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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글로브와 진동모터를  이용한 촉각전달 및 제시 방법 

Tactile Transfer and Display Method using Data Glove and 
Vibration Motors Module 

강 형 구, 최 영 진* 
(Hyung-Gu Kang1 and Youngjin Choi2,*) 

1Control Technology R&D Lab, Dongbu Daewoo Electronics Co. 
2Electronic Systems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tactile transfer and display method between a data glove and vibration motors module. The data 
glove is developed to capture the hand postures and to measure the grip forces. The measured data are simplified with the proposed 
5-bit transfer and display algorithm, and the vibration motors module is developed to display the measured hand posture and grip 
force to the operator. The proposed 5-bit algorithm contains both an 8-step hand posture and 4-step grip force level information for 
tactile transfer to the vibration motors module.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through sever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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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일정한 신체 부위의 감각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감각전달 및 제시 방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특정부위의 감각이 상실된 
사람들의 감각전달 및 인공적인 감각제시를 통해 감각복원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촉각전달 및 제시 장치를 개발한다. 
개발된 촉각전달 및 제시 장치는 16개의 진동모터 배열을 이
용하며, 이들의 구동패턴 변화를 통한 촉각전달 및 제시방법
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촉각 제시장치의 유효성을 보이
기 위해 손의 방향각 정보와 손가락에서의 접촉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글로브도 부가적으로 개발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손의 방향각 및 손가락의 힘을 측정하여 
감각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다른 형식의 촉각을 제공하거나 
원격지에 감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촉
각전달 및 제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다
음의 접근방법에 따라서 개발과정을 설명한다. (1) 신체의 촉
각식별 자료분석을 통해 촉각제시에 적절한 신체부위 및 촉
각제시장치의 설계조건을 도출하며, (2) 이들을 이용하여 촉
각전달 및 제시 장치를 개발하고, (3) 개발된 방법 및 장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효성 
입증을 위해 개발되는 데이터글로브에 대한 설명도 부가적
으로 제공한다. 

Ian Oakley는 3×3의 동전형 진동모터를 이용해 팔의 전완근
에 배치하고 진동모터의 구동을 통해 감각생성에 도움이 되

었다고 보고하였다[1]. Erin Piateski는 진동모터 배열을 통해 
촉각을 전달하는 경우 팔 보다는 등 부위에서의 인식률이 더 
좋다고 보고하였다[2]. 인간이 시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최대 106 bit/s 이며, 청각은 104 bit/s, 촉각은 102 bit/s 
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감각인식이 
시각정보에 주로 의존하지만, 촉각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인간의 상황인지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촉각전달 및 제시방법을 다루기 전에 우리 몸에서 두 지점
에 서로 다른 자극을 인가하여 이를 두 지점의 다른 자극이
라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되는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Webers는 1826년에 인체부위에 따른 촉각 
민감성을 측정하여 수치로 제시하였다[3]. 그는 피부의 민감
한 부위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부에 
닿는 두 지점이 서로 다른 지점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해
를 거듭할수록 정밀해져서 현재는 참고문헌 [4]에서 발췌한 
그림 1과 같은 정밀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외력
에 의해 자극된 피부의 두 지점을 서로 다른 지점으로 식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인 Two-Point Threshold를 나타낸 그
림이다. 손가락(Fingers)이 Two-Point 를 인식하는 거리가 약 
5 mm보다 작아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이며, 얼굴부위
(Cheek, Nose, Upper lip)와 엄지발가락(Hallux)은 약 10 mm 정
도이며, 손바닥(Palm)의 민감도는 약 12 mm이다. 인체 중 가
장 둔감한 부위는 약 47 mm인 종아리(Calf)이며, 상박(Upper 
arm) 부분도 45 mm로 매우 둔감한 것을 알 수 있다.  

