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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지를 이용한 촉각적 시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ctile Visuality Using Sand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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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uk Lee ․ Ji-Sun Kim ․ Han-Byeol Oh ․ Jin-Young Baek ․ Jae-Hoon Jun)

Abstract - Human senses have been studied widely. Many studied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to analyze correlations 

between two or more different senses. Among them, research on tactile visuality where a subject can indirectly experience 

visual sensation through tactile elements is also progressing in various fields. In this study, we analyzed color information by 

having subjects perceive sandpapers with different roughness through tactile sense, then having them choose a color that is 

reminiscent of the tactile sensation. Unlike existing tactile-visuality studies allowing the perception of indirect visual sense by 

using tactile sense,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analyze with quantitative value by representing visual image 

perceived by tactile sense as a color.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motional evaluation research that combines two or more 

of the senses felt by humans, and especially i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when conducting research about tactile 

visuality or auditory tactil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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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이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이 아닌 피부를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인

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촉각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한 가지 감각만을 이용해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 비

해 한층 더 섬세하고, 눈을 통해 인지 가능한 물체에 한 정보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정보를 얻는 것

이 가능하다[1-3]. 실제로 사람은 살아가는 데 한 가지의 감각만

을 이용해 사물을 인지하는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

시에 활용하여 사물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4-5]. 따

라서 촉각적 시각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제작하는 건축 분야에서도 사람의 피

부가 닿는 곳에 색을 칠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재질감을 주어 제

작하여 사람이 피부를 통해 인지하였을 때 부드러움, 거침 등과 

같은 느낌을 통해 화사함, 근사함 등과 같은 시각적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도 촉각적 시각 현상에 한 개념

을 사용한다[6-7]. 또한 촉각적 시각의 공감각적 지각 현상을 활

용함으로써 시각적 감각만을 적용했을 때의 단조로움을 극복하

고, 풍성한 경험을 함께 얻게 해주는 디지털 기계 분야에서도 활

용도가 높다. 따라서 촉각적 시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8-10].

본 연구에서는 촉각을 나타내는 연마지를 피험자가 인지하게 

하여 그 촉각적 감각을 시각적인 요소인 색채 감성으로 표현하는 

촉각적 시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험자에게 서로 다른 촉

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를 사용하며, 그 촉각을 색채로서 표현하기 위해 색체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마지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피험자가 선

택한 색상의 명도 값을 관찰하고, 색 공간에서의 좌표 값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사람이 부드럽거나 혹은 거친 촉각을 느꼈을 

때, 연상하는 색상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람이 느끼는 감각들 중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이용한 상호연

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본  론

2.1 피험자를 상으로 한 촉각적 시각에 관한 실험 재료

본 실험은 피험자의 촉각적 시각의 감각을 색상으로서 표현하

기 위해 피험자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을 상으로 진행

하였다. 남자와 여자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한 이유는, 피험자가 

색상을 지각하는 능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색

상 지각 공간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 피험자가 하나의 같은 집

단을 형성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1-12]. 피험자의 시

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오직 촉각에만 의존하여 연마지를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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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피험자가 연상되는 색상을 120가지 중 선택하였으며, 이 때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RGB 값 변화와 명도 값, Yxy 색 공간

에서의 색 좌표 값을 분석하였다.

그림 1은 피험자가 촉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칠기

가 다른 연마지인데, 실제 연마지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나 연마

지의 질감 차이가 확연히 구분 가능한 연마지로 다섯 종류를 선

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다섯 종류의 연마지(60방, 150방, 320

방, 1000방, 2000방)는 표면 거칠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연

마지의 표면 거칠기 차이는 ‘방’이라는 단위에 따라 분류한다. 즉, 

‘방’의 수가 작을수록 가루 입자가 굵어서 표면이 거친 연마지가 

되고, ‘방’의 수가 클수록 입자가 가늘어서 표면이 부드러운 연마

지가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다섯 종류의 연마지 중 가

장 거친 연마지는 60방 연마지이며, 가장 부드러운 연마지는 

2000방 연마지이다.

그림 1 거칠기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

Fig. 1 Five types of sandpapers with different roughness

그림 2는 피험자가 연마지를 통해 느낀 촉각을 색채의 감성으

로 표현하기 위한 IRI Hue & Tone System이다[13]. 이는 10단

계의 색상(Hue)과 11단계의 색조(Tone)로 구성된 110개의 유채

색과 10개의 무채색으로 모두 120가지의 색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인 색채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색채에 한 분석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여

러 조형물이나 실생활에 사용되는 사물의 색채 분석을 할 때 많

이 사용된다.

그림 2 IRI 색상 & 색조 시스템

Fig. 2 IRI Hue & Tone System

2.2 피험자를 상으로 한 촉각적 시각에 관한 실험 방법

그림 3은 피험자를 상으로 한 촉각적 시각에 관한 실험 방

법 및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본 실험은 피험자가 촉각에

만 의존하여 연상되는 색상을 선택하는 실험이므로 연마지의 표

면 거칠기 차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피험자의 시야

를 차단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피험자가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연마지를 인지할 때 다섯 종류의 연마지를 랜덤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가 연마지의 촉각을 

인지한 후, 촉각을 통해 연상되는 색상을 IRI Hue & Tone 

System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색상의 RGB 값 

변화를 분석하고, 명도 값과 Yxy 색 공간에서의 색 좌표 값을 

분석하였다.

