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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가상환경에 존재하는 교육컨텐츠와 자연스럽게 안터랙션 할 뿐 아니라 인터랙션 양

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햅틱 정보를 달해 수 있는 휴 용 입력장치를 제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햅틱 정보를 되돌려 다. 교육 컨텐츠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

른 햅틱 감각을 생성하기 해 제안하는 입력장치는 모션 제어기, 햅틱 액 에이터, 무선 통신 모듈, 그리고 모션 

센서로 구성한다. 사용자의 모션 입력을 측정하기 해서 가속도 선서를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

이 떨림없이 안정 이고 연속 인 햅틱 감각이 생성됨을 악한다. 

Key Words : Multimedia software, Foundation Survey, Early Childhood, Parents' View, Exposure to 

Multimedia, Learning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n input device that allows a user not only to naturally interact with education 

contents in virtual environment but also to sense haptic feedback according to his/her interaction. The 

proposed system measures a user's motion and then creates haptic feedback based on the measured 

position. To create haptic information in response to a user's interaction with educational contents in virtual 

environment, we develop a motion input device which consists of a motion controller, a haptic actuator, a 

wireless communication module, and a motion sensor. To measure a user's motion input, an accelerometer 

is used as the motion sensor. The experiment shows that the proposed system creates continuous haptic 

sensation without any jerky motion or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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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 실(VR)이란 특정한 세계의 환경/상황을 컴

퓨터를 이용하여 같이 모사(시뮬 이션)하여, 환경

에 한 정보를 인간의 오감( , 코, 귀, 입, 피부 등)

을 통하여 인간에게 달함으로써, 인간이 실제 세계

의 환경/상황을 같이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상 실 세계에서

는 실세계(실제 세계)뿐만 아니라, 실세계에서 

불가능한 세계에 한 시뮬 이션 체험이 가능하다. 

최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술의 발 에 따라 

이와 같은 가상 실의 용 분야가 증 되고 있다. 

재 많은 기술교육시스템들이 연구/개발되어오고 

있지만 실제 교육환경에서는 자주 이용되고 있지않

다.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사용자들에게 확실한 몰

입감  실감을 달 해 주는 것이 어렵기 떄문이

다. 이를 하여 사용자에게 그들이 실제 물체를 보

고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해 주는 가상 실 

기술들이 가상 교육 시스템들에 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 실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은 사용

자들이 실세계에서 표 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까

지도 모사하여 제공해 으로 고가의 장비을 자유롭

게 연습할 수 있게 해  뿐아니라 험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처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기의 가상 실 기술들은 주로 2D 모니터나 제

한된 스크린상에서 물체의 형상을 가시화하는데 주

로 이용되었지만 빠르게 발 하는 마이크로 로세서

와 그래픽 로세서 기술 덕분에 재 가상 실기술

은 3차원 물체의 형상을 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스테 오로 물체

를 인식하도록 해 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  덕분

에 가상 실 기술은 그 쓰임새가 디자인, 시뮬 이

션, 오락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나 공학 분야의 학습 

도구로도 넓 가고 있다. 특히 실 세계에서 악하

기 어렵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실험 실습 과정을 가

상 실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을 할 경우 반복 이

면서, 원하는 방향에서 찰이 가능함과 동시에 다양

한 시각  효과를 통해 효율 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어 교육 분야로의 응용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 하는데 있어 한정된 좁은 모

니터에서 구 되는 가상 실 공간은 그 한계가 명

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의 모니터를 연결하

거나 여러 의 로젝터를 연결하여 하나의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1-7].  

  재 실시간 시각화가 가능한 많은 몰입형 시스템

들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사용자들은  버튼이나 키패

드등을 이용하여 가상의 물체를 조작하므로 직

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상공간과 상호작

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모션입력

이나 제스쳐등을 이용하여 직 으로 가상의 물체

와 상호작용 가능한 natual interaction 기술들이 연

구/개발되기 시작했다. 

닌텐도 사는 닌텐도 라는 외선 카메라와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악하여 가

상공간으로 달하는 입력장치를 개발하 다 [8]. 

