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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원격제어(teleoperation)시스템에서 카메라로부터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조작대상이 되는 물체의 물리기반모델(physically-based model)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한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CCD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와 

물성치(mechanical properties)를 이용하여 변형체(deformable object)의 물리적 기반 모델이 

구현되고, 햅틱장치로 조종되는 평면 로봇(planar robot)을 제어하여 변형체에 변형을 가하면 

구현된 물리적 모델에 의해 햅틱 피드백을 위한 반력값이 계산된다.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로부터 변형체의 외형정보(geometry information)를 추출하며, 변형체의 

경계(boundary)에서의 반력값을 계산하기 위해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을 

사용한다. 제안된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원격조작간에 힘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햅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hysically-based haptic rendering algorithm for a 

deformable object based on visual information about the intervention between a tool 

and a real object in a remote place. The physically-based model of a deformable 

object is created from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object and the captured image 

obtained with a CCD camera. When a slave system exerts manipulation tasks on a 

deformable object, the reaction force for haptic rendering is computed using boundary 

element method. Snakes algorithm is used to obtain the geometry information of a 

deformable object. The proposed haptic rendering algorithm can provide haptic 

feedback to a user without using a force transducer in a teleoperation system. 

 

핵심어: Haptic rendering, Physically-based model, Snakes algorithm, Deformable object, 

Tele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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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1. 서론  

햅틱렌더링 알고리즘의 구성은 전처리 과정과 실시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구성된다(그림 1). 전처리 과정에서는 

영상처리를 통해 변형체의 윤곽정보가 추출되며, 추출된 

윤곽정보와 변형체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이차원 변형체 

모델을 생성한다. 실시간 시뮬레이션과정에는 프로브와 

변형체간의 충돌이 실시간으로 검출되며, 구현된 변형체 

모델을 통해 반력값을 계산한다.  

햅틱 렌더링은 햅틱장치와 가상으로 구현된 물체사이의 

상호작용이 야기하는 힘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외과수술 

시뮬레이션이나 햅틱 페인팅 등의 가상현실 응용뿐만 

아니라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원격조작 

(teleoperation)시스템에서 햅틱 피드백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1]. 원격조작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햅틱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로봇과 작업대상이 되는 

환경과의 충돌정보나 작업간에 발생하는 힘의 정도를 알 

수 있어 작업환경을 실제와 같이 느끼며 안정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미세세포조작 [2, 3] 이나 

로봇을 이용한 외과수술 [4, 5] 등에서 이와 같은 

햅틱피드백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조작대상이 되는 물체가 강체가 아닌 변형체로서 변형에 

따른 힘의 반향을 사용자에게 느끼게 해주어 과도한 힘의 

작용으로 인한 변형체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햅틱렌더링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그림 2 와 같은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시스템은 상용햅틱장치 

(SenSable PHANToM Omni)와 3 자유도 

평면로봇(500×500 mm2, 9.77 μm/pulse) 그리고 

조작대상이 되는 실리콘(GE TSE3062)으로 제작된 얇은 

직사각형 형태의 변형체로 구성된다. CCD 

카메라(SVS340MUCP, 640×480 pixel, 250 Hz)를 통하여 

조작간의 영상정보가 컴퓨터(Pentium4 dual core 2.0)로 

전송되며 로봇 엔드 이펙터에 부착된 프로브(probe)의 

반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힘 센서(Senstech SUMMA-5K, 

resolution: 50 mN)를 부착하였다. 알고리즘은 Visual 

C++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햅틱렌더링과 영상처리를 

위하여 각각 OpenHaptics 와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격제어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햅틱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처리기술과 물리기반 

모델링을 이용한 영상정보기반의 햅틱렌더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원격제어시스템에서는 반력을 얻기위하여 

힘 센서를 직접 슬레이브의 엔드 이펙터에 부착하여 

측정된 힘 값을 피드백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상정보를 이용하면 힘 센서가 접촉하는 국소적인 부분의 

