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햅틱 질감(Haptic texture)은 사람이 물체 표면을 만질 때 느
낄 수 있는 햅틱 특성(Haptic property)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는 해당 물체의 재질감, 마찰감, 온도감, 거칠기 등의 여러 정
보를 포함하며, 인간이 물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촉각 인지와 
직결된다. 따라서 햅틱 가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할 때 햅틱 질
감은 실제와 유사한 햅틱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1].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햅틱 질감을 제공하기 위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햅틱 질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알려진 
접촉이 일어나는 표면의 미세구조(micro-geometry)사이의 물리
적 상호작용을 물리적으로 정확히 모델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실제 물리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방법 대신 접촉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진동을 최대
한 많은 조건에서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자료 기반 
방법(data-driven method)를 이용하여 햅틱 질감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기반 방법의 햅틱 질
감 모델링 및 렌더링 방법은 사용자가 스타일러스 펜 같은 도
구를 사용하는 환경(tool-mediated situation)에 적용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2][3]. 
 그런데 실제 사람이 햅틱 질감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이 아닌 맨손
으로 햅틱 질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햅틱 질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맨손의 
사용자에게 햅틱 질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료 기반 방법은 좋은 결과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도
구를 사용하는 환경의 경우, 실제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도구
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여 표면을 긁을 때 발생하는 진동 정보
를 스타일러스 펜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정확히 측
정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햅틱 질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맨손 환경의 경우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진
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손가락 끝에서 느
껴지는 진동은 센서 부착이 가능한 손가락의 다른 부분까지 온
전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손가락 끝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 센서의 부착으로 손가락과 물체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맨
손 환경에서 햅틱 질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 기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기반 
햅틱 질감 모델링을 수행한다. 햅틱 질감을 모델링하기 위한 
물체의 표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서 물체 표면의 미
세구조의 높이 맵(height map)을 생성하여 이용한다. 이렇게 
이용된 높이 맵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진동 파형
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진동 파형을 초박형 진동 액추에이터
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햅틱 질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미지 기반 햅틱 질감 제공 시스템은 기존에도 연구
되었던 바 있으나[4] 당시 모델링의 부정확성 및 렌더링 시스
템의 큰 크기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감 모델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 시스템 
및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였고, 시스템의 간편하고 광범위
한 이용을 위해서 렌더링 시스템을 소형화 및 간편화하였다.

2. 햅틱 질감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햅틱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체 표
면을 긁을 때 일어나는 진동을 이용하고, 이를 위해서 물체 표
면의 미세구조를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 앞에서 설명하였듯 이미지를 기반으로 햅틱 질감을 
렌더링하는 시스템은 기존에도 선보인 바 있으나, 물체 표면의 
단일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내의 밝기 차이로 높이 맵을 
만들어 이용했기 때문에 광원의 위치 및 사진 촬영 위치에 따
라서 높이의 왜곡이 일어나고 사진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높이 
차이가 높이 맵에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햅틱 
질감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이미지 방식보다 발전된 방식인 
photometric stereo 방식을 채용하였다. 이 방식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3차원 표면 생성(3D surface reconstruction)을 위해서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하나의 표면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할 
때 광원 위치 또는 카메라 위치를 변경시킴으로써 여러 장의 
사진 이미지를 획득하고, 각 사진 이미지 간의 correspondence
를 이용해서 하나의 3차원 높이 맵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방식은 컴퓨터 그래픽스에 적용되어 그래픽스 질감 표현에
는 사용된 바 있으나[5], 햅틱 질감 표현을 위해서 사용된 전례
는 없다.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6]에 소개된 방식을 차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컴퓨터 비전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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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햅틱 질감(Haptic texture)은 물체 표면에서 느낄수 있는 촉각 정보로써 햅틱 렌더링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환경에서 햅틱 질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진동 또는 힘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 기반 햅틱 질감 모
델링 방법을 도입하였고, 3x3 진동 배열을 이용한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햅틱 질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균일(inhomogeneous)한 표면을 생성한 
연구로, 간단한 모델링 장비가 주는 확장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손 표면의 주름 또는 나무판자의 미세한 융기까지 모델링하는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실제 모델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햅틱 질감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체의 샘플의 사진을, 카메라 위치
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광원의 위치를 변경시켜가며 촬영하였
다. 여기서 [6]의 방식은 카메라 위치 및 광원의 위치 또한 추
정(estimation)을 통해서 결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정확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획득용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돔 형태의 외골격에 미리 정해진 위치에 LED를 부
착하여 각각 광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카메라 위치 및 광원의 
위치를 정확히 고정시켜 이후의 추정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장
하였다. 이 구조물은 지름 0.5m의 돔 형태로 되어 있어 카메라
는 물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0.5m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각각의 광원은 물체의 표면을 둘러싸고 36도씩 경도 차이를 가
지는 10개의 위치, 물체의 표면에 대해서 40도, 55도, 70도의 3
가지 위도의 총 30개의 위치에 부착되었다. 촬영된 사진에서 
배경을 나타내는 픽셀은 제외한 물체를 나타내는 픽셀만 따로 
masking하여 3차원 표면 생성 알고리즘으로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생성된 높이 맵 정보는 실제 축척과 유사하도록 높이 값
이 축소된 상태로 저장되었다. 

