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연성 물체의 햅틱 렌더링은 의료 훈련과 같은 분

야에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높은 사실성을 

가진 렌더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물체의 복잡

한 거동을 햅틱적으로 묘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표현하는 공식들을 이용한 

연성 물체의 시뮬레이션은 계산량이 매우 많아 햅틱 

렌더링에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물체의 거동을 직접 측정한 뒤 측정 정보를 바탕으

로 모델을 훈련 시켜서 햅틱 렌더링에 사용하는 데

이터 기반 렌더링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Mahvarsh와 Hayward는 연성 탄성 물체의 높은 

사실성을 가진 햅틱 렌더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 또는 측정된 결과를 렌더링 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1]. Fong은 Mahvarsh와 Hayward의 방법을 

확장하여 실제 물체의 형태와 햅틱 거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2]. 이 두 방법론들은 탄성 물

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Hover et al.은 조성이 

균일한 점탄성 물체를 대상으로 측정 정보를 RBF로 

모델링하여 햅틱 렌더링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3]. Sianov와 Harders는 조성이 균일하지 않는 

점탄성 물체를 대상으로 측정 정보와 거동을 데이터 

기반 렌더링에 사용할 수 있게 RBF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4].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실제 물체를 대상으로 측정

과 모델링을 수행하였지만 물체와 제한적으로만 상

호작용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물체를 누르는 상호 작

용의 경우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물체의 표면을 미끄

러지는 상호 작용의 경우, 물체를 누르는 상호 작용

의 모델링 결과를 보간하여 사용하는 수준으로 제한

적이거나[1][2],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3][4]. 이에 따라 우리는 물체의 표면을 미끄러지

는 경우도 모델링 하여,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이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을 위한 모델 

2.1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을 위한 모델의 개요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의 기본은 실제로 측정한 

값을 저장한 다음 이를 근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 값을 잘 복원하기 위해서는 측정 값과 

연관되는 물리적인 입력 정보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물리적인 입력 정보를 색인으로 삼아 측정 

값을 불러 오기 때문이다.  

 기존의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1-4]에서는 현재 

프로브의 위치와 최초 접촉 위치 사이의 프로브의 

변위를 색인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탄성 물체에서 

sliding 마찰력을 무시할 경우, 프로브가 물체에 수행

한 일은 경로 의존성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물체와 프로브의 최초 접촉 위치가 일

정하다면, 현재 프로브의 위치가 물체의 변형을 표현

하는 변위 장과 프로브와 물체 사이의 반응 힘을 결

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물체의 표면을 미끄러지는 거동을 모델링 

할 경우에는 sliding 마찰력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이 환경의 물체와 프로브 사이의 반응 힘은 프로브

의 이동 경로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이동 경로

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로 필요로 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브의 위치와 최초 접촉 

위치 사이의 프로브의 변위 중 이동 경로에 영향을 

연성 물체의 미끄러짐 접촉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햅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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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성 물체의 햅틱 렌더링은 햅틱스의 의료 분야 응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연성 물체의 사실성이 높은

햅틱 렌더링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실제 물체의 반응 힘과 거동을 측정하고 모델링한 뒤 렌더링에 이용

하는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균일 조성을 가진 실제 물체와 sliding 

contact을 포함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햅틱 렌더링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렌더링 시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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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oS와 거시 응용의 연동 방법에 한 연구

A study on connection method of legacy application to OPRoS

요       약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컴포 트와 소 트웨어 알고리즘 컴포 트를 효과

으로 통합 운용하여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  소 트웨어 랫폼으로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OPRoS 랫폼을 이용한 로  시스템은 컴포 트 규격에 따라 각각의 기능과 알고리즘을 컴포 트 형태로 구 하여 구

성한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컴포 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구 된 환경의 특이성으로 인해 컴포 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거시 응용들이 컴포 트로 작성되지 않고도 OPRoS 랫폼 상에서 구동되는 컴포 트와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한 OPRoS와 거시 응용의 연동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랫폼 외부의 도구나 응용 로

그램에서 컴포 트 내부 변수에 한 조회, 설정  메서드 호출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1] OPRoS 기술의 구성 

1 .  서 론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는  

로  제어에 필요한 소 트웨어 컴포 트를 수용하

여 주어진 목 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해 컴포 트에 의해 구동되는 하드웨어 디바이

스와 로 의 기능을 제공하기 한 소 트웨어 알고

리즘 컴포 트들이 효과 으로 상호 운용될 수 있도

록 하기 하여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온 로  

소 트웨어 랫폼이다[1][2].

