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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idance가 주어진 경로를 따라 그리는 path-following task,
의료 수술, 그리고 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n this paper, we develop a GUI software that assists

를 조종하는 steering task에서 사용자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

users to perform a path-following task with haptic

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3]. 하지만, 이와 더불어 Haptic

guidance. Haptic guidance can help users to learn new

guidance가 인간의 운동 학습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연구 결

dynamic tasks by providing proper haptic feedback, and

과 역시 존재한다 [4]. Haptic guidance가 학습자들을 수동적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the user can be enhanced.
With this software, user can choose the type of haptic

으로 만들어 결론적으로 human-in-loop 시스템에서 운동 능

guidance and adjust the parameter of the guidance. This

위해 사용자의 학습 성과에 따라서 특정 구간에서의

software can be utilized for future research regarding

guidance 수치를 점차 조절해나가는 local-adaptive haptic

haptic guidance.

guidance가 제시되어, haptic guidance에 비해 학습자가 우수

력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보완하기

한 motion smoothness를 보여주게끔 하였다 [5].

I. 서 론
로봇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의 작업들을 보조해준다.
로봇과의 협업은 인간에게 추가적인 인지능력을 제공하거
나 근력활동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전반적인 작업능력을 향
상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로봇은 인간이 새로운 작업에 빠
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
며, 이는 최근 인간-로봇 상호작용 (Human-Robot Interaction,
HRI)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로봇 전문가는 인
간 대 인간의 학습보다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대의 로봇 전
문가가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봇이 인간을 학습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Haptic
guidance (HG)는 사용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 방법이다. Haptic

Haptic guidance는 미래의 로봇 환경에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의 한 요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Haptic guidance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용분
야와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aptic guidance가 추가적인 연구에 쉽
게 사용될 수 있도록 path-following task에서의 haptic
guidance를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조절하며 생성시킬 수 있
는 GU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II. Haptic Guidance
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된

haptic

guidance

및

local-adaptive haptic guidance는 [5]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Haptic guidance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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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용자가 입력한 cursor의 위치에 해당하며, p는 주

어진 경로를 나타낸다.    는 본 소프트웨어에서 직
접 설정할 수 있으며, 초기값은 0.2(s)로 주어진다.  역시
사용자에 의해 조절할 수 있으며, 초기값은 200(N/m)로 주
어진다.

III. 소프트웨어 구성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촉각 피드백은 그림 1과 같은 햅틱
장비를 통해 전달된다. 본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햅틱 장비
와 연동될 수 있도록 C++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CHAI 3D
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2. Haptic Guidance 생성 소프트웨어 GUI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path-following task 수행을 보조
해주는 haptic guidance를 생성 및 제공하는 GUI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였다. Haptic guidance는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사
그림 1. 사용자의 입력부 (햅틱 장비) 예시
(Force Dimension 社의 Omega 7)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GUI는 아래 그림 2

용할 수 있는 적용 분야 및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있어 추가
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본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haptic
guidance를 포함하여 향후 인간과 로봇간의 상호작용 연구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 같다. 사용자는 해당 GUI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생성
하고자 하는 Haptic Guidance의 종류를 다음의 세 가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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