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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rable smart products contributed to expand the concept of modern clothing in terms of closer commu-

nication between wearer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wearable

smart actuators and characteristics of actuating feedback. The representative product development trends

over the past 10 years are examined based on the method of actuating feedback. A first keyword search

from Naver and Google reused to select the final 58 products based on the second key keyword actuating

feedback. The wearable smart actuator system works in a similar way to a human body system such as those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Actuating feedback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user as the last signal

of the system, which has visual, auditory and tactile feedback. It works in complex at the device to be deli-

vered to the user. Actuator feedback i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active and passive, depending on the user

situation, the overall purpose of the product, the collected information, and the device dependency. Active

actuating feedback determines and actuates the situation on behalf of the user when the user is in an emerg-

ency or a disability situation. Passive actuating feedback plays a role in environmental monitoring to help in

a healthy daily life.

Key words: Wearable smart actuator, Active actuating feedback, Passive actuating feedback, Fashion com-

munication;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수동적인 액추에이

팅 피드백, 패션 커뮤니케이션

I.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달에 따라 웨어러블 스마

트 제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웨어러

블 테크놀로지는 최근 사물 인터넷(IoT) 기술과의 결합

으로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이

성과 착용성도 함께 고려되어 발전되고 있다.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은 의류, 시계, 헤드폰, 신발 등 다양한 형태

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체 및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스

마트한 삶을 실현시키고 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smart actuator)는 일반적으로 미

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반응을 하는 스마트 재료를 기반

으로, 작동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웨어

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wearable smart actuator)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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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의류나 액세서리 형태로 착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빠른 구동과 쉬운 조작, 저전력

등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착용성과 심미성을 위하여 초

소형과 인체 밀착 형태, 작은 중량 등의 특징을 가진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사용자의 스마트한 환

경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행동

을 취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사용

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개발동향과 관련한 연

구는 주로 센서 기반형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제품들

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연구되었다(Lee, 2014; Sohn et

al., 2016; Suh & Roh, 2015; You et al., 2013; Yun et al.,

2007). 또한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피드백 관련

연구로는 실생활에서는 보행(Dim & Ren, 2017)과 운전

(Lee et al., 2011; Szczerba et al., 2015)상황에 적용한 내

비게이션용 액추에이터 개발연구가 있었으며, 특수상황

을 대비하여 항공 조종사를 위한 무중력 슈트를 위한

액추에이터 연구(Ko et al., 2017), 밀리터리 상황에서의

위험신호를 위한 액추에이터 연구(Myles & Kalb, 2013)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제품들 중,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제품

들을 중심으로 액추에이터의 사용 및 개발동향을 살펴

보고자, 먼저 관련 선행연구와 다양한 문헌자료를 바탕

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개념과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특징을 고찰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개발된 웨

어러블 스마트 제품 중 액추에이터가 사용된 것들을 중

심으로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방법에 따른 제품군을 분

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제품, 액추에이터 측면

으로 나누어 전체 개발동향을 분석하였다. 제품 관련 자

료수집 방법은 검색엔진 네이버(www.naver.com)와 구글

(www.google.com)에서 최근 10년간(2007~2017년) 출시

되어 발표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먼저 한영키워드로 스

마트 패션(smart fashion), 스마트 의류(smart wear), 웨어

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웨어러블 디바이스(we-

arable device),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

ogy),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용자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 스마트 어플리케이션(smart applicat-

ion), 스마트 액추에이터(smart actuator) 등 9개의 키워드

로 1차 검색을 실시하였다. 1차 검색을 통한 111개의 제

품들 중 2차 핵심 키워드인 액추에이팅 피드백(actuat-

ing feedback)을 중심으로 제품들의 전체 속성과 기기의

세부 사항, 주요 기능 등을 살펴보았으며, 겹치는 비슷한

속성과 사양을 가지는 제품들은 대표적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www.amazon.com)에서 판매 10위 안에 드는 상

위 브랜드의 제품들과 독자적인 액추에이팅 스마트 기

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동일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제품들로 도출하여 최종 58개의 제품

들이 선택되었다. 도출한 제품들은 웨어러블 스마트 액

추에이팅 피드백의 특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하여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과 수동

