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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형상들이 임의적으로 배치된 표면에서의 표면거칠기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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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touch perception of

surfaces with randomly spaced, irregular features. Two sets of specimens with top surfaces consisting of triangular peaks

and valleys were modeled and 3D-Printed by varying the height of the peak, the depth of the valley, and the width

between two intersections of the peak or valley with the center line. For one set of specimens, values of these variables

were kept constant within a specimen but varied across specimens. For the other set of specimens, values of these

variables were randomly selected in given ranges within a specimen while ranges were varied across specimens. The level

of touch perception of each specimen was then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6 adjectives related to

touch perception and a 7-point Likert scale. Measur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nd compared between different sets

of specimens. Results indicated that it was inappropriate to directly apply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ies for surfaces with

regularly spaced, geometrically well-defined features to surfaces with randomly spaced, irregular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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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들어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제품 접촉 욕구(Need

for Touch) 성향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제품 접촉 욕구

성향은 접촉을 통해 제품 평가를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 즐거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소비

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제품 표면이 주는 촉각적 감성은 형태가 주는 시각적 감성만큼

이나 제품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서 최근 제품 표면이 주는 촉각적 감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5

표면이 주는 촉각적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표면 경도,

냉각률, 마찰, 표면거칠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표면거칠기

와 관련된 연구가 촉각 감성과 관련된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인자들의 경우 재료가 정해지게 되면 해당 물성

값에 크게 변화를 주기 어렵지만, 표면거칠기는 동일한 소재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거칠기와 인지된 촉각 감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상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편들을 사용6,7함으로써 다른 물성들

로부터 독립된 표면거칠기 인자의 개별적 제어가 어려웠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지각 감성에 대한 표면거칠기만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소재를

사용하여 표면거칠기를 통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인위적인 표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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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어서 불규칙한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열된 자연적인

표면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 앞서 Lee &

Hwang은 단순하지만 불규칙한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열된 보다

자연적인 표면을 상대로 인간에 의해 인지된 표면거칠기를 측정

하고, 이를 물리적인 표면거칠기와 비교하여 인지적 거칠기를 대

표하는 물리적 인자를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

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표면과 단순하지만 불규칙한 형상이 임의

적으로 배열된 보다 자연적인 표면을 대상으로 촉각 감성 요인

을 도출하고, 도출된 감성 요인들과 표면거칠기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표면과 촉각 감성과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기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된 인위

적인 표면에 대한 감성 연구

기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된 인

위적인 표면에 대한 감성 연구는 대부분 표면거칠기와 인지된

거칠기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인간에 의해 인지된 표면거칠기는 이웃하고 있는 기

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볼록 형상들 사이의 골의 너비가 커질수

록 증가하지만, 볼록 형상의 너비나 높이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9 

한편 Kawasegi et al.은 마이크로 절삭을 통해 산 모양의 단

면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알루미늄 금형을 만들고 핫 프

레싱(Hot Pressing) 공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시편들을 제작하

였다.10,11 이 시편들은 한 시편 내에서는 동일한 산 높이와 산과

산 사이 간격을 갖지만, 시편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

도록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편들에 대해 10개의 대립 형

용사 쌍(Uneven-Flat, Comfortable-Uncomfortable, Moist-Dry,

Coarse-Fine, Hard-Soft, Thick-Thin, Cold-Not Cold, Sticky-

Slick, Spiky-Not Spiky, Liked-Disliked)을 이용하여 손가락에

의해 지각되는 촉각 감성을 측정하고,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각되는 감성들은 Uneven-Flat, Moist-Dry, Coarse-

Fine, Thick-Thin, Cold-Not Cold, Sticky-Slick, Spiky-Not Spiky

를 포함하는 첫 번째 요인(요인 1)과 Comfortable-Uncomfortable,

Hard-Soft, Liked-Disliked를 포함하는 두 번째 요인(요인 2)으로

축약되었다. 그리고 지각되는 감성과 시편 표면의 물리적 특성

(형상(산의 높이, 산과 산 사이의 간격), 거칠기, 마찰 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요인 1의 감성인 Uneven-Flat, Cold-

Not Cold, Sticky-Slick는 산과 산 사이의 간격과 높은 상관관계

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산과 산 사이의

간격이 100 µm 이상일 경우 시편 표면의 산과 손가락 지문의

산이 간섭을 일으켜 마찰 계수의 변동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

로 Uneven 또는 Sticky 감성의 지각이 커진다고 설명하였다. 한

편, Cold 감성에 대해서는 산과 산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시편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실질적인 접촉 면적이 작아지므로 지각되

는 Cold 감성이 작아진다고 설명하였다.

