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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 터치 커버를 이용한 사용자 심  포스 터치 
측정에 한 연구

A Study on User-Centric Force-Touch Measurement using Force-Touch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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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터치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리 사용하고 있는 입력 방식이다. 최근 터치 입력 방식에서 힘 인식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터치 인터페이스인 포스터치가 등장하 다. 포스터치는 사용자의 입력을 치 뿐 아니라 압력을 제공함으로서 한 번의 터치
에 두 가지이상의 입력을 제공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입력이 가능한 방식이다. 다양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터치를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기존의 일반 인 터치를 이용하는 디바이스와는 다른 사용자 인터랙션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터치 방식이 

포스터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력의 깊이(depth)를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포스터치를 제공하지 
못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게 포스터치를 한 방안으로 포스터치 커버를 제작한다. 제작된 포스터치 커버를 통해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의 정확성과 압력을 가하는 치에 따라 변화하는 압력값을 분석한다. 한, 사용자가 포스터치를 사용할 때 요구하는 피드백

(feedback) 시간을 분석하여 사용자 심 인 포스터치 구 을 한 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 포스터치, 포스터치 커버, 사용자 심  포스 입력 방법

ABSTRACT

Touch interface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most common input devices that are widely used in the Smart Device. Recently 

Force-Touch interface, a new approach of input method, having the power recognition mechanism, has been appeared in Smart 

industries. Force-Touching determining multiple things (the geographical and pressure values of touching point) in one touching act 

allows users to provide more than one input methods in a limited environments. Force-Touching Device is required different user 

communicational interaction than other common Smart devices becaus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various inputs in the one act. It 

means that Force-Touching is only able to understand and to use the pressure sensitive values, not other Smart input methods. So, we 

built Force-Touch-Cover that makes typical Smart-Device to have Force-Touching interfaces. We analysis the accuracy of the 

Force-Touching-Cover’s sensor and also assessment the changes in pressure values depending on the pressure position. Via this Paper, 

We propose the implement of user-oriented Force-Touching interface that is based on users’ feedback as our conclusion. 

☞ keyword : Force-Touch, Force-Touch Cover, User-Centric Force-Touch Measurement

1. 서   론

최근의 퍼스  컴퓨터, 스마트 디바이스  기타 멀티

미디어 기기들은 사용자 친화 인 입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터치 스크린 혹은 터치

패 을 이용한 입력방식을 사용하여 구동한다. 터치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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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혹은 터치 패 은 스크린에 치에 사람의 손 혹은 물

체가 스크린에 하는 경우 스크린의 치를 검출하여 

입력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된 치 

정보는 스크린의 X, Y 좌표를 계산하여 이를 입력정보로 

사용한다. 다수의 입력을 지원하기 해서 멀티터치 포인

트를 이용한 입력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멀티

터치 방식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조작은 인, 아웃, 

화면이동, 게임조작 등에 이용된다[1].

최근 멀티터치 방식의 X,Y 좌표를 통한 입력 방식 외

에 Z축 방향의 터치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터치 

스크린 입력 방식인 포스터치가 이슈화 되고 있다[2]. 

된 포인트와 포스를 통한 입력방식은 압력(pressure 혹

은 force) 센서를 이용하여 힘의 크기와 치정보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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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입력방식이다. 펜 기반 포스터치는 터치스크

린 에 스타일러스 펜(stylus pen)으로부터 제공하는 압력 

정보를 활용하여 라미터 조  정 도를 변화 시켜 압

력에 의해 젯(widget)이 제어되는 방식이다[3, 4]. 펜과 

다르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모바

일 기기 아래 압력센서를 추가하는 방법[5]과 압력 센서

를 스마트디바이스에 직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포스터치 입력을 이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용자 

반응에 만족할 수 있는 인터랙션(반응)을 제공해야만 한

다. 일반 인 터치 입력 방식은 즉각 으로 사용자에게 

반응을 제공하면 되지만, 포스터치 입력 방식은 스크린에 

되는 시간과 힘이 발생되는 시 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 사용자가 포스(force)에 

한 강함과 약함에 해 서로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 인 힘의 세기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해서는 

사용자 실험을 통해 일반화된 임계값을 정의해야만 한다. 

