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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hysical factors associated with
feedback clarity when operating a clicky switch by analyzing haptic profile.
Background: The operating feel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PUI. Previously,
many studies on the effect of physical parameters of controller on the affective
experience have been conducted. The preferred physical parameters such as peak
force, stroke and friction has been revealed already in many studies. But there are
few quantitative studies on the feeling of feedback clarit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operating feeling. The clarity is a haptic feedback to notify the
user if the controller was operated successfully.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 level
of clarity and to improve operating feeling, the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clarity needed to be revealed.
Method: The reaction force and stroke are measured when a clicky switch was pressed
in a constant and voluntary speed. The constant operation was conducted by linear
actuator and the voluntary operations were conducted by five human subjects. Each
subject was operated 20 times and haptic profile which consists of the force and the
stroke was measured. Based on haptic profile, change rate of the force and stroke
was further analyzed to extract the acceleration and the rate of force.
Results: The reaction force and stroke changed drastically at a time when passing
through click section and the acceleration and the rate of force were increased
prominently and instantly at that moment. The acceleration can be suggested for
physical factor that associated with feedback clarity because the acceleration directly
activates a mechanoreceptor called Pacinian corpuscles in huma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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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increased peak acceleration associated with the
feeling of clarity. The further empirical studies on the preferred acceleration and level
of clarity are needed in application area.
Application: The results contribute to the design of haptic feedback on the PUI.
Keywords: Clicky switch, Haptic profile, Voluntary operation, Clarity of feedback,
Acceleration, Rate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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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제품의 기능과 효율보다 감성적 만족이 중요시 되면서(Jiao et al., 2006) 물리적 조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Song et al., 2012). 조작감은 제품의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PUI) 즉, 조절장치를 조작할 때 사용자가 느끼는 촉각적 경험을 의미한
다. 조작감은 조작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고 조작이 성공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제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감성적 만족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MacLean, 1999; Swindells et al., 2007). 또한 조작감은 사용자의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
차 운전과 같이 입력 단 보다 출력 단에 시각적 주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작감은 입력 단에 대한 시선분산을 최소화 시켜 사용
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Choi et al., 2017).
조작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조절장치의 객관적 속성인 물리적 변수(physical parameter)가 감성 경험(affective experience)과 주관적
만족도(satisfaction)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Rhiu et al., 2018). 특히 각종 유형의 조절장치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물
리적 변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푸시 스위치에 대한 연구에서 누름 깊이를 의미하는 조작거리(stroke)는 5mm
일 때 만족감이 높았다(Park and Jung, 2014). 조작력(force)에 관한 연구에서, Ban 등은 2.5~3N일 때(Ban et al., 2013), Alexander 등은 2N
일 때(Alexander et al., 2014) 그리고 Rhiu 등은 조작력이 작을수록(Rhiu et al., 2014) 선호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그다이얼의 조작감에
관한 연구에서 다이얼의 회전 조작력인 토크는 3Ncm에서 만족감이 가장 높았고(Jung et al., 2017), 다이얼의 회전 조작거리인 회전량
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Jun et al., 2010). 한편 Bahn 등(Bahn et al., 2010)은 슬라이드폰의 밀어 올
리기 조작에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마찰력을 제시하였다. 작은 마찰력은 조작의 부드러움을 유도하기 때문에 만
족도를 높이는 물리적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Hyeong 등(Hyeong et al., 2015)도 사무용 의자의 등판 기울임 동작에서 기구 마찰에 의
한 반발력 손실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조절장치의 조작감 특히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변수로서 조작력(peak force), 조작거리(stroke), 마찰력(friction) 등이 언급되었고 선호되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었다.
