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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자석형 Wearable vibrotactile display 장치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 모듈

자석+코일+핀형
단일모듈
크기 : 5*5*5 (mm)

자석+코일+핀형
단일모듈
크기 : 8*8*4.6(mm)

자석+코일+핀형
단일모듈
크기 : 5*5*5.5 (mm)



손목착용형 Vibrotactile Display 장치

- 메인PC와의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회로 및 코일 구동을 위한 회로 내장
- 여러 조각을 이어 벨트를 구성하는 구조
- 각 벨트 조각에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를 내장하는 형식



손목착용형 Vibrotactile Display 장치

메인 PC와의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회로 및 코일 구동을 위한 회로 내장
두께 0.2mm 의 플렉서블 회로기판 사용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 모듈 #3 사용 (크기 : 5mm*5mm*5mm)



3D 입체영상을 이용한 데모 시스템

실감 비누방울 터뜨리기 게임
- 위치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가상환경으로 전달하면 가상물체와 사용자의 손이 부딪힐 때
- 진동정보를 전달받음

위치센서(위)
와 Vibrotactile
장치 (아래)

길찾기 도우미
- 사용자가 손목착용형 Vibrotactile Display 장치를 장착하고 길을 가는 경우
- 진행방향에 따른 진동정보를 전달받음
- GPS와 연동된 네비게이션 프로그램과 결합하면 자동차 운전시 진동으로 진행방향 정보를 줄 수 있음
-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편리한 장치



Ball형 진동촉각 마우스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 모듈을 볼형 마우스 내부 검지손가락 지문 위치에 부착 사용

주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회로 및 코일 구동을 위한 구동회로 내장

검지손가락에 볼형 마우스를 끼워 사용

Vision System을 이용한 위치 추적 (S/W) 



Ball형 진동촉각 마우스를 이용한 가상현실 게임

구동기 및 제어기의 소형화로 골프공만한 크기의 마커 안에 모든 햅틱 장치 구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촉각 구동기가 내장된 마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입체 영상 기술 및 좌표계 일치를 통한 가상 환경과의 실감 인터렉션

웨어러블 환경 고려 무선 통신 방식 적용



진동촉각 공간마우스

자이레이션사의 자이로 센서 이용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 모듈 사용

Handheld형 구조, 특별한 동작 이벤트에 대해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 구동



진동촉각 공간마우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공간마우스로서 Handheld형 구조를 가지며 특별한

동작 이벤트에 대해 Vibrotactile Display 구동기를 구동시킴

커서가 움직이고 왼쪽 버튼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기능이 동작하며 윈도우

상의 색상에 대한 정보 혹은 점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Image Tactile
ClickDrag

Braille Tactile

Click



3D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 햅틱 인터페이스와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결합한 장치

3D 햅틱 장치 기구부

제작한 장치를 사용하는 모습 가상도



3D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 가상 테니스 시스템



3D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제작한 장치의 시연 모습



신경 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질감학습

시스템 구성

PHANToM을 이용한 
실제 물체의 질감 측정

BP을 이용한
 neural network 학습

컴퓨터 가상 물체에 
 학습된 신경 회로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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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질감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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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물체

1. 실제 물체의 질감 데이터 획득



신경 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질감학습

2. BP(Back-Propagation)를 이용한 신경회로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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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시작점):

• 입력: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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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질감학습

3. 가상 물체로의 적용

– VRML2.0 format의 3차원 가상물체

– Ghost API와 C++를 사용하여 가상물체 Loading 

–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질감 표현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마찰력 학습

• 마찰력 획득 장치
– 두 대의 PHANToM을 Master와 Slave로 사용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마찰력 학습

• 수집 및 가공한 데이터를 이용한 신경회로망 학습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상물체의 마찰력 학습

• 가상 물체에의 적용

– Sensable에서 제공하는 GHOST API

– OpenGL

OpenGL로 구현한 가상환경



PHANToM 한 대를 이용한 가상물체의 마찰력 학습



PHANToM 한 대를 이용한 가상물체의 마찰력 학습

표면 마찰력 시뮬레이터



전체 시뮬레이션 과정

PHANToM 한 대를 이용한 가상물체의 마찰력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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