Solina and Batagelj는 외선 스테 오카메라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모션을 측정하여 상호작용하는 가

상 실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9] Sugaman 과

Eichler는 두 개의 압력센서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모션 입력을 측정하는 모션 센싱 랫폼을 개발하

다 [10].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모션을 측정하

기 하여 각 발 에 압력센서를 연결하고 두 압력

의 차를 이용하여 몸의 심의 이동을 계산하 다. 

마이크로소 트 사는 손에 부착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션입력만으로 가상공간과 인터랙

션을 할 수 있는 키넥트 (Kinect)라는 입력장치를 개

발하 다 [11]. 키넥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연스럽

게 가상공간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지만 사용자가 실

제물체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완 한 몰입감을 생성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할 때 

완 한 몰입감을 달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모션

에 따른 햅틱 감각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체성

감각 시스템 (somatosensory system)을 자극하여 마

치 사용자가 실제공간에서 물체를 조작하는 것과 같

은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느낌을 제공하는 몰입형 

교육 랫폼을 한 입력장치를 개발한다. 개발하는 

장치는 사용자의 모션을 그 로 읽어 가상교육 컨텐

츠를 조작할 수 있으며 조작할 때 사용자에게 물체

의 굳기등을 각 으로 되돌려주어 몰입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 다. 

II. 모션 입력 부를 한 하드웨어 랫폼

제안하는 시스템 하드웨어는 선형 모터 (linear 

motor), 무선통신 모듈, 제어기, 외선 카메라로 나

뉘어 진다. 사용자는 휴 용 입력 장치 (mobile 

haptic device)를 잡고 움직일 때 외부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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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외선 카메라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악한다. 

악된 움직임은 무선 통신 모듈을 통하여 가상공간

으로 달되며 가상공간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가상의 물체와의 충돌을 계산한다. 충돌 이후에

는 힘계산을 수행한 후 무선 통신모듈을 통하여 제

안하는 휴 용 입력장치로 달하여 휴 용입력장치

에 있는 선형모터를 구동시켜 사용자에게 물체를 조

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1. 시스템 개념도

Mobile Haptic Device
적외선 카메라

그림 2. 시스템 구성

그림 3. 휴 용 입력장치 하드웨어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주며 

그림 2는 실제 구성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휴

용 입력장치에는 루미 리 사에서 개발한 ARM 

Cortex Core를 탑재한 LM8962 마이크로 로세서를 

사용하여 무선통신 모듈, 외선 발 부, 햅틱 액

에이터들을 제어 하 다. 가상공간과의 무선통신을 

하여 블루투스를 사용하 으며 통신 속도는 

115,200bps 로 설정하 다. 그림 3은 제작한 휴 용 

입력장치를 보여 다.

불안정한 원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하여 낮

은 손실도를 갖는 압 귤 이터 (NCP1117)를 사

용하 으며 안정 인 원 공 을 가능하게 하며 갑

작스러운 시스템 정지 상태에 응하기 하여 귤

이터의 양단에 커패시터를 연결하 다. 한 건

지 원과 일반 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III. 모션 입력 부를 한 소 트웨어

본 연구의 목 은 몰입형 가상 기술교육 시스템에 

용가능한 인터랙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몰입감을 증가시키기 하여 두 의 카메라

를 이용한 Stereo Camera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공간상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두 의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

마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인 특성이 모두 다르게 

제작 되므로 즈의 왜곡을 보정하며 2개의 카메라 

사이의 계를 구하는 캘리 이션 (Calibration) 과

정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즈, 조리개, 필름으로 구성이 되어있

다.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카메라는 같은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즈의 크기, 화면의 

왜곡정도가 카메라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상을 제 로 구하기 

해서는 카메라의 특성을 구하는 과정인 Calibration

을 수행하여야 한다. 

캘리 이션을 하여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캘

리 이션 패턴 (그림 4)을 다양한 자세로 변형하

면서 상을 획득하고 캘리 이션 패턴의 구석부

분 (corner)을 특징으로 추출하고 특징 들의 좌표를 

정 하게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메라 투

행렬모델은 수식 1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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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3×4 projection matrix를 구하기 해서 

world coordinate를 아는 최소 6개의 을 이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캘리 이션 박스를 통하여 총 

18개의 의 치를 악하여 계산을 수행하 으며 

계산값을 확인하 다. 그리고 물체의 들인 (xp0, 

yp0, zp0)와 이미지 포인트(wxp1,wyp1)를 이용하면 식1

을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2)

(4)

18개의 치  6개를 선정하여 의수식들을 정리

하면 수식 (5)와 같이 A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투 행렬의 계산을 수행하 다. 