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피드백

1.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개념

1)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의 구성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복잡한 시스템

내에 연결된 많은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

마트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은 복잡하게 구성된 모듈

시스템 구동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수집과 데이터 처리, 센서와 액추에이터 간의 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Isermann,

1993; Robert et al., 1993).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처리 과정은

기존 스마트 디바이스 시스템의 정보처리 기능과 비슷

하다. 물리적 데이터 측정(measuring), 다른 디바이스로

의 데이터 전송(elaborating), 데이터의 모니터링과 진단

(monitoring and diagnosing), 정의된 행동사항에 맞는 구

동행동(acting safely), 시스템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커

뮤니케이션(communicating), 내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

터베이스 관리(managing) 순서로 기능이 구현되며(Des-

forges et al., 2011; Robert et al., 1993) 데이터의 측정은

센서에서, 다른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은 유선 혹은

무선(블루투스)으로, 구동행동은 액추에이터, 모니터링

과 진단, 데이터 간 커뮤니케이션, 내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컨트롤러인 컴퓨팅 유닛에서 실

행한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스템 기능들은 또한 인간

의 신경계, 두뇌계, 근육계에서 하는 기능과 닮아 있다

(Yun et al., 2007). 신경계를 통한 인간의 오감에서의 지

각과정은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스템 내에서 센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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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 측정이며, 두뇌계를 통한 인간 뇌에서의 판단

과 근육으로의 지령 전송 혹은 명령은 스마트 액추에이

터 시스템에서는 다른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과 모

니터링 및 진단이다. 근육계에서의 인간 행동은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의한 모체의 동작 및 정의된 구동행동이

다. 근육계에서의 인간 행동은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의

한 모체의 동작 및 정의된 구동행동이다. <Table 1>은 스

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에서의 정보처리 기능과 기능

에 따른 실행 위치, 인체와의 비교를 정리한 표이다.

2)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개념정의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

스템을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것으로, 스마트 액추에이

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와 컨트롤러, 그리고 액추에

이터의 주된 기능은 유지된 채로 사용자가 착용하고 움

직이기 편하도록 의류나 액세서리 형태로 착용성을 상

승시킨 형태이다. 착용성과 심미성을 위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내에 센서와 컨트롤러, 액추에이터는 주로 하

나의 모듈 안에 위치하기보다 분리된 모듈로 구성되어

작동한다. 스마트 센서는 착용성이 고려되어 센싱이 손

쉽고, 인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부위에 부착되며 부

착 위치는 주로 머리와 얼굴, 가슴, 손목과 손가락, 발과

발목 등이 많고, 부착 위치에 따라 감지되는 활동 종류

와 전체 디바이스의 사용목적이 다르다.

센서를 통한 액추에이팅은 사용자 신체뿐만 아니라 사

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환경과도 관련한다. 먼저 사

용자의 신체정보와 관련하여, Kim et al.(2015)에 따르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인간의 활동 감지는 생리

학적인 부분(biometric)과 활동적인 부분(human activity)

으로 나뉘며, 생리학적인 부분은 뇌파, 혈압, 심박수, 피

부온도, 혈류량 등을 나타내고, 활동적인 부분은 위치추

적, 모션 감지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체와 관

련한 내부환경 외에도 사용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용자를 둘러

싸고 있는 의복이나 대기환경이 있는데, 네트워크 환경

과 관련한 정보수집은 주로 연동된 스마트폰의 전화나

문자, SNS 등의 송신 상태와 관련하고, 물리적인 외부환

경과 관련해서는 의복 내 온도 및 습도, 대기환경의 공기

오염도나 자외선 UV 차단 관련 등이 있다. 이렇게 각 환

경들에서 센서를 통한 감지 데이터들은 무선 연결로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블루투스 모듈을 통하여 컨트롤

러로 전달된 이후에 액추에이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피

드백을 제공한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스템은 착용성 강조로

인한 전력 전송력과 시스템 구동력 감소, 짧은 수명으로

인한 배터리 장착, 시스템의 가능 축소 사이즈 고정, 사

용자들의 다양한 신체사이즈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

다. 웨어러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

스템 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선 와이어 및 금속이나

플라스틱 제어판 등은 플랙서블(flexible)한 전력 전송용

섬유밴드나 전도성사가 포함된 스마트 텍스타일 등으로

전환되어 사용자의 착용 편의성을 고려하고, 섬유일체

화와 주요 금속 장치의 소형화로 인한 중량 감소가 이루

어진다. <Fig. 1>은 사용자를 둘러싼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의 환경들과 그를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들을 정리한 그림이다.