3. 햅틱 질감 렌더링

 2장에서 생성된 높이 맵 정보는 진동 또는 힘 등의 특정한 햅
틱 신호를 염두에 두고 만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렌
더링 방법에 응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각
의 햅틱 신호로 변형해 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서는 맨손의 사용 환경에서 햅틱 질감을 제공한다는 사용 시나
리오에 적합하도록 최소한의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햅틱 
질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입력장치가 필요하다. 사용
자에게 햅틱 질감을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만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위치정보, 
사용자가 물체 표면을 긁고 있을 때의 이동 속도가 필수적인 
입력 요소가 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물체 표면에 가하는 
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가상 물체를 만질 때 반
발력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가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으로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
당 정보를 제외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물체의 표
면을 긁을 때, 사용자가 물체 표면에 가하는 힘은 비교적 일정
하다는(force-consistency) 사실이 알려져 있다[7]. 따라서 우리
는 입력 시스템의 간편화를 위해서 단일 센서로 사용자의 손에 

추가적인 부착물이 없이도 사용자의 손의 위치 및 이동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Leap motion을 햅틱 질감 전달 시스템의 입력 
장치로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햅틱 질감을 제공하기 위한 햅틱 장치
(Haptic display)로는 전기활성물질(EAPap)를 이용한 3x3 진동 
배열(tactile array)를 이용하였다[8]. 전달되는 전압의 변화를 진
동으로 변환하여 진동을 출력하는 이 장치는, 다양한 종류의 
햅틱 장치들 중에서도 매우 작은 크기(15 x 15 x 1 mm)를 가
질 뿐만 아니라, 진동의 대역폭 및 진동의 크기에서도 햅틱 질
감을 표현하기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조건(진동 대역폭 10~250 
Hz 이상, 진동 크기 0.5 G 이상)을 만족하는 햅틱 질감 렌더링
에 매우 적합한 장치이다. 또한 단일 액추에이터가 아닌 3x3의 
총 9개의 진동 액추에이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
자가 물체 표면을 긁을 때 나타나는 진동의 시간적(temporal) 
변화뿐만 아니라 위치적(spatial) 변화 또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햅틱 질감 렌더링의 현실감을 더욱 증
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된 높이 맵 정보 및 Leap motion으로 전
달된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3x3 진동 배열로 출력하기 위
한 진동 파형을 만들어주는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이 고안되었
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높이 맵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을 사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울기 방법
(gradient method)를 이용하였다. 사용자의 손가락 끝을 일정
한 크기를 가지는 가상의 구형 커서라고 가정하고, 높이 맵과 
손가락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높이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는 
sinusoidal wave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는 손가락이 물체 표
면의 미세구조와 충돌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간단
하게 적용한 것으로, 햅틱 질감을 힘 출력 장치로 표현한 
Minsky의 연구[9]와 유사한 방식을 진동 출력에 적용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높이 변화가 그대로 힘의 크기로 적용되어 힘 
피드백 햅틱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본 연구
에서는 높이 변화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sinusoidal 
wave의 크기가 변경되고, sinusoidal wave의 주파수는 해당 높
이 맵에서 현재 사용자가 이동하고 있는 경로의 거칠기
(roughnes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진동을 이용한 
질감 렌더링에서, 고주파수의 진동 렌더링(>150 Hz)는 사용자
에게 부드러운 느낌을, 저주파수의 진동 렌더링(<50 Hz)는 거
친 느낌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높이 맵의 높이 변화에서 계산한 거칠기를 sinusoidal wave의 
주파수에 대응시켜서 진동 신호를 생성한다. 높이 맵의 현재 
거칠기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전기활성물질 3x3 진동 배열 및 실제 작동 부분

