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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비스로봇과 재난구조로봇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로봇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카메라 

등의 시각센서를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시각센서의 문제점인 빛 민감성, 빛 가림, 등 의 문

제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

되었고,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한 접촉력, 물체 변형 

등의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로봇 손 또는 

그리퍼의 촉각 센싱 기능의 중요성도 높아졌다[1]. 

최근 로봇 그리퍼에 장착할 수 있는 촉각센서의 

개발을 통해 물체의 변형을 감지 하는 연구[1]나 물

체를 잡았을 때 접촉 힘 패턴을 분석하려는 연구[2] 

등 이 보고되고 있다. 촉각센서는 여러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될 수 있지만, 정전식(Capacitive) 촉

각센서는 민감도가 높고, 신호대비잡읍비(Signal-to-

Noise Ratio)가 작으며, 온도변화에 덜 민감하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된다[3]. 본 연구에서는 3지 그리

퍼에 장착할 수 있는 필름형 정전식 촉각센서를 설

계하고 개발하였고, 로봇 그리퍼 장착해 실제 물체를 

잡았을 때의 접촉 힘 패턴을 측정해보았다. 

 

2. 본론 

2.1 로봇 플랫폼 

2.1.1 로봇 플랫폼 

본 실험에서 사용한 로봇 플랫폼은 어깨 2자유도, 팔

꿈치 1자유도, 손목 3자유도를 가지는 로봇 팔

(Robotis, 한국)과 엄지(F1), 검지(F2),나머지 손가락 

 
[그림 1] 로봇 플랫폼과 촉각 센서 장착 모습 

 
[그림 2] 필름형 촉각센서와 센서 셀 배치도 

            

(F3)에 대응하는 3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로봇 그리

퍼(Robotis, 한국)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 플랫폼의 

로봇 그리퍼 장착을 위한 필름형 유연촉각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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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봇이 보다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설계되면서 로봇 손 또는 그리퍼의 촉각 센싱 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그리퍼가 물체를 쥐는 동작을 할 때, 물체의 형상에 따른 접촉 힘 패

턴을 측정할 수 있는 필름 타입의 촉각센서를 제작하여 로봇 그리퍼에 장착하였다. 필름형 촉각센서는 6자

유도 로봇 팔과 3지 그리퍼로 구성된 플랫폼에 장착되었으며, 손가락마다 각각 16, 16, 11개의 촉각센서 

셀을 배치하여 2Hz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필름형으로 제작된 유연 촉각센서는 손가락 모서리에 접어 붙

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 굴곡이 있는 손가락 안쪽 면에서도 안정적인 센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센싱 

회로는 MUX칩과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로봇 그리퍼를 이용하여 박스형상과 기둥형상의 물체를 잡을 때

의 촉각센서 패턴을 측정하여 촉각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센서와 로봇 매니

퓰레이터/그리퍼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자세를 이용해 물체의 형상을 예측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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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위해서 손 모양과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Leap motion을 사용하였고, 손 자세 및 위치 입력 

및 역기구학을 이용한 로봇 팔 자세 제어를 위한 출

력 코드는 c++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되었다.  

2.1.2 촉각 센서 및 센싱 회로 시스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촉각센서는 정전방식원리로 

로봇 그리퍼에 맞춤형으로 제작(마블덱스, 한국)되었

다. 엄지(F1) 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F3)의 부피는 

약 32x40x16 mm 이며, 16개의 촉각 센싱 셀이 배

치되고, 검지 손가락의 경우 16x40x16 mm 크기에 

11개의 촉각 센싱 셀이 배치되도록 설계되었다. 필

름형으로 제작된 유연 촉각센서는 손가락 모서리에 

접어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 굴곡이 있는 손가락 

안쪽 면에서도 센싱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자세

한 형상 및 촉각 센싱 셀의 배치는 그림 2에 표시하

였다. 각각의 촉각 센싱 셀은 0-20N 범위 내에서 

접촉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비선형적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힘 값 추정이 가능하였다. 촉각

센서 신호는 16채널 디코더 칩과 아듀이노 나노을 

통하여 전체 데이터를 약 2Hz의 속도로 수집하였다. 
 

2.2 실험 방법 및 결과 

2.2.1 촉각센서 캘리브레이션 

촉각센서는 용량이 20N인 스트레인게이지 타입 

상용 힘 센서를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각각

의 촉각센서 셀을 힘 센서 중심에 두고 최대출력이 

나올 때까지 3번이상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서 측정

하였다. 모든 셀에서 지수함수로 추정 가능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수, 지수항 계수, 상수항을 각 셀 별로 

캘리브레이션 상수를 최소제곱오차방식으로 계산하

여 후처리하였다. 

2.2.2 형상별 접촉 힘 패턴 측정 실험 

물체 쥐기 실험은 그림3과 같이 박스형, 기둥형 물

체를 잡았다가 놓으며 촉각 센서의 측정값을 분석하

였다. 3회씩 실험한 결과의 평균 값을 그림4에 요약

하였다. 박스형의 경우, 검지(F2)와 나머지 손가락

(F3)의 접촉 힘 값이 같은 라인에서 나타나는 경향

이 보였다. 기둥형의 경우, 마주보는 손가락인 엄지

(F1)와 검지(F2), 엄지(F1)와 나머지 손가락(F3) 에

서 접촉 힘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다.  

 
[그림 3] 형상별 접촉 힘 패턴 측정 실험; (좌) 박

스형, (우) 기둥형 

  
 [그림 4] 형상별 접촉 힘 패턴 측정 결과; (좌) 박

스형, (우) 기둥형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필름형 촉각센서를 설계하여 로봇

그리퍼에 장착하였고, 촉각센서를 활용하여 형상별 

접촉 힘 패턴 측정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

험 결과를 통해 제작된 촉각센서의 활용가능성을 파

악하고 물체의 형상에 따른 패턴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없

이도 접촉 힘 패턴의 시각적 정보전달과 기본적인 

접촉 형태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촉각센서에서 감지된 접촉 힘 패턴을 실시간

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 작업과 진동모터를 부착한 

장갑을 사용하여 접촉 패턴을 햅틱 피드백으로 구현

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할 것이다.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세와 동작으로부터 물체의 형상

을 예측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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