2.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피드백

1)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과 사용자와의

관계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은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발달과 함께 멀티 디바이스 활용 시대에 맞게 사

용자가 주위 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스마트 시대 이전, 인간은 신체, 의복, 환경과의 관계에

서 도구적인 수단으로 의복을 필요로 하고 착용해왔지

만, 웨어러블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정보기술 산업의 발

달과 함께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의복은 더 이상 환경에

Table 1. The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in smart actuating system and comparison with human body

 Smart actuator system
Human body

The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Function execution location

Monitoring and Diagnosing data, Communicating with modules,

Managing application and database
Controller (computing units) Brains system

Measuring data Sensor Nervous system

Acting safely defined Behavior Actuator Muscular system

Elaborating data Wired and Wireless transmission Nerves betwe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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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 작용하

지 않게 되었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뇌, 신경, 근육에서 행하는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용자가 주변 환경과 좀 더 적

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아가 인간의 신

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적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스마트 액추에이팅 피드백은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출

력신호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의 필수적인 기능

이며 사용자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사용자와 액추에이팅 피드

백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스

마트 액추에이터가 인체에 부착되어 다양한 피드백을 제

공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기대하였다. 설정된 상황은 주

로 실생활의 운전이나 보행상황이 가장 많았으며, 신체

장애 개선이나 군사, 항공 우주 등의 특수한 상황도 있

었다. Ho et al.(2005)은 운전자의 좌석 등판 여러 부분에

액추에이터를 통한 자극을 주어 방향에 대한 위치정보

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Szczerba et al.(2015)은

운전자가 착용한 안경의 귀와 인접한 부분에 진동 액추

에이터를 부착시켜 방향 전환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였

다. van Erp and van Veen(2004) 또한 운전자 좌석의 오

른쪽과 왼쪽 다리부위에 진동 모터를 삽입하였고, 정확

한 방향 신호 전달에 대한 효과적인 부위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운전 시에 빠른 상황판단과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화면과 소리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내비게이

션보다 진동까지 활용하여 운전자의 즉각적 행동을 유

발시키는 햅틱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이의 효과성

을 입증하였다. Lee et al.(2011)은 물리치료사들과 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리부분에 모션 센서가 부착된 벨

트를 이용하여 실험자의 운동자세의 에러를 진동으로

지적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Dim and

Ren(2017)은 보행자를 대상으로, 인체 8개 부위에 진동

을 적용하였고 워킹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한 가이드

제공에 이용하였다. 그 외에 특수상황에 적용한 연구로

van Erp and van Veen(2003)은 우주항공 조종사들의 조

끼에 진동 자극 액추에이터를 삽입하여 정보 및 신호 전

달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Myles and Kalb(2013)

은 미 해군을 대상으로 머리의 각 위치별 진동 자극의 반

응 정도를 측정하여 추후 특별 전시상황이나 부대 훈련

상황을 대비한 촉각 신호 제공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선

행연구들에서 액추에이팅 피드백은 사용자가 목표 활동

에 도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실생활뿐만 아니라 소수의 전문 분야 사용자들에

Fig. 1. Environment of wearable smart actuating system & collecti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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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까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액추에이팅 피드백은 스마

트 디바이스와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자의 안전

과 편리한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되었고 인체에 밀착되

어 복합적인 피드백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작용하였

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피드백은 사용자와의 관

계 속에서 작용하고 시각 ·청각 ·촉각적 피드백들이 결

합된 복합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므로 단일한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없다. 액추에이팅 피드백

