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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진동을 통해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햅츄에이터 (Haptuator)와, 임팩트를 통해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임팩트 액츄에이터 (Impact 

Actuator)를 결합하여 다중 효과를 동시에 전달하는 

햅틱 액츄에이터를 만들어, 새로운 방식의 렌더링 

효용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렌더링 

방식의 효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리적 성질이 

다른 세 가지 가상 물체를 선정하여 충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가상 환경을 구현하였다. 가상 환경에서의 물체 

충돌의 햅틱 피드백 렌더링으로는 진동을 통한 효과, 

진동과 임팩트를 동시에 이용한 효과의 두 가지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외형의 변형이 작은 강체의 경우 진동만을 통한 햅틱 

피드백에 비해 임팩트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이 더 높은 

실재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햅틱스(Haptics), 촉감 인지(Tactile Perception), 

임팩트 액츄에이터(Impact Actuator) 

1. 서 론 

햅틱이란 사람이 물체의 인식이나 조작을 목적으로 

물체와 접촉 상호작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과 

햅틱 기기 간의 의사 소통을 햅틱 피드백이라 하며, 

사람들은 햅틱 피드백을 통해 물체의 고유한 특성 및 

형태와 같은 물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가상 환경의 햅틱 피드백을 통하여 가상 물체의 존재 

뿐만 아니라, 물체의 충돌 및 물체 사이의 관계를 느낄 

수 있다 [2]. 햅틱 피드백 장치들 중 하나로 진동 

액츄에이터가 있으며, 사람과 가상 물체의 충돌에 진동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물체가 갖는 물리적인 

성질을 전달하는 연구가 있다 [4]. 

일반적인 진동 액츄에이터는 진동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며, 진동을 만들어 내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 

전자기 액츄에이터(Linear Electromagnetic Actuator), 

회전 전자기 액츄에이터(Rotary Electromagnetic 

Actuator) 그리고 비 전자기 액츄에이터 (Non-

electromagnetic Actuator)로 분류할 수 있다 [1]. 그중 

선형 전자기 액츄에이터는 회전 전자기 액츄에이터와는 

달리 진폭과 주파수를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진동 액츄에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50Hz 에서 최대 1000Hz 의 주파수 대역폭을 

갖으며, 더 낮은 주파수대역의 진동의 경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진동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진동 액츄에이터와 

달리 물리적인 충격 형태의 타격감을 제공하는 임팩트 

(Impact)타입의 액츄에이터가 존재한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압전기 (Piezoelectric), 전자기 

(Electromagnetic), 정전기 (Electrostatic)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액츄에이터는 모두 일정한 타격감을 

제공한다 [3, 6]. 이는 모두 질량 물체 (Mass)를 

이동시킴으로써 임팩트를 만들며, 이로부터 사용자는 

진동과 다른 큰 타격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진동을 통한 햅틱 피드백은 강한 충돌의 

타격감을 주기에는 부족한 느낌을 제공하며, 임팩트를 

통한 햅틱 피드백은 다양한 충돌 효과를 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진동 형태의 햅틱 피드백과, 임팩트 형태의 

햅틱 피드백을 합친 렌더링 효과를 제안하고, 이 방법이 

가상 환경에서의 물체의 충돌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진동과 임팩트를 결합한 햅틱 

피드백을 위한 기기로, 보이스 코일 형태의 

액츄에이터와, 임팩트 타입의 액츄에이터를 하나로 합쳐 

두 햅틱 피드백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햅틱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진동과 임팩트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충돌 효과의 실재감 

및 시각과의 조화로움에 대한 사용자 실험을 하였다. 



 

그림 1. 본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2. 시스템 구성 

본 연구의 햅틱 액츄에이터는 진동 피드백을 렌더링하는 

BM3C 햅츄에이터 (Tactile Labs) 와 임팩트 피드백을 

렌더링하는 스마트 햅틱 액츄에이터 (액츄로닉스)를 

이용하였다. 사용자 평가를 위한 가상 충돌 실험은 게임 

제작 툴인 언리얼엔진 4(UE4)를 이용하였으며, 

아두이노 DUE를 이용 두 액츄에이터를 제어하였다.  

이에 본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 과 같다. 

가상의 물체로부터 물체의 충돌이 발생하면, 물체가 

지닌 물리적 변수들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에 

전달한다. 충돌한 물체의 물리적 성질을 기반으로 한, 

진동 변수들을 이용하여 아두이노는 진동 신호의 

아날로그 값을 계산하고, 해당 신호를 두 액츄에이터에 

각각 전달한다.  