한편 조작 만족감을 높이는 요소로서 물리적 변수가 아닌 감성 경험 요소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Rhiu 등은 버튼, 터치패드 그리고
다이얼 등의 조절장치에 대해서 물리적 변수, 감성 경험 그리고 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감성 경험 요소인 피드백의 '명확성'
(clarity)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Rhiu et al., 2018). 중요한 점은 조작력과 조작거리 같은 다른 어떤 물리적 변수보다도 명확
성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명확성이 크면 조작 성공에 대한 뚜렷한 피드백이 느껴져 사용자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조절장치에서 피드백 제시는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촉각적 명확성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일
반적으로 버튼의 클릭(click)과 다이얼의 멈춤쇠(detent)는 조작의 성공을 촉각적 자극으로 피드백 해줌으로써 명확성을 제시하는 요소
로 사용된다(Rhiu et al., 2018). 조작력과 조작거리 같은 물리적 변수는 조작력-조작거리(force-stroke)의 대응커브로 표현되는 햅틱프로
파일을 측정함으로써 쉽게 정량화 할 수 있다(Watanable and Kosaka, 1995; Weir et al., 2004; Jun et al., 2010; Lee et al., 2012). 반면 명
확성은 물리적 변수가 아닌 감성 경험(affective experience)이기 때문에 그 동안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용
자가 느끼는 명확성을 측정하고 정량화 하는 것은 명확성에 기반을 둔 조작감 연구에 기초적인 과정으로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명확성의 정량화는 제품 응용 분야별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명확성의 크기나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절장치 조작 시 사용자가 지각하는 명확성을 정량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사용자와 조절장치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햅틱프로파일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작 성공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가지는 대표적인 조절장치인
클리키 스위치를 선정하고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조작하는 동안 햅틱프로파일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햅
틱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물리적 변수인 조작력과 조작거리를 변화율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명확성과 관계되는 물리적 변수
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2. Method
2.1 Experimental control switches
햅틱프로파일 측정 실험을 위해 클리키 푸시 스위치 1종을 선정하였다. 클리키 스위치는 기구적인 반력장치의 작동에 의해 조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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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력이 급변하고 '딸깍' 소리를 내며 조작이 성공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조절장치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스위치 모델은
MP016S (CMP, China)로서 3.5mm의 조작거리와 3.5N의 조작력을 나타내고 버튼의 직경은 13mm이다. 실험에 사용된 스위치는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Instruments setup
힘센서(load cell) 위에 스위치를 장착하고 버튼 상단에 위치센서(potentiometer)를 접촉시켜 버튼을 누르는 동안 조작력과 조작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Figure 1). 사용된 힘센서는 CB1-1kgf(다셀, 대한민국)이고 위치센서는 PY2-50mm(다셀, 대한민
국)이다. 버튼의 조작거리 측정 시 탐침기(probe)와 손가락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버튼 위에 자체 제작한 링(ring)을 부착하였다. 링 상
단에 탐침기가 접촉되도록 하였고 링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였다. 힘센서의 신호는 증폭기와 오실로스코프
를 거쳐 PC에 저장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위치센서의 신호는 지시계(indicator)와 오실로스코프를 거쳐 PC에 저장되었다. PC에서 동시
에 수신된 두 가지 신호는 영점조정(calibration)을 거쳐 저장되었다. 한편 정속 조작 시 스위치를 일정한 속도로 누를 수 있도록 리니
어엑추에이터(linear actuator)를 스위치와 나란히 장착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25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수집하였다.

2.3 Experimental protocol
스위치를 기계장치로 일정한 속도로 누르는 정속 조작(constant operation)과 피험자가 주체적으로 누르는 자발적 조작(voluntary
operation)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속 조작 실험은 사용된 클리키 스위치의 객관적인 햅틱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고 자발적 조작 실험은 사용자가 느끼는 조작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속 조작은 설치된 리니어엑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스위치를 누름과 복귀를 연속적으로 1회 수행하였다. 자발적 조작 실험은 5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주사용손(main hand)의 검지를
이용하여 누름과 복귀를 20회씩 반복 조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36.2 [±6.4]세, 평균신장은 173 [±3.7]cm, 평균체중은
77 [±10.9]kg이고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지 않았다. 조작 속도는 정속 조작과 자발적
조작 모두 왕복주기 0.5Hz의 속도로 조작하였다. 이는 2초 동안 누름과 복귀를 완료하는 정도의 속도이다. 조작 속도의 일관성을 위
해 메트로놈을 이용한 오디오 가이드를 제시하고 박자에 맞추어 일정한 속도로 조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사전에 누르기 연습을 약
5분 간 수행하여 제시된 박자에 맞추어 일정하게 누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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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ta analysis
측정된 햅틱프로파일의 조작력과 조작거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변화율에 해당하는 물리적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변화율은 클릭 시
점에서 물리적 상호작용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단순히 햅틱프로파일 만을 관찰하는 것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
라고 기대하였다. 이에 측정된 햅틱프로파일로부터 조작력의 변화율인 힘변화율(rate of force), 조작거리의 변화율인 속도(velocity), 그
리고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acceleration)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물리적 변수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클릭 시점에서 나타나
는 그래프 곡선의 특별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명확성을 대변할 수 있는 물리적 변수를 고찰해 보았다.