힘 뿐만 아니라 대상물체나 엔드 이펙터의 분포력을 얻을 

수 있으며, 힘 센서 부착이 어려운 마이크로스케일의 

원격제어 시스템에 쉽게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로봇 메니퓰레이터(슬레이브)와 연동되는 햅틱장치 

(마스터)를 조종하여 변형체에 변형을 가하면 

CCD 카메라를 통해 이차원 영상이 얻어지고, 변형체의 

외형정보(geometry information) 추출 및 메니퓰레이터 

엔드이펙터에 부착된 프로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영상처리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변형체의 물성치(탄성계수, 

프아송비)와 추출된 외형정보를 이용하여 변형체에 대한 

생체역학모델(biomechanical model)이 만들어지고 

프로브의 삽입깊이를 모델의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적용하여 반력값을 계산한다. 반력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경계면에서의 물리적 변화만을 미지수로 

선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인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을 사용한다. 실제 변형체는 비균질성, 비등방성 

및 비선형탄성의 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성질의 

모델링은 매우 복잡하고 실시간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햅틱 피드백을 위한 반력값은 1 초에 약 

500 번 이상의 빠른속도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변형체를 선형탄성의 균질한 물질로 가정하고 

모델링 하였으며 전처리 과정(preprocess)에서 

경계요소법을 통해 계산된 기준 경계치문제(reference 

boundary value problem)에 대한 해를 이용하는 

capacitance matrix 알고리즘 [6]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반력값을 계산한다.  

 

그림 1. Overall system blockdiagram  

 

3. 영상정보기반의 햅틱렌더링 

3.1 영상처리 

변형체의 외형정보와 프로브의 위치를 얻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며 CCD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입력영상은 640×480 크기의 0.35 mm/px 의 분해능을 

가지는 명암도 영상이다. 변형체의 윤곽정보를 얻기 위하여 

스네이크 알고리즘(snakes algorithm, [7])을 사용하며, 

이는 폐곡선(contour)을 이용하여 물체의 윤곽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폐곡선을 구성하는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에서 계산되는 에너지값을 사용하여 컨트롤 포인트가 

물체의 윤곽에 놓이게 되는 알고리즘이다.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전에 이진화(binarization)와 모폴로지 

연산(morphological operation)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영상 

내에 변형체만을 분할(segmentation)시켜 윤곽검출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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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Experimental setup: (a) teleoperation 

system, (b) silicone model and probe with 

force sensor 

 

수월하게 한다. 프로브의 위치를 얻기 위해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방법을 이용하며, 프로브에 대한 

템플릿영상과 입력영상간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프로브의 

위치를 얻는다.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 정규화된 

상관계수(normalized correlation coefficient)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템플릿과 입력영상에 대한 픽셀연산으로 

높은 계산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프로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프로브 주변에 regions of interest 

(ROI)를 설정하여 ROI 내에서 템플릿매칭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2 경계요소법 

경계요소법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과 

같이 여러 공학문제에서 나타나는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치적기법이다. 변형체 모델링에 흔히 사용되는 

질량-스프링 모델(mass-spring model)과는 달리 변형체의 

물성치를 직접 사용하고 경계에서의 물리적 변화만을 

미지수로 선정하여 해석하는 특징이 있으며, 컴퓨터 

그래픽스나 햅틱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James 와 

Pai [6]는 변형체의 햅틱렌더링을 위하여 경계요소법을 

사용하여 변형체를 모델링 하였으며, Green’s function 이라 

불리는 미리 계산된 기준경계치문제와 capacitance matri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력과 변형을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출된 윤곽정보를 

이용하여 경계요소모델을 만들고, 햅틱렌더링을 위한 

실시간 반력계산을 위하여 capacitance matrix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영상처리를 통한 윤곽정보로부터 변형체의 경계를 

n 개의 절점(node)과 선요소(line element)로써 표현하고 

각 요소에 대해 지배방정식(Navier equation)을 적용하면 

절점에서의 미지수 값인 단위표면력(traction)과 변위 

(displacement)가 계산된다. 각 요소에 대한 

방정식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도되는 대수방정식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GPHU =                    (1) 

 

여기서 와 는 2n×2n 크기의 행렬이며, 와 

는 각각 변위벡터와 단위표면력벡터이다. 위의 

행렬시스템을 풀기 위하여 각 절점에서의 변위나 

단위표면력에 대한 경계조건을 삽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 

(1)을 정리할 수 있다. 