2.1 진동 신호의 생성 

충돌 시 물리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진동 변수들를 

다음의 두 식 (1, 2)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진동 신호로 

변환하였다 [2].  

𝑥(𝑡) = 𝐴 𝑠𝑖𝑛(2𝜋𝑓𝑡) 𝑒−𝜏𝑡                      (1) 

𝐴𝑡 = 𝐴∗ ||𝐹||

𝑚1+𝑚2
                               (2) 

𝑥(𝑡)는 시간 𝑡일때의 진동 신호, 𝐴는 표준화된 진동의 

진폭, 𝑚1, 𝑚2, 𝐹는 각각 충돌하는 물체의 질량 및 힘을 

나타내며, 𝑓, 𝜏는 각각 물체가 지닌 물체의 고유 주파수 

및 감쇠 율을 나타낸다.  

물체의 충돌에 있어 철, 나무, 고무 총 세가지의 물질을 

이용하였으며, 고유 주파수와 감쇠 율은 [5]의 연구의 

수치를 차용하였고, 이는 표 1로 나타내었다.  

표 1. 세 물질에 대한 고유주파수와 감쇠 율 

물질 철 나무 고무 

고유 주파수 430 349 80 

감쇠 율 11.97 106.99 34.13 

 

2.2 스마트 햅틱 액츄에이터 (SHA) 

SHA 는 일반적인 진동 액츄에이터와는 다르게 타격 

효과 (Impact effect)를 줄 수 있는 임팩트타입의 

액츄에이터이다. 기존의 진동 액츄에이터와는 다른 

방식인 Impact Haptic Generator (IHG)를 통해 오직 

한번의 타격이 발생함으로서 큰 힘을 낼 수 있다. 

1DOF 의 방향성을 가진 SHA 는 기기의 양방향으로 

타격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인가하는 전압의 양을 

조절함으로 임팩트의 세기를 조절 할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전압에 따른 SHA의 가속도 값 3V(좌), 5V(우) 

그림 2는 전압에 따른 SHA의 가속도 값을 나타낸다. 

SHA에 3V를 인가한 경우 5g의 가속도 값을 보이며, 

최대 전압인 5V를 인가한 경우 30g 미만의 가속도 값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압의 세기를 조절하여 

5g에서 30g 사이의 가속도 값을 이용하였다. 

2.3 햅틱 액츄에이터 

 

그림 3. 햅틱 액츄에이터 

그림 3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진동 효과 및 타격 

효과를 모두 지닌 햅틱 액츄에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4. 진동을 통한 효과 (좌), 임팩트를 통한 효과 (중), 두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켰을 때 (우) 

이는 진동을 위한 BM3C 햅츄에이터와 임팩트를 위한 

SHA가 결합되어 있다. 

SHA 의 임팩트 효과는 양쪽 방향으로만 힘을 내기 

때문에, 햅츄에이터를 임팩트 방향과 수직적인 

방향으로 부착하여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액츄에이터는 각각의 힘을 

상쇄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두 효과를 렌더링한다. 

그림 4 은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하여 충돌 효과를 

제공하였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이다. 

진동 햅틱 피드백만 제공 되었을 때는 10g 보다 작은 

가속도를 갖는 감소하는 사인형태의 양상을 띄며 

(왼쪽), 임팩트 피드백의 경우 한 번의 큰 타격을 내는 

양상을 띈다 (가운데). 또한 이 두 햅틱 피드백의 

효과를 동시에 렌더링 하여 그림 4의 오른쪽과 같이 

임팩트의 효과와 및 진동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효과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는 

가상 물체의 충돌을 진동 및 임팩트의 햅틱 피드백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3. 사용자 실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질의 물체가 충돌할 때, 진동 

및 임팩트의 햅틱 피드백이 동시에 전달되는 햅틱 

피드백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햅틱 피드백 (진동 피드백만 제공, 진동과 

임팩트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의 제공)에 따른 충돌에 

대한 실재감 및 촉각의 사실성을 비교 하였으며, 총 

8 명의 촉각에 문제가 없는 피실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남자 5명, 여자 3명) 

3.1 실험 방법 

피실험자들은 햅틱 액츄에이터를 손에 쥐고, 제공되는 

햅틱 피드백에 대해 물체 충돌의 실재감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평가 1 에서는 진동 햅틱 피드백과 진동과 

임팩트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의 충돌 효과의 실재감을 

비교하였으며, 평가 2 에서는 각각의 햅틱 피드백의 

시각과의 조화로움 및 실재감에 대한 점수 Semantic 

스케일로 평가하였다. 진동 햅틱 피드백의 경우 표 

1에서 제공된 실제 물체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수치를 

이용하였다. 

