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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 조작(tele-operation)을 위한 인간-로봇 

인터페이스(Human-Robot interface) 중에 하나인 

햅틱 장치(haptic device)는 사용자와 슬레이브 

로봇(slave robot) 사이에서 각각의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햅틱 장치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원격지에서의 필드로봇과 수술용 보조 로봇, 

게임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햅틱 

장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요구되는 원격 제어 로봇 

시스템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햅틱 

장치의 적용분야 확대와 관련 분야 시장 

활성화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호환성이 부여된 라이브러리 및 소프트웨어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 기반으로 햅틱 

장치(Sensable, Phantom Premium model 군) 관련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 Dynamic Linking 

Library)를 생성하였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의 

제어기 개발 소프트웨어인 LabVIEW 상에서 

DLL 을 호출함으로써 햅틱 장치와 

LabVIEW 간에 연동이 가능한 VI(virtual 

instrument)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DLL 

및 VI 는 햅틱 장치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된다. 

 

2. 라이브러리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LabVIEW 환경에서 햅틱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 먼저 C++ 기반으로 

DLL 을 생성하였다. Fig. 1 은  햅틱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 생성된 DLL 구성을 나타낸다. 

 
Fig. 1 Block diagram with DLL structure for a haptic 

device. 

 

생성된 DLL 은 햅틱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Haptic Device Start’와 햅틱 장치의 각종 

매개변수(parameter)를 받아오는 ‘Parameters’, 

햅틱 장치를 해제 하기 위한 ‘Haptic Device 

End’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Haptic Device 

Start’와 ‘Haptic Device End’는 시작과 종료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햅틱 장치의 초기화와 

메모리 및 스레드(thread)를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Parameters’는 장치 정보와 햅틱 

장치 말단 효과장치(end-effector)의 위치, 방위, 

속도, 각속도 등 장치의 상태에 대한 각종 

매개변수들을 받아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각 기능별(Fig. 1 의 어두운 부분)로 추출하여 

하나의 햅틱 장치 관련 DLL 로 생성한다. 

  

3. LabVIEW 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호출 
및 햅틱 장치용 VI 설계 

 
햅틱 장치를 GUI 기반의 제어기 설계 

햅틱 장치와 LabVIEW 연동을 위한 라이브러리 호출에 
관한 연구 

Generation of C based VIs from HLAPI(Haptic Library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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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 LabVIEW 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햅틱 장치용 VI 을 Fig. 2 와 같이 설계 하였다. 

 
(a) 

 
(b) 

Fig. 2 (a) Block diagram and (b) Front panel of 

virtual instrument (VI) for haptic devices. 

 

 C++기반으로 생성된 햅틱 장치 관련 

DLL 은 LabVIEW 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호출 함수를 이용하여 각 기능별 하위 계층 VI 

(SubVI)로 생성되고, 이 SubVI 와 Fig. 1 의 

체계를 이용하여 햅틱 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VI 는 Fig. 2 의 블록 다이어그램(a)과 프런트 

패널(b)로 표현된다. Fig. 3 은 상기 VI 설계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햅틱 장치 정보가 프론트 패널에 출력되고,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조작할 때 각각의 

매개변수 정보도 함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Parameter verification with haptic device 

handling. (Parameter is position for example)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C++기반으로 햅틱 장치 

관련 DLL 를 생성하고 GUI 기반 제어기 개발 

소프트웨어인 LabVIEW 와 연동하여 원격 조작 

로봇의 작업명령 생성 및 햅틱 장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목적 지향형 라이브러리 및 소프트웨어 

설계되었다. 상기 방법으로 설계된 햅틱 장치 

관련 DLL 및 VI 는 향후 동일한 방법으로 햅틱 

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과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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