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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햅틱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물체의 형태를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다. 
물체마다 다른 수학적 마찰력 모델을 적용하여 실감있는 마찰력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물체에 해당하는 마찰력 모델을 선정하는 것과 적절한 마찰계수 등을 
반복적 실험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물체의 마찰력이 알려진 마
찰력 모델과 다르다면 수학적 모델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 학습을 이용하여 마찰력 모델의 선택이나 마찰계수 
등을 정하는 과정 없이 실제 물체의 마찰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
용 햅틱인터페이스 장치인 PHANToM 2 를 이용하여 마찰력 획득 시스템을 구성

하고 고무판, 종이 등의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획득하여 
가공한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으로 갖는 신경회로망을 통해 학습시킨 후 OpenGL
로 구현한 가상물체에 적용하여 보았다. Force/Torque 센서를 사용하지 못한 일부 문
제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사실적인 마찰력을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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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상현실이란 현실세계의 공간적, 물리적 현상

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음향장치 등으로 모사(模
寫)한 현실을 말한다. 사람은 정보습득의 부분

을 시각 및 청각에 의존하기에 기존의 가상현실은 
주로 시청각 정보가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사람은 
시각이나 청각보다 촉각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
문에 가상현실과 햅틱인터페이스 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햅틱(Haptic)이라는 단어는 손을 사용하여 느끼

는 모든 지각을 의미하는 고  그리스어 
Haptesthai 로부터 유래하였다. 햅틱 장치는 가상 
물체를 실제의 물체처럼 느끼고 조작할 수 있도록 
촉감 혹은 반발력을 제시하며, 또한 사용자는 움
직임 혹은 위치정보를 가상환경으로 전달하기에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로서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햅틱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물체의 형
태를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으므로 물체마다 다른 
수학적 마찰력 모델을 적용하여 실감 있는 마찰력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물체에 해당하는 마
찰력 모델을 선정하는 것과 적절한 마찰계수 등을 
반복적 실험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물체의 마찰력이 알려진 마찰력 모델과 다르

다면 수학적 모델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 학습을 이용하여 마

찰력 모델의 선택이나 마찰계수 등을 정하는 과정 
없이 실제 물체의 마찰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상용 햅틱인터페이스 장치인 PHANToM 2 를 

이용하여 마찰력 획득 시스템을 구성하고 고무판, 
종이 등의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와 물체에 작용하

는 힘을 획득하여 가공한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

으로 갖는 신경회로망을 통해 학습시킨 후 
OpenGL 로 구현한 가상물체에 적용하여 보았다.  

2 장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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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찰력 학습 방법과 마찰력 모델에 하여 알
아본다. 그리고 3 장에서는 구현한 시스템을 이용

한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 표면의 

마찰력 학습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실제 물체 표면의 마찰력 

데이터의 수집, 수집된 마찰력 데이터의 가공 및 
신경회로망 학습, 가상물체로의 학습된 마찰력 적
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마찰력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햅

틱인터페이스 장치인 PHANToM 두 를 사용하

여 한 는 마스터(Master)장치로 또 다른 한 는 
슬레이브(Slave)장치로 하고 Force Feedback 이 가능

한 원격 제어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마스터장치

를 움직이면 슬레이브장치가 따라 움직이며 슬레

이브장치의 포인터가 물체 표면에 닿는 점을 기준

으로 속도와 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한다.  
두번째로 슬레이브장치로 부터 획득한 표면 이

동 속도와 이 때의 힘 데이터는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층신경회로망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고 뉴런의 연결강도(Weight)와 Bias 를 
계산, 갱신하여 일반적인 해를 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PHANToM 1 를 사용하여 OpenGL

로 구성된 가상물체의 표면에 접촉하여 움직일 때,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마찰력을 계산하고 
PHANToM 에 전달하여 실제 물체표면의 마찰력을 
가상물체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1 실제 물체의 마찰력 데이터 수집 

실제 물체의 표면 마찰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해서  그림 1 과 같이 원격 조정이 가능한 마찰력 
획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 마찰력 데이터 획득 시스템. 