평가 1과 2 모두 각 Trial마다 쇠 공, 나무 공, 고무 공 

중 임의로 하나의 물체가 바닥과 충돌하고, 충돌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햅틱 피드백이 제공되는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5). 

 

그림 5. 사용자 실험 환경의 스크린 샷.                               

쇠 공 (왼쪽), 나무 공 (가운데), 고무 공 (오른쪽)  

3.2 실험 조건 

평가 1의 경우 각 물체의 충돌에 따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햅틱 피드백이 임의의 순서로 제공되고, 이때 

마다 피실험자는 ‘어떤 햅틱 피드백이 시각적 충돌 

화면에 더욱 보조하는 효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각 피실험자 마다 세 종류의 물질, 햅틱 

피드백의 제공 순서의 변형, 반복되는 세 번의 세션을 

통하여 (3x2x3) 총 18번의 Trial을 하였다. 

평가 2 의 경우 각각의 물체에 따른 서로 다른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고, 질문에 대한 생각을 Semantic 

스케일로 답변하였다. ‘촉각피드백의 효과가 시각 

화면과 잘 어울렸는가’를 통해 시각과 충돌 햅틱 

피드백의 조화로움 (Harmony)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햅틱 피드백의 효과가 실제 물체와 

비슷한 느낌을 제공하는가’ 의 질문을 통해 가상 

환경의 충돌 햅틱 피드백이 실제 충돌 피드백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사실적(Realism)인지에 대해 

평가 하도록 하였다. 

3.3 결과 및 토론 

각각의 물체의 충돌에 대한 피실험자의 햅틱 피드백 

선호도를 답변한 평가 1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물체에 따른 햅틱 피드백에 대한 선호도 결과 

철의 경우는 진동과 임팩트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이 

71퍼센트, 진동만 있는 햅틱 피드백이 39퍼센트로, 

전자 햅틱 피드백이 두드러지게 선호되었다. 나무의 

경우는 각각 58퍼센트, 42퍼센트를, 고무의 경우에는 

각각 27퍼센트 73퍼센트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철과 나무와 같이 외형의 변화가 작은 

강체에서는 진동 효과와 더불어 타격 효과를 주는 햅틱 

피드백이 더욱 사용자들에게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무와 같이 외형의 변화가 많은 탄성체의 

경우에는 진동 햅틱 피드백만 제공되는 경우가 더 

사용자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냄을 알 수 있다. 

표 2. 각각의 햅틱 피드백에 대한 질문의 평균값 결과  

물질  철 나무 고무 

효과가 

시각화면과 

어울리는가 

진동+임팩트 4.64 4.94 5.36 

진동 4.36 4.43 5.03 

효과가 실제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제공하는가 

진동+임팩트 4.64 5.03 5.00 

진동 4.57 4.24 5.17 

 

표 2는 평가 2의 답변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의 햅틱 피드백에 대한주관적인 

점수 값이다. 촉각과 시각의 Harmony에 대한 첫번째 

질문에 대해 세 물질의 경우 모두 진동과 임팩트가 

결합된 햅틱 피드백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가상 환경의 햅틱 피드백의 실제 충돌 피드백과 비교한 

Realism 의 항목에서는, 외형의 변화가 작은 철과 

나무는 임팩트가 결합 된 피드백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비해, 외형의 변화가 큰 고무는 진동만 있는 햅틱 

피드백 높은 점수를 받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가상 환경의 물체 충돌 시 제공되는 다양한 

햅틱 피드백 (진동, 진동과 임팩트)에 대해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평가 1 과 평가 2 를 통해, 진동에 

임팩트가 추가된 햅틱 피드백이 물체의 외형이 변하지 

않은 철과 나무와 같은 강체의 충돌에 적절 하였으며, 

고무와 같이 외형이 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임팩트를 

통한 햅틱 피드백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동에 추가 된 임팩트 피드백이 강체의 충돌 

효과와 비슷한 느낌을 제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사실적인 충돌 효과를 느끼게 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임팩트의 세기 및 임팩트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각 물체에 더욱 적합한 햅틱 렌더링 

방법을 고안하고, 진동 피드백과의 Phase조절을 통해 

더 실제 충돌과 비슷한 효과 렌더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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