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사용자 손끝촉각 햅틱 상호작용을 위한 제어구조 

설계 및 시스템 구현 

Control Architecture and System Integration for 

Multiuser Cutaneous Haptic Interaction 

김 명 신*, 장 인 영*, 이 동 준*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TEL: 02-880-1690; E-mail: myungsinkim@snu.ac.kr)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TEL: 02-880-1690; E-mail: jngy9062@snu.ac.kr)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TEL: 02-880-1724; E-mail: djlee@snu.ac.kr) 

Abstract  The objective of multiuser cutaneous haptic interaction system is to enable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remotely placed multiple users as if they are in the same place. The haptic feedback is provided by 

cutaneous haptic device which is wearable on the finger tip. This portable haptic device allows users to move 

freely in large space. We design a control architecture for multiuser cutaneous haptic interaction which can 

provide instantaneous haptic response to users while being robustly stable under a communication delay. To 

test and implement the proposed control architecture, we integrate cutaneous haptic device for force feedback, 

head mounted display for immersive visual feedback, motion capture system for global position sensing, 

passive haptic rendering technique, and emulated internet communication. The preliminary experimental result 

for cutaneous haptic interaction between two users is provided to validate the stability of contro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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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중사용자 햅틱 상호작용 시스템은[1] 다수의 원거

리에 위치한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하여 가상의 공간

에서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햅틱 장치를 사용하여 

시각신호 외에도 촉각신호를 사용하여 사용자들 사이

에 보다 풍성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며, 원격수술교육, 

원격재활치료, 원격가상조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이 가능하다. 이때, 원거리에 위치한 사용자들은 인터넷

을 통하여 연결되며, 사용자들 사이의 연결 및 제어구

조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stability) 및 성능 

(performance)이 변하게 된다. 한편, 여럿의 사용자간에 

보다 유용한 상호작용 (예를 들어, 큰 물체를 함께 옮기

기, 작은 물체를 서로 주고받기 등)을 위해서는 넓은 작

업공간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햅틱 장

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할 수 있는 웨어러

블한 형태의 햅틱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성이 좋은 손끝촉각 햅틱 장치

를[2] 이용한 다중사용자 손끝촉각 햅틱 상호작용 시스

템을 위한 제어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 및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표 1. 그림 1 의 세부 시스템 구성요소. 
 

(a) 손끝촉각 햅틱장치 𝑓𝑚𝑎𝑥 = 1.5𝑁, 𝑊 = 61𝑔 

(b)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 Vuzix Wrap 1200AR 

(c) 모션캡쳐 시스템 Vicon Bonita System 

(d) 햅틱 렌더링 시스템 수동성기반 시뮬레이션(NPMI[5]) 

(e) 인터넷 통신모사 time delay, data loss, UDP통신모사 

 

2. 통합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에게 넓은 

작업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손끝에 착용이 가능한 

손끝촉각 햅틱 장치(c-HD)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게

이오대 Tachi Lab의 설계를[2]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으

며, 사용자의 인지측정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힘생성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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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3] 사용하여 접촉력을 출력해 준다. 또한 사용

자의 가상현실 몰입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헤드 마운

트 디스플레이(HMD)를 사용하였다. 한편, 착용형 촉각 

햅틱 장치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역각(kinesthetic) 햅틱 

장치와 달리 mechanical ground를 갖지 않으므로 시스템

의 입력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손끝위치를 측정하는 것

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모션캡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위치측정문제를 해결하였다. 
 

3. 다중사용자 손끝 접촉을 위한 제어구조설계 

 

원거리에 떨어진 다중사용자들은 인터넷 통신

을 통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신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통신지연으로 인하여 사용

자의 입력에 대한 햅틱 반응이 늦어질 경우, 햅틱 

반응은 오히려 사용자들 사이에 일치감을 헤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사용자에

게 즉각적인 햅틱 반응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각각

의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가상공간을 렌더링하는 분

산식 제어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2) 이 구조에서

사용자는 가상프록시(virtual proxy, VP)를 통하여 자

신의 가상공간상의 물체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원

격지의 다른 사용자에게는 원격 가상프록시(remote 

virtual proxy, r-VP)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그림 2. 두 명의 사용자간 손끝촉각 햅틱 상호작용구조. 

 

이러한 분산식 제어구조는 각 사용자가 독립적

인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므로 상호간에 가상공간에

서 일치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PD 형식의 일치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이 일치제어는 시간지연이 

있는 궤환 제어로 고정된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시

간 𝑇 ∈ 𝑅에 대해 로컬사이트에서 원격지로의 최대

시간지연을 𝑁𝑙𝑟𝑇 ∈ 𝑅 , 원격지에서 로컬사이트로의 

최대시간지연을 𝑁𝑟𝑙𝑇 ∈ 𝑅라 할 때, 다음과 같은 수

동성 조건을 갖게 된다: 
 

,   
(1) 

 

여기서 𝑏𝑖
𝑣 , 𝑏𝑖

𝑣
𝑟 ∈ 𝑅로 각각 𝑖 ∈ {1,2}번째 사용자의 

VP 및 r-VP 의 뎀핑이고, 𝐾𝑟 ∈ 𝑅 로 일치제어의 비

례제어이득를 의미한다. 
 

4. 예비실험결과 

 

그림 3 은 통신시간지연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험결과로, 식(1)의 조건을 이

용하여 안정한 다중사용자 손끝촉각 햅틱 상호작용이 

가능함 보여준다. 

 

그림 3. 사인파 형태의 입력에 대한 반응: 시간지연 
(𝑁𝑙𝑟+𝑁𝑟𝑙)𝑇

2
= 20𝑚𝑠, 𝐾𝑟 = 100 𝑁/𝑚, 안정한 경우 𝑏𝑖

𝑣, 𝑏𝑖
𝑣
𝑟 =

2.1 𝑁𝑠/𝑚, 불안정한 경우 𝑏𝑖
𝑣, 𝑏𝑖

𝑣
𝑟 = 1.5 𝑁𝑠/𝑚. 

 

5. 결론 

 

본 논문은 다중사용자간 손끝촉각 햅틱 상호작용

을 가능케 하는 제어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실험하기 위

한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원거리

에 위치한 사용자들 간에도 시각 및 촉각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케 하고, 인터넷 통신지연에도 안정한 

상호작용을 보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연구는 

제안된 제어구조의 성능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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