 
마스터장치로는 PHANToM Desktop 을, 슬레이브

장치로는 PHANToM Premium 1.5 를 사용하였다. 
Sensable 사에서 제공하는 GHOST(General Haptic 
Open Software Toolkit)라이브러리 중에 씬그래프

(Scene Graph)방법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두 

의 PHANToM 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루틴은 제공하지 않고 모터와 인코더를 
직접 엑세스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초기화 방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후자를 택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PHANToM 은 동일한 mm 단위의 좌표계

를 사용하고 N(Newton)단위의 힘을 사용한다. 마
스터장치를 움직이면 슬레이브장치가 추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기화된 슬레이브장치와 마스터장치

와의 위치 차이가 발생하면 다음 식에 해당하는 
힘을 슬레이브장치로 전달하게 하였다. k 값은 실
험적으로 0.4N/mm 로 정하였다. 

k= ⋅∆F x                  (1) 

여기서 x∆ 는 두 의 PHANToM 포인터의 위치 
오차로서  

master slave∆ = −x P P              (2)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만약 되먹임제어 루프가 
잘 구성되어 있고 슬레이브장치가 마스터장치를 
추종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두 포인터의 
위치 오차값 x∆ 는 영이 될 것이다.  

가상물체와 PHANToM 의 위치 포인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힘이 발생해야 하므로 실제 
물체에 한 데이터 획득시에도 물체와 닿는 점을 
원점으로 하여 각 장치의 위치를 계산하였다.  

 

 
그림 2. 입출력 데이터의 관계. 

 
그림 2 는 신경회로망 학습을 위해 사용될 입출

력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낸다. Pmaster(n)은 물체에 
접촉하기 시작한 지점을 기준으로 현재(n 번째) 마
스터장치의 위치를 나타내고 Pslave(n)은 현재의 슬
레이브장치의 위치를 나타낸다. Pslave(n)에서의 힘
의 크기는 식(1)에 의해 구해지고 슬레이브장치의 
이동 속도 v는 다음과 같다. 

( ) ( 1)slave slave slaven n= − −v P P          (3) 

X-Z 평면에서 슬레이브장치가 이동할 때 속도 
및 힘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경우 Fslave 와 vslave 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2 2
slave x zF F= +F              (4) 

2 2
slave x zv v v=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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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표면을 누르는 힘 Fy 과 속도 vslave 를 신
경회로망의 입력으로 하고 출력은 그 때의 힘

Fslave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였다. 
 
2-2 마찰력 모델 

마찰력에 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모델

들이 제시되었는데 부분 속도에 한 함수의 형
태로 마찰계수를 표현하고 있다[6,7,8,10]. 하지만 
속도가 0 인 경우 즉 정지상태에서 운동상태가 되
는 시점에서는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점을 가진다[5]. Karnopp 는 마찰력을 물체의 운동

상태 이전 구간에서의 변위에 한 함수형태의 모
델과 운동상태 이후 구간에서 속도에 한 함수형

태의 모델로 구분하고 영속도(zero velocity interval)
구간을 설정하였다. 속도가 일정속도 보다 작아지

면 정지상태로 간주하여 가해주는 힘에 비례하는 
함수로 나타내고, 속도가 일정속도보다 커지면 속
도에 관한 함수로 마찰력을 표현한다[7]. 본 논문

에서는 획득한 속도 데이터 중에서 기준속도를 정
의하고 이보다 작으면 정지상태로, 기준속도 이상

인 데이터에 해서는 운동상태로 구분하여 획득

한 마찰력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였다. 
 