이러한 임계값을 이용하여 포스터치가 가능한 일반 인 

응용 로그램에 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포스터치를 이용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아직까지 애

의 아이폰 6s와 7[6], 화웨이사의 mate s[7]와 같이 한정

인 제품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즉, 다양한 포스터치를 활

용한 연구와 활용성에 한 장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스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하여 장

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스

터치를 지원하지 못 하는 디바이스를 해 포스터치 측

정이 가능한 포스터치 커버를 제작한다. 나아가 이를 사

용하여 사용자 심 인 포스 입력을 이용하기 한 방

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포스터치 인터페이스 방식의 요성

포스터치 방식이 기존의 터치방식과 비교하여 더 좋은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가지는 이유는 사용자가 터치스

크린을 사용하여 손가락으로 디바이스를 조정할 수 있지

만 실제로 다양한 운동을 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8]. 기존의 터치 방식은 2차원 공

간으로 량의 정보를 디스 이 할 때 도우가 오버

랩(overlap)되거나 정보의 아이콘 표상(iconic representa-

tion)이 필요하다. 한, 2차원 공간은 직 이지 않고 사

용자로 하여  련된 과업(task)를 수행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9]. 반면에 3차원 공간의 인터랙션

(interaction)은 조작 방식이 직 이고, 일반 인 실시간 

피드백(feedback)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상 실과 증강

실과 같은 환경에서는 3차원을 직  조작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로의 장 을 가진다.

2.2 포스터치 인터페이스를 한 기존 연구들

포스터치를 측정하기 한 연구를 해 이 의 방법들

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포스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방안

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해 젤타입의 이어를 사용하

여 젤의 스 링형태로 그러지는 형태를 측정하는 방법

[10], 스마트 디바이스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터치 입력

을 측정하는 방법[11]과 스마트 디바이스 뒤에 FSR(Force 

Sensitive Register)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12]으로 측

정하 다. 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면에 한 선 

방향의 힘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터치패  아래 

3DOF force sensor를 이용하여 힘을 측정한다. 따라서 젤

에 의해서 힘의 크기를 온 히 반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제 로 반 되지 못한다. 가속도를 통한 압력 측정은 강

한 터치와 약한 터치를 발생할 때 가속도 센서의 값에 패

턴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압력에 한 다단계 포스를 구분할 수 없

고, 단지 일반 인 터치와 포스터치 값만을 구분할 수 있

기 때문에 다양한 압력 값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반면에 FSR 방법은 스마트폰을 르는 압력을 

인지하여 터치된 순간의 압력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와 같은 연구들에서 사용자와 디바이스간의 

인터랙션을 한 시간  압력 세기에 한 임계값

(threshold)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개발

자 혹은 사용자가 응용 로그램에 포스터치 값을 어떻게 

설정  사용 할지에 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터치 커버를 제작하여 기존의 

포스터치를 제공받지 못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게 포스

터치 입력를 제공하고, 이에  한 사용자 반응에 한 연

구를 기반으로 시간  압력 세기에 과한 임계값을 찾기 

한 방안을 제시한다.

3. 포스터치 커버 제작

포스터치가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 디바이스 실험을 

해서 우선 으로 포스터치 입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를 개발하 다. 포스터치 입력 장치는 FSR 방식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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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커버 형태로 제작되었고, 5개의 채 을 이용

하여 압력의 세기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포스터치 측정 커버는 5개의 포스터치 측정 센서( 란색 

사각형)와 측정된 포스터치 데이터 송을 한 블루투

스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포스터치 커버를 한 블루투스 데이터 포맷

(Table 1) Bluetooth-data format to measure the 

force-touch on the cover of the smartphone

채널 측정값

Ch 1 Raw ADC HEX

Ch 2 Raw ADC HEX

Ch 3 Raw ADC HEX

Ch 4 Raw ADC HEX

Ch 5 Raw ADC HEX

Ch 1 to Ch 5 Sum ADC HEX

Force(g : gram) DEC(50g to 500g)

측정한 포스의 힘은 정역학 이론과 같이 스크린 표면

에 가해진 모든 힘의 합과 같다. 따라서 각 센서 채  5개

에서 수집된 데이터 값의 합을 힘의 세기로 지정한다. 포

스터치 입력을 측정한 센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표 

1과 같이 Ch1~Ch5(센서들의 치에 따른 이름)까지는 측

정된 Raw data를 송한다. 한, Ch1~Ch5의 Force값과 

그것들의 합을 g(gram)으로 환산된 값을 함께 송한다. 

