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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4D 영화에서 진동 효과는 영화에서 발생하는 총성, 

충돌 등의 다양한 사건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진동 효과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진동 효과를 쉽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적인 변환 과정을 고려한 소리-진동 변환 

과정을 통해 제안한다. 그 결과 소리에서 받는 청각 

자극과 유사한 인지적 느낌을 갖는 진동 신호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주제어 

4D 영화 (4D film), 진동 렌더링 (vibrotactile 

rendering), 크리티컬 밴드 필터 (critical band filter), 

햅틱스 (haptics) 

1. 서 론 

4D 영화는 모션 효과, 진동 효과를 포함한 바람, 물, 

향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이용하여 몰입감을 

높인다. 이 중에서 진동 효과는 모션 효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동 

효과는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작되고 있다. 4D 영화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홈 씨어터에도 4D 를 체험할 수 있는 모션 

의자가 상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컨텐츠 저작에 

인력 및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화의 소리는 음향 감독을 따로 두어 

제작 단계부터 후처리 작업까지 손을 보는 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4D 효과 제작자들은 소리 정보를 

활용해서 진동 효과를 제작하곤 한다. 하지만 소리 

신호를 어떠한 신호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진동 재생 

장치로 내보내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소리 신호의 인지적 느낌과 

진동 효과 결과물의 인지적 느낌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후처리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한다. 

소리-진동 변환 과정에서 인지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음악을 듣는 

경험을 진동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옥타브 혹은 두 

옥타브만큼 주파수 영역을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1], [2]. 또한 음악의 

주파수 영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인지적 데이터에 

기반한 소리-햅틱 간의 감각 변환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진동 효과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3]. 음악에 관한 연구 외에도 게임이나 

영화에서 총성 등의 사건은 강조하고 배경음악은 

강조하지 않기 위해 소리의 인지적 특성 중에 

거칠기와 세기를 활용한 소리-진동 변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4], 사용자가 스스로 주파수 영역을 

지정하여 소리에서 진동 효과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5].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음악적 경험을 살리거나 특정 사건의 

발생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소리 

정보가 정확하게 진동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주파수 영역의 이동이나 추출, 시간 축에서의 임의의 

신호 가공은 시간 축에서 소리 신호의 정보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건의 발생 만을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영화의 총성이나 폭발 등을 표현할 때 중요한 

시간 축의 신호 성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축에서의 소리 신호 성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소리에서 받는 청각 자극과 

유사한 인지적 느낌을 갖는 진동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람의 인지 과정에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인지 필터의 모델을 세우고, 소리 신호에 

역으로 이를 보상하여 변환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한다.  

 



 

 

2. 소리-진동 변환 방법 

2.1 소리-진동 변환 시 고려사항 

쉽게 구현할 수 있고 4D 영화의 저작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소리 신호를 어떠한 신호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진동 재생 장치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진동 재생 장치의 고유한 transfer function 이 

일종의 low-pass filter 의 역할을 하여 소리 신호에서 

저주파수 영역에 해당하는 신호를 진동 효과로 

변환해준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소리 신호 

중에서 고주파수 영역의 신호는 진동 효과로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변환 과정에서 시스템을 

거쳐갈 때 transfer function 에 의한 신호의 손실이 

일어난다. 이는 소리-진동 간의 변환 뿐만 아니라, 

진동 신호가 사람의 기계적 수용체를 거쳐 인지하게 

되는 변환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사람의 진동에 대한 

역치를 살펴보면 주파수가 일정 수 (300 Hz) 

이상으로 증가할 때 역치도 증가하여 고주파수 

영역의 진동 신호는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리 신호를 어떠한 신호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진동 

재생 장치로 내보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시스템인 

진동 재생 장치와 사람의 기계적 수용체의 시스템에 

의해 신호가 왜곡되어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2.2 Compensator 디자인 

우리는 소리 신호가 어떠한 신호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진동 재생 장치로 내보내어 질 때 거치는 주요 

두 시스템인 진동 재생 장치와 사람의 기계적 수용체 

시스템의 transfer function 을 추정하고, 이를 역으로 

보상하는 feed-forward compensator 를 software 

형태로 구현하였다. 

먼저 소리-진동 변환 과정과 진동-인지 변환 과정의 

시스템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과정을 거쳤다. 

소리-진동 변환 과정의 진동 재생 장치의 transfer 

function (Hd(s)) 은 pseudo-random noise 를 

입력으로 가하고 nonparametric identification 

method [6] 를 통한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 이를 

Hd(s)로 추정하였다. 그림 1 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동 재생 장치인 linear actuator (Shadow-8 

Single(T108SM), Crowson Tech.) 에 대해 추정한 

Hd(s)를 나타낸다.  