OPRoS는 그림1과 같이 로 의 기능 모듈을 운

하기 한 컴포 트 임웍 기술과 로 이 수행할 

일련의 작업을 직 으로 표 하고 이를 운 하기 

한 태스크 임웍 기술, 그리고 이외에 임

웍에서 구동될 컴포 트  태스크의 제작, 편집, 디

버깅, 시뮬 이션 등을 지원하기 한 통합 개발 환

경으로 구성된다[3].

로  응용 개발자가 OPRoS 랫폼을 활용하여 

로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사용할 장치나 알고리즘 

컴포 트들을 입수하거나 구 해야 한다. 모든 시스

템 구성요소가 컴포 트 형태인 경우가 가장 이상

이나 기존에 다른 형태로 구 된 시스템이 있는 경

우 기존 시스템을 컴포 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이 

OPRoS 구동 환경에 합하지 않은 구조인 경우 컴

포 트로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거시 응용들을 컴포 트

로 작성하지 않고도 OPRoS 랫폼 상에서 구동되

는 컴포 트와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2 .  OPRoS 컴 포 트  거시 연동 방법

2 . 1  컴 포 트  거시 연동 로 토콜

OPRoS 랫폼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이 컴포 트 

실행 엔진에서 구동되고 있는 컴포 트의 상태나 내

부 변수 등을 측할 수 있도록 하는 로토콜을 정

의하고 있다. 단순한 측기능을 하는 통합 개발 환

경과 달리 거시 응용과의 연동은 컴포 트 내부 

변수 등에 한 참조와 컴포 트 내부 변수에 한 

       



받는 변위와 받지 않는 변위로 나누어서 모델링에 

이용하기로 한다.  
  

2.2 모델링 환경  

모델링 및 렌더링을 위해 그림 1의 좌측과 같이

Sensable PHANToM Premium 1.5 HF 햅틱 인터페

이스에 ATI NANO17 6축 힘/토크 센서를 설치하였

다. 센서의 끝에는 구형의 프로브를 설치하였다. 모

델링 대상 물체는 내부 조성이 균일하지 않은 평면

의 점탄성 물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우측에 있는 실리콘 블록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그 강성은 0.2~0.8 N/mm의 분포를 갖고 있었

다. 이 블록은 바닥에 완전하게 고정되었다. 

 

 
[그림 1] 모델링 환경과 대상 

 

2.3 데이터 기반 햅틱 모델 

물체와 상호 작용하는 프로브의 중심 위치를 p 로 

표현한다. 그 프로브의 속도는 p 로 표현한다.  

우리는 물체 표면과 프로브의 sliding contact을 표

현하기 위해 변형되기 전의 물체 표면 위에 있는 프

로브의 중심 위치인 프록시 q 를 정의한다. 이 프록

시 q 는 물체의 변형이 제거되었을 때 현재 프로브

의 중심이 위치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프로브와 물체가 접촉을 시작하였을 때의 프로브

의 중심 위치를 cp 라고 하자. 이제 접촉이 진행되면

서 물체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프로브 중심

의 cp 를 기준으로 한 변위는 다음과 같다.  

dt
t

t
c

c

∫=−= pppu . 

이 변위를 탄성 변위
eu 와 소성 변위

pu 로 나누기

로 한다.  

pe uuu += .  

이는 contact mechanics에서 slip 현상을 소성 변

형과 유사하게 다루는 방법론을 프로브의 거동에도 

적용한 것이다[5]. 일반적인 소성 변형의 경우 물체

에 가한 스트레스가 항복면 (yield surface)이하일 

경우 탄성 변형이 발생하다가 항복면을 넘어서는 순

간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변형량을 탄성 변형

과 소성 변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소성 변형이 

발생한 후라도 스트레스를 제거하였을 경우 탄성 변

형으로 인한 변형량은 다시 복원된다.  