Cholewiak는 팔의 전완 부분과 배의 복근 부분의 위치와 
나이에 대한 인체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5,6]. 
Hong Z. Tan은 인체의 등 부위에 촉각을 전달해주기 위해 진
동모터를 의자 등받이 부분에 설치하였고, 진동 촉각의 방향
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7]. Aaron Toney는 어깨에 
대한 촉각제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착용장비를 연구
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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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며, 기 개발된 촉각전달 및 제시 
장치들은 Two-point 식별률이 좋은 손가락과 얼굴과 같은 부
위들 보다 식별률이 좋지 않지만 장착하기에 편리한 등 혹
은 팔에 촉각전달 및 제시 장치를 장착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진동모터 배열을 설치하기 위
한 장소로서 넓고 평평한 부위가 진동촉각을 제공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에서도 착용의 편의성 및 촉
각제시 장치의 기계적 크기로 인해 착용부위를 등(Back)으
로 한정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등 부분에서 두 자
극 지점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거리는 약 40 mm 정도이므로 
촉각제시에 사용될 진동모터는 적어도 40 mm 이상의 거리를 
벌려서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 인체의 감각을 받아들
이는 감각수용기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 촉각 공간 민
감성을 다룬다.  

 
II. 리뷰: 인체 촉각 공간 민감성(Tactile Spatial Acuity) 
인체에는 다양한 감각수용기(mechanoreceptor)들이 분포되
어 있으며, 인체공간 속에서의 이들의 존재 밀도에 따라서 
인체가 받아들이는 촉각의 민감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촉각 
공간 민감성이라 부른다. 촉각 공간 민감성(spatial acuity)은 
약 18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3].  

Stevens는 피부에 닿는 두 지점의 연속적인 포인트 사이에
서 사람이 인식하는 최소한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인 편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험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식률 및 민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9,10]. 본 절에서는 이러한 민감도를 얻기까지 인
체 내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이 피부에 
임의의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수용기는 4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림 2는 임의의 물체를 잡았을 때, 뇌가 인지하는 촉각의 

 
그림 2. 피부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4가지 감각수용기. 
Fig.  2. Four kinds of mechanoreceptors in the skin. 

 

 
(a) Form. 

 
(b) Acceptable range. 

 
(c) Biomedical signal. 

그림 3. 자극에 따른 기본적인 4가지 감각시스템 [4]. 
Fig.  3. Four kinds of basic sensory system about stimulus. 

 
4가지 감각수용기들의 모양 및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4가
지 감각수용기는 Merkel, Meissner, Ruffini, Pacinian이며,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Merkel은 가벼운 터치에 반응하며 주로 압력
을 감지한다. 감지 진동 주파수범위는 5 ~ 15[Hz] 정도로 알
려져 있다. Meissner은 미세 피부 진동과 같은 가벼운 터치 
감각에 반응하는 수용기이다. 감지 진동 주파수범위는 20 ~ 
50[Hz] 이다. Ruffini는 온도 및 피부의 늘림을 감지한다. 
Pacinian은 압력 및 피부 진동을 감지하며, 감지 진동 주파수
범위는 60 ~ 400[Hz]이다. 
그림 3은 피부 내에서 4가지 수용기들의 형태와 위치, 자
극의 수용범위, 자극에 따른 생물학적 신호의 생성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활동전위를 생체신호라 
부르며, 이는 감각수용기별로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그림 
3(c)에서 보이듯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3(c)에 제
시된 4가지 감각수용기를 반응특성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자극이 존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생체신호를 
발생시키면서 느리게 적응하는 SA (Slowly Adapting) Receptor 
와 자극의 시작과 끝에만 반응하며 빠르게 적응하는 RA 

 
그림 1. 인체 내 촉각식별 가능한 Two-Point Threshold [4]. 
Fig.  1. Two-Point Threshold in the bod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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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ly Adapting) Receptor로 나눌 수 있다. SA로는 Merkel, 
Ruffini이 있으며, RA로는 Meissner, Pacinian이 있다. 