2-3 신경회로망 학습 

실제 물체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과 표면 속도를 입력으로 하고 그때 작용하는 힘
을 출력으로 갖는 신경회로망을 학습에 사용하였

다. 정지상태의 마찰력의 경우 신경회로망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운동상태의 마찰력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신경회로망은 
입력이 2 개, 출력이 1 개, 그리고 은닉층 뉴런의 
개수가 12 개이며, 은닉층 전달함수는 그림 3 의 
(a)와 같은 양의 방향 선형(Positive Linear)함수를, 
그리고 출력층 전달함수는 (b)와 같은 선형(Pure 
Linear)함수를 사용하였다. 학습규칙은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학습률은 0.01
로 설정하였다.  

 
그림 3. (a) 은닉층 전달함수 (b) 출력층 전달함수 

 

2-4 가상물체로의 적용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가상물체에 적용하기 위하

여 OpenGL 로 가상물체를 구현하고 PHANToM 1 
만을 이용해 가상물체를 만져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PHANToM 은 1/1000sec 주기로 제어 루프를 

수행하며 가상물체와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지점을 
기점으로 가상물체 표면 이동속도와 수직방향의 
힘을 계산하고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마
찰력을 계산한다.  

 
그림 4. 힘의 분리. 

 
그림 4 와 같이 PHANToM 의 현재 위치와 이전 

위치를 이용하여 속도를 구하고 이 속도벡터와 각 
축과 이루는 각을 계산하여  PHANToM 에 표현해 
주기 위한 힘을 분리한다.  

 
그림 5. 마스터장치와 슬레이브장치의 힘의 방향. 

 
신경회로망의 학습은 슬레이브장치의 데이터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림 5 와 같이 슬레이브장치가 
마스터장치를 추종할 때 작용한 힘의 방향을 기준

으로 마스터장치의 힘을 슬레이브장치와 반 방향

으로 표현 해주면 사용자는 PHANToM 을 통하여 
가상물체의 표면 마찰력을 느낄수 있다. 

 
3. 마찰력 획득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마찰력이 크다고 알려진 고무와 상 적으로 작

은 마찰력을 가진 종이를 소재로 선정하여 표면 
마찰력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의 기
록은 1KHz 의 주기로 하였으나 신경회로망 학습

시에는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 100Hz 주기로 
낮추어 샘플을 획득하였다. 사용한 이동 속도의 
단위는 mm/10ms 이며 힘의 단위는 N(Newton)이다. 

 
3-1 고무판의 마찰력 데이터 수집 

그림 1 의 마찰력 데이터 획득 장치를 사용하여 
고무판의 마찰력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슬레이브

장치 포인터 끝에는 같은 소재의 고무판 조각을 
부착하였다. 마찰력 데이터를 수집 할 때 신경회

로망의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빠른 속도와 느린 속
도, 수직방향의 힘이 세고 약함이 잘 표현되도록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그림 6 의 x 축 성분은 
표면 위에서의 이동속도를 나타내고 y 축 성분은 
표면에 한 수직방향의 힘을 나타낸다. 마이너스

(-)는 아래방향을 의미한다. 신경회로망의 입력공

간에 하여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

1권 755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2 개의 물리량이 신
경회로망의 입력이 된다. 

 
그림 6. 고무판의 마찰력 데이터 획득. 

 
그림 6 을 토 로 정지구간은 속도가 0.25 이하

인 부분으로 정하였다. 운동구간은 정지마찰력이 
최 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되므로 이때의 수직방

향의 힘을 이용해 정지마찰계수를 구할 수 있다. 
수직방향의 힘이 작용하면서 마찰력이 최 가 

되는 부분을 총 10 번의 실험으로 조사하여 정지

마찰계수를 계산한 후 선형함수 근사화를 하여 그
림 7 에 보였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고무판의 정지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그림 7. 정지마찰계수의 선형함수 근사(고무판). 

 
3-2 종이의 마찰력 데이터 수집 

종이의 마찰력 데이터 수집은 고무판과 같은방

법으로 수행하였으며 A4 종이와 4B 연필을 이용하

였다. 획득한 데이터를 그림 8 에 나타내었고 정지

구간은 속도가 0.2 이하인 구간으로 정하였다. 
종이의 정지마찰계수를 계산하기위해 수직방향

의 힘이 작용하면서 마찰력이 최 인 부분을 10
번의 실험을 통해 조사하여 정지마찰계수를 계산

한 후 선형함수 근사한 그래프를 그림 9 에 나타

내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종이의 정지마찰계수

를 나타낸다.  
 