이 관계를 프로브와 물체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면, 

프로브와 물체가 slip하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한 변위

는 탄성 변위로 볼 수 있다. 이는 물체의 변형이 없

어져 변형 이전의 상태가 되었을 때, 프로브의 위치

가 복원되는 변위를 의미한다. 한편 물체와 프로브가 

slip 상태 일 때 발생한 변위는 소성 변위로 취급할 

수 있다. 이는 물체의 변형이 없어져도 프로브의 위

치가 복원되지 않고 이동한 변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초 접촉한 프로브의 중심 위치 cp 로

부터 프로브의 소성 변위 
pu 만큼 이동한 점을 프록

시 q 로 정의하기로 한다.  

c
p puq += . 

한편 이 프록시를 이용하면 물체의 탄성 변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pu −=e
. 

따라서 프록시 q 를 이용하면 최초 접촉한 프로브

의 중심 위치 cp 를 이용하지 않고 물체의 탄성 변위

와 소성 변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물체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탄성 변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프로브가 물체의 프록시 

q 에서 접촉을 시작하여 현재의 중심 위치 p 에까지 

다다르는 경로를 통해 수행한 일이 탄성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인 햅틱 모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 qppgf = . 

프로브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프록시의 위치를 입

력으로 사용하며 함수의 결과 값인 힘은 주어진 조

건에서 측정된 반응 값이다. 따라서 함수 g 는 주어

진 조건에 대한 반응 힘의 근사 함수이다. 이 근사 

함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radial-basis function 

(RBF)을 이용하였다[4].  
 

 2.4 데이터 기반 햅틱 모델을 위한 Slip-yield 

surface의 측정  

 데이터 기반 햅틱 모델의 입력 값으로 필요한 정보

들은 현재 프로브의 위치 p , 프로브의 속도 p , 프

로브의 힘 센서로 측정한 합력 f , 그리고 프록시의 

위치 q 이다. 이 중 프록시의 위치와 합력은 측정으

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값이고 프로브의 속도는 필터

를 통해 얻을 수 있다[6]. 그러나 프록시의 위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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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정하기 위해 프로브와 물체 사이의 Slip-

yield surface를 측정하도록 한다. Slip-yield 

surfaces는 프로브가 물체에 가한 힘이 물체와 프로

브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초과하여 slip이 발생

하였을 때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slip-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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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는  

로  제어에 필요한 소 트웨어 컴포 트를 수용하

여 주어진 목 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해 컴포 트에 의해 구동되는 하드웨어 디바이

스와 로 의 기능을 제공하기 한 소 트웨어 알고

리즘 컴포 트들이 효과 으로 상호 운용될 수 있도

록 하기 하여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온 로  

소 트웨어 랫폼이다[1][2].

OPRoS는 그림1과 같이 로 의 기능 모듈을 운

하기 한 컴포 트 임웍 기술과 로 이 수행할 

일련의 작업을 직 으로 표 하고 이를 운 하기 

한 태스크 임웍 기술, 그리고 이외에 임

웍에서 구동될 컴포 트  태스크의 제작, 편집, 디

버깅, 시뮬 이션 등을 지원하기 한 통합 개발 환

경으로 구성된다[3].

로  응용 개발자가 OPRoS 랫폼을 활용하여 

로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사용할 장치나 알고리즘 

컴포 트들을 입수하거나 구 해야 한다. 모든 시스

템 구성요소가 컴포 트 형태인 경우가 가장 이상

이나 기존에 다른 형태로 구 된 시스템이 있는 경

우 기존 시스템을 컴포 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이 

OPRoS 구동 환경에 합하지 않은 구조인 경우 컴

포 트로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거시 응용들을 컴포 트

로 작성하지 않고도 OPRoS 랫폼 상에서 구동되

는 컴포 트와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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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엔진에서 구동되고 있는 컴포 트의 상태나 내

부 변수 등을 측할 수 있도록 하는 로토콜을 정

의하고 있다. 단순한 측기능을 하는 통합 개발 환

경과 달리 거시 응용과의 연동은 컴포 트 내부 

변수 등에 한 참조와 컴포 트 내부 변수에 한 

       



surface는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프로브와 물체를 cp 에서 최초 접촉시킨 상태에서, 프

로브에 미리 정해진 수직 부하와 수평 부하를 가한

다. 프로브와 물체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져, 프로브

의 이동 속도가 0이 되거나 프로브의 위치가 cp 에

서 미리 정한 거리 밖으로 나갔을 경우, 현재 위치와 

반응 힘을 측정하고, 프로브에 가한 수평 부하와 수

직 부하를 제거한다. 이렇게 부하를 제거한 뒤에 물

체 표면에 남은 프로브의 위치를 다시 측정한다. 이 

위치를 rp  이라고 하자. 만약 측정된 rp 이 cp 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프로브의 궤적들 사