(5)

휴 용 입력장치에는 LED 발 부들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캘리 이션 후 스테 오 카메라에

의해 보여지는 LED의 치를 구할 수 있다.  카메

라에 의해 측정된 LED의 좌표를 (xp1, yp1), (xp2, yp2)

라 하고, 좌측과 우측에 치한 카메라들에 하여 

캘리 이션을 수행하면 2개의 투 행렬이 계산된

다. 

(6)

(7)

수식 (7)과 (8)은 이용하여 물체의 world 

coordinate (V)을 계산하면 수식 (9)와 같이 된다. 

(9)

where, 

그림 4. 캘리 이션 패턴

IV. 실험  결과

그래픽 /햅틱 실험을 하여  Visual C++를 이용하

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 으면 그래픽 라이 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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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penGL을 이용하 다. 실험은 개발한 휴 용 입

력장치와 i5 로세서를 탑재한 PC에서 수행하 다. 

본 시스템의 교육환경에 용가능성을 증명하기 

하여 본 시스템의 치오차와 각 피드백 성능을 

악하 다. 그림 5는 치 오차를 측정하기 한 그

래픽 환경을 보여 다. 그림 5에서 (a) 역은 좌측 

외선 카메라에서 측정한 좌표이고 (b) 역은 우

측 외선 카메라에서 측정한 이동형 입력 장치의 

좌표이다. 그리고 (c) 역은 좌측카메라와 우측 카

메라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한 이

동형 입력 장치의 최종 3차원 좌표값들을 보여주며 

(d) 역은 계산한 이동형 입력장치의 좌표값에 따

라서 역좌표계에서 그래픽 으로 출력한 모습을 

보여 다. 측정오차는 약 1mm 이내로 얻어졌다. 

(a)

(b)

(c)

(d)

 

그림 5. 좌표 측정을 한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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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햅틱 결과

  공간상에서 자연스럽게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

는 지를 악하기 하여 간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를 구축하 다. 가상공간에는 의자와 책상을 치시

켰으며 사용자는 의자와 책상을 이동하면서 배치를 

시킨다. 그래픽 결과와는 달리 햅틱 결과는 그림으로 

표 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동형 입력장치를 이

용하여 의자의 앉는 부분을 정확히 에서 아래로 

름에 따라 발생하는 힘을 도식화 하 다. 그림 6은 

사용자가 그래픽 물체의 딱딱한 정도를 악하기 

하여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여 물체의 앙부분 른 

후 변형시켰을 때 사용자가 받는 힘을 보여주고 있

다. 이때 사용자와 물체가 한 좌표는  (55,60,30)

이었으며 이동은 z 축만을 고려하 으며 10만큼 아

래로 이동하 다. 햅틱 결과는 완 히 선형 이지는 

않지만 름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한 떨림없이 안정 인 힘을 사용자에

게 달할 수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상교육에서 활용가능한 가

상공간을 직 으로 조작할 수 있는 몰입형 

교육 랫폼을 구축하 다. 강의자는 몰입형 교

육 랫폼을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을 피 교육

자가 원하는 임의의 각도로 보여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체의 굳기등을 각을 통하여 달할

수 있다. 3차원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의 움직임

을 실시간으로 추 하기 하여 공간좌표를 실

시간으로 추출하는 스테 오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 다. 개발한 스테 오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사의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계산하

여 강의자와 가상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인터랙

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휴 용 인터랙션 

모듈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가상공간과 인터랙

션 시 발생하는 힘을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사

용자에게 달해 주었다. 개발한 시스템은 기 

자 제어시스템등에서 물체의 거동을 정확히 보여

주는데 도움을  뿐 아니라 물체의 속도, 가속도등

을 각 으로 피 교육자에게 달해 주어 피 교육

자에게 몰입감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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