2.2 불규칙적인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열된 자연적인 표면에 대한

감성 연구

기하하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된 인

위적인 표면에 대해 얻어진 연구 결과가 불규칙적인 형상이 임

의적으로 배치된 자연적인 표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이는 불규칙적인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

치된 보다 자연적인 표면의 경우 이웃하고 있는 형상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의 물리적 특

성과 지각되는 감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물리적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Lee & Hwang은 단순하지만 불규칙적인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치된 보다 자연적인 표면을 갖는 시편을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간에 의해 인

지된 표면거칠기와 5개의 대표적인 물리적 표면거칠기 인자

(Ra, Ry, Rz, Sm, S)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8 그 과정에

서 저자들은 실제의 자연적인 시편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의 한계, 즉 거칠기 인자의 개별적 제어가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난수를 활용하여 불규칙적이면서도 개개의

표면거칠기 인자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시편을 대상으로 인지되는 거칠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산과 골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산 또는 골의 너비

가 무작위로 주어진 표면의 경우 높이 거칠기 인자인 Ra, Ry,

Rz가 보다 높은 상관 계수를 갖는 반면, 이 값들이 일정하게 주

어진 표면의 경우에는 너비 거칠기 인자인 Sm, S가 보다 높은

상관 계수를 갖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동일한 형상이 규칙

적으로 반복될 때만 너비 거칠기 인자가 인지되는 거칠기에 보

다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하하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된 인위적인 표면에 대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불규칙적인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열된 자연적인

표면을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 연구는 단순하지만 불규칙적인 형상이 임

의적으로 배치된 보다 자연적인 표면을 갖는 시편을 대상으로 촉

각 감성과 표면거칠기 인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사람 대상 감성 평가 및 통계 분석 등 감성 공학적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동일한 단순 형상이 규칙적

으로 반복되는 표면에 대해 얻어진 실험 결과와 비교되었다.

3. 시편 제작 및 감성 평가

3.1 시편 모델링

일반적으로 표면거칠기는 산과 골의 중앙선부터의 높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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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그리고 산 또는 골이 중앙선과 만드는 교점들 사이의 너

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 값들을 변

수로 지정하여 특정한 표면거칠기값을 갖는 시편을 모델링하였

다. 시편은 Table 1과 같이 2가지 세트로 모델링 되었는데, 첫

번째 세트(Uniform)는 한 시편 내에서는 산의 높이와 골의 깊이,

그리고 산과 골의 너비가 일정한 값을 갖는 시편들로 구성되었

고, 두 번째 세트(Random)는 산의 높이와 골의 깊이, 그리고 산

과 골의 너비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을 갖는 시편들로

구성되었다.

3.2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들은 고해상도 쾌속 조형기(Object

Geometries Ltd.사의 Eden 330)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시편 제

작을 위해 사용된 쾌속 조형기는 600 (x축, 42 µm) × 300 (y축,

84 µm) × 1,600 dpi (z축, 16 µm)의 고해상도로 광경화성 수지를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 가능한 제품의 최대 크기는 340 × 330

× 200 mm이다. 시편의 형상은 Matlab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모

델링한 후 Fig. 1(a)와 같이 STL 포맷으로 저장하였다. 시편의 크

기는 사람들이 손끝으로 시편을 접촉하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

(40 × 20 × 5 mm)로 Fig. 1(b)와 같이 제작되었다.

 

3.3 표면거칠기 측정

시편의 실제 표면 형상은 쾌속 조형기의 해상도, 수지의 수축

등으로 인해 모델링된 형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된 시

편의 정확한 표면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측정이 요구된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촉식 표면 조도 측정기로 표

면 형상을 측정할 경우 골의 경사각이 스타일러스(Stylus) 경사각

보다 작으면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값이 부정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시편 측면을 비전을 이

용하여 근접 촬영한 후, 표면 형상을 추적하여 표면거칠기를 구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화상 측정을 위한 비전 시스템으로는

MICroscopes Inc.의 Eyecam 2.0을 사용하였으며, 표면거칠기

인자로는 KS 규격의 Ra(중심선 평균 거칠기), Ry(최대 높이 거

칠기), Rz(십점 평균 거칠기), Sm(단면 요철 간격), S(국부 산봉

우리 평균 간격)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3회

씩 반복하였다.

