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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를 느끼게 하는 VR 센싱 모델링

Let's feel warmth with VR sensing modeling

문동민
*
, 진성아

**

Dongmin Moon*, Seongah Chin**

요 약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시각과 다른 감각의 불일치로 인한 멀미나 어지럼증이 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기들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 촉감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데 경도나 질감에 의한 연구는 많지만 온도의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질의 온도가 아

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양을 기반으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계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열에너

지는 물질의 고유특성인 열전도도와 온도, 접촉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질의 종류, 재질과 손의 온도, 물체

와 닿는 부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열의 정도가 달라진다. 열전도법칙과 비열공식을 이용해 재질의 단위시간당 열에

너지 이동양을 계산하고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재질의 단위시간당 변하는 열에너지 재현방법을 연구하였다. 

주요어 : 가상현실, 열에너지, 열전소자, 열전도법칙, 펠티어 소자

Abstract Motion sickness or dizziness caused by visual and other sensory inconsistencies In virtual reality 
content seems to be a major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research has been actively underway to satisfy the 
five senses. Among them, the most researches on the touch are many studies on hardness and texture, but the 
studies on temperature seem relatively small.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a calculation model that can 
sense the temperature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heat energy moving from high temperature to low 
temperature, not the temperature of the material. Because heat energy is determined by the heat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area of contact, which are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 material, the degree of heat felt by 
a person depends on the type of material, the temperature of the material and the area of contact with the 
object. The thermal energy shift per unit time of the material was calculated using the thermal conductivity law 
and the specific heat formula, and the thermal energy reproduction method that changes per unit time of the 
material was studied using the thermoelectric element. 

Key words : Virtual reality, Thermal energy, Thermoelectric element, Thermal conductivity law, Peltier mo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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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VR(Virtual Reality)기술이란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

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등의 기기를 통해 가상의 세계

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사람

의 시선을 감지해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현실과 유사한

체험으로 몰입감을 극도로 높여 마치 그 세계에 있는

듯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HMD기기만으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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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감

각과 일치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을 때 몰입감이 크게

감소하고 어지럼증이나 멀미를 유발한다 [1]. 최근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몰입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Haptic Glove같이 다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기기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Haptic Glove는 손에 착용하는

VR기기의 일종으로 가상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제로

물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2]. 인간의 촉감

으로 느낄 수 있는 성질로는 크게 경도, 온도, 질감, 무

게감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Haptic Glove기기들을 보면

경도나 질감을 표현하는 기기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관련하여 사람이 물체를 만졌을 때 체온에 의한

열의 이동과 물체에 따른 열량의 차이에 대해 컴퓨터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또한 열전소자를 이용해 물체의

열에너지를 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온도 입력파라미터

1. 열의 이동 분석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

량으로 열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열역학적 관

점에서의 온도는 물체 구성 입자의 내부운동에너지의

평균값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는다. 온도

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고 열의 이동이 없을

때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는 성질을 갖는다. 즉 사람

이 특정 물건을 만졌을 때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감각은 열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고 열의 크기에 따

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온도의 물건

이라도 재질에 따라 이동하는 열에너지가 다르기 때문

에 만졌을 때의 온도감각도 다르게 느껴진다. 이러한

감각의 차이는 면적이나 분자배열, 온도 등의 영향이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열전도도의 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난다. 열전도도는 열전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

질의 성질로 같은 온도에서 물질마다 모두 다르다. 이

를 이용해 푸리에 열전도 법칙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

를 구한다. 그리고 구한 열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열

전소자를 이용한다.

열전소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성된 금속

소자로 직류 전류를 흘리면 펠티어(Peltier)효과에 의해

흡열, 발열이 일어난다. [그림 1]은 열전달과 펠티어 소

자를 통한 열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열전소자 중 펠티

어 소자는 PWM(Pulse-Width Modulation)으로 전류조

절이 가능해서 온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

다 [3].

그림 1. 열전달과 펠티어 소자를 통한 열표현

Figure 1. Heat transfer and thermal representation through

Peltier effect device

2. 열전도 공식

온도차에 의해 변화하는 열에너지의 이동양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푸리에 열전도 법칙과 비열공식을 이용

해 풀어야한다. 온도차이가 작을수록 이동하는 열에너

지의 양도 작아지기 때문에 온도의 성질에 의해 온도차

가 줄어드는 열에너지를 방정식을 통해 구해야 한다.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 높이기 위해 필요

한 열량으로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구할

수 있다. 비열 공식으로 구한 전체 열량에서 1초 동안

손실된 열에너지 값을 빼고 남은 열량으로 온도를 구한

다 [4].

