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1, No. 1, December 2016   43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개발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개발

De e o ment of a F e i e orrugated i rotacti e 
Actuator

양 태 헌(Tae-Heon Yang)*, 박 원 형(Won-Hyeong Park)**, 김 상 연(Sang-Youn Kim)**,                                    
우 삼 용(Sam-Yong Woo)*, 1

   
Pressure and Vacuum Lab.,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Daejeon, Korea*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Byeongchunmyun, Cheonan, Korea**

thyang@kriss.re.kr*, ipo1001@koreatech.ac.kr**, sykim@koreatech.ac.kr**, sywoo@kriss.re.kr*, 1

요  약

기존의 폴리머 기반 액추에이터는 대면적 어레이 형태로 용이하게 제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반면, 약한 

내구성 및 복잡한 제조과정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얇고 휘어질 수 있는 폴리머 기반의 액추에이터의 장점

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선 내구성이 좋고,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한 코러

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높은 내열성 및 내구성을 갖는 폴리우레탄에 전도성 파티

클을 삽입하고 코러게이티드 형상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액추에이터의 제조공정, 촉감제공원리 및 개

발된 액추에이터가 적용된 촉감 재현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된 액추에이터의 성능평가를 위해 출력

되는 진동가속도를 주파수를 바꾸며 측정한 결과,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사람의 Activation Threshold를 넘

는 진동촉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액추에이터가 적용된 촉감 재현 플랫폼은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문지를 때, 손가락 위치에 해당하는 그래픽 촉각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제

로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촉각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플렉서블, 폴리머, 액추에이터, 정전기력, 진동촉감

Abstract
o mer actuators suc  as an e ectroacti e o mer offer t e ad antages of eing f e i e and easi  

e anda e into an arra -t e de ice  ence  se era  researc  efforts are underwa  to de e o  o mer-
ased tacti e dis a s  It is a c a enge  owe er  to de e o  a re ia e and ro ust tacti e arra  dis a  ased 

on t e materia s wit out osing t e e i i it  As a erson uses a tacti e dis a  w i e enefitting from t e 
tacti e feed ack  t e o mer actuator can fre uent  tear or e erience a o mer reakdown  In an effort to 
o ercome t ese imitations of o mer actuators  t is stud  ro oses t e use of a corrugated o mer actuator 
t at is actuated  e ectrostatic ressure for tacti e dis a  a ications  e resented corrugated actuator arra  
consists of a corrugated conducti e mem rane and a die ectric-coated e i e rinted circuit oard F  

e corrugated mem rane is attac ed to t e F  wit  a t in s acer  e o mer mem rane is mou ded into 
t e corrugated s a e to make it mec anica  re ia e and ro ust  o furt er re ent t e ee ing of com iant 
e ectrodes from t e mem rane  t e mem rane itse f contains conducti e artic es  o re ent t e o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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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계적 방식의 촉감제시장치[1]~[4]는 각 모듈의 

구동성능은 우수하나, 사용자가 실제로 문지르면서 

촉감을 느끼는 Active Touch방식을 위한 촉각제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선 수많은 어레이로 구성된 모

듈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어레이형 액추에이터의 제

조수율, 제조 단가 및 컨트롤러를 포함한 전체 모듈 

사이즈의 큰 증가 등으로 실제 개발에는 큰 어려움

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이용한 진

동촉감 액추에이터들이 있다[5][6][7]. 폴리머기반의 

액추에이터는 한 번 어레이 형태로 마스크 또는 몰

드를 제작하면, 계속 쉽게 찍어서 대면적의 어레이 

형태로 액추에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전기활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강하고 효

과적인 촉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선, 초기에 고

분자를 Stretch 해 높거나, 여러 층을 중첩하여 개발

하여야 한다. 이런 고분자 액추에이터의 구조는 내

구성을 저하시키고, 복잡한 제작 공정을 필요로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하며, 간단한 구조에서 사용자