그 결과로서, Fig. 3은 2개의 시편 세트에 대해 측정된 표면

거칠기 값(Ry, S)의 분포를 보여준다. Fig. 3에서 2개의 시편 세트

Table 1 Cross-sectional shapes of the specimens and their feature

sizes

Set Uniform Random

Cross-sectional 

shape

Height/Depth

[mm]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05-0.1, 0.05-0.2,

0.1-0.3, 0.2-0.4,

0.3-0.5, 0.3-0.6,

0.4-0.7, 0.4-0.8,

0.5-0.9, 0.5-1.0

Width [mm] 0.4, 0.6, 0.8, 1.0
0.2-0.6, 0.3-0.9, 

0.4-1.2, 0.5-1.5

  

Fig. 1 Shape of specimen

Fig. 2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by the image analysis of

specimen

Fig. 3 Distribution of roughness values (Ry, S) measured for uniform

and random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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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대해 Ry의 값이 0.01-1.7 mm 범위 안에서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의 값은 Uniform 시편의 경우

0.8-2.0 mm, Random 시편의 경우 대략 0.5-1.6 mm의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able 2는 측정된 표

면거칠기값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데, 높이 인자(Ra, Ry, Rz)와

너비 인자(Sm, S) 내에서는 서로 높은 상관성을 갖는 반면, 높이

인자와 너비 인자 사이에는 서로 낮은 상관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이 인자와 너비 인자 내에서의 상관성은 Uniform

시편들의 경우 Random 시편들의 경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4 감성 평가

제작된 시편들에 대한 지각 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피실험자

에게 평가 시편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고, Table 3과 같이 선

정된 16가지의 대표 촉감 형용사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에서 피실험자는 각 시편에 대해 느껴지는 감성의 정도

를 7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

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

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6가지 대표 촉감 형용사는 촉각 감

성과 관련된 앞선 연구들3-5,10-14에서 감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형용사들 중 공통적인, 즉 대표성이 인정되는 형용사들을 추출

한 결과이다. 이 촉감 형용사는 앞선 연구들과의 직접 비교를

위해 영어로 제시되었으며, 피실험자들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지 못하는 경우 사전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중 피실험자는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배제하고,

촉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눈가리개와 귀마개를 착용하였으며, 주

로 사용하는 손의 검지 손가락 끝으로 시편을 능동적으로 접촉

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 수는 총 20명(남자 16

명, 여자 4명)이었으며, 피실험자의 평균 나이는 25.8세였다.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4.1 요인 분석

실험을 통해 수집된 감성 평가 데이터에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촉각 감성과 표면거칠기 인자 사이의 관

계가 도출되었다. 먼저 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 활용되었는데, 주성분 분석은 전체 분산

을 토대로 서로 연관 가능성이 있는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

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주성분)의 표본으로 변환시켜준

다.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요인 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요인

구조가 뚜렷해질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 요인 회전

(Orthogonal Factor Rotation)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를 적

용하였다. 

Table 4는 그 결과를 보여 주는데, 두 가지 시편 세트(Uniform,

Random) 모두 지각되는 감성이 3가지 요인으로 축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들을 설명하는 누적 기여율은 두 가지 시편 세

트 모두에 대해 60% 이상(Uniform: 62.365, Random: 64.097%)

이어서, 3가지 요인만으로도 적합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각의 요인에 대해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0.6 이상인 형용사들을 살펴보면, 형용사들의 구성이 두 가지 시

편 세트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두 가지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Dimply/

Coarse/Grainy/Uneven/Sparse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의 질감 형용사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Uniform 시편 세트의 경우 Random 시편 세트와는 달리

Hard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들이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기에 물리적 단단함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을 고려하면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이 단단한 촉감을 야기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요인 2는 두 가지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Fine/Smooth/