                         (1) 

                       (2) 

            (3) 

 : 비열, : 열에너지,  : 열량, : 열전도도,  : 질량,

 : 면적,  : 초기온도차,  : 두께,  : 나중온도차

식(1)에서는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구

하고 식(2)에서는 해당 온도차에서 1초 동안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구한다. 식(3)에서 두 열량의 값을 빼는데

푸리에 법칙공식으로 구한 열에너지를 열량의 단위로

변환해야 한다. 두 공식으로 구한 값으로 1초 후의 온

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식(3)에서 구한 온도를

식(2)의 온도변수로 넣어서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구한

다. 이러한 방식의 재귀함수로 손실되는 열에너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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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워 질 때까지 반복한다. 위 공식은 1차원 열전

도공식이고 열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공식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물체는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

형 물체이기 때문에 위 공식과는 다른 공식을 사용한

다.

3. 원통의 열전도

그림 2. 원통과 원통의 열류

Figure 2. Cylinder and heat flow of cylinder

 ln 
 

(4)

  





(5)

 

∞








ln 
∞

(6)

 : 원통 내부 대류 열 저항,  : 외부 반지름

: 고온, : 내부 반지름,  : 저온,  : 길이

 : 전체 열에너지, : 원통 내부 대류 열전달계수

[그림 2]와 같이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

다. 하나는 원통의 열전도 공식을 이용해 열을 내부로

이동시키고 다른 하나는 푸리에 공식을 이용해 열을 실

험도구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원통은 두 가지

공식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한다. 원통을 공식

은 손과 닿아 있는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다

른 부분은 푸리에 법칙을 사용한다 [4].

식(1)을 통해 원통의 내부로 전달되는 열에너지를 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통의 경우 원통 내부의 대류열전

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류 열전달에너지는 식(2)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지만 원통 내부의 대류 열전달계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조건이 너무 많다.

그리고 많은 조건에 비해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값이 너

무 작기 때문에 위 공식 대신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제시

한 공식을 사용하였다 [5].

  





( 원통관내 유속) (7)

위 공식(7)로 원통 내부의 열전달계수를 구하고 식

(5)에 대입하여 원통 내부의 열 저항을 구한다. 그리고

식(4)에서 역수를 취해 얻은 원통의 열 저항과 식(5)를

통해 얻은 원통 내부의 열 저항을 가지고 식(6)으로 원

통 전체에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값을 구한다. 이후 식

(1), (2), (3)과 같은 재귀함수 방식으로 이동하는 열에

너지를 구하고, 총 열량에서 열에너지를 뺀 값으로 온

도를 구한다.

Ⅲ. 열에너지의 컴퓨팅 모델

1. 재질 분석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도구는 [표 2]에서 보는바

와 같이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였다. 온

도는 상온 25℃에서 적외선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고 무게는 CAS사의 전자저울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아크릴관과 버블채는 원통의 열전도 공식을 이용해 계

산 하였고, 로프의 경우 푸리에열전도 공식을 사용하였

다. [표 3]은 실험도구의 재질에 대한 물성치에 대한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6, 7]. 도구들의 실제 비열과 열전

도도를 측정하기에 제한이 있어서 사전이나 다른 연구

소에서 정의된 재질의 일반적인 측정치를 기입하였다.

상온 25℃에서 측정된 값이고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소에서 제시한 값 중 가장 일반

적인 값을 취했다.

조절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열전소자의 중 하

나인 펠티어 소자는 빠르게 온도변화가 일어나고

PWM제어로 온도를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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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질 크기 온도
무게

→ 질량

로프 면, 실, 천 94cm
26.3

℃ 15.0g

→ 1.53g

아크릴관 아크릴

외부 : 4cm
26.2

℃ 93.0g

→ 9.49g
내부 : 3.6cm

길이 : 33cm

버블채 알루미늄

외부 : 1.6cm
26.2

℃ 78.5g

→ 8.01g
내부 : 1.4cm

길이 : 60cm

표 2. 재질의 세부 규격 및 온도

Table 2. Tools with size and temperature

적합하다. 펠티어 소자는 보통 세라믹 판으로 씌우기

때문에 세라믹의 온도를 조절해서 열에너지를 표현하

면 된다.

재질 비열() 열전도도()

면(Cotton) 1.5~1.6 (kJ/kgK)
0.03~0.044

(W/mK)

아크릴(Acrylic) 1.2~1.4 (kJ/kgK)
0.17~0.20

(W/mK)

알루미늄(Aluminum,

pure)

0.897~0.91

(kJ/kgK)

204~237

(W/mK)

표 3. 재질에 따른 물성치

Table 3. Material property according to material

2. 실험 환경 및 변수

실험의 변수로는 각 실험도구의 재질로 설정하였고

재질에 따른 물성치와 측정값에 따라 이동하는 열에너

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하였다. 원통의 경

우 손에 닿아있는 부분은 원통의 열전도 공식을 사용했

고, 나머지 부분은 푸리에 열전도 공식으로 두 가지 공

식을 동시에 계산하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정하

였다. 열대류에 의한 온도변화는 유체의 속도나 밀도,

점성계수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때문에 원통 내부

의 열대류 현상만 고려하였고 외부의 열대류 현상에 의

한 온도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실험에서 온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인 온도차는 실

