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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용 원격 3차원 Interface

요  약 *

본 연구는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용 원격 3차원 인터페이스의 위치 및 자세 추정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HMD 인터페이스는 외부에 특정 장치를 세팅하거나, 인터페이스의 위치를 추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성센서와 버튼, 조이스틱, FSR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종하고 3차원 공

간상에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한정된 자원에서 여러가지 센서융

합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연산시간과 그 정확성을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2차 상보필터를 적용하여 자세를 추

정하였다. real-time  system에서 가속도센서값의 이중적분과 오차보상모델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람의 팔이 움직이는 거리 내에서 6% 오차가 발생하였다.

키워드: 가상현실, 인터페이스, 센서융합, 위치추정, 촉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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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상현실 시장이 확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촉각적 피

드백과 인터페이스로 사용가능한 여러 VR(virtual 

reality) Entertainment용  Interface 가 개발중이

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VR용 디바이스들은 키네틱 

카메라등의 주변장치가 필요해서 자본적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모바일 센서/터치/햅틱 기반 직관적 사

용 조작/흐름을 반영한 모바일 3D 객체 조작기술 개

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한 VR의 Interface로서 3차원 객체

를 조작 하고 이를 이용한 콘텐츠의 개발/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의 특정장치를 

세팅하지 않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디바이스의 시스템과 위치/자세추

정 방법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기기내의 3차원 객체

를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3D프린팅

을 하기 위한 설계 작업의 기본 Interface로 활용 가

능하며 몰입감 증대시킬수 있도록 단순한 버튼식 인

터페이스 외에 조이스틱이나 사용자가 얼마나 강하

기 누르는지 측정 가능한 FSR 센서를 달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 조작할 수 있드록 구성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한다. 시스템의 외관과 내부 사용자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3장에서

는 두 자세측정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영속도 보정기

법과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보정한 가속도센서의 

적분결과와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 모델을 소개

하고 그 알고리즘을 검증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이

야기하고 마친다.

II. System 구성도

2.1. HW 구성

<그림 1(a)>는 주사위 모양의 장치를 보여준다. <그

림1(b)>는 장치 내부에 사용된 콘트롤러 및 스위치, 센

서, 진동모터, FSR 센서들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전체 장치의 구성도 다이어그램이다. 장치는 크게 개

발된 인터페이스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

스로 구성된다. 개발된 인터페이스는 x,y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센싱하는 Joystick, 버튼을 누르는 힘을 센

싱하는 FSR(Force sensitivity resistor) sensor, 움직

임을 제어할 때 활용되는 스위치, 가속도 센서, 자이

로 센서등이 있다. 인터페이스 내의 16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측정된 센서값을 보정하고 가속도/각속

도 센서값을 보정하여 위치와 자세값을 연산한다. 그 

값을 적정 타이밍마다 16바이트 패킷을 만들어 안드

로이드 기기로 보내면 안드로이드 기기가 해당 인터

페이스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거동을 시각적으로 피드

백 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세는 널리 알려진 2차 상보

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해당 디

바이스에는 2차 상보필터에서 센서값이 더 잘 수렴되

었다. 자세는 글로벌좌표계에서의 가속도센서값을 이

그림 2. 구성도 다이어그램

(a)                                  (b)

그림 1. (a)제작된 장치, (b) 장치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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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분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버튼으로 인식시켜 위치

의 발산을 막을 수 있도록 영속도 보정 기법을 사용한

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피드백해주기 

위해서 진동모터를 이용한 촉각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원공급 후 CUBE의 연결준비가 완료되면 

엘이디가 점멸상태에서 점등상태로 바뀐다. 이때 사

용자가 Mobile device(master)로 CUBE (slave)에 연

결을 요청하면 62.5Hz로 CUBE에서 계측한 조이스틱

의 기울기값, FSR센서값, 버튼의 눌림여부, 가속도센

서와 자이로센서를 통해서 계산된 자세값과 위치값을 

16바이트 패킷을 만들어 특성을 업데이트 한다. 또한 

Mobile device에서 지정해준 진동의 길이, 크기, 횟수

를 보내어주면 그에 맞추어 CUBE가 사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보낸다.

2.2. SW 구성

<그림 3>은 3차원 공간 안에서 CUBE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객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된 SW이

다. 본 SW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움직임에 따라 객체

가 x,y,z, roll, pitch, yaw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구

현되었고, FSR 센서를 이용한 힘의 세기에 따라 객

체의 크기를 변화 시킬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 3차원 공간 내 객체 조작 SW

III. Position/Orientation sensing 방법

3.1. 자이로, 가속도 sensor fusion방법

식(1)은 인터페이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글로벌좌표와 로컬 좌표계의 회전 행렬식이다. 가속도를 이용하

여 각도를 다음의 식(2)와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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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은 로컬좌표계에서 계측되는 각속도를 다음 공식을 통해 오일러 각속도로 변환시킨다.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구한 각도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 외에 병진운동에 의한 가속도까지 함께 측정되는 

단점이 있고, 자이로센서의 경우, 각속도 적분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차누적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센서를 적절히 융합시킨 값을 각도값으로 이용한다. 본 과제에서는 2차 상보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

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연산시간과 정확도를 고려하여 더 우수한 센서융합이론을 차용하였다.

식(4)는 2차 상보필터를 이용한 각도추정식이다.

                                                                              

이를 활용하여 식(5)는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각도추정식이다.

                                                                                                                    

실험결과 2차 상보필터 확장 칼만필터

Hz 114.40 67.55

비교결과 EKF가 수렴성능은 더 좋았으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성능상, 한 루프당 걸리는 dt가 길어져서 오

차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기기에서는 2차 상보필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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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osition sensing 방법

위치는 로컬좌표계에서 측정된 xyz방향 가속도를 

측정된 자세값으로 회전변환하여 얻은 글로벌좌표계

상의 가속도 값을 이중적분하여 구했다. <그림 5>는 

센서값의 처리 방식에 따른 이중적분 수행결과 그래

프이다. (0,0)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300,0),(300,-

300),(0,-300),(0,0)으로 이동시켰다. 그결과 글로

벌 좌표계상의 가속도 값을 그대로 이중적분한 경

우, 잔진동까지 적분되어 크게 발산했다. 5Hz 컷오

프주파수의 low pass filter를 거친 가속도값을 적분

한 결과, 적분결과가 이동결과에 수렴하는 그래프를 

보였으나, 거리값이 끝까지 수렴하지 않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오차모델을 만들어 적분

을 수행했다. 

<그림 6>의 그래프는 가중치를 더하기 이전, 실제

이동거리에 따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추정 이동값

이다. -400mm에서 400mm까지 50mm 간격으로 

동일하게1초간격으로 이동시켰으며, 거리가 멀어질

수록 400mm에서는 실제이동거리보다 약 18% 정도 

센서값이 유실되었고, 100mm 이내의 이동결과에서

는 5%이내의 선형적인 거동을 보였다. <그림 5>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0.000327을 도출

했다. 적분식에 해당공식을 적용시킨 결과, <그림 5>

의 filtered+weight의 거동이 발생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객체 조작이 가능한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3차원 객체 조작을 위해서 

가속도,자이로 센서의 값을 2차 상보필터를 이용하

여 x,y,z, roll, pitch, yaw 모션의 움직임을 센싱하

였고 영속도보정법을 이용하여 객체 조작시 생기는 

센서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객체의 다양한 조

작을 위해서 FSR 센서를 활용한 크기 조정,  조이스

틱을 이용한 다른 객체 조종 뿐만 아니라 직관적 조

작을 위해서 햅틱 피드백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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