3. Results
3.1 The haptic profile of the switch measured from constant and voluntary operation
실험에 사용된 스위치의 객관적 특성과 사용자 조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속 조작과 자발적 조작으로 측정된 힙틱프로파일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Figure 2). 햅틱프로파일은 스위치를 누르는 깊이에 대한 반력의 대응 커브로 표현된다. 그림으로 표현된 자발적
조작 커브는 모든 피험자에게서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커브 형태로서 특정 피험자의 결과를 선택해 제시하였다.
정속 조작의 경우 가로축의 조작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세로축의 조작력은 가파르게 증가하다 조작거리 0.8mm에서 최대반력 3.5N을
지난 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조작거리 2.2mm에서 2N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 시점에서 클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윽고
최대 깊이인 3.5mm까지 눌렀을 때는 물리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조작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복귀할 때는 누를 때와 유사한 모양
이 나타났지만 반력장치의 기계적인 감쇄효과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작력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자발적 조작의 햅틱프로파일은 정속 조작에서 측정된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클릭 지점에서 정속 조작에서 보였던 조작
력의 급강하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클릭 지점에서 자발적 조작의 점 간 간격이 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점 간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0.004s임을 감안할 때 이 부근을 지날 때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의미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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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귀 시에도 클릭을 전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이때 스위치의 반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 정속 조작에 비해 낮은 조작력
이 측정되었다.

3.2 Force and stroke curve with respect to time
햅틱프로파일의 구성 요소인 조작력과 조작거리를 시간 기준으로 각각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다(Figure 3). 이는 각 구성 요소의 시간
에 대한 변화율 분석을 위해 필요하고 자발적 조작과 정속 조작의 차이를 시간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조작력과 조작거리
모두 5N과 5mm의 범위 내에서 값이 나와 y축은 단일스케일로 표현하였다.
먼저 정속 조작 시 조작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며 1s에서 최고 조작거리에 이르렀고 이후부터는 감소하며 2s에 이르러 복귀를 완료
함으로써 조작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조작력의 경우 초반에 최고 조작력(peak force)에 이른 후부터 감소하다가 0.6s 지점에서 수직으
로 급락하였는데 이때가 클릭이 나타나는 시점이다. 클릭 이후 작은 조작력이 유지되다가 1s에서는 최대 조작거리에 이르러 조작력이
급증하였다. 이 같은 그래프 형태는 Figure 2의 햅틱프로파일과 동일하다. 이후 복귀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작력은 누름 동작에서
나타난 것과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그 수치는 작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자발적 조작 시 조작거리는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0.6s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최대 깊이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작력
의 경우 누름 초반에 정속 조작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였는데 최고 조작력을 지난 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심한 요동
이 나타났다. 이 때가 0.6s 지점으로서 on-click이 발생한 시점이자 조작거리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이기도 하다. 클릭 시점에서 조작력
이 급락함에 따라 조작거리는 최대 깊이까지 빠르게 다다른 후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조작력이 다시 급증하는 후반동이 나
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력의 급락과 급증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조작력 커브 상에 요동치는 형태로 나타
났다. 이때 사용자는 조작 성공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명확성'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조작력은 약 0.9s에서 2.5N까지 하락하는
데 이때가 누르기 조작의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복귀 시에는 조작력이 완만히 감소하다 1.6s 정도에서 빠르게 감소하며 다
시 한번 심한 요동이 나타났다. 이때가 off-click 시점이다. 이때 나타난 요동은 조작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험자는 복귀 조작에서도 '명확성'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3.3 Analysis of physical parameters affecting the Clarity
사용자는 스위치를 조작하는 동안 두 번의 클릭 시점에서 촉각적 명확성을 일시적으로 느낀다. 즉, 명확성을 대변하는 물리적 변수 역

http://jesk.or.kr