이에 slip이 발생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한편 실제 측정에서는 프로브와 물체 사이의 범위 

접촉으로 인해 프로브와 물체의 일부는 slip이 발생

하지만 프로브의 전체에는 slip이 발생하지 않는 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cp 와 rp 사이에 차이

가 발생하였지만 프로브는 물체와 완전하게 미끄러

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slip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해 물체에 가한 부하와 ||- || cr pp  사이의 관

계를 확인한다. 물체와 프로브 사이에 완전한 slip이 

발생하였다면 물체에 가한 부하에 관계 없이  

||- || cr pp 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세부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체와 프로브 

사이에 접촉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 미리 계산한 방

향과 크기의 부하를 가한다. 만약 프로브와 물체 사

이에 평형이 이루어지면 부하를 제거하고 rp 의 위

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다음에 가하는 부하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만약 프로브와 물체 사이에 평형이 이루

어 지지 않을 경우, 프로브가 미리 정의된 범위를 벗

어 날 경우 부하를 제거하고 rp 의 위치를 측정한다. 

그 다음은 부하의 크기를 유지하며, 프로브의 거동을 

제한하는 범위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접촉을 반복

하면, 물체에 가한 부하와 ||- || cr pp 사이의 그래프

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

생하는 지점을 추적하여, 그 때의 부하를 slip-yield 

surface로 이용한다. 한편 부하에 대응되는 프로브의 

위치를 저장하여 slip-yield surface에 대응되는 

elastic 변위를 저장할 수 있다.  
이 slip-yield surface는 물체의 접촉 지점에 따라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수의 측정

을 수행하고, 이들 측정 값을 보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5 Slip-yield surface을 이용한 프록시 위치의 결정 

Slip-yield surface를 측정하였다면 물체의 표면을 

프로브로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모델링을 수행한다. 

이 때 프록시의 위치 q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탄성 

변위와 소성 변위를 측정하고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의 측정 프레임의 인덱스를 i라
고 할 때, 매 측정 프레임 마다 변위의 변화량을 다

음과 같이 표현한다.  

pe uuu ∆+∆=∆ . 

변위의 변화량을 탄성 변위의 변화량과 소성 변위

의 변화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slip-yield surface

를 이용한다. 현재 측정한 힘의 값이 slip-yield 

surface의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경계나 외부에 있

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slip-yield surface의 내부에 

있다면 
euu ∆=∆ 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ee
i

e
i uuu ∆+= −1 로 표현할 수 있다.  

측정한 힘이 slip-yield surface경계나 외부에 있

는 경우라면 측정 힘의 tangent 요소 방향으로 
pu∆ 의 변화가 발생한다. 평면 물체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므로 물체의 평면의 접선과 같은 방향을 향

하는 힘의 요소 tf 를 이용하여 
pu∆ 의 방향을 결정

한다. 또한 
pu∆ 의 크기는 전체 변위 1−−= iii qpu  

에서 미리 측정한 slip-yield surface에 대응되는 

elastic 변위
eu 를 빼서 결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프록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1ii qq pu∆ . 

 결정된 프록시의 위치는 현재 프로브의 위치와 속

도와 측정된 힘 값과 함께 RBF 를 계산하는데 이용

한다.  
 

2.6  RBF 모델의 생성  

 결정된 프록시의 위치는 현재 프로브의 위치와 

속도와 측정된 힘 값과 함께 RBF 를 계산하는데 이

용한다. 이 RBF 모델링에 사용하는 방법은 Sianov

와 Harder가 제시한 RBF 모델과 Random selection 

방법론을 이용한다[4]. p , p , q 로 이루어진 벡터 ir
로 이루어진 측정 값과 각각의 축의 힘 if 의 값이 

측정되어 있을 때, 데이터 기반 모델은 다음과 같은 

RBF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

,...1   ||),(||

3
1

rr

rr

=

=−= ∑
=

ψ

ψ
N

m
miii Niwf

 

  이 RBF를 Random selection 방법론을 이용하여 

훈련 시킨다. 이 방법론을 이용한 결과 고차원의 정

보도 충분히 잘 근사할 수 있었다. 

