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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ibration-based tactile actuator for smart wear applications is presented by using 

piezoelectric ceramic transducers. The compact wireless actuation system is constructed with a high 

voltage piezoelectric amplifier, a microcontroller, wireless communication module, and rechargeable 

lithium-polymer battery. For the wireless communication between a hardware and an operator, the 

bluetooth-base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is prepared and the user interface is provided via 

smart phone applications. From a series of experimental user studie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pro-

posed vibro-tactile actuator based on piezoelectric ceramic transducer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smart wear applications.

* 

1. 서  론

스마트 웨어는 기능성 섬유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새로운 개념의 웨어러블(wearable) 의류로서, 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액추에이터가 내장되어 있어 외

부 자극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지능형 의류이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

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물인터넷(IoT)으로 활

용도 기대되고 있다. 기존 의류를 스마트 웨어로 대

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내구성, 세탁 등의 편의성, 패션의 심미성 등 의류

의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기계 및 

전자 공학뿐만 아니라, 섬유, 패션,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에는 전자섬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

하는 형태에서 실 형태의 전도성 섬유를 기반으로 

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웨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건강 

상태 측정 등을 위한 센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주

를 이루고 있다. Lymberis와 Paradiso는 지능형 섬

유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직물에 관한 연구 동향과 

향후 도전 과제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1). Borges 

등은 사람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의

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압력 센서, 압전 필름 

센서 등과 함께, 다양한 전자 및 통신 모듈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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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소개하였다(2). Cho 등은 센서 측정을 이용한 

건강관리용 스마트 웨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디자

인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여 심장박동, 혈압, 맥박, 체

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3). Song과 

Lee는 자카드 직조 직물을 기반으로 한 심전도 측

정용 직물 전극을 설계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4). Lee는 유도용량성 센서를 이용하여 

심장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를 제안하고 직물 전극의 유형에 따른 

심장활동 모니터링 성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5). 

Park 등은 스마트 웨어에 장착된 멀티 센서에서 측

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상황과 행동을 추론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6). Cho는 스마트 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유-

헬스케어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7). 

스마트 웨어용 액추에이터에 대한 최근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Leng 등은 형상기억폴리머의 특성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스마트 섬유, 스마트 직물 또

는 스마트 의류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 

Abel 등은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편물의 2차원 해

석적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9). 

MIT의 Holschuh와 Newman은 치료용 압박복에 적

용하기 위하여 능동 소재인 형상기억합금과 수동 소

재인 섬유를 결합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성능을 예

측하였다(10). 국내에는 스마트 웨어의 액추에이터 활

용 가능한 소재로 전기활성고분자(EAP)를 소개한 

연구와 의복 내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개폐 장치

인 스마트 슬릿의 액추에이터로 형상기억합금 

(shape memory alloy)을 제안하고 작동성을 확인한 

기초 연구가 있다(11,1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

능성 있는 액추에이터의 소개에 그치거나, 사람에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류 내

부의 소형 슬릿을 개폐하기 위해 액추에이터를 사용

하는 것으로 피부와 상호 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스

마트 웨어를 위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피부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액추에이터는 

빠른 응답 속도, 저 전력,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압전 세라믹을 이용하여 스마트 

웨어에 적용하기 위한 진동 기반의 액추에이터를 설

계하고 제작하여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 선형 공진 모터와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제작

된 압전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제

작된 압전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피부가 감지

하는 진동 강도와 신체 피부 부위에 따른 성능 차이

를 사용자 평가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비교하고 적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시스템 구성

기존 편심형 진동 모터는 저가이나 응답 속도가 

늦고 주파수와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선형 공진 모터는 공진을 이용하므로 단일 주

파수에서만 진동 강도가 우수한 단점이 있다. 압전 

액추에이터는 응답 시간이 매우 빠르고, 소비 전력

이 낮으며, 다양한 주파수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압전 액추에이터의 개념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은 

다이어프램 형태의 압전 세라믹을 신체에 밀착된 스

마트 웨어 내부에 부착하고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

에게 진동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이어

프램 형태의 지름 20 mm, 두께는 0.21 mm의 진동

판에 지름 13 mm, 두께는 0.21 mm의 압전 세라믹

이 3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신체에 부착되는 

압전 세라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

은 소형 파우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압전 

액추에이터 모듈을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을 구성하였고,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PC와 연