에게 미세하고 다양한 촉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타 물질에 

비해 높은 내구성을 갖는 폴리우레탄 재질을 이용하

여 액추에이터를 구성하였으며, Stretch 시에도 내

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폴리우레탄 멤브레인에 코

러게이티드 형상을 적용하였다. 코러게이티드 형상

의 멤브레인은 내구성을 높일 뿐 아니라, 미세하고 

다양한 촉각정보를 제공하는데도 효과적인 구조이

다. 이 코러게이티드 멤브레인이 연성기판과 결합되

어 개발된 유연하고 좋은 진동촉감 성능을 갖는 액

추에이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디자인 및 제작 

2.1.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

에이터 제작공정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

추에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가가 낮고 높은 내

열성 및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다. 폴리우레탄에 

전도성을 부여함으로써 폴리우레탄의 장점을 유지

mem rane from reaking down as a resu t of eing d namica  actuated  ig  o tage wa eform in ut  
t e in ut signa  is ke t wit in t e F  w i e t e corrugated conducti e mem rane is connected to ground  

en an in ut signa  wa eform is a ied to t e F  t erefore  t e corrugated conducti e mem rane 
i rates under t e in uence of e ectrostatic ressure  is i ration c anges t e friction coefficient etween t e 

corrugated surface and t e user s fingerti  w i e t e user is scru ing t e mem rane to interact wit  a irtua  
gra ic en ironment  e corrugations am if  t e dis acement of t e mem rane i rations  en ancing 
t e e astic c aracteristics and a so increase t e ariet  of tacti e sensations  o e a uate t e erformance of 
t e de e o ed corrugated tacti e dis a  t e acce eration intensit  is measured wit  res ect to fre uenc  e 
resu ts c ear  s ow t at t e de e o ed tacti e dis a  creates sufficient i rotacti e feed ack u  to   to 
con e  tacti e sensations to t e user

Key words  F e i e  o mer  Actuator  ectrostatic Force  i rotact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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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로 사용 가능하도록 케첸

블랙 파우더 (Ketjen black powder)를 혼합하였다. 

케첸블랙 파우더는 카본블랙의 한 종류로 Hollow 

Shaft의 형상을 띄고 있어, 점성이 높은 액상 폴리

머와도 쉽게 섞이며 높은 전도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도성 폴리머를 개발하는데 적용되었다. 폴리우레

탄에 케첸블랙 파우더를 섞는 비율이 높아 질수록 

면저항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는데, 폴리우레탄:케

첸블랙의 양이 1:0.06 phr를 초과하는 경우 케첸 블

랙이 폴리우레탄에 비해 굉장히 낮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 균일하게 섞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제작이 가능하면서 가장 높은 

전도성을 띌 수 있도록 폴리우레탄:케첸블랙의 양이 

1:0.06 phr이 되도록 전도성 폴리머를 제작하여 액

추에이터에 적용하였다[8]. 

액추에이터가 안정된 진동 출력 성능을 발생시키

기 위해선, 제작된 전도성 폴리머를 고전압 입력신

호가 인가되는 FPCB 전극에 간극이 일정하게 고정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전도성 폴리머를 전 방향

으로 고르게 Stretch하여 고정하여야 간극이 일정하

게 장착될 수 있다. 하지만, Stretch된 폴리머는 사

용자가 터치하거나 진동 시 찢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는데, Corrugated 타입의 폴리머 멤브레인은 

구조적으로 폴리머 멤브레인이 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 액추에이터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다. Corrugated 타입의 폴리머 멤브레인은 액추에

이터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미세한 촉감감각을 다

양하게 재현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폴리머 기반 진동촉감 액추에이터

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함으로 <그림 1>에서 제작

공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폴리머와 케첸블랙 파우더를 1:0.06 phr의 비율로 

섞은 후, 코러게이티드 형상으로 제작된 금형에 부

은 다음, 금형을 상하로 압착한 후 진공 챔버에 넣어 

기포를 제거하였다. 금형 속에서 경화된 코러게이티

드 전도성 폴리머 멤브레인을 Stretch Jig를 이용하

여 전 방향으로 균일하게 인장한다. 그 후, 폴리머에 

제어라인과 하우징 역할을 하는 플렉서블 PCB를 앞

뒤로 접착한 후, Stretch Jig에서 분리한다. 폴리머

의 기계적 안정성 향상과 절연을 위해, 플라즈마 처

리 후 표면을 스프레이 코팅하여 유연한 코러게이티

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완성하였다.