[그림 1] 이미지 획득을 위한 구조물 제작



여기서 은 현재부터 5초 전까지 높이 맵의 높이 변화가 
기록된 의 푸리에 변환이며 은 에 해당하는 주
파수 값이다. 즉 높이 맵의 현재 거칠기 값은 최근 5초 동안 
높이 맵의 높이 값 변화의 spectral centroid값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거칠기 값이 클수록 높이 맵이 거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출력할 sinusoidal wave의 주파수를 결
정한다. ∇와 거칠기 값에 따른 sinusoidal wave의 크기와 
거칠기 값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이 식의 수
치는 값의 변화에 따른 질감 렌더링을 인지적으로 비교한 뒤 
휴리스틱하게 결정되었다. ∇의 단위는 mm이며, 
Amplitude의 최고값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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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진동 파형은 Leap motion의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주기인 100 Hz의 주기로 재생성되
어 3x3 진동 배열에 전달된다. 진동 배열 중 가운데(충돌의 기
준이 되는 가상 커서의 위치)의 액추에이터는 진동 파형 그대
로 재생되며, 나머지 액추에이터 중 사용자의 손가락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가운데 액추에이터를 기준으로 이동 방향의 반
대편의 액추에이터는 가운데 액추에이터에서 재생된 파형이 약
화 및 지연되어 전달되어 사용자에게 위치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진동을 전달한다. 이외의 액추에이터는 약한 white 
noise 신호를 재생한다.
 [그림 3]는 이 렌더링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 시나리오를 테스
트하기 위한 환경이다.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모델링 된 
물체의 사진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며, 3x3 진동 배열을 장착
한 손가락의 위치는 Leap motion으로 실시간으로 인식된다. 인
식된 위치에 따라서 햅틱 질감 렌더링 알고리즘이 진동 파형을 
생성하여 DAQ 및 앰프를 통해서 진동 배열로 전달하여 사용자
에게 질감이 전달된다. 실제 해당 환경을 통해서 종이, 나무판
자, 코르크가 포함된 햅틱 질감 렌더링을 수행한 결과 각각의 
물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감 렌더링이 잘 수
행되었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이 논문에서는 맨손을 이용한 가상 환경에서 햅틱 질감을 전
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장에서는 맨손 환경에 맞
는 햅틱 질감 모델링을 위해서 photometric stereo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3장에서는 2장에서 모델링된 
높이 맵을 바탕으로 실제로 햅틱 렌더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햅틱 질감 렌더링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햅틱 질감 렌더링 알고리즘으로 간단한 
gradient based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
치들을 휴리스틱하게 결정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일반적으로 햅틱 질감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제 사용자 평가를 통해서 햅
틱 질감 렌더링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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