Slick/Slippery/Flat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의 질감 형용사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andom 시편 세트에만 Soft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부드러운 촉감을 야기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편의 물리적 단단함에서의 차이가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roughness values measured

for uniform and random specimens

(a) Uniform

Ra Ry Rz Sm S

Ra 1.000

Ry .993 1.000

Rz .995 .999 1.000

Sm .284 .218 .227 1.000

S .282 .217 .226 1.000 1.000

(b) Random

Ra Ry Rz Sm S

Ra 1.000

Ry .978 1.000

Rz .954 .894 1.000

Sm .399 .475 .211 1.000

S .185 .279 .012 .662 1.000

Table 3 Adjectives used for measuring the tactile emotion

No. Adjectives No. Adjectives

1 Warm 9 Uneven

2 Cold 10 Flat

3 Slippery 11 Coarse

4 Sticky 12 Fine

5 Smooth 13 Dimply

6 Rough 14 Grainy

7 Hard 15 Sparse

8 Soft 16 S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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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 또는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

이 인지되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 3은 두 시편 세트 모두 Sticky로 대표될 수 있는

데, 이는 냉온 질감과 약간의 상관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반되는 질감으로 인식되는 Warm과 Cold 모두 양의

요인 적재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편이 모두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져 냉각률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인식되는 냉온

질감에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한 가지 가장 주목할 점은 울퉁불퉁하고 거

친 느낌의 감성 요인 1과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의 감성 요인

2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울퉁불퉁

하고 거친 느낌은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과 서로 반대되는 느낌

으로 인식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

낌의 감성 요인 1과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의 감성 요인 2에서

감성 요인 2에 속하는 형용사나 감성 요인 1에 속하는 형용사들

은 상대적으로 반대 성향의 높은 요인 적재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값들은 서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갖는다. 따라서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의 감성 요인 1

과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의 감성 요인 2는 서로 반대되는 개

념의 종속적인 감성이 아니라 서로가 별개인 독립적인 감성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은 상대적

으로 넓은 영역에 대한 촉각인 반면,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은

미세한 영역에 대한 촉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

한 현상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면의 인식에 사용되는 감각기와 매

끄럽고, 고운 면의 인식에 사용되는 감각기가 서로 다르다는

Hollins et al.의 연구 결과15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4.2 표면 물성과 감성 간의 상관관계

앞서 도출된 요인들과 표면거칠기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그 결과를 보여

주는데, Uniform 시편 세트는 요인 1, 2에 대해 너비 거칠기 인

자인 Sm, S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표면

에 대해 수행된 앞선 연구들에서 반복되는 형상들의 사이 간격

은 지각되는 감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Uniform 시편 세트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Result from factor analysis

Uniform Random

Adjectiv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1 Factor 2 Factor 3

Dimply .852 -.084 .035 .826 -.310 .021

Coarse .850 -.102 .082 .799 -.202 .035

Grainy .836 -.252 .081 .823 -.312 .031

Uneven .828 -.300 -.038 .806 -.361 -.012

Sparse .794 -.090 -.057 .766 -.244 .003

Rough .795 -.389 -.065 .539 -.258 .005

Hard .628 -.041 -.273 .578 .053 -.408

Fine -.179 .853 -.004 -.235 .851 -.016

Smooth -.194 .852 -.079 -.258 .861 .010

Slick -.108 .852 -.084 -.199 .825 .005

Slippery -.177 .782 -.082 -.249 .841 .036

Flat -.149 .767 .003 -.276 .792 .032

Soft -.110 .591 .111 -.253 .804 .041

Sticky .108 .053 .851 .049 -.005 .764

Warm -.270 .080 .497 -.218 .185 .488

Cold .022 -.164 .245 .117 -.065 .590

Eigenvalue 6.207 2.625 1.146 6.991 1.938 1.326

Contribution 

ratio [%]
38.795 16.408 7.162 43.696 12.115 8.286

Cumulative 

contribution 

ratio [%]

38.795 55.203 62.365 43.696 55.812 64.097

Fig.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emotion factors and

surface roughness values for uniform and random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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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4에서 Random 시편 세트는 높이 거칠기 인자인

Ra, Ry, Rz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

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표면

에 대해 수행된 앞선 연구 결과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표면에 대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불규칙한 형상이 임

의적으로 배열된 자연적인 표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감성 요인들과 표면거칠기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요인들 간에

비교해보면, 요인 1과 2에 비해 요인 3이 표면거칠기 인자와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Uniform 시편 세트의 경우