2.2.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

에이터 및 촉감 재현 플랫폼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액추에이터의 촉감 제공 원

리는 <그림 2>와 같이, 고절연 플렉서블 PCB 상부

에 결합되어 있는 코러게이티드 전도성 멤브레인을 

사용자가 손가락을 문지르며 촉감을 느낄 때, 고절

연 PCB에 인가하는 고전압 신호의 주파수와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사람이 문지르는 전단방향의 

마찰 저항을 조절함으로 다양한 촉감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액추에이

터에서 구현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어레이형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는 3x3 어레이를 

시작으로, 12x9 어레이, 24x18 어레이로 어레이의 

개수를 확장하고 셀의 사이즈를 직경4.5 mm까지 

소형화하였다. 24x18 어레이형 코러게이티드 진동

촉감 액추에이터의 경우, 골과 골 사이의 거리가 사

람이 촉감으로 인지 가능한 공간분해능 (1mm) 보다 

훨씬 작아 코러게이티드 형상에 방해를 받지 않고 

다양한 미세 촉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1. 어레이형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제작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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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선 개발된 24x18 어레이형 코러게이티

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에서 

제시되는 촉감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촉

감 재현 플랫폼을 <그림 4>와 같이 개발하였다. ㈜

이미지스에서 개발한 소형 High-Volt Amp와 소

형 Opto-Coupler를 기반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DAC 컨버터가 탑재하여 포터블한 촉감 재현 플랫폼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컨트롤러는 MCU로 DAC 컨

버터의 신호를 아날로그 제어하여, Opto-Coupler

가 High-Volt DC Amp의 신호를 아날로그 제어

하여 구형파, 삼각파 및 사인파를 생성 가능하게 개

발되었다. 개발된 컨트롤러는 Tablet PC를 도킹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하우징 안에 장착되

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4>와 같이, 컨트롤러의 상

부에는 위치인식부인 IR Touch와 어레이형 코러게

이티드 플렉서블 액추에이터가 배치되고, 회로부의 

뒷면에는 MCU와 Bluetooth 모듈, 다양한 파형구

현을 위한 DAC Converter, High-Volt 발생용 소

형 Amplifier 및 High-Volt Switching부로 구성

되도록 개발되었다. 장착된 IR Touch 모듈은 사용

자가 어레이형 액추에이터를 문지를 때, 손가락의 

위치를 인식하여 Tablet PC로 위치정보를 전송하

고, Tablet PC 는 그래픽에서 해당위치의 촉감정보

를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로 전송하여, 액추에이터가 

Tablet PC의 그래픽 기반 촉감정보에 따라 진동촉

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III. 초박형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성능 평가

개발된 액추에이터의 성능평가를 위해, <그림 5>와 

같이 플랫폼의 무게로 예상되는 600 g Weight에 개

발된 액추에이터를 장착 한 후, 액추에이터 위에 가속

도계를 부착시키고, 사람의 부드러운 터치를 고려하

여 10 g의 Dead Weight를 가속도계 상단에 장착하

였다. Function Generator에서 발생된 사인파를 HV 

Power Amplifier로 증폭하여(4 kV Peak to Peak) 

액추에이터에 인가하였고, 주파수를 변화시켜가며 가

속도계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6>의 

측정 결과 그래프에서와 같이, 약 90 Hz에서 공진 피

크를 보여주며 약 20 Hz 이상에선 사람의 Activation 

Threshold인 0.3 g이상의 진동력을 발생시켜, 사용

그림 2.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촉감 제공 원리

그림 4. 개발된 어레이형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촉감재현 프로토타입

그림 3. 개발된 어레이형 유연한 코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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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느낄 수 있는 진동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래서 개발된 플렉서블 액추에이터는 손가

락으로 문지르는 Active Touch 시, 넓은 주파수 영역

에서 사용자에게 진동 촉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구성이 좋고, 휘어질 수 있는 코

러게이티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폴리우레탄과 케첸 블랙을 1:0.06 phr로 섞고 코러

게이티드 형상의 몰드로 가압하여 전도성 폴리우레

탄을 만들고, 이를 Stretch한 상태에서FPCB 전극

에 결합하여 액추에이터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액추

에이터의 성능평가를 위해 출력되는 진동가속도를 

주파수를 바꾸며 측정한 결과, 넓은 주파수 범위에

서 사람의 Activation Threshold를 넘는 진동촉감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액추에

이터에 소형 HV 제어기와 IR Touch 모듈을 결합하

여, Tablet PC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그래픽의 다양

한 촉감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촉감 재

현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촉감 재현 플랫폼

은Tablet PC와 포터블한 촉각 액추에이터 모듈이 

연동된 형태로, 사용자가 컴퓨터 기기와 상호작용할 

때 다양한 촉감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되

어 촉각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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