 

3. 데이터 기반 햅틱 모델의 성능 평가  

 데이터 기반 햅틱 모델의 성능 평가 및 렌더링은 

2.2 장에서 제시한 같은 모델링 환경과 동일한 환경

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다. 동일 환경에서 모델링

을 수행한 뒤에, 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거동하며, 측

정한 값과 모델링 한 값을 비교하였다.  

모델링에 이용한 물체는 그림 1 우측의 평면 실리

콘 블럭으로, 내부의 밀도에 차이를 두었다. 이 물체 

중 중심부 
233 cm× 의 영역을 모델링 대상으로 삼았

으며, 그 영역의 네 꼭지점의 지점에서 각각 slip-

yield surface의 형태를 샘플링 하였다. Slip-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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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를 만들기 위해 최대 3 N의 힘을 수직 방향

으로 제시하였고, 수평 방향으로도 약 3 N의 힘을 

제시하였다. 측정한 Slip-yield surface의 형태는 그

림 2와 같다. Slip-yield surface의 형태가 결정된 뒤

에는 89,000개의 샘플을 측정하여 226개의 RBF함

수의 조합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실제 물체의 표면을 자유롭게 탐색한 결과와 모델

링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면을 자유롭게 움직인 

약 25,000개의 측정 값과 모델링 값을 비교하였을 

때, RMSE 오차가 0.7 N의 수준이었다. 그림 3에서 

프로브로 물체를 y축의 중력 방향으로 누른 상태에

서 x축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였을 때의 측정 반응힘

과 렌더링 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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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한 Slip-yield surface  

 

 

 
[그림 3] Sliding 거동의 측정 힘과 렌더링 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slip-yield surface를 측정

하고 실시간으로 변위의 탄성 요소와 소성 요소를 

분리한 뒤 RBF를 이용하여 물체의 거동과 반응 힘

을 재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sliding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접촉의 샘플링만을 수

행한 뒤 보간하는 방법에 비해 효과적으로 sliding 

접촉의 모델링도 수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평면의 

단순한 물체를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나 향

후 더 복잡한 slip-yield surface의 모델을 적용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대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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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oS와 거시 응용의 연동 방법에 한 연구

A study on connection method of legacy application to OPRoS

요       약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컴포 트와 소 트웨어 알고리즘 컴포 트를 효과

으로 통합 운용하여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  소 트웨어 랫폼으로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OPRoS 랫폼을 이용한 로  시스템은 컴포 트 규격에 따라 각각의 기능과 알고리즘을 컴포 트 형태로 구 하여 구

성한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컴포 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구 된 환경의 특이성으로 인해 컴포 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거시 응용들이 컴포 트로 작성되지 않고도 OPRoS 랫폼 상에서 구동되는 컴포 트와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한 OPRoS와 거시 응용의 연동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랫폼 외부의 도구나 응용 로

그램에서 컴포 트 내부 변수에 한 조회, 설정  메서드 호출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1] OPRoS 기술의 구성 

1 .  서 론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는  

로  제어에 필요한 소 트웨어 컴포 트를 수용하

여 주어진 목 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해 컴포 트에 의해 구동되는 하드웨어 디바이

스와 로 의 기능을 제공하기 한 소 트웨어 알고

리즘 컴포 트들이 효과 으로 상호 운용될 수 있도

록 하기 하여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온 로  

소 트웨어 랫폼이다[1][2].

OPRoS는 그림1과 같이 로 의 기능 모듈을 운

하기 한 컴포 트 임웍 기술과 로 이 수행할 

일련의 작업을 직 으로 표 하고 이를 운 하기 

한 태스크 임웍 기술, 그리고 이외에 임

웍에서 구동될 컴포 트  태스크의 제작, 편집, 디

버깅, 시뮬 이션 등을 지원하기 한 통합 개발 환

경으로 구성된다[3].

로  응용 개발자가 OPRoS 랫폼을 활용하여 

로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사용할 장치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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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성요소가 컴포 트 형태인 경우가 가장 이상

이나 기존에 다른 형태로 구 된 시스템이 있는 경

우 기존 시스템을 컴포 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이 

OPRoS 구동 환경에 합하지 않은 구조인 경우 컴

포 트로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거시 응용들을 컴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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