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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충돌검출과 관련하여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많은

양의 삼각형 메쉬를 가지는 객체의 충돌을 검출할 때 시스템 부하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비율로 삼각형 메쉬를 그룹지어 관리함으로써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

   

1. 서론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전과 더불어 콘텐츠의 사용자 몰

입감 증대를 위한 촉각 피드백을 이용하는 햅틱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촉각 피드백을 느

끼기 위해서는 햅틱 디바이스와 3차원 물체간의 충돌검출

이 필요한데, 가상공간의 3차원 물체는 내부 구성입자가

없어 관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벡터

연산을 필요로 한다.

3차원 물체가 세밀해 질수록 물체의 표면을 이루는 삼

각형 메쉬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산량도 많아져

시스템의 속도 저하를 발생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정량의 메쉬를 그룹지어 관

리함으로써 속도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충돌 검출

햅틱 디바이스에서 출력되는 HIP(Haptic Interface

Pointer)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의 물체와 충돌여부

를 검출하는 것을 충돌 검출이라 한다. 초기의 충돌 검출

은 HIP와 가장 가까운 면을 찾아 그 면을 침투했을 때 침

투 깊이를 이용하여 force feedback을 만들어 내는 방법

이였으나, 침투 후 면과 면 사이의 최단거리 면이 바뀌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후에 God Objec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오며 발전해 왔

다 [ 1 ][ 2 ].

3. 관련연구

가상현실에서, 제한된 컴퓨터의 성능으로 인해 제약된

햅틱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정밀하고 메쉬가 많은 3차원 객체

의 경우 모든 메쉬를 검사하여 충돌을 검출할 때 부하가

따른다. 이를테면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한 객체의 경우

약 10000개의 면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객체를 5개만 사

용해도 50000번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BV(Bounding Volume) 을 이용하여 객체를 감싸

는 형태로 적은양의 메쉬만을 이용하여 햅틱 피드백을 발

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BV 방법

그림 1은 일반적인 BV방법으로 필요성에 따라 객체를

간략화하여 사용한다 [ 3 ]. 그러나 수술 시뮬레이션과 같

은 정밀한 햅틱 피드백을 요하는 작업에서는 적절하지 못

한 단점이 있다.

4. 구현 및 결과

본 논문의 제안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햅틱 디바

이스는 SensAble사의 PHANToM Omni를 사용하고, 컴퓨

터로는 Core i5-2500 CPU @ 3.30Ghz와 2.99G 메모리 그

리고 그래픽 카드는 AMD Radeon HD 6450을 사용하였

다. 또한 4702개의 점으로 9400개의 면을 이루는 3차원 객

체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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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게중심을 이용한 메쉬의 그룹화

그림 3. 그룹의 모든 삼각형을 포함하는 범위 계산

4.1 메쉬 그룹화

그림 2에서처럼 공간을 분할한 후 무게중심이 동일한

그룹에 포함되는 삼각형 메쉬들에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

하여 그룹화 하였다. 그리고 그림 3에서처럼 그룹의 무게

중심들을 이용, 모든 메쉬를 포함하는 거리 d를 계산한다.

이후에 HIP는 그룹과의 거리계산을 통해 거리 d보다 작

아질 때 해당 그룹과 충돌 검출을 수행하게 된다 [ 4 ][ 5 ].

(a) (b) (c)

그림 4. (a) 일반적인 객체, (b) 그룹화를 시각적으로

표현, (c) 충돌 발생 시 연산을 수행하는 그룹을

시각적으로 표현

표 1. 충돌검출 수행시간 결과

그룹화한 객체 그룹화하지 않은 객체

그룹 수
한 사이클의 평균

수행시간

한 사이클의 평균

수행시간

62 0.0101ms

0.1024ms109 0.0081ms

152 0.0131ms

4.2 결과

그림 4는 구현한 결과를 단계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본 구현을 통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수행되는 시

간을 측정해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그룹화했을 때가 그

룹화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1/10정도 충돌검출연산의 수

행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 형태의 변형 없이 보다 나은 햅틱

피드백 구현을 위해 그룹화된 메쉬들과 연산을 함으로써

충돌검출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 방법은 재질감을 느껴야

하는 콘텐츠나 수술 시뮬레이션과 같은 섬세한 시뮬레이

션을 요하는 콘텐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햅

틱 렌더링이나 디포메이션과 같은 많은 연산을 요하는 작

업을 수행할 때 본 논문의 구현방법을 이용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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