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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 3D 그래픽스 기술의 발전과 헤드마운트디

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등 주변기기의 발달

로 몰입감 있는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유용한 가상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는 단순 질점이용 밀기[1] 이상의 손을 이용한 집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최근 손을 이용한 가상현실 상

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렌더링 기술[2], 인터

페이스[3]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가변

하는 렌더링 환경에서 강간하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동성보장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본 논문

에서는 원격사용자들 사이에 손을 이용한 가상 강체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가상프록시 기반 원격 협

조작 기법을 개발하였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강체를 안정적으로 집기 위해 

가상물체와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동적 가상프록시

를 이용하였다. 손의 움직임과 집기를 구현하기 위해 

다중강체를 이용하여 각 관절을 모델링하고, 이를 구

속조건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구속조건이 포함된 

다중강체 손 가상프록시의 수동적 적분기법[4]을 이

용한 이산시간 동역학식은 다음과 같다: 

[�̂�𝑘 +
𝑘𝐺𝑇𝑘
2

Jk
𝑇𝐽𝑘] V̂𝑘 = Mk𝑉𝑘 − 𝑘𝐺𝐽𝑘

𝑇𝐺𝑘 + 𝐹𝑘 

여기서 Vk ∈ 𝑅
6𝑛×6𝑛 (n은 관절 개수)로 손가락 관절

들의 속도들을 적층한 벡터이다. 관절구속은 구속조

건과 그 자코비안 Gk ∈ 𝑅
𝑚 , Jk ∈ 𝑅

𝑚×6𝑛 (m은 구속조건 

개수)에 의하여 만족된다. 3지/손 가상프록시와 이를 

이용한 P2P 원격 강체협조조작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3지손 가상프록시 및 2인 강체 협조조작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동성을 보장하는 다중강체 기반

의 3지 손 가상프록시 렌더링 및 이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P2P 강체협조조작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이

론은 모션캡쳐장비를 이용한 실험실 환경에서 UDP 

통신으로 연결된 두명 사용자 사이의 강체협조집기

를 구현함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이 후 연구

에서는 [3]에서 제안한 착용형 손끝 햅틱장치를 이

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정 및 접촉력을 전달하

는 원격 햅틱 상호작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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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손을 이용한 가상 객체조작은 몰입형 가상환경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강체를 이용하

여 손 가상프록시를 설계하고, 수동성을 보장하는 동역학 적분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손 가상프록시를 이용한 강

체다중접촉과 가상커플링 제어기법을 개발하였고, 수동성 기반 통신안정화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된 원격지 

사용자 사이의 공유강체 협조이동 및 조작을 구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