포스의 환산값은 최소 50g에서 최  500g으로 각 센서가 

최소 압력 값 50g에서 최  500g을 측정할 수 있다. 포스

터치 커버와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데이터 송을 한 

블루투스 하드웨어 스펙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스마트 

커버는 G2 스마트폰을 기 으로 제작되었다. G2의 H/W 

스펙과 안드로이드 스펙은 표 3과 같다. 

(표 2) 블루투스 장비의 하드웨어 사양

(Table 2) Hardware specifications of Bluetooth 

device

종류 내용

전송속도 1Mbps to 3Mbps

주파수 2.4GHz

전송세기  1mW

수신거리 10m

(표 3) LG-G2의 하드웨어 사양

(Table 3) Hardware specifications of LG-G2 smart- 

phone

종류 내용

CPU
Snapdrgon 800

2.26 GHz Quad-core

OS Android 5.0

Display 5.2 inch Full HD-IPS

통신방식 LTE

블루투스 버전 4.0

포스터치 측정방법은 포스터치 측정용 커버에 스마트

폰을 붙인 다음 고정한다. 스마트 폰에 실험 앱(App)을 

실행하여 포스터치 측정 값을 송받기 한 블루투스 

통신을 먼  페어링한다. 앱에서 스마트폰을 할 시 

발생하는 포스터치 데이터를 커버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스마트폰에 장 혹은 사용한다. 

(그림 1) 포스터치 측정 커버 디자인 – LG G2용

(Figure 1) Force-touch-measurement cover design for LG-G2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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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2) 각 센서 치별 포스 값 

(Figure 1) Force-intension values for each position: (a)50g,(b)100g,(c)200g,(d)300g,(e)400g,(f)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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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터치 커버를 이용한 사용자 심  포

스터치 측정 

포스터치 커버를 통해 사용자 심  포스터치 인터랙

션을 사용하기 해서는 3가지를 고려하여 실제 앱에 

용해야 한다. 첫 번째, 측정할 값은 사용자가 스크린에 압

력을 가하면 각 센서에서 측정되는 압력의 값을 측정한

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스크린에 힘을 가했을 때 사용

자가 포스터치에 한 피드백을 인식하는 시간을 측정한

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압력 세기를 터

치와 포스터치를 구분하여 입력하 을 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압력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3가지 과정과 결과를 통

해 응용 로그램에 용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한다.

(a)

(그림 3) 각 스마트폰 치별 포스 값 측정을 한 어 리 이션

(Figure 3) App for measuring the force-intension 

values for each position: (a) Android-app screen, 

(b) Test picture 

4.1 포스터치 커버의 포스터치 입력 정확성 측정

포스센서에서 측정되는 압력 값을 계산하기 앞서 제작

한 포스터치 커버에서 각 센서의 압력 값의 정확성을 먼

 측정한다. 만약 센서의 값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정해야 한다. 각 센서에서 추 50g, 100g, 200g, 300g, 

400g, 500g을 올려놓고 센서 측정값을 검사한다. 그림 2

는 각 센서에서 측정된 오차값을 보여 다. 그림 2에서와 

50g과 100g의 추를 센서에 올려놓았을 경우에 sensor 2번

과 sensor 5번이 1g의 오차를 보인다. 반면에 추가 200g이 

상일 경우에는 오차값이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보 다. 따라서 100g 이하일 경우에 오차

값을 보정하여 압력 값을 측정하 다. 하지만 오차값이 

1g이내로 측정되는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한 실제 압

력값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4.2 특정 치의 포스터치 압력값 측정

포스터치 커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의 

치에 따른 각 치별 포스터치 값을 측정한다. 스마트폰

의 포스터치 커버가 맞닿은 압력센서를 통해 포스터치가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 르는 힘과 측정되는 힘과의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르는 치에 

따라서 힘의 분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

실험을 통해서 실제 르는 힘을 보정해야만 한다. 측정

을 해 그림 3과 같이 앱을 만들어서 치별 포스터치 

값을 측정한다. 그림 3(a)에서 포스터치 압력값 측정 앱은 

1-1부터 5-3까지 12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튼 

1-1, 1-3, 3-2, 5-1, 5-3은 FSR 센서 앙에 치하는 버튼

이다. 버튼 치별 정확한 포스터치 값을 입력을 해서 

수식 1과 같이 각 센서에서 수신된 입력값의 합으로 나타

낸다. 