RA에 속하는 Meissner는 그림 3(a)에서 보여지듯이 피부표
면 근처에 둥근 돌기를 가지고 존재하며, 수용범위는 그림 
3(b)에 보이듯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같은 RA에 속
하는 Pacinian은 피부 깊숙한 곳에 분포하며, 수용범위가 넓
다. Meissner과 Pacinian의 자극신호의 발생률은 두 수용체 모
두 자극이 일어난 시점, 자극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크
게 2부분에서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그림 3(c)에서 알 수 있
다. 즉, RA는 자극의 변화량을 감지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으
며,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요긴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 연구대상인 진동 자극을 식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림 
4는 진동성 자극이 인가될 때 RA수용기인 Meissner, Pacinian
에서 반복자극에 따른 생체신호(활동전위)의 주기적 발생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진동파형 인식에는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주는데, 
피부 안에서의 점성과 탄성도가 자극의 식별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피부의 온도[11] 및 뼈, 근육, 지방, 털[12]의 유무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촉각을 처
리하는 다른 측면을 조사하면, 진동공간의 민감성에 대한 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irman은 진동하는 두 지점
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가깝게 될 때, 인간이 인식
하는 진동의 크기와 위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13]. 또한 감각의 변화는 촉각, 시각, 청각의 시
간적 격차를 유지하며 함께 변화한다고 제시한 문헌도 있다
[14,15]. 또한, Craig은 두 지점의 다른 위치에 테스트를 할 때 
선행된 자극의 잔상 및 회복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16]. 이처럼 인체 내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시
각 및 청각을 포함한 감각 및 선행된 진동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Two-Point Threshold 및 자극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동 및 촉각에 대한 유사 연구 내용은 [17, 
18]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극 인식률에 영향을 주는 주변요소들을 
제외하고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Meissner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0-50[Hz]의 진동자극을 제공하는 촉각전달 진동패
드의 개발과정을 설명한다.  

 
III. 데이터 글러브 및 촉각전달 진동패드 개발 

과거에 친구 및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통신수단으로 전화 및 편지가 활용되었다. 하지만, 근래에 인

터넷과 통신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발달이 이루어 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사람들과 시간 및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시각 및 청각 정보에만 의존할 뿐 
촉각의 부재로 같은 공간에서 소통한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감정 및 감성적인 요소의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시각 및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을 효율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
에는 데이터 글러브의 운동정보 및 압력정보를 진동모터를 
이용한 촉각제시 장치를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한다.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촉각전달 장치의 전체 시
스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총 4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압력센서와 관성센서를 장착한 데이터 글러브
를 그림 5에서 Human-Connection부분으로 나타내었다. 둘째
로, 데이터 글러브의 압력센서(FSR) 데이터와 팔목각도를 측
정한 관성센서(IMU)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진동패드에 제공
하여 실시간 촉각제시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
세서(MCU) 부분이다. 셋째로, MCU에서 생성된 진동패턴을 
사용자에게 전달 및 제시해줄 수 있는 진동패드 부분, 마지
막으로 개발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데이터 및 
진동모터 상태를 알기 위한 모니터링 화면(GUI) 부분으로 나
눌 수 있다. 
2. 데이터 글러브 개발 

물체를 집었을 때 손가락 힘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6의 오
른쪽 그림과 같이 압력(FSR)센서를 손가락 끝에 배치하였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4개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힘을 측정
하였으며, 다섯번째 손가락인 소지는 물체를 잡을 때, 가해지
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제외하였다. 물체를 잡고 회전하
는 손목의 각도와 회전된 물체의 각도를 똑같이 매칭하기 위
하여 그림 6의 왼쪽 그림과 같이 관성센서(IMU)를 손목에 
배치하였다. 또한, 물체의 미끄러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선택하였으며, 사용자
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신축성이 좋은 재질을 선택하였다.  
전체적인 데이터 글러브의 구조는 FSR 센서,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시리얼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목부분

 
그림 4. 진동성 자극에 대한 RA 수용기의 반응 [4]. 
Fig.  4. Response of RA about vibratory stimulation. 