좀 더 두드러지는데, Sticky로 대표되는 요인 3은 거칠기 이외에

도 마찰과 같은 다른 물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면거칠기 인자들 사이에서만 비교를 했을때

높이 거칠기 인자(Ra, Ry, Rz)가 너비 거칠기 인자(Sm, S)보다

는 요인 3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은 감성 요인별 선형 회귀 모델을 각각의 시편 세트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산과 골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산과 골의

너비가 일정한 Uniform 시편 세트의 경우 요인 1, 2 모두 Sm과

Ra가 선형 회귀 모델의 주요 인자가 되며, 이렇게 표현된 선형

회귀 모델의 상관 계수(R2)가 각각 0.951, 0.888로 높은 값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Ra와 S가 주요 인자가 되나, 상관 계

수(R2)가 0.379로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산과

골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산과 골의 너비가 주어진 범위 내에

서 임의의 값을 갖는 Random 시편 세트의 경우에는 3개의 요인

모두에 대해 Ry가 선형 회귀 모델의 주요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상관 계수(R2)는 각각 0.867, 0.811, 0.597로 요인 1, 2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가지나 요인 3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값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인들은 산과 골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산과 골의 너비가 일정한 표면의 경우에는 산과 골의 너비에

의해 보다 잘 대표될 수 있는 반면에, 이 값들이 주어진 범위 내

에서 임의의 값을 갖는 표면의 경우에는 산과 골의 최대 편차에

의해 보다 잘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과 골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너비가 모두

일정한 표면(Uniform 시편 세트)과 이 값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

서 임의의 값을 갖는 표면(Random 시편 세트)을 대상으로 표면

거칠기 인자와 촉각 감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그 차이를 비

교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지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지각되는 촉각 감성들

은 3가지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다. 요인 1은 두 가지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Dimply/Coarse/Grainy/Uneven/Sparse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서의 대체로 울퉁불퉁하고

거친 질감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2는 두

가지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Fine/Smooth/Slick/Slippery/Flat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는 미세한 영역에서의 대체로 편평하고 매

끄러운 질감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요인 3은 두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Sticky로 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3가지 요인들은 성질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시편 세트 모두에 대해 공통된 것이므로 표면 형태에 관계없이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울퉁

불퉁하고 거친 느낌의 감성 요인 1과 편평하고, 매끄러운 느낌

의 감성 요인 2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종속적인 감성이 아니

라 서로가 별개인 독립적인 감성이므로 각각의 감성 요인은 독

립적으로 제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 가지 시편 세트에 대한 3가지 감성 요인과 표면

거칠기 인자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

다. 먼저, Uniform 시편 세트의 경우 3가지 감성 요인은 너비

거칠기 인자인 Sm, S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기

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표면

에 대해 수행된 앞선 연구 결과, 즉 촉각 감성들이 형상들의 사

이 간격(너비 인자)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Random 시편 세트의 경우

에는 3가지 감성 요인이 높이 거칠기 인자인 Ra, Ry, Rz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

형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표면에 대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불규칙한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열된 자연적인 표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과 골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너비가 일정한

Uniform 시편 세트의 경우 감성 요인 1, 2 모두 Sm이 선형 회

귀 모델의 주요 인자가 된다. 이에 반해 Random 시편의 경우 3

개의 요인 모두에 대해 Ry가 선형 회귀 모델의 주요 인자가 된

다. 따라서 불규칙한 형상이 임의적으로 배열된 자연적인 표면

의 경우 산과 골의 최대 편차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감성 요

Table 6 Regression model of uniform/random samples

(a) Uniform

β t P R2

Factor 1
Sm .800 21.653 .000

.951
Ra .377 10.203 .000

Factor 2
Sm -.691 -12.349 .000

.888
Ra -478 -8.543 .000

Factor 3
Ra .473 3.599 .001

.379
S .319 2.423 .020

(b) Random

β t P R2

Factor 1 Ry .933 15.993 .000 .867

Factor 2 Ry -.903 -12.960 .000 .811

Factor 3 Ry .780 7.674 .000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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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 2, 3에 속하는 감성들을 원하는 수준에 맞게 구현할 수 있

으리라 판단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한 제품 표면 디자인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모바일 디스플

레이, 자동차 내부, 가전 제품 등 접촉 욕구 성향이 중요시되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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