  
 



                (1)

F는 각 센서들의 압력 값의 합을 나타내고, Fi는 각 센

서들의 압력 값이다. 

각 치별 무게 변화(50g ~ 500g)에 따른 압력 값을 측

정을 해 이  실험과 같이 추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압

력 값을 악했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무게 변화에 따른 

각 버튼 별 압력값 측정 변화를 보여 다. y축은 측정된 

무게를 나타내고, x축은 10ms 단 로 측정된 값이다. 즉, 

1은 10ms을 뜻하고, 10은 100ms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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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림 4) 각 버튼별 포스 값 측정

(Figure 4) Force-intension input values for each position: (a)1-1 button,(b)1-2 button,(c)1-3 button,(d)2-1 

button,(e)2-2 button,(f) 2-3 button,  (g)3-1 button,(h)3-2 button,(i)3-3 button,(j) 4-1 button,(k)4-2 

button,(l)4-3 button,(m)5-1 button, (n)5-3 button,(o)5-3 button 

그림 4에서 x축은 포스터치 입력 시간을 나타내고, y

축은 포스터치 입력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버튼 

1-2, 2-1, 2-2, 3-1, 3-2, 4-2, 5-2와 같은 경우 50g일 때 압력

의 값이 거의 측정이 되지 않는다. 이는 센서에 가해지는 

힘의 값이 스마트폰의 굴곡과 스마트폰 뒷 커버의 탄성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버튼 3-2, 4-2의 치에 경우에는 

200g이상이 되어야만 힘을 측정할 수 있다. 한 추가 안

정 으로 압력값이 입력되는 시간은 터치를 한 순간부터 

최소 약 100ms에서 최  200ms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서의 실험방법과 같이 고정된 물체의 무게

를 측정하기 한 소요시간으로 사용자가 힘을 가하는 

시간과 압력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스

마트폰 스크린에 힘을 가하는 순간에 포스터치 커버가 

인지하는 힘의 세기와 압력은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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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버튼별 평균 에러의 차이(Mean Margin of error : ME, g)와 안정 인 수신 시간(SRT: Stabilized Receiving 

Time)

(Table 4) Mean margin of error (ME, g) & stabilized receiving time (SRT, ms) for each button: 

button #
50g 100g 200g

ME SRT ME SRT ME SRT

1-1 12 20 32 20 33 30

1-2 49 - 50 50 23 30

1-3 1 30 2 50 22 100

2-1 42 - 1 50 78 50

2-2 48 - 25 10 147 10

2-3 20 40 21 60 12 90

3-1 - - 23 10 63 50

3-2 - - - - 25 10

3-3 29 10 27 10 11 100

4-1 32 - 51 10 154 80

4-2 - - - - 178 -

4-3 18 70 13 90 20 110

5-1 22 50 48 60 62 70

5-2 - - 74 10 73 70

5-3 12 50 29 80 13 90

   

button #
300g 400g 500g

ME SRT ME SRT ME SRT

1-1 71 70 112 30 110g 140

1-2 50 150 98 130 162 200

1-3 51 100 23 200 0 120

2-1 68 100 92 30 80 110

2-2 176 60 225 60 273 130

2-3 22 120 24 190 2 160

3-1 48 80 73 120 82 80

3-2 277 40 290 80 349 60

3-3 56 130 26 130 0 120

4-1 52 100 17 100 42 110

4-2 218 90 281 170 276 90

4-3 25 120 12 20 0 90

5-1 56 110 63 100 44 130

5-2 123 130 178 60 251 150

5-3 7 140 9 170 19 180

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는 버튼별 압력의 평균값을 통해 추의 무게와 비

교한 값(ME: Mean margin error)과 추의 값이 일정한 값으

로 측정되는 때 까지 걸리는 시간(SRT: Stabilized Receiving 

Time)을 보여 다. 이 결과에서 압력 값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스마트 커버에서 미끄러지는 상과 스마트폰 뒷 