 

 
그림 5. 제안된 시스템 구성도. 
Fig.  5. The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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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MCU (Micro Controller Unit)를 부착하여 시스템을 간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FSR 센서에서 MCU로 연결되는 선의 
구부러짐으로 생기는 오차 및 노이즈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MCU와 FSR 사이
의 선 길이를 조정하였으며, 이를 다른 선들과 섞이지 않도
록 각 손가락마다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FSR (Force 
Sensing Resistor) 센서로 물건을 잡을 때, 센서와 물체가 닿는 
점에 따라서 측정 값의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FSR 센서의 포인트에 와셔를 덧붙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가해지는 힘에 대한 FSR 센서 저항의 변화로 힘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약 0 ~ 10[kg]까지 인식 가능하다. 

FSR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힘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이며, 
MCU의 ADC를 이용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10-bit 
분해능의 ADC를 가지고 있는 MCU를 사용하였다. 다음 절
에 제시될 촉각전달 알고리즘의 단순화를 위하여 4단계의 
힘 레벨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엄지, 검지, 중지, 약지손가락
에서 각각 측정되는 힘들의 합을 얻어 이를 힘 레벨로 정의
한다. 표 1에서 힘 레벨에 상응하는 힘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림 7의 왼쪽은 FSR 센서의 선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보
이고 있다. 왼쪽 그림과 같이 FSR 센서 데이터가 나오는 위
치에 마킹을 한 뒤, 지름 10 mm 높이 5 mm 의 와셔를 만들
어 부착하였다. 1개에 100g인 추를 이용해 1개 ~ 10개까지의 
센서 데이터를 측정하여 그림 7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본 실

험을 3회 반복수행 하였으며, FSR 센서 값이 무게와 거의 선
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CU의 ADC를 통
해 얻은 FSR 센서 값들은 시리얼 무선통신을 통해 모니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전달된다. 
또한 IMU(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손목각도를 추출하고, 다
음절에 제시될 촉각전달 알고리즘의 단순화를 위하여 360o 

의 각도를 45도씩 구분하여 그림 8과 같이 8개의 손목각도 
레벨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레벨 2에 해당하는 IMU의 동작
범위는 67.5o ~ 112.5o와 같이 지정한다. IMU의 Roll, Pitch, Yaw
값 중 Roll 값의 데이터 만을 사용하였고, Roll 값의 데이터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모니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컴퓨
터로 전송한다. 
3. 진동패드 모듈 개발 

그림 9의 왼쪽 그림은 (4×4) 배열의 진동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다. 진동패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허리둘레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 편의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밴드 
소재의 허리보호대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진동모터가 허리
보호대에 잘 부착 될 수 있도록 접착용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그림 9의 왼쪽 그림과 같이 근접한 진동모터가 서로에게 영
향을 적게 받고 인체촉각 민감성을 고려하여 모터중심을 기

   
그림 6.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의 모습. 
Fig.  6. Appearance of the developed data glove. 

 
표   1. 단순화를 위한 측정된 힘 레벨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measured force level for simplicity. 

Force Level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힘 범위 0~2.5 [kg] 2.5~5 5~7.5 7.5~1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2

0

0.2

0.4

0.6

0.8

1

1.2

Gram

V
ol

ta
ge

 

 
3 times data
Curve-fitting

 

그림 7. FSR 센서의 선형성. 
Fig.  7. Linearity of FSR sensor. 

 
그림 8. 단순화를 위한 손목각도(Roll) 레벨 분류. 
Fig.  8. Classification of roll angle about wrist angle level for 

simplicity. 

 

   
그림 9. 진동패드의 (4×4) 진동모터와 착용모습. 
Fig.  9. Vibration motors module and its appearance. 