(a) 실험 모식도

(a) Experimental design

(b) 실험에 사용된 120가지 색채

(b) 120 colors used in the experiment

그림 3 촉각적 시각을 위한 실험 모식도

Fig. 3 Experimental design for tactile visuality

2.3 색상의 RGB 값을 이용한 명도 값 및 좌표 값 분석 방법

그림 4는 Yxy 색 공간을 보여주는데, 그림 4(a)는 Yxy의 2차

원 공간으로 표현된 색 공간을 나타내며, 그림 4(b)는 Yxy의 3차

원 공간으로 표현된 색 공간을 나타낸다[14]. 그림 4(a)의 경우, 

Yxy 색 공간을 2차원 공간에서 분석할 때에는 색상의 밝기 또는 

조도를 나타내는 Y 값이 0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Y 값의 

변화를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 4(b)와 같이 3차원 공간에

서 분석할 때에는 x, y 좌표 값과 같이 Y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밝기 변화를 분석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은 IRI Hue & 

Tone System에 근거한 명도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도 값이 

정수로 표기되는데, 이 명도 값을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Munsell con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먼셀 색체계의 

명도 표기 방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15].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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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원 색 공간

(a) 2D color space

   
(b) 3차원 색 공간

(b) 3D color space

그림 4 Yxy 색 공간으로의 표현

Fig. 4 Yxy color space

RGB 값을 색 공간의 좌표 값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Yxy, Lab, 

LCH, Luv 색 공간 등으로 다양하다[16]. 본 실험에서는 색상의 

밝기 또는 조도를 나타내는 Y 값을 표현하기 위해 Yxy 색 공간

의 Y 값과 x, y 좌표 값으로 표현하였다. 

피험자를 상으로 한 실험 결과,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RGB 값을 XYZ 값으로 변환하여 Yxy 색 공간의 색 좌표 값으로 

분석하고, 색 공간에 표시하였다. 이 결과, 연마지의 표면 거칠기

의 정도에 따라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밝기 변화를 Y 값으로

부터 분석이 가능하였다. 식 (1)은 피험자 실험 결과로 얻은 색상

의 RGB 값을 XYZ 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이다[17].

     

     

     

              (1) 

이로써 얻어진 XYZ 값을 이용해 Yxy 색 공간에서의  x, y 

좌표 값을 구하는 공식은 각각 식 (2)와 식 (3)이다[18].

 


                                 (2)

 


                                 (3)

3. 실험 결과

3.1 연마지의 거칠기에 따른 색의 RGB 값 분석 실험

그림 5는 연마지의 표면 거칠기의 정도에 따라 피험자가 선택

한 색상의 R(Red), G(Green), B(Blue) 평균 값 및 표준편차를 나

타낸다.

그림 5(a)는 피험자가 연마지의 거칠기 정도에 따라 선택한 

색상의 RGB 값 중 Red 값을 나타내고, 그림 5(b)는 Green 값, 

그림 5(c)는 Blue 값을 나타낸다. 표면이 가장 거친 60방에서 표

면이 가장 부드러운 2000방까지의 연마지를 피험자가 인지한 후 

선택한 색상의 Red 값은 75∼209, Green 값은 74∼213, Blue 

값은 71∼187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피험자가 표면의 거칠기

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를 인지한 후 색상을 선택했을 때, 

가장 거친 연마지부터 가장 부드러운 연마지로 갈수록 색상의 

Red, Green, Blue 값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빨강

(a) Red

(b) 초록

(b) Green

(c) 파랑

(c) Blue

그림 5 연마지의 거칠기에 따른 RGB 값

Fig. 5 RGB values according to grit of sandpapers

3.2 연마지의 거칠기에 따른 색의 명도 값 분석 실험

그림 6은 남자와 여자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을 토

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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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의 명도의 평균 값은 먼셀 색체계의 명도 표기 방법으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이 때의 명도 값은 최소 1, 최  10의 값

을 갖는데, 가장 거친 60방 연마지에서의 명도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가장 부드러운 2000방 연마지에서의 명도 값이 가

장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피험자가 부드러

운 촉각을 느낀 경우, 거친 촉각을 느낀 경우에 비해 밝기가 밝

은 계열의 색상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로, 연

마지의 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라 남자 피험자와 여자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종류의 

연마지(60방, 150방, 320방, 1000방, 2000방)에서 모두 여자가 선

택한 색상의 명도 값이 남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데이터에서 남자 피험

자와 여자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 차이는 평균 0.3462

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자와 여자 피험자의 생리

학적 요소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색상을 인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색소 유전자의 성 염색체인 X염색체 수가 남자와 

여자 피험자에게 다르게 존재하며, 남자와 여자 피험자가 색상을 

인지할 때 특정 색상의 명도 값이 사람의 심리적 기분이나 상태

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나타낼 때 여자 피험자는 약 

20%, 남자 피험자는 약 5%로 확연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9-20]. 하지만 남자와 여자 피험자의 결과 데이터 차이가 나타

나는 원인에 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추후에 진행해야 될 필요

성을 갖는다.