H G U
P

 

0F-AYYAAY ==+             (2) 

)YA(-AFAY -1-1 ==  

 

여기서 는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벡터이며 Y Y 는 

경계조건으로 구성된 벡터이다. 와 A A 는 각각 와 Y
Y 를 구성하는 절점들의 인덱스(index)에 해당하는 와 

행렬의 열(column)들로 구성된 행렬이다. 프로브의 

삽입깊이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변형체에 대해 식 (2)를 

풀면 접촉점(contact point)에서의 반력값을 얻을 수 있다. 

H
G

 

3.3 실시간 반력계산 

사용자가 변형체를 조작하는 중에는 프로브의 

삽입깊이가 바뀌거나 접촉점이 계속 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계조건들이 바뀌게 되어 반력값을 다시 

계산해야한다. 하지만 경계조건이 변경될 때 마다 식 (2)를 

이용하여 반력을 계산하면 햅틱렌더링에 필요한 

계산속도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James 와 Pai 가 

적용한 capacitance matrix 알고리즘 [6]을 적용한다. 식 

(2)에서 다음과 같은 Green’s function 을 정의하며, 이는 

기준경계치 문제 즉, 프로브와 변형체의 충돌이 발생하기 

전의 변형체 모델에 대한 경계조건을 기반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계산된다. 

 

AAΞ -1−=                     (3) 

 

모델의 s 번째 절점에 대한 경계조건이 바뀌고 난 후의 

미지수 벡터 는 미리 계산된 Green’s function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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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1

0 YEΞE)C(EYY −++=          (4) 

 

여기서 는 단위행렬(identity matrix)에서 s 번째 

열들만 추출하여 얻어지는 n×s 행렬이며, 와 

capacitance 행렬이라 불리우는 s×s 행렬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

0Y
C

 

ΞEEC T−=  , [ ]YEE)EEΞ(IY TT
0 −−=  (5) 

 

식 (4)를 이용하면 s×s 행렬의 역행렬만 구하게 되어 

계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식 (4)로부터 

계산되는 에는 모든 절점에서의 단위표면력 혹은 

변위값들이 포함되지만 연구에서 관심있는 값은 반력을 

구하기 위한 단위표면력이기 때문에 충돌한 절점에서의 

반력값만을 계산하는 다음식을 이용한다.  

Y

 

s
-1

EsE YCApAF −==             (6) 

 

여기서 는 s 번째 절점의 단위표면력벡터 로부터 

반력값을 얻기 위한 유효면적(effective area)행렬로서 

정의하며 요소면적(nodal area)과 마스터-슬레이브간의 

scaling factor 를 포함하는 유효면적 로 구성된다.  

EA sp

Ea
실시간 햅틱피드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 Hz 

이상의 높은 갱신율(update rate)이 요구되나 논문에서는 

경계조건이 영상정보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영상정보의 

갱신율인 약 30 Hz 로 반력값이 계산된다. 이를 위해 

보간법 [8]을 이용하여 높은 주파수로 추정된 힘 값을 

사용자에게 피드백시켜준다. 