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마이크로 프로세서(LilyPad)를 사용하였다.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배

터리 보호 회로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레귤레

이터 회로를 함께 구성하였다. 압전 액추에이터에 전

압을 인가하기 위해서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Texas Instrument에서 개발한 고성능 소

형 압전 드라이버(DRV 2667)을 내장한 칩 형태의 

고전압 증폭 장치(piezo driver, PDu100)를 사용하여 

스마트 웨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제어보드는 “Simblee”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어, “Simblee”에서 제공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작할 수 있

으며, 제어보드에 포함된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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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posed vibro-tactile actuator system

(a) Front view       (b) Rear view

Fig. 2 Hardware system of the vibro-tactile actuator

Fig. 3 High voltage amplifier with piezo haptic driver

Fig. 4 User interface for smartphone

무선으로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 제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Fig. 4에 나타

내었다. 압전 액추에이터에는 일정한 크기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기본 설정하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인가되는 전압의 주파수를 0 Hz에서 250 Hz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파수는 숫자 키

패드, 버튼, 슬라이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 주파수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3. 진동 강도 비교 실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압전 액추에이터의 진동 강

도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형 공진 모터(linear 

resonant actuator, LRA)와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상대적인 진동 강도를 비교하였다. 진동 강도 측정 

실험을 위한 장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압전 액추

에이터 모듈을 육면체 시편에 부착하고, 레이저 변

위 센서를 이용하여 시편에 발생하는 변위를 측정하

였다.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나, 시

편의 크기와 무게가 작아 가속도계가 진동 강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접촉 방식의 레이저 

변위 센서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MC Nylon으로 제

작되었고, 길이 50 mm, 폭 50 mm, 두께 5 mm이며, 

무게는 15.5 g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와이어를 사용하여 공중에 떠 있는 상

태에서 진동 강도를 측정하였다. 선형 공진 모터에

는 DC 2 V의 사각파 전압을 인가하였고, 압전 액추

에이터에는 80 V의 사각파 전압을 인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변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선형 진동 모터는 최대 3.6 μm의 변위

가 발생하며, 175 Hz의 단일 주파수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전 액추에이터의 경우 100 Hz, 

175 Hz, 200 Hz 세 가지 주파수 가진에서 약 1 μm의 

변위가 발생하여 선형 공진 모터에 의한 변위에 비

해 약 70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동 강도 실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선형 공진 모터는 

175 Hz의 공진을 이용하여 작동되므로, 가장 큰 진

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실험에 사용된 압

전 액추에이터 모듈은 공진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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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ement of vi-
bration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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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displacement of mass

Fig. 7 Measured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piezo 
ceramic

 

다. 압전 액추에이터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압전 액추에이터 자체는 약 4000 

Hz에서 공진을 갖고 있으며, 진동력 발생을 위한 

Fig. 8 Structures of linear resonant actuator

추가적인 질량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진동을 이용

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변위가 작게 발생한다. 

그러나 다양한 주파수에서 일정한 진동 강도를 갖고 

있으므로, 인가 주파수를 조절하여 다양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둘째, 시편에 부

착된 선형 진동 모터는 Fig. 8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시편의 두께 방향으로 진동을 발생

시킨다(13). 그러나 시편에 부착된 압전 액추에이터는 

면내 방향으로 작동력이 발생하므로, 두께 방향의 

변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이 실험에서는 레이

저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시편 두께 방향의 변위를 

측정하므로, 압전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경우 상대적

으로 작은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4. 사용자 평가 실험

사람이 실제 느끼는 진동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사용자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의 시편을 준비하고, Fig. 9와 같이 시편

에 선형 공진 모터와 압전 액추에이터 모듈을 부착

하여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였으며, 사람이 손으로 

시편을 잡고 진동의 강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을 위한 시편은 MC Nylon으로 제작하였으며, 

길이 170 mm, 폭 70 mm, 두께 5 mm, 무게는 75 g

이다. 6명의 피실험자가실험을 수행하였고, 20대 초

반의 학생들이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동일하

게 참여하였다. 선형 공진 모터를 동작할 때 피실험

자가 느끼는 진동의 강도를 10으로 하였을 때, 압전 

액추에이터를 동작하였을 때 피실험자가 느끼는 주

관적인 진동 강도를 수치로 나타내도록 하여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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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ecimen for vibration magnitude comparison

Table 1 Comparison of vibration magnitude differ-
ence according to actuator

Excitation
Experimenters

A B C D E F Ave.