3-3 고무판 마찰력의 신경회로망 학습 

그림 10 의 첫번째 그래프는 수직방향의 힘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의 작용방향은 반
(-마이너스)방향이다. 두번째는 속도 그래프인데 
신경회로망을 학습시키기 전에 샘플링으로 인한 
노이즈를 5 점 이동평균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하

고 기준속도 이상의 데이터만 학습에 사용하였다. 
학습률은 0.01 로 하였다. 

 
그림 8. 종이의 마찰력 데이터 획득. 

 
그림 9. 정지마찰계수의 선형함수 근사(종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 실선이 학습에 사용된 표면 

마찰력 데이터이고 점선이 학습 결과이다. 그림 
10 에서 속도와 마찰력의 관계를 보면 속도가 작
은 부분에서는 마찰력 학습이 제 로 이루어 졌다

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속도의 변화가 큰 부분 
즉 그림의 원 표시 부분에서는 학습데이터와 학습

한 결과 사이에 오차가 크게 나타나 학습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있다.  

 

그림 10. 신경회로망 학습 결과 비교 (고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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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마스터장치의 속도를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킬 때 마스터장치를 추종하는 슬레이브

장치의 무게 때문에 관성력이 부가되어 속도 증가

시에는 마찰력이 증가한 것처럼, 그리고 속도 감
소시에는 마찰력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

이다. 그림 10 에 나타난 학습된 결과는 실제 측정

한 데이터에서 슬레이브장치의 관성으로 인한 힘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관성력을 뺀 순수한 마찰력만을 신경

회로망 학습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습된 결과와 학습데이

터 사이의 차이를 전체구간에 걸쳐 해당시간의 가
속도로 나누면 슬레이브장치의 관성을 만들어 주
는 등가 질량을 알 수 있고, 이를 평균하여 전체 
데이터에서 가속도와 등가 질량의 곱을 빼주는 방
법으로 슬레이브 장치의 포인터 관성으로 생겨난 
힘 오차를 보상하였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

하여 신경회로망을 다시 학습해 보았다. 그림 10
의 네번째 그래프에 관성력에 의한 힘 오차를 보
상한 후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슬레이브장치 포
인터의 관성을 보상하기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된 결과를 3D 그래프로 
표현한 후 Viewport 를 조정하여 수직방향의 힘에 

한 마찰력의 관계를 그림 11 에 나타내었고 속
도에 한 마찰력의 관계를 그림 12 에 나타내었

다. 

 
그림 11. 수직방향 힘에 대한 마찰력의 크기(고무판). 

 
그림 12. 속도에 대한 마찰력의 크기(고무판). 

 
그림 13. 고무판 마찰력의 시뮬레이션(다른각도). 

 
그림 11 에서 수직방향의 힘과 마찰력은 체로 

비례하고 그림 12 에서 속도는 마찰력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마찰력이 다소 감소함을 보이는데 이는 알려

진 수식에 의한 마찰력 특성에 더하여 다양한 입
력 패턴에 한 신경회로망 학습의 특성이라 생각

된다.  
그림에서 점들은 학습에 사용된 마찰력 데이터

를 나타내지만 학습결과와 비교해 흩어져 있는데 
이는 마찰력 획득 장치의 포인터 이동 속도에 
한 힘의 오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 후 
최종 오차(MSE, Mean Square Error)는 0.02N 에 수
렴하였으며 이는 가상 고무판의 마찰력을 표현하

는데 큰 차이를 주지 않았다. 
 