커버 자체의 탄성 때문에 발생한다. 즉 각 센서에서 측정

되는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측정결과 압력이 작은 

값을 측정 할수록 측정하기 힘들고, 압력이 클수록 압력 

값을 측정하기 쉽다. 결론 으로 치별 압력 값의 오차

를 일정한 압력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압력의 강함이 

200g이상이고 300ms 이후의 시간일 때 측정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커버의 입력 값을 미세하게 조

정할 수는 없다. 다만, 측정된 값의 비율을 통해서 략

인 값으로 값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각 버튼별로 따로 

설정하여 압력 값을 측정한다. 하지만 여 히 사용자에게 

단순히 물체를 스마트폰에 올려 측정했을 때의 값으로 

실제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과 사용자 간 인터랙션과

의 계를 설정할 수 없다. 즉, 포스터치 커버가 허용하는 

압력값과 시간을 기 으로 사용자가 포스터치 입력을 

한 피드백(feedback)에 허용되는 시간 압력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터치에서의 사

용자 Latency(피드백을 한 허용시간)와 압력 측정(포스

에서의 압력 값)을 통해서 포스터치 어 리 이션에 

용 가능해야만 한다. 

4.2 사용자 포스터치 측정 방안

사용자가 포스터치 입력하는 과정은 그림 5에서와 같

이 스크린에 손가락을 터치하는 과정, 터치 후에 스크린

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힘을 주는 과정으로 나뉠 수 있

다. 그림 5(a)와 같이 사용자가 스크린에 터치를 한 순간

부터 특정한 힘의 압력이 발생하는 시 을 포스가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포스터치라고 단

하는 힘을 가할 때 포스가 발생되는 최소값을 통해서 일

반 인 터치와 구분될 수 있는 Fthreshold 값을 구할 수 있다. 

한, 그림 5(b)와 같이 사용자는 포스터치 시 일정시간

(Tthreshold) 동안 힘을 가할 때 사용자는 른 힘에 한 피

드백을 요구한다. 즉, 사용자가 힘을 가하는 시간이 얼마

나 걸리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가 포스터치를 가할 때 요구되는 피드백에 한 시

간과 압력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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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포스터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 시간, 힘

(Figure 5) Considering Force-Touch event : 

(a) force (b) time

4.3 사용자 포스터치 반응시간 측정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터치와 포스터치 입력 후에 

터치와 포스터치의 시간  구분을 알아야만 한다. 즉, 터

치 후 터치에 한 피드백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최소 시

간이후의 시간은 포스터치에 한 피드백 시간이 가능한 

시간이다. 한, 포스터치 시에 한 응답이 느린 최소 시

간을 찾아 포스터치 피드백에 한 최소 시간과 최  시

간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버튼을 터치와 포스터치로 을 때 각각 사용자가 피

드백에 한 반응시간이 하게 단할 수 있는 앱

(App)을 구 하 다. 먼  터치에 한 반응시간이 

하지 않는 시간의 최소 시간을 찾는다. 이는 터치와 포스

터치를 구분을 한 기 (시간)이다. 

앱(App)에서 버튼을 생성한 후에 사용자가 터치를 가

정하여 버튼을 를 때 버튼의 색을 변경한다. 버튼은 1

단계에서 50단계로 나 다. 1단계에서는 10ms의 반응시

간을 주고, 2단계에서는 20ms로 각 단계가 증가할 때 마

다 10ms씩 반응 시간을 늦춘다. 이때 사용자는 터치시 반

응시간이 느려지는 단계(시간)을 체크한다. 이러한 실험

은 20명을 상으로 수행하고 각 실험자마다 10번을 반

복한다. 그림 6은 사용자가 터치 반응 시간을 측정하 을 

경우 터치 반응이 느리지 않다고 단하는 시간을 보여

다. 그림에서 터치 시 반응이 느려지는 시 은 실험

상자의 20명의 에 90%는 50ms 안에 터치반응에 한 

피드백이 100% 느리지 않다고 단한다. 100ms안에는 약 

75%가 느리지 않다고 단하지만, 이후에는 단 50%만의 

사용자가 느리지 않다고 단한다. 이를 기 으로 했을 

경우 터치에 한 반응은 최소 100ms 안에 이루어 져야 

하고, 100ms 이후에 포스터치에 한 피드백이 이루어 져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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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터치 반응 시간 측정

