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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여 새로운 햅틱 질감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이

용해 이 방법을 검증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높은 주파수의 가속도 성분까지 성공적으로 모델링 하기 위

해서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병렬적으로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기존 방법에 비해서 새로운 물체의 

질감을 모델링 하기가 간편하였다.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로 교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물체의 표면에서 

생성되는 가속도를 약 75 %의 correlation으로 재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  론 

 

1.1 배 경 

오늘날 햅틱 장치의 발달로 인해서, 가상 환경에서의 

물체의 형태를 나타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체의 질감을 

전달하는 기술 또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물체의 

질감은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정보 중 매우 중요한 정보를 

차지하여 촉각 가상 환경의 현실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물체의 질감이 생성되는 기제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 모델링이 쉽지 않다. 1998년 Allison M. 

Okamura가 감쇠 사인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에서 나오는 

힘을 모델링 한 것을 시작[1]으로 다양한 햅틱 텍스쳐 모델링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선형 예측 계수[2] 또는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3]를 활용하여 물체의 표면에서 나오는 

가속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실제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물체의 

질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수식 근사 추정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2 접근법 

 물체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또는 

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물체의 질감을 인식하기 때문에, 

질감의 모델링이란 물체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할 때 적절한 

힘 또는 가속도가 발생하는 기제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힘 또는 가속도를 하나의 

시계열 자료로 가정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계열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감 모델링을 행하고자 하였다.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비선형의 함수 형태를 지닐 

것으로 가정되는 가속도 함수를 모델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방법과 달리 새로운 물체를 모델링 할 때 

추가적으로 수식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가속도 모델링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진동의 

주파수 대역을 높게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낮은 주파수 대역뿐만이 아니라 높은 주파수 대역의 

진동 성분도 햅틱 질감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며[5], 모델링 된 넓은 

대역폭의 가속도는 Haptuator등의 Voice coil actuator를 

통해서 렌더링 할 수 있다[5]. 

 

2. 본 론 

 

이 장에서는 질감 모델링을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델링을 위해서, 실제 물체의 표면에서 

가속도와 표면 이동 속도 데이터를 얻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켰다. 학습 뒤에는 교차 

검증을 이용하여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2.1 데이터 수집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로, 연구 협력 

관계에 있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Katherine J. 

Kuchenbecker의 연구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서로 다른 다양한 물체의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생성되는 가속도를 800 Hz의 주파수로 5초간 샘플링한 

데이터로, 사람이 펜 형태의 스타일러스를 물체의 표면과 

수직하게 쥔 상태에서 물체의 표면을 스캔하면서 측정된 

데이터이다. 이때 물체의 표면과 스타일러스가 상호작용을 할 

때 나오는 가속도의 주요한 성분이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4] 

수직 성분의 가속도를 모델링에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가속도가 생겨나는 주요 원인이 물체 표면의 미세한 구조와 

펜 타입 스타일러스 간의 충돌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 및 수직 방향으로 사용자가 가하는 힘을 

달리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수평 방향의 

속도는 50, 100, 150, 200 mm/s, 수직 방향의 힘은 30, 60, 

90, 120 g•m/s
2
이다. 



 

[그림 1] Frequency decomposed neural network의 구조 

2.2 Frequency decomposed neural network 

물체의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속도의 주파수 범위가 

매우 넓고, 이때 고주파수의 가속도 데이터가 질감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5], 넓은 주파수의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frequency decomposed neural 

network[6] 방법을 이용하였다.  

임의의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 학습시키고자 할 때는 높은 주파수의 

변화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샘플링 속도가 필요하다. 