강 형 구, 최 영 진 

 

1142

준으로 가로/세로 약 60 mm 간격으로 진동모터를 배치하였
다. 이와 같이 진동모터의 행과 열을 구성한 이유는 등의 
Two-point Threshold 최소거리인 40 mm보다 넓혀 사용하게 되
어 간격이 넓어진 만큼 촉각 인식률이 올라가도록 설계한다. 
그림 9의 오른쪽 그림은 진동패드의 착용모습이다. 앞에서 

언급 되었듯이 촉각제시 장치의 장착이 용이한 등쪽에 장치
를 위치시켰으며, 외부와의 통신 및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MCU의 진동패드의 오른쪽에 배치하였다. 모듈의 전체
구조는 진동모터, 모터 드라이버, 시리얼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에서 보이듯이 16개의 진동모터를 구동시켜서 
촉각을 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다음 
절 제시될 비트 디스플레이 알고리즘으로 설명한다. 
4. 모니터링 프로그램  

본 연구를 통해 GUI 환경을 구성한 이유는 첫째, 촉각전달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촉각전달 및 제시 현황을 시각
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하였다. 둘째, 장치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특정 패턴 및 적용 물체의 물리적 상태와 같은 정
보를 활용하기 쉽도록 그림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촉각전달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사
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10의 ①에서 보이듯이 손등
에 부착된 IMU의 각도를 통해 자신의 손 움직임을 시각적으
로 비교하면서 직관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데이터 글러브의 FSR 센서로 물체를 쥘 때, 출력되는 
네 손가락의 힘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10의 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각각의 손가락들의 힘을 측정함으로
써 물체를 잡을 때의 손의 자세에 따른 손가락 힘의 변화 및 
물체의 형상에 따른 손가락 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진동패드의 총 16개 진동모터의 현재 동작/정
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10의 ③과 같이 동작상황
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였다. 실제 등으로 전달되는 촉각과 모
니터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가해지는 감각전달이 더
해져서 촉각을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촉각 인지
오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IV. 비트 디스플레이 알고리즘 

앞 절에서 제시한 힘 레벨과 손목각도 레벨을 표시하는 방
법을 통합하여 비트 디스플레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
다. 우선 비트 디스플레이 알고리즘을 고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힘 레벨과 손목각도 레벨의 값을 5비
트로 단순화 시켜서 손의 힘과 각도 정보를 단순화하여 촉각
제시 장치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힘과 손목
각도 레벨 값의 증가/감소를 비트연산을 활용하여 쉽게 표현
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에 많은 통신 량을 요구하지 않는
다. 구체적으로 표 2에 보이는 데이터는 제시된 알고리즘의 
예이다. 제시된 알고리즘의 앞 2 비트는 힘 정보를 뒤의 3 
비트는 손목각도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힘 레벨은 총 00 → 
01 → 10 → 11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목각도 레벨은 
000(0o) → 001(45o) → 010(90o) → 011(135o) → 100(180o) → 
101(225o) → 110(270o) → 111(315o)로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표 2의 예는 2.5~5[kg] 범위의 힘으로 90o 근
처의 손목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를 나타내고 있다. 
1. 손목 각도 레벨에 따른 진동모터 구동 패턴 

그림 11은 손목각도 레벨에 따라 동작되는 진동모터의 패
턴을 표현한 그림이다. 손등에 장착된 IMU의 Roll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전하는 물체의 각도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동모터 구동패턴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학습할 수 있
거나 적은 설명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평상
시 손으로 물체를 잡을 경우 그 물체를 가지고 회전할 수 있
는 모든 경우의 각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진동모터의 구동 
패턴을 활용하여 촉각제시 할 수 있다. 또한 손목각도 레벨 
증가/감소가 비트연산 규칙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0o ~ 
45o 의 각도의 변경이 있을 시 00000 → 00001 과 같이 각도
에 해당되는 비트의 덧셈 혹은 시프트 연산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 힘 레벨에 따른 진동모터 구동패턴 

데이터 글러브에서 측정되는 힘 레벨의 증가/감소 따른 진
동모터 구동패턴을 그림 12에서 보이듯이 제시한다. 그림 12
에서 보이는 빨간색은 진동모터의 On, 회색은 진동모터의 
Off로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일정한 손목각도 레벨을 가지
고 힘 레벨이 증가된다면 시작 각도레벨을 중심으로 힘 레벨 
별로 진동모터의 동작 개수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구동패
턴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힘 레벨의 변화를 1 ~ 4 단계로 보

 
그림 10. 모니터링 프로그램. 
Fig.  10. Monitoring program. 