24 Joonho Hyeong, et al.

J Ergon Soc Korea

시 오직 클릭 시점에서만 급격한 수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조작력과 조작거리의
변화율로부터 파생되는 물리적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작력의 변화율인 힘변화율(rate of force)을 살펴보았다(Figure 4). 자발적 조작 시, 조작력 자체도 클릭 시점에서 요동이 나타났
지만 힘변화율의 경우 더욱 뚜렷한 요동이 나타났다. 특히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유지하는 중에 on-click과 off-click에서만 일시적인
심한 요동이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클릭 시점에서 만 큰 수치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명확성을 느끼게끔
하는 촉각적 자극과 관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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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작거리에 대한 변화율인 속도(velocity) 그리고 속도에 대한 변화율인 가속도(acceleration)를 살펴보았다(Figure 5). 그림에서 정
속 조작의 경우 조작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는 일정하게 낮은 값을 유지하였다. 그
러나 자발적 조작의 경우 클릭 시점에서 조작거리가 일시에 증가하고 일시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속도와 가속도 그래프에서도
순간적으로 치솟는 최고값이 나타났다. 조작과정에서 명확성은 두 번의 클릭 시점에서만 느낀다는 점에서 힘변화율과 함께 속도와 가
속도의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치는 명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클릭 시점에서만 수치 증가가 나타나는 힘변화율, 속도 그리고 가속도 등 세 가지 물리적 변수들을 명확성을 느끼게 하는
촉각 자극의 후보 인자로 제시할 수 있었다.

4. Discussion
4.1 Physical parameters affecting on the sense of touch
스위치 조작 시 발생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촉각을 자극해 명확성을 느끼게 한다. 이에 인간의 촉각 지각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자를 고찰해 보았다.
인간은 피부와 근육에 분포해 있는 기계 수용기(mechanoreceptor)를 통해 물리적 자극을 지각한다. 압력, 마찰력, 전단력 그리고 가속
도 등은 피부에 기계적 변형을 일으키고 힘과 동작은 근육과 건에 장력과 길이 변화를 일으킨다. 즉, 클릭 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힘변화율, 속도 그리고 가속도 등 물리적 변수는 기계 수용기의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리학적 기재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조작력의 변화율인 힘변화율과 조작거리의 변화율인 속도에 반응하는 촉각 수용기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조
작력과 조작거리 자체에 반응하는 수용기는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근육과 건에 분포하는 기계 수용기인 골지건기관(golgi tendon
organ)과 근방추(muscle spindle)는 각각 근육의 장력과 길이를 감지하는 수용기이다(Kruger, 2006). 골지건기관은 조작력의 크기에 비
례해서 반응하며 근방추는 근육의 수축길이에 비례해서 반응한다. 비록 조작력과 조작거리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서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특별한 사건으로 인지할 수는 있으나 힘변화율과 속도의 일시적 증가에 직접 반응하는 촉각 수용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피부에 분포하는 기계 수용기에는 마이스너소체(Meissner corpuscles), 머켈디스크(merkel's disks), 루피니종말(Ruffini endings) 그
리고 파치니언소체(pacinian corpusles)가 있다(Kruger, 2006). 이들은 진동 자극과 같은 가속도에 반응하는 수용기이며 특히 파치니언소
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파치니언소체의 감각 역치는 진동 주파수대별로 다르지만,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1m/s2 이하의 역치를 갖는
다(Morioka and Griffin, 2005). 본 실험에서 스위치 조작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속도는 0m/s2에 불과하였지만 오직 클릭
시에만 10m/s2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가속도가 일시적으로 측정되어 충분한 촉각적 자극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위치 조
작 중 클릭 시 발생한 가속도는 감각 역치를 상회하여 촉각 수용기를 흥분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명확성 지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촉각을 매개로 사용자에게 피드백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진동 자극이 주로 활용된다(Hwang and Hwang, 2010;
Oh et al., 2014). 진동의 크기는 가속도(m/s2)로 표현된다. Hwang and Hwang은 진동의 지각과 감성과의 상관성 연구에서 진동 자극은
만족스러움(satisfying) 등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흥분되는(exciting)' 또는 '가벼운(light)'과 같은 지각의 강도를 나타내는 어휘와 관련된
다고 하였다. 즉, 가속도는 사용자에게 주의를 끌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명확성과 상관 관계가 높은 물리적 변수를 언급한 바 있다(Rhiu et al., 2018). 버튼의 경우 반동력의 크기인
Feedback strength (kPa)를, 터치스크린의 경우 진동에 의한 반력 크기인 Magnitude (kPa)를, 그리고 조그다이얼의 경우 피드백 지속시