반면, 낮은 주파수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샘플을 통해서 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요구조건 때문에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 및 낮은 주파수의 성질을 

모두 학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frequency decomposed neural network 

구조로, 서로 다른 하위 뉴럴 네트워크가 병렬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고 각 하위 

뉴럴 네트워크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할 때는 각각의 주파수 대역을 

책임지는 뉴럴 네트워크에 주어진 신호를 다운 샘플링하는 

샘플러 및 필터를 추가하여 해당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만 

받아들여서 뉴럴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 [그림 1]에 이 

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이때 뉴럴 네트워크의 구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총 하위 네트워크의 개수, 각 하위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 할당 등이 되며, 이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라 최종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크게 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저자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파라미터의 조합을 

시험해 보았고, 이 중 3개의 하위 뉴럴 네트워크가 각각 

50~100, 100~200, 200~400 Hz 대역을 담당하는 조합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여 해당 파라미터를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또한 각각의 하위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개수와 퍼셉트론의 

개수도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위의 파라미터를 

이용한 하위 네트워크는 레이어 5개 이상에서 크게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어를 5개를 사용하였으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변화 추세를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서 

낮은 주파수를 담당하는 하위 네트워크에 퍼셉트론의 개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할당하였다.  

 

2.3 데이터 처리 

물체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실제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되기 

전에 데이터 처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장 먼저, 측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낮은 주파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50 Hz 의 High 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필터링을 마친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를 형성하여 각 하위 네트워크에 

제공되었고, 하위 네트워크를 위한 입력 데이터 및 목표 

데이터가 이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되어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에 이용되었다. 이때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이용하였다. 교차 

검증을 위해 총 시계열 자료의 앞 절반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검증하였다. 

 

2.4 뉴럴 네트워크 검증 

앞의 단계를 거쳐서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물체 표면에서 생성될 가속도를 예측하여 출력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수직 방향 힘 및 수평 방향 속도에 대해서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힘을 feature로 하는 feature space 상에서 몇 개의 

지점에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평 방향 속도 또는 수직 방향 힘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값들의 내삽법을 통해서 현재의 수평 방향 속도 및 수직 방향 

힘에 대한 가속도 값을 예측할 수 있다. 

 

3. 결  과 

 

서로 다른 재질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검증한 결과가 [표 1] 에 나타나 있다. 모델링 

결과는 뉴럴 네트워크로 얻은 가속도와 실제 측정된 가속도 

간의 RMS 오차와, 실제 가속도 데이터와 예측된 가속도 

데이터 간의 correlation값을 이용해서 나타내었다. 

평균적으로 실제 데이터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예측 

가속도 값은 75%의 correlation을 보였다. 이 수치가 실제 

사람이 비슷한 재질로 인지하기에 충분한 수치인지는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평균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가속도 값은 실제 

물체에서 생성되는 가속도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링 결과 

 

물체 
Brushed 

plastic 
Canvas Denim Wood 

Correlation 

(%) 
0.7408 0.7521 0.7515 0.7568 

RMS error 

(m/s
2
) 

0.9085 2.6203 2.1384 2.076 



 

[그림 2] 시간 대역에서 가속도 데이터의 비교 

뉴럴 네트워크로 얻은 가속도와 실제 측정된 가속도 간의 

시각적 비교는 [그림 2]와 [그림 3] 에 나타나 있다. 시간 

대역에서 시계열 자료의 peak 크기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구간이 있으나 평균적인 경향은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에서는 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0~50 Hz와 150~200 Hz이다. 0~50 Hz는 노이즈로 생각되어 

실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면, 150~200 Hz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데 이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을 받아들이는 자극 

수용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오차가 모델링 된 

질감의 실재감을 저해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보완점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방법과 다른 새로운 질감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사용한 이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방법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면 모델링에 있어서 어려운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실제 물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가속도를 

생성해 내는 결과를 보여주어, 유망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부분에서 언급된 문제점의 개선점으로는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에 쓰이는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현재의 

RMS 오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차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 

비중을 줌으로써 사용자가 느끼는 인지적 오차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있겠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질감을 

느낌에 있어서 100 Hz를 넘는 높은 주파수의 진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5], 해당 주파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극 수용체의 주파수에 따른 인지적 자극의 크기 

변화에 대한 연구[7,8] 및 다양한 손의 자세에 따른 역치에 

대한 연구[9,10]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참고하여 

오차 비중 함수를 설계하고 이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면 현재 알고리즘보다 인지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질감 모델링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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