LRA
175 Hz 10 10 10 10 10 10 10

Piezo
100 Hz 6 4 2 2.5 2.5 4 3.5

Piezo
175 Hz

8 7 3 4.5 4 6 5.4

Piezo
200 Hz 8 5.5 5 3.5 3.5 4.5 5.0

Table 2 Comparison of vibration magnitude differ-
ence according to human body part

Location
Experimenters

A B C D E F Ave.

Palm 10 10 10 10 10 10 10

Back of hand 6 8 10 5 7 8 7.3

Upper arm 6 4 10 0 10 6 6.0

Hip 0 0 0 0 1 1 0.3

Thigh 2 3 1 1 0 1 1.3

으로 비교하였고, 실험 결과는 Table 1과 Fig. 10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 참가자가 압전 액추에이터에 

의한 진동을 선형 공진 모터의 진동보다 작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에 따른 압전 액추에이

터의 진동 강도는 산술 평균을 바탕으로 보면 175

Hz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100 Hz에서 가장 작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Fig. 6의 변

위 측정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Fig. 6의 결

과에서는 선형 공진 모터에 비하여 압전 액추에이터

에 의한 진동 변위는 70 % 정도 감소하였으나, 사

람이 느끼는 진동 강도는 175 Hz의 경우 약 45 %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

이 진동을 느끼는 민감도가 주파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촉각을 느끼는 피

부 속의 기계적 수용체 중 파치니언 소체(Pacinian 

corpuscle)는 10 Hz에서 500 Hz 사이의 진동을 감지

하는 수용체로, 150 Hz에서 250 Hz 사이의 주파수

를 갖는 진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이 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선형 공진 모터가 

175 Hz 또는 200 Hz의 공진을 이용하는 것도 동일

한 이유 때문이다.

압전 액추에이터 모듈의 신체 부착 위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진동 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6명의 동일한 피실

험자가 실험을 수행하였고,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동일하게 참여하였다. 액

추에이터 부착 부위는 진동을 가장 잘 느끼는 손바

닥, 손의 운동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손등, 팔

의 운동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상박, 다리의 운

동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허벅지, 허리 운동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엉덩이를 선정하였다. 상박

은 암밴드를 착용하는 위치이고, 허벅지와 엉덩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진동 신호를 인지하는 위치

인 것도 함께 고려하였다. 피실험자가 손바닥에서 

느끼는 진동의 강도를 10으로 하였을 때, 액추에이

터가 부착된 다른 신체 부분에서 느끼는 진동의 상

대적인 강도를 숫자로 나타내도록 하였고, 실험 결

과는 Table 2와 Fig. 11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실험 참가자가 신체 다른 

부위에서 손바닥보다 진동을 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 평균으로 보면 손등에서는 약 27 %, 

상박에서는 약 40 %, 허벅지에서는 약 87 %, 엉덩

이에서는 약 97 % 진동 강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상박에서는 진동을 이용한 신호 전달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서

는 진동을 이용한 정보 전달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신체 부위에 따라 진동 강

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은 신체 부위에 따라 촉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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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

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입술, 혀 등에서 민감도가 

높고,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웨어에 적용하기 위한 압

전 세라믹 기반의 진동-촉각 액추에이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이어

프레임 형태의 상용 압전 세라믹을 이용하여 액추에

이터 모듈을 구성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블루투스 기

반의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

용자가 액추에이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상용 선형 공진 

모터와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제작된 압전 액추에이

터의 작동력을 평가하였고, 실제 사람이 느끼는 진

동 모터와 압전 액추에이터의 진동 강도를 사용자 

실험 평가를 통해 비교하여 제안된 압전 액추에이터

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신체 부착 부위에 따

라 사람이 느끼는 진동 강도를 사용자 평가를 통하

여 비교하여 적절한 부착 부위를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스마트 웨어 적용을 위한 액추에이터 연

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직물 형태의 개선된 액추에이터 제작, 촉각 액

추에이터 성능 개선, 피부 생리학적 특성과의 연관

성, 충분한 피실험자 확보를 통한 인지 특성 평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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