표   2. 비트 디스플레이 알고리즘의 예. 
Table 2. Example of bit display algorithm. 

힘 레벨 손목 각도 레벨 
0 1 0 1 0 

 

 

 
그림 11. 손목각도 레벨에 따른 진동모터 구동패턴. 
Fig.  11. Vibro-motors drive pattern according to the wrist angle 

level. 

Hyung-Gu Kang and Youngj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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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00000(Lv.1) → 01000(Lv.2) → 10000(Lv.3) → 11000(Lv.4) 과 
같이 레벨 변화를 힘 비트의 값에 대한 비트 연산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 
등 부분에 배치는 진동모터들의 구동패턴의 변화에 따라

서 현재 잡고 있는 물체의 방향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쥐는 힘의 변화에 따라서 구동패턴이 실시
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힘 정보도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현되
었다. 그림 11에서 보이듯이 방향각 변화에 따라서 구동패턴
의 방향각이 실시간 연동하여 변화하도록 하였고, 그림 12에
서 보이듯이 쥐는 힘을 세게 혹은 약하게 함에 따라서 연동
하여 구동 진동모터의 길이방향 구동패턴을 다르게 하여 힘/
방향각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V. 통합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와 진동패드를 직접 착
용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실제 출력결과가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손목 실험결과를 살펴보
기 위해, 첫째로 그림 13의 힘 레벨 1단계와 4단계를 비교 
하였으며, 둘째로 각각의 힘 레벨에 대한 각도의 변화를 모
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힘 
레벨과 손목각도의 알고리즘은 그림 11와 그림 12에서 이미 
제시하였으며, 그림 13의 (힘 레벨1, 손목 각도 0) 과 (힘 레
벨 4, 손목 각도 0)에서 알 수 있듯이 힘이 증가 함에 따라 
진동모터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3의 (힘 레벨1, 손목 각도 0도) 과 (힘 레벨1, 손목 각
도 90도) 와 (힘 레벨1, 손목 각도 180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손의 각도, IMU의 각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표시
되는 진동모터의 출력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결과는 본 연구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19].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촉각전달 및 제시장치에 대한 개발
과정을 기술하였다.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와 진동패드를 활
용하여 제시된 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개발 
시스템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위해 손의 힘과 손
목의 각도를 기반으로 직관적이며, 간결하게 전달 및 제시할 
수 있는 비트 디스플레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이
러한 감각전달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특정부위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과 부가적인 감각이 요구되
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예
를 들자면, (1) 자동차 운전시 운전자의 조향휠 방향각 및 힘 
정보를 운전석 및 조수석의 등받이에서 제시하여 현재 조향
휠의 상태를 운전자 및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느낄 수 있도
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 초보자의 운전학습 및 화
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장
치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2) 특수학교에서 선생님이 데이터 
글러브를 착용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개발된 촉각
제시장치를 착용하고, 선생님이 임의 물체를 만지면서 설명
을 하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선생님이 만지고 있는 물체에 가
해지는 힘 및 방향각 정보를 촉각제시장치를 통해 받아서 물
체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개발 등에 활용 가
능하다. (3) 화상통화 및 화상회의와 관련된 원격지의 상대방
과의 상호작용이 요구될 때 원격지의 사람과 악수를 가상으
로 한다고 가정하며 이를 본 촉각제시장치를 통해 공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시각, 청각을 넘어서 촉각전달까지 할 수 있다면 원격지
의 사람과 상호작용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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