 

3.4 충돌검사 

변형체와 프로브간의 충돌검출을 위하여 oriented 

bounding box (OBB)를 사용한다 [9]. 전처리 과정중에 

만들어진 변형체 모델로부터 bounding box tree 가 

구성되고 프로브의 현재위치와 이전위치를 잇는 선분(line 

segment)이 bounding box 내에 놓이게 되면, 구현된 

tree 구조를 계층적으로 탐색하며 최종 출동한 요소의 

절점을 찾는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개발된 원격제어시스템에서 조작대상이 되는 실리콘으로 

제작된 변형체의 탄성계수(Young’s modulus)를 구하기 

위해 압축시험 (compression test)을 진행하였다. 변형체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실리콘 시편(42mm×40mm×9mm)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3 과 같은 응력-변형률 

선도를 얻을 수 있다. 변형률과 응력간의 관계가 

비선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 10% 

변형률까지의 선형구간으로부터 약 120 kPa 의 탄성 

계수값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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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ress-strain diagram of the silico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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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Comparison between actual surface 

forces and nodal forces from BEM, and (b) 

errors along the indentation axis 

 

사용자가 햅틱장치에 의해 조종되는 슬레이브 로봇으로 

변형체에 변형을 가하면 영상정보로부터 얻어지는 

프로브의 삽입깊이와 압축시험을 통해 얻어진 물성치를 

통해 반력을 계산한다. 변형체는 CCD 카메라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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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위에 놓이며 한쪽 면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면은 

변위가 0 인 경계조건, 나머지 면은 단위표면력이 0 인 

경계조건으로 Green’s function 이 계산되며, 프로브는 한 

점으로 모델링 하여 충돌검출과 접촉절점으로부터의 

삽입깊이를 계산한다. 제안된 햅틱렌더링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힘센서로 측정된 실제 힘 값과 

영상정보로부터 계산된 힘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4(a)는 

프로브의 삽입방향에 따른 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힘 값이 실제 측정된 힘 

값을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는 

프로브의 삽입에 따른 실제 변형체의 변형과 경계요소 

모델의 변형을 비교한 그림으로서 계산된 변위값 역시 

실제 변형체의 변형을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b)에서 보듯이 변형량이 증가할수록 

변형체의 비선형탄성 특성에 의해 힘 값들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Comparison between the real 

deformable object and the BE model. (red 

dots: control points of snakes algorithm, blue 

dots: resulting boundary displacements from 

the BE model) 

 

표 1 은 실시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반력값을 계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식 (2)를 사용하여 

경계조건이 바뀌는 경우마다 역행렬을 계산하게 되면 

절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계산시간이 증가하여 절점의 

개수가 60 개 이상에서는 햅틱렌더링을 위한 계산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가 곧 절점개수이며, 절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윤곽검출의 정밀도가 증가하고 변형체 모델의 

정밀도가 좋아지나 계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6)을 사용하여 반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절점에 대한 고려만하므로 계산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전체 

절점의 개수에 관계없이 빠른 계산속도를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식(6)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 1 에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절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처리 과정에서 

대수방정식(식 1)을 구성하고 Green’s function 을 

구성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적절한 절점의 개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변형체의 크기와 

입력영상의 픽셀을 고려하여 100 개의 절점을 사용한다. 

 

표 1. Comparison of computation times in run-

time process (unit: ms) 

절점개수 
역행렬 계산 

(식 2) 

힘+변형계산 

(식 4) 

힘 계산 

(식 6) 

30 2.753 0.040 

60 23.464 0.139 

100 109.161 0.342 

200 777.253 1.328 

300 3581.112 2.761 

0.002~0.003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물리적 모델 기반의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사용자는 작업환경의 

영상정보뿐만 아니라 햅틱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변형체를 

조작할 수 있다. 개발된 햅틱 렌더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조작대상이 되는 물체의 외형정보와 물성치만으로 물리적 

정확성이 높은 햅틱 인터렉션(haptic interaction)이 

가능하며 또한 힘센서를 사용하여 반력정보를 얻기 어려운 

마이크로스케일의 원격제어 같은 다양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된 알고리즘은 선형탄성의 균질성 및 등방성 

물체에 대한 모델링이라는 제약과 프로브와 변형체간의 

점접촉(point-contact)을 고려한 점, 2 차원 평면조작 등의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향후에는 다양한 형상과 비선형 

특성을 가지는 변형체 모델구현 및 넓은 속도범위의 

조작성, 토크 피드백 등의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영상정보만을 이용하여 변형체를 조작하는 

원격제어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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