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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힘 센서가 설치된 일반적인 힘 반영 햅틱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성의 실제 

물체의 형태 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용자가 실제 물체의 표면을 두드려서 

표면의 접촉 점을 얻어낸 뒤 이 점들을 기존의 표면 재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으로 변환한다. 이를 위해 충돌을 확인하고 정확한 충돌 지점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Abstract We introduce a shape modeling system for soft, deformable real objects, 

which uses a force-feedback haptic interface and a force sensor. The user taps on 

the surface of an object to collect contact points and the collected points are used for 

surface reconstruction. We propose a contact detection method and an algorithm to 

estimate the contac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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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델링은 햅틱스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요소이다. 이들 모델링은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과 실제 물체의 특성을 그대로 스캐닝을 하여 모델을 

얻어내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서 

모델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모델링을 수행한다. 실제 

물체의 특성을 스캐닝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제 물체의 특성을 직접 모델로 

옮기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힘 센서와 햅틱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성의 변형 가능한 물체의 형태를 스캐닝 

하여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레이저 또는 비전을 사용하는 고가의 

3D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햅틱 렌더링에 사용하는 

장비만으로 물체의 형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물체의 표면을 두드리며 표면 접촉 점을 

얻어 내는 방법을 이용하며 그를 통해 연성 물체라도 

정확한 충돌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얻어진 표면 접촉 점은 재구성을 통해 물체의 표면 

모델로 변환된다.  

2. 하드 웨어 구 성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임피던스 햅틱 

인터페이스인 Sensable 사의 PHANToM Premium 1.5 

High Force 모델을 모델링을 위해 이용하였다. 탐침 

부에는 ATI 사의 NANO17 6 축 힘/토크 센서를 

설치하였다. 시스템은 Windows XP 로 구동되는 PC 로 

제어 되었으며 1kHz 의 속도로 힘 값이 샘플링 되었다. 

 

 
그 림 1. 모 델링 시스 템 구 성 

 
그 림 2. 힘-시간 그 래프  및, 구 간별 선형 함수 를  이용 한 충 돌  시점의 

확인.  

3. 표 면 점의 수 집   

본 논문의 형태 모델링 시스템은 물체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점들을 수집한 후 이 수집한 점들을 바탕으로 

표면으로 재생성 시킨다. 표면 점을 수집하는 과정은 햅틱 

인터페이스의 스타일러스를 사용자가 잡고 탐침으로 

물체의 표면을 두드려서 수행한다. 각각의 표면 점을 

얻어내는 과정은 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물체의 

표면과 탐침 사이의 충돌 여부를 확인한다. 충돌이 

일어나면 힘 센서를 통해 기록된 궤적을 역 추적하여 

정확한 충돌 시간을 찾아낸다. 강체의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탐침이 물체를 변형 시키지 않으므로 충돌 

여부의 확인 만으로도 표면 점을 얻어 낼 수 있다.  

물체 표면과 탐침 사이의 충돌 여부 확인은 힘 센서를 

통해 측정된 시간 t 의 반응 힘 )(tf 값이 특정한 역치 값 

 를 초과할 경우에 충돌이 되었다고 결정한다. 이 때 

우리는 충돌을 선언하고 정확한 충돌 지점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정확한 충돌 값을 찾아 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충돌은 불연속적인 과정이므로 시간 대 반응 

힘의 크기 그래프를 그릴 경우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 

충돌 시점에서 그래프의 불 연속 점이 발생한다. 이를 찾아 

내기 위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 대 반응 힘 그래프를 function fitting 한다.  

||)(||)( ttf f 이고 범위가 [ dNd tt , ]인 함수를 정의 

한다. dt 와 Ndt  는 각각 반응 힘이 역치 값을 넘어 

충돌이 확인된 시점과 그 시점에서 윈도우의 크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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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간 이전의 시점이다. 이 )(tf 를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 )(tg 로 근사한다. 이는 ct 가 )(tg 의 

불연속점이고 dt , ct , Ndt  의 )(tg 값이 각각 

Ndg  , cg , dg 일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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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와 )(tg  사이의 최소 제곱 오류를 최소화하는 

점을 구했을 때의 ct 값이 정확한 충돌 시점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ct 의 값을 구한다.  

 0.15 N/mm 에서 0.74 N/mm 의 강성을 가지는 다양한 

물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표면의 점을 찾아내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1 mm 이하의 오차를 보여 주었다.  

 

4. 표 면 점을  이용 한 모 델링 

앞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모델의 점들은 일반적인 

표면 재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면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딜로니 삼각 분할 방식의 -shape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2]. 딜로니 삼각 분할 방식 

알고리즘은 입력 점들이 충분히 적은 노이즈와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 되었을 경우 효과적이다. 본 시스템은 

일반적인 광학 3D 스캐너 보다 적은 수천 개의 점을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근사법을 이용하기 충분한 숫자의 

표면 접촉 점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델링에 사용된 물체와 그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기존의 상업적인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결과 본 

시스템의 결과를 Hausdorff 거리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미끈한 표면을 가진 공과 받침의 경우 3mm 이하의 

거리 차이를 보였으며 표면의 세부가 존재하는 실리콘 

모델의 경우엔 4.2 mm 의 Hausdorff 거리 차이를 보였다. 

 

 
a)공  b)받침 c)실리콘  

그 림 3. 실제 뭋 체 밋 그  모 델링 결과 

5. 결론  

본 연구는 햅틱 렌더링에 주로 사용되는 구성의 햅틱 

인터페이스와 힘 센서의 조합을 이용하여 연성의 물체를 

간단하게 모델링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3D 스캐너와 비교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표면의 세부를 얻지는 못하였다. 추후엔 본 시스템에 

물체의 형태 이외의 물상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하고 힘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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