험도구의 온도와 사람의 손바닥 온도의 차이로 설정하

였다. 인간은 항온동물로 체온을 36.5℃정로도 일정하
게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의 피부는 부위별로 온도가

다르고 특히 손바닥의 경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1998년 Utah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손

온도는 32.2℃이고, 여성의 경우 30.7℃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장이나 체지방에 따라 오차가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손 온도를 32.0℃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8]. 그
리고 물체의 온도가 손의 평균 온도인 32.0℃로 일정
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차갑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열

의 이동에 의한 손의 온도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원통에 가하는 열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

는 면적을 알아야한다. 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의 면적

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인 평균 손너비의 값을 가져왔다. 20~25세 사이의 남녀

를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8.14cm라는 측정값을 얻었다

[9]. 손너비 값을 원통의 열전도 공식에서 길이의 값으

로 넣었고 손너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푸리에법칙으로

계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그래프

실험 결과 세 가지의 재질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온

도의 차이가 감소하고 손실되는 열에너지의 값도 또한

감소되었다. 처음 식을 세웠을 때는 1초 단위로 열에너

지의 이동을 계산했는데 알루미늄의 경우 1초 동안 이

동하는 열에너지의 값이 처음 온도차일 때 비열의 열량

보다 커서 체온의 변화가 음수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

왔다. 알루미늄의 열전도도가 너무 높아서 잘못된 결과

가 나왔는데 단위 시간을 0.01로 바꾸어 시간이 지날수

록 손실되는 열에너지가 0에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알루미늄의 경우만 이러한 오류가 있었고 다른

재질은 단위시간을 1초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

림 3]의 그래프를 보면 시간과 열에너지의 관계가 반비

례 하고 데이터 값을 최대로 했을 때 열에너지의 값이

모두 0에 수렴하는 결과를 얻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손실되는 열에너지가 0.2(J) 이하가 될 때 그래프가 완

만해지는데 이는 손으로 잡은 부분은 원통의 열전도공

식에 의해 빠르게 변했지만 길이 방향으로는 온도를 간

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할

뿐이다. 그리고 단위시간이 0.01초이기 때문에 다른 재

질 보다 훨씬 빠르게 0에 수렴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도 또한 설정온도인 32.0에 모두 수렴하

는 값을 얻었고 수렴하는 순서도 알루미늄, 아크릴, 면

순서로 수렴하였다.

실험결과로 온도센싱의 컴퓨팅 모델을 얻을 수 있었

다. 해당 재질의 열을 표현할 때 위 결과에서 얻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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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재질별 초당 손실 열에너지와 초당 온도변화

Figure 3. Loss heat per second by material

그림 4. 다른 재질을 표현하기 위한 세라믹의 초당 온도

Figure 4. Per second temperature of ceramics to express other material

당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재현하면 된다. 하지만 초당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재현하려면 온도나 재질의 질량

이나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열전소자를 통해 온도를

넓이 16
에 두께 0.4의 펠티어 소자라고 가정했

을 때 위 아크릴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식(2)를 토

대로 온도값을 추출하면 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0.01초 단위로 계산했기 때문에 0.0초부터 0.99초까지의

값의 합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 4]의 그

래프처럼 면의 경우에는 값이 31.99℃부터 32℃에 수
렴한 값까지 변화가 거의 없다. 그에 비해 알루미늄은

19℃부터 32℃까지 빠르게 변화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32℃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토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그래

픽, 평가, 훈련 등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11, 12,

13]. 본 연구는 열전도와 관련된 가상현실 기술의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질의 물성치를 기반으로 이동하

는 열에너지의 VR센싱 모델링과 열전소자를 통한 재질

의 열에너지 재현방법을 제안하였다. 열전소자의 전압

조절로 발생하는 온도를 제어해서 다른 재질의 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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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표현하였다. 이 기술을 VR콘텐츠에 도입하면 가

상에서 만진 모든 물체의 온도를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서 더 현실감 있는 체험을 도와 줄 수 있다. 열전도도

의 측정온도와 물체의 측정 환경의 온도를 바꾸면 특정

환경조건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의 물체도 표현이 가능

하다. 또한 손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면 손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전달되는 열에너지를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연

구에서 사용한 열전소자는 가볍고 열의 반응속도가 빨

라 햅틱글러브로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저온을 표현할

때 반대면의 열이 체온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다. 고온

부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열전소자 내부의 온도가 상

승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위험

할 수 있다. 또 제한되는 점으로 한 가지 재질이 아닌

여러 재질의 혼합물 또는 복합 물체의 경우 열전도도의

측정이 어렵고 열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제

한점을 해결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VR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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