간인 Transient effect period (ms)이 명확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속도는 버튼 조작과 조그다
이얼의 회전 조작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에서 진동의 크기 역시 가속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촉각 수용기의 반응기
재가 설명되기 때문에 명확성과 관련된 물리적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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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uantify the peak acceleration and the peak rate of force
본 연구에서 측정된 클리키 스위치 조작 시 명확성의 크기를 클릭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기록된 최고 가속도로 정량화 해 보았다(Figure
6). 가속도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힘변화율도 함께 확인하였다. 제시되는 수치는 5명의 피험자로부터 측정된 100회 데이터의 평
균값이다(Figure 6). 가속도와 힘변화율의 수치는 힘의 방향에 따라 음양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지만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절대값을 취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속도의 경우 자발적 조작 시 평균 0m/s2에 불과하였지만 최고값은 누름과 복귀 시 각각
36m/s2와 30m/s2을 보였다. 이는 가속도에 대한 최소 지각 역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정속 조작 시에는 평균 및 최대 가속도 모두
0m/s2에 머물렀다. 힘변화율도 자발적 조작 시 평균 2.6N/s에 불과하였지만 클릭 지점에서 순간 최고 힘변화율은 누름과 복귀 시 각
각 316.5N/s와 288N/s에 이르는 큰 값을 보였다. 클릭 지점에서 정속 조작의 최고 힘변화율은 45.6N/s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
발적 조작에 의한 최고 힘변화율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클리키 스위치의 명확성의 크기는 가속도의 최고값인 36m/s2에 해당한다고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명확성 지
각의 강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속도의 수치와 주관적 지각 강도와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4.3 The limitation of the study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림으로 제시된 자발적 조작의 햅틱프로파일, 조작력, 조작거리, 힘변화율, 속도 그리고 가속도 커브는 모든 피
험자의 평균 그래프가 아닌 특정 피험자의 1회 조작 시 측정된 전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자발적 조작 커브는 매 조작
마다 클릭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피험자의 커브를 평균화 할 경우 최대값이 뭉개져 클릭 시점에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클릭 시점에서 최고 가속도의 정량적 수치는 모든 피험자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도출된 가속도의 수치와 지각된 명확성의 강도의 대응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클리키 스위치는 단순히 지각 역치를 넘어서는 명확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지만 명확성의 주관적인 크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클릭의 설계 특성이 다양한 비교 대상 스위치와 함께 실험할 경우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
로 남겨두었다.
한편 명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 자극과 시각 자극도 기여한다. 본 연구는 오직 촉각 자극의 관점에서 명
확성에 관련된 물리적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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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조작 성공에 대한 물리적 피드백이 있는 클리키 스위치에 대해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조작하는 동안 햅틱프로파일을
측정하고 분석을 통해 명확성 지각에 관련된 물리적 변수를 제시하였다. 측정된 햅틱프로파일에 대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변
화율 분석을 수행한 결과 힘변화율,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순간적인 증가가 클릭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측정된 가속도의 최고 수치는 가속도에 반응하는 촉각 수용기의 감각 역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속도가 명확성 지각에 영향을 주었
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햅틱프로파일의 측정과 변화율 분석 방법은 향후 조작감을 기반으로 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량적으로 측정된 가속도의 수치와 주관적인 명확성의 크기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다이얼,
레버 등 다른 유형의 조절장치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절장치의 제품 응용 분야에 따라,
조절장치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사용되는 주변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또는 선호되는 명확성 수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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