(Figure 6) Measurement of touch inter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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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포스터치 반응 시간 측정

(Figure 7) Measurement of force-touch interaction 

time

포스터치에 한 반응 시간에 한 latency를 구하기 

해서 터치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7

은 포스터치에 따른 반응시간에 한 사용자들의 반응시

간을 보여 다. 그림 7 에서 사용자들은 200ms 이 에 포

스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까지는 포스터치에 한 피드

백이 느리지 않다고 단한다. 210ms에서 90%의 사용자

가 피드백이 느리지 않다고 단하 다면, 220ms까지는 

70% 만이 250ms에는 45%만이 느리지 않다고 단하

다. 따라서 포스터치에 한 최  반응시간은 어도 

210ms 정도까지로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스터치에 한 반응 시간은 표 4를 통해 포스터

치 값이 안정 으로 들어오는 시간인 200ms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먼  사용자의 지각에 해서 Michotte와 Thines 

[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행동이 끝나는 순간과 두 

번째 행동이 시작하는 순간 사이에 약 50ms정도의 지연

시간을 사용자가 지각한다고 한다. Scholl과 Nak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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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실험에서는 사용자는 200m까지의 지연시간을 신

뢰할 수 있다는 경향성을 악하 다. 즉, 200ms 이상의 

지연시간이 증가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시청각 인과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유추하

다[15].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포스터치 행동과 피드백에 

한 결과는 사용자가 두 물체에 한 충돌(스마트 디바

이스와 손가락과 같이)에 해 200ms까지 지각 할 수 있

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4 사용자 포스터치 힘의 값 측정

사용자가 포스터치 커버를 이용하여 포스터치를 단계

별(weakness, strong)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해 총 20명의 사용자에게 강함과 약함을 5번씩 실시하

게 하 다. 힘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재 포스터

치가 상용화된 애 의 iPhone6s 이후의 버 에서 인터랙

션을 해 peak과 pop으로 힘을 두 단계로 구분하기 때문

이다. 그림 8의 동그라미는 약함을 을 경우에 생성되

는 힘(압력)을 보여주고, 십자가 모양은 강함을 을 경

우의 힘을 보여 다. 약한 힘을 스크린에 가했을 경우에

는 최소 0g에서 최  185g까지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강

한 힘을 가했을 경우에는 약 100g에서 500g으로 분포가 

넓어진다. 즉, 강한 힘을 가했을 때 힘의 값은 편차가 커

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약한 힘을 가했을 때의 힘의 차

이는 게 나타난다. 이 두 포스터치의 힘을 구분하기 

해서는 포스터치의 약한 힘을 보다 큰 힘을 강한 힘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에서 x축 100번째에서 200번째와 같이 사용자가 

힘의 크기를 제 로 제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약한 힘

과 강한 힘을 제 로 구분하기 힘들다. 하지만, x축 250번

째 이후에 사용자의 약한 힘 값은 편차가 약 70g이고, 강

한 힘은 약 145g이상으로 힘을 컨트롤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사용자가 같은 실험환경에서 거의 같은 힘의 크

기 가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한, 강한 힘과 약한 힘의 경

계는 약 70g~140g으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어 힘의 강

약을 표 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포스터치 커버를 이용하여 포스터치 힘을 측정할 수 있

고, 단계도 기존의 방식과 같은 두 단계를 구 해 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포스터치를 사용하지 못 하는 기존의 일반

인 터치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포스터치 인터랙션

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이다. 기존의 포스터

치가 제공되지 못 하는 디바이스를 해 포스터치를 측

정할 수 있는 커버를 제작하 다. 제작된 포스터치 커버

를 이용하여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정확성과 힘을 

가하는 치에 따른 센서의 힘의 변화를 분석하 다. 이

를 통해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을 단하 다. 

한, 포스터치 커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포스터치를 발

생할 경우 요구되는 최 한의 시간을 찾아내어 이를 

용할 수 있는 사용자 심 인 포스터치 인터랙션이 방

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 실험을 통해 증

명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포스터치 인터랙션에 향

을 미치는 사용자의 입력 반응시간과 힘의 강도를 제시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 포스터치 입력에서 사용자가 포스터

치를 몇 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는 가에 한 연구가 진행

할 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입력 방법에서 다양한 명

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랙션방안을 도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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