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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손으로 기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촉감은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촉각 

자극의 각각의 파라미터 즉, 진동 주파수(Hz)와 

온열감(temperature) 및 핀의 움직임 등이 인간의 

감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측정한 감성은 인간의 기본감성(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분야의 감성인식연구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감성과 관련되

는지에 대한 단순한 관계성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이 동시에 작동할 때, 그 자극들이 인간

에게 어떠한 감성을 유발하는지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온도와 주파수, 핀의 진폭 및 핀의 

패턴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제작된 제시장치를 통

하여, 다양한 촉각 자극들이 인간의 감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각 파라미

터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예측할 수 

있든 촉각-감성 인식 함수를 산출하였다.  

2. 방법

2-1. 예비실험

• 실험참가자 : 20대 성인 남녀 30명. 
실험자극 : 촉각 자극 제시 장치의 4개 파라미터

(표 1)를 변화시켜 제시함.
• 실험절차 : 각 자극을 random하게 3초 동안 

제시하고, 직전에 제시된 자극과 차이를 느끼는지 

평정하도록 함. 

2-2. 본 실험

• 실험참가자 : 20대 남녀 100명. 
• 실험 자극 : Duty Cycle 2 (1, 5) × Hz 5 (1, 

Table 1 The parameters of tactile-stimuli
Parameter Stimuli

Duty Cycle

• Hz를 1, 5, 10, 20, 50, 100으로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Hz에 대하여 Duty Cycle을 1, 3, 5로 변

화시키며 제시함

• 결과 : 1, 5의 Duty Cycle에서 차이 보고
=> 1, 5 선정

Hz

• Duty Cycle을 1, 3, 5로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Duty Cycle에 대하여 Hz를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로 변화시

키며 제시함 

•결과 : 1, 2, 3, 8, 10, 20, 30, 40, 100의

Hz에서차이보고=> 1, 5, 10, 40, 100Hz 선정

temperature
• normal-normal, normal-warm, normal-cool
•결과 : 모든 온도에서 차이를 지각. =>

normal, warm, cool 선정

pin

• 3 × 3의 9개 핀 어레이에서 변화하여 제시 

1개 :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제시 

4개 : 1, 3, 7, 9번 제시

5개 : 2, 4, 5, 6, 8번 제시

6개 : 1, 2, 3, 7, 8, 9번/ 1, 4, 7, 3, 6, 9번 제시

8개 :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제거한 나머지 

8개 핀 제시 

• 결과 : 핀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이동하는

변화지각/ 4개 5개 6개 핀의 위치 변화에

대한 차이지각 => 하나, 전체, 가로, 세로

패턴 선정

5, 10, 40, 100) × Tem. 3 (normal, warm, cool) 
× pin 4 (하나, 전체, 가로, 세로) = 120개 자극. 

• 실험 절차 : 왼손 검지 손가락에 120개 자극을 

random 제시, 피로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40개 자극 

제시 후 5분 휴식을 취함. 
• 감성 측정 : 15개 형용사를 포함하고,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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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제작된 감성형용사 척도 상에 

각 자극에 대한 감성 정도를 평정함. 기쁨과 슬픔 및 

부적감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서로 할당 됨.

3. 결과

3-1. 예비실험 결과

촉각자극제시장치1)는 핀의 진폭과 Hz, 온도 및 

9개의 핀이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또한 4개의 파라

미터가 조합되어 동시에 자극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4개의 parameter는 세밀한 단위로 조작

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단위를 촉각자극으로 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에서 parameter를 

변화시켜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직전에 느낀 자극과 

차이를 느끼는 자극의 단위를 선정하였다(표 1).

3-2. 본실험 결과

예비 실험을 통해 선정된 120개 촉각 자극을 

제시하고, 15개 형용사로 구성된 감성형용사 척도

를 사용하여 각각의 자극에 대한 감성평가를 실시

하였다. 각 자극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 및 부적감성

의 평균을 산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감성을 

각 촉각 자극에 할당하였다. 
4개의 parameter를 사용하여 촉각 자극에 대한 

감성을 자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촉각-감성 인식 

함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Linear Discriminat 
Analysis(LDA)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

은 판별 분류 함수 계수가 산출되었다. 이 계수에 

기초하여 촉각 자극에 대한 감성을 예측한 결과 

전체 98.9%의 판별정확율을 얻었다(표 2). 판별함

수에 의해 분류된 자극들의 분포는 그림 1에 제시되

었다.  
판별분류함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진동이 5 Hz

로 제시되고 핀이 전체, 가로, 세로로 제시되는 

자극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온도가 낮고, 핀이 하나가 제시될 때는 

슬픔으로 지각하였고, Hz가 40과 100으로 높게 

제시되고 핀이 전체, 가로, 세로로 제시될 때는 

부적감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쁨

은 낮은 Hz, 슬픔은 낮은 온도와 핀이 하나만 작동

하는 것, 부적감성은 높은 Hz가 각각의 감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parameter인 것으로 나타

났다.

1) 제시창치에 대한 기술적 문의는 제3저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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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Classification
　 Emotion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Happy Sad Negative

Original
Count
(%)

Happy 46
(100%) 0 0 46

Sad 1 13
(92.9%) 0 14

Negative 0 0 35
(100%) 35

Cross-
validated

Count
(%)

Happy 46
(100%) 0 0 48

Sad 14
(100%)

0 14

Negative 0 0 35
(100%) 35

* 98.9%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Fig. 1 The plot of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4. 논의

이 논문은 온도와 주파수, 핀의 진폭 및 핀의 패턴의 

4개의 paramenter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양한 촉각 

자극들에 대해 인간감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산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중

심의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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