그림 6 연마지의 거칠기에 따른 색상의 명도 값

Fig. 6 Change of brightness due to grit of sandpapers

그림 7은 남자와 여자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 및 상

관계수를 나타낸다. 남자와 여자 피험자의 결과 데이터를 비교하

기 위해서 통계적 분석방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의 변량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상관계수

를 구함으로써 연마지의 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라 남자와 여자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 관계를 확인하였다. 남자와 여

자 피험자가 표면 거칠기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를 인지하였

을 때의 상관계수는 0.757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남자 피험자와 

여자 피험자의 촉각에 따른 명도 값이 양의 비례관계를 갖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의 결과를 통해, 여자 피험자가 

남자 피험자에 비해 다섯 종류의 연마지에서 모두 명도 값이 큰 

색상을 선택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여자 피험자가 남자 피험자

에 비해 밝은 계열의 색상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명도 값의 상관계수

Fig. 7 Correlation Coefficient of brightness

3.3 연마지의 거칠기에 따른 색의 좌표 값 분석 실험

그림 8은 피험자가 표면 거칠기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를 

인지한 후, 선택한 색상을 Yxy 색 공간에 나타낼 때 색상의 밝

기 또는 조도를 나타내는 Y 좌표 값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피

험자가 표면 거칠기가 가장 거친 60방 연마지를 인지하였을 때 

선택한 색상의 Y 값은 7.71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표면 거

칠기가 가장 부드러운 2000방 연마지를 인지하였을 때 선택한 

색상의 Y 값은 68.04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로써 표

면의 거칠기가 거친 연마지부터 부드러운 연마지로 갈수록 Yxy 

색 공간의 Y 값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표면의 거칠기가 부드러운 연마지를 인지하였을 때, 더 밝은 계

열의 색상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그림 8 연마지의 거칠기에 따른 Y 값 변화

Fig. 8 Y value change due to grit of sand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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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성

(a) Male

(b) 여성

(b) Female

(c) 피험자 전체의 평균

(c) Total

그림 10 Yxy 3차원 색 공간

Fig. 10 3D color space in Yxy system

(a) 남성

(a) Male

(b) 여성

(b) Female

(c) 피험자 전체의 평균

(c) Total

그림 9 Yxy 2차원 색 공간

Fig. 9 2D color space in Yxy system

그림 9는 남자와 여자 피험자가 표면 거칠기가 다른 다섯 종

류의 연마지를 인지하였을 때, 선택한 색상의 RGB 값을 이용해 

Yxy 좌표 값을 얻어 2차원 색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림 10

은 Yxy 좌표 값을 얻어 3차원 색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Yxy 

2차원 색 공간의 결과는 x, y 색 좌표 값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섯 종류의 연마지 모두 표면 거칠기에 따른 색 공간에서의 결

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남자 피험자와 여자 피험자의 결과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Yxy 3차원 색 공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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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색상의 밝기 또는 조도를 뜻하는 Y 값을 x, y 좌표 값과 같

이 나타내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에 

따른 색상의 밝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 피험자와 여자 

피험자, 피험자 전체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Y 값은 점차 증가하

고, 색 공간에서 확인할 때 실제로 밝은 색 계열의 방향으로 진

행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였다.

이 결과, Yxy 색 공간의 2차원 공간에서는 Y 값의 변화를 확

인하기 어려웠으나, 3차원 공간에서는 Y 값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차원의 Yxy 색 공간에서의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마지의 표면 거칠기가 부드러워질수록 Y 값은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 중 시각적인 감각을 눈을 통해 느끼지 않고, 피

부의 촉각적인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촉각적 시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은 피험자가 

표면의 거칠기가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를 인지하여 연상되는 

색상을 선택하였을 때 그 해당 색상의 RGB 값과 명도 값, Yxy 

색 공간에서의 데이터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촉각을 

제시하는 재료로는 표면 거칠기가 각각 다른 다섯 종류의 연마지

를 사용하였으며, 시각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시스템으로는 IRI 

Hue & Tone Syste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험자가 연마지를 인지하였을 때 선택한 색

상의 RGB 값을 관찰하면 Red 값, Green 값, Blue 값이 연마지

의 거칠기가 부드러워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

며, 연마지의 표면 거칠기의 정도에 따라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

의 명도 값 및 색 좌표 값 변화를 확인 가능하다. 또한 피험자가 

선택한 색상의 명도 값을 관찰해보면 사람이 촉각을 느낄 때, 부

드러운 촉각을 느낀 경우가 거친 촉각을 느낀 경우보다 밝기가 

밝은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람이 촉각을 이용해 시각적인 부분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고, 감성 평가 실험의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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