 로봇 손의 하드웨어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영상기반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사람 

손의 움직임을 전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직관성

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로봇 손의 원격조종 구현과

정을 기술한다. 

 

2. 로봇 손 플랫폼 제작 

 

본 연구에서 로봇 손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한 InMoov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InMoov 플랫폼은 3D 프린터로 제작 가능한 실제 인간 

크기의 오픈 소스 휴머노이드 플랫폼이다[1]. 현재 휴머

노이드의 상반신으로만 구성되어있으며, 하체를 포함하

여 계속 개발 중이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써, 그림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휴머노이드 상체를 모두 구성하였고, 

로봇 팔과 손의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nMoov 휴머노이드 플랫폼

의 일부인 로봇 손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InMoov 플랫폼의 로봇 손은 몇 가지 구조적, 기

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로봇 손은 인체의 

손을 최대한 모방하여 설계되었으며, 손가락마다 

세 개의 회전 조인트를 가진다. 로봇 손을 구동하

기 위해, 팔목에 다섯 개의 서보모터를 설치하였다. 

각 서보모터는 나일론 실을 통해 각각의 손가락과 

연결되며, 손을 쥐고 펴는 동작의 반응속도를 높이

기 위해 힘줄 구조를 사용하였다. 즉, 각각의 손가

락에 인체의 힘줄 구조를 모방한 Tendon-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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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프린터로 제작된 InMoov 휴머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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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을 적용하였다[2]. 손가락 마다 정확히 

쥐고 펼 수 있도록 그림 2 와 같이 독립적인 두 개

의 링크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로 제작된 로봇 

손 하드웨어는 정확하고 신속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3. 센서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기 위해, Leap 

Motion 센서를 사용하였다. Leap Motion 센서는 손의 위

치와 방향, 각 손가락의 모션 등을 감지하는 일종의 3

차원 영상인식 모션센서이다[3]. 장치 내부에는 스테레

오 적외선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으며, 컨벡스헐

(Convex Hull) 기법 등을 통해 손의 특징 점을 얻어내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의 흐름도는 그림 3 과 같다. 시스템 구성은 

Mac OS X의 터미널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우선, Leap 

Motion 장치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오른쪽 손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각 손가락의 ID와 벡터 데이터를 프레임 

별로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자

바스크립트 기반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인 Node.js를 

통해 웹 소켓으로 전송이 되며[4], 각 손가락과 손바닥

의 상대적인 위치와 벡터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컴퓨

터를 통해 계산되는 최종 반환 값은 각 손가락과 연결

된 서보모터의 회전 각도이며, 이 값은 서보모터 컨트

롤러를 통해 PWM신호로 반환된다. 반환된 PWM신호

는 각각 로봇 손의 서보모터를 작동하게 된다. 

 

4. 구현 결과 

 

본 연구를 통한 로봇 손 시스템 구축 결과, Leap 

Motion 센서가 사용자의 다섯 손가락 끝점을 모두 

인식하게 되면, 로봇 손은 항상 정상적인 작동을 

하였다. 미세한 움직임에도 서보모터가 반응하였기 

때문에 정밀한 운용이 가능하였다. 수 차례의 실험 

결과, 사용자와 실제 로봇 손의 움직임 간의 지연

시간은 0.15~0.2 초 정도를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로봇 손을 

영상기반 모션센서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로

봇 손 시스템의 구현과정을 기술하였다. 구현 결

과, 로봇 손은 사용자의 손동작을 모사하기에 무

리 없는 반응속도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

었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하기 쉬운 

편리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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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봇 손 센서 시스템의 흐름도 

 
 

그림 4. 로봇 손 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 

 
 

그림 2. 로봇 손가락(단일)의 힘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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