 

그림 1. linear actuator system 에 대해 추정한 Hd(s) 

진동-인지 변환 과정의 사람의 기계적 수용체에 대한 

transfer function (Hm(s)) 은 크리티컬 밴드 이론 

[7]에 의해 추정하였다. 이 이론은 기계적 수용체, 

특히 PC 채널이 특정 주파수 영역인 “크리티컬 밴드” 

내에서 필터 역할을 하고 자극의 세기를 합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엉덩이 부위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진동 자극에 대한 absolute 

threshold 를 10 명의 피실험자를 통해 구하였다. 

그리고 이 역치 결과를 역수로 두고 제곱한 결과를 

Hm(s) 로 추정하였다. (그림 2) 

 

그림 2. 사람의 기계적 수용체 시스템에 대해 추정한 Hm(s) 

이렇게 추정한 두 개의 transfer function 을 이용하여 

소리 신호에 대해서 소리-진동 변환 및 진동-인지 

변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그림 3 은 소리 신호가 

진동 신호 및 인지적인 레벨로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의 위의 3 개 그래프는 소리-

진동-인지로의 변환 단계가 비교적 잘 된 예시이며, 

아래의 3 개 그래프는 소리-진동-인지로의 변환 

단계에서 왜곡이 많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예시이다. 



 

 

 

그림 3. 총성 소리가 진동 신호, 인지적인 레벨로 변환되는 

과정의 예시. 위의 세 그래프는 변환이 잘 된 예시이며 

아래의 세 그래프는 변환이 잘 되지 못한 예시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환 과정을 하나의 transfer 

function으로 다시 표현하면 H(s)= Hd(s) Hm(s) 와 

같고, 이는  

 
로 추정하였다 (k=2.44×106, cut1=20 rad/s, 

cut2=1400 rad/s, 그림 4, 녹색 십자 선). 



그림 4. 소리-진동 변환 과정의 인지적 차이를 보상하는 

software compensator의 bode plot

 

이를 보상하는 compensator는 H(s)의 역수를 취하여 

구하였으며  

 
으로 추정하였다 (c=4.10×10-7, 그림 4, 붉은 선). 

 

3. 결과 

총성 소리 신호 중에서 소리 신호를 그대로 어떠한 

가공 없이 진동 재생 장치로 내보냈을 때, 청각 

자극의 인지적 느낌과 진동 자극의 인지적 느낌이 

상이한 총성 소리 신호들을 13가지 선별하여 

compensator를 적용해 보았다. 이 결과물에 대해 

5명을 대상으로 소리의 인지적인 느낌이 얼마나 

진동으로 잘 표현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표현되지 

않음을 0으로, 완벽하게 표현함을 6으로 기준을 

정하여 정도를 discrete한 숫자로 응답하는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ompensator를 적용한 

진동 신호가 적용하지 않은 진동 신호에 비해 1.35점 

높은 4.92점의 평가를 받아 소리의 인지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는 총성 

소리 신호가 compensator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동 신호로 변환 되었을 때의 인지적으로 느껴지는 

신호를 추정한 것(2 번째 녹색 선 그래프)과 

compensator를 적용한 후 인지적으로 느껴지는 신호 

(3 번째 붉은 선 그래프)를 추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첫 번째 검은 선 그래프는 원래의 신호를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서 나타낸 것이며, 진동 신호로 

변환하였을 때 세기가 매우 약해지고 고주파수 

대역의 세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compensator를 적용한 후에는 인지 세기가 다시 

강하게 느껴지고 고주파수 대역의 세기도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소리-진동 변환 결과물의 예시. 첫 번째 행은 원래 

소리 신호이며, 두 번째 행은 compensator를 적용하지 

않은 신호의 인지적 세기, 세 번째 행은 compensator를 

적용한 후의 인지적 세기를 나타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4D 영화의 진동 효과 생성을 위한 

소리-진동 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4D 영화의 진동 

효과는 시간 축에서의 소리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유지하면서도 소리의 인지적 느낌을 

진동 효과로 그대로 복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제시한 알고리즘은 소리 신호가 진동 재생 장치를 

거쳐 사람의 인지 단계로 전달되며 일어나는 정보 

변환 과정을 그대로 역으로 보상하여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손실을 막아주었고, 사용자 평가 

결과 소리의 인지적 느낌이 그대로 진동으로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리-진동 

변환 알고리즘은 영화 뿐 만 아니라 소리의 인지적 

느낌을 그대로 진동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멀티미디어, 게임 등의 햅틱 컨텐츠 생성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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