3-4 종이 마찰력의 신경회로망 학습 

그림 14 의 두번째 그래프인 속도의 경우 고무

판과 마찬가지로 샘플링으로 인한 노이즈는 5 점 
이동평균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 하였고 정지구간 
기준속도 이상의 데이터만 신경회로망 학습에 사
용하였다. 학습률은 0.01 로 하였다. 그림 14 의 세
번째 그래프에서 실선이 학습에 사용된 마찰력 데
이터이고 점선이 학습된 결과이다. 

 
그림 14. 신경회로망 학습 결과 비교(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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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경우에도 속도가 작은 부분에서는 학습

이 잘 이루어 졌으나 속도의 변화가 큰 부분에서

는 학습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고무판에서와 
같이 슬레이브장치 포인터의 관성으로 인한 힘 오
차를 보상해 준 후 다시 신경회로망을 학습하여 
그림 14 의 네번째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힘 오차

를 보상하기 전의 결과와 비교해 학습 결과가 좋
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학습 후 최종 출력오차는 
0.013N 이였고 가상 종이의 마찰력을 표현하는데 
있어 큰 차이를 주지 않았다. 학습의 결과를 3D
그래프로 표현하여 그림 15 과 그림 16 에 수직방

향의 힘, 속도에 한 마찰력의 관계를 나타내었

고 그림 17 에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림을 보였다.  

 
그림 15. 수직방향힘에 대한 마찰력의 크기 

(힘 오차 보상, 종이). 

 
그림 16. 속도에 대한 마찰력의 크기 

(힘 오차 보상, 종이). 

 
그림 17. 종이의 마찰력 시뮬레이션(다른 각도). 

 
3-5 가상물체로의 신경회로망 학습 결과 적용 

3 차원 가상물체는 OpenGL 로 구현하였고 
PHANToM 의 작업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Camera
와 Viewport 를 조절하였다. 가상물체와 가상공간

내의 PHANToM 포인터가 충돌하는 경우에만 마찰

력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가상마찰력을 표

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PHANToM 의 
포인터가 가상물체에 닿는 점을 기준으로 현재 위
치와 이전 위치를 이용하여 속도 및 수직방향의 
힘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영속도 구간을 두어 기
준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정지마찰력이 활성화 되
고 기준속도 이상인 경우에는 학습된 신경회로망

을 이용하여 운동마찰력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18 에 PHANToM 의 포인터가 정지상태에

서 운동상태로 변하는 시점을 시간에 한 그래프

로 그려 가상 고무판의 정지마찰력을 나타내었고 
그림 19 에 PHANToM 의 포인터가 가상 고무판 
위를 원운동 할 때의 운동마찰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20 에는 가상종이의 정지마찰력을, 그림 21
에 가상종이의 운동마찰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18. 가상 고무판의 정지마찰력. 

 
그림 19. 가상 고무판의 운동마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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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가상 종이의 정지마찰력. 

 
그림 21. 가상 종이의 운동마찰력.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물체 표면 위의 PHANToM 

포인터의 이동속도와 그때의 수직 아래 방향의 힘
을 입력으로 하고 마찰력을 출력으로 갖는 신경회

로망을 학습시키고 가상환경으로 구현된 가상의 
물체를 만질 경우 학습된 신경회로망으로 가상물

체에 적용하여 충돌지점에서의 실제의 물체 표면

의 마찰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였다 .  
원격으로 조정되는 마찰력 획득 시스템의 특성

상 슬레이브장치의 관성으로 인한 힘 오차 때문에 
신경회로망의 학습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은 부
분이 있었지만 이를 보상해준 결과 상당히 사실적

인 가상마찰력을 표현할 수 있었다.  
실제 물체의 표면 마찰력 데이터를 얻는데 있어 

Force/Torque 센서를 사용하는 등의 정확한 데이터

를 얻는 방법이 적용되고 다양한 마찰력의 성질을 
갖는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하고 신경회로망을 학
습시킨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하지만 2 의 PHANToM 을 보유하고 있
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한 마찰력 학습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물체에 마찰력뿐만 아니라 표면의 거칠기와 
같은 질감도 반영한다면 표면 마찰력을 더욱 사실

적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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