의 종류를 포함하여 피드백이 사용되는 상황, 스마트 제

품의 전체 사용목적, 액추에이팅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

사용하는 소비자 타깃, 액추에이팅 실행을 위한 시스템

위치와, 사용자의 기기에 대한 의존성 등을 포함하는 전

체 시스템적인 특징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

한 피드백의 특성을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 피드백의 종류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사용자가 착용할 수 있

는 의복 혹은 액세서리 내 모듈에 삽입되어 있으며 사용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행동유발을 위하여 시

각 ·청각 ·촉각적 피드백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사용

자에게 정보와 신호를 전달한다. 액추에이터는 인체 활

동을 측정하는 센서와 동시에 반응하며, 제품목적과 사

용분야에 따라 액추에이팅 방식이 달라진다. 피드백의

방법은 주로 화면, 소리, 진동이 있으며,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즉각적인 반응기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이

통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시각적인 피드백은 제품화면의 불빛(LED)이나

스크린을 통한 텍스팅(texting)으로 나타나며 청각적인

피드백은 제품 자체 혹은 연결된 컴퓨터 기기인 스마트

폰, 랩탑, PC 등의 오디오 장치에 의해 소리 및 음악, 음

성 등으로 나타난다. 촉각적인 피드백은 제품에 삽입되

어 있는 진동자를 사용하며, 인체부위에 밀착되는 진동

촉감으로 나타난다. 주로 시각적과 청각적인 피드백은

사용자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것이 많으며 촉각적인 피

드백은 피부표면에 밀착되어 전달되는 촉감을 이용하므

로 사용자 본인을 위한 것이 많다. 촉각적 피드백은 특

히 시각과 청각적 피드백의 부족한 정보 및 신호 전달력

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에 비해 인

간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다. 촉각적 피드

백의 효과성에 대하여 Brewster and Brown(2004)과 Bre-

wster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진동 피드백은 인간의

감각들이 복잡한 환경요인에 의해 방해받을 때 더욱 효

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Straughn et al.(2009)도

활동 중인 인체에는 전형적인 시각 ·청각적 피드백보다

촉각적 피드백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van Erp(2005)와

Karuei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손목부위가 가장 진동

에 민감하였으며, 허벅지와 발은 가장 민감하지 않았다

고 하였고 허벅지와 발 다음으로 허리, 팔, 가슴이 덜 민

감하다고 하였다. Lederman and Klatzky(2009)의 연구에

서도 각기 다른 신체부위에 촉각 자극을 주었으며, 그 중

손가락부위가 가장 놓은 촉감 자극을 느낀다고 하였

다. Lederman(1991) 또한 몸에서 먼 부분의 감각이 가장

촉감이 민감하며 정확하다고 하였고, Johnson and Hsiao

(1994)도 인간의 촉각 지각 정도가 신체부위마다 모두 다

름을 증명하였다. 또한 촉각은 시각과 청각과는 달리 인

간이 신체적인 활동 중일 때 더욱 둔해지며, 움직임의

속도와도 감각 지각의 정도가 달라진다. Rushton et al.

(1981), Chapman et al.(1987), Jiang et al.(1991), 그리고

Karuei et al.(2011)의 연구들에서 피부자극으로 인한 대

뇌 피질의 반응은 인간이 움직였을 때 줄어들며, 팔다리

를 모두 움직였을 때에는 촉각 감각이 더욱 둔해진다고

하였다. Angel and Malenka(1982)의 연구에서도 손가락

끝 자극을 바탕으로 촉각 감각의 억제 정도를 측정하였

고 그 결과 인간 움직임의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

혔다. Karuei et al.(2011)은 인간이 움직이는 상황일 때,

촉각 감각이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허벅지와

발부분이 촉각 지각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시각 ·청각 ·촉각적 피드백은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

에이팅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두 개 혹은

세 개의 종류가 혼합되어 복합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보통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제품들은 시각적인

피드백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보조하는 역할로 청각적

과 촉각적 피드백이 함께 사용된다. 고차원적인 기술력

이 삽입되어 있어 복잡한 스마트 기능을 동시에 행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용자로의 전달력 향상을 위해 모

든 피드백을 동시 사용하기도 하며, 사용자는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받아 빠른 스마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3) 피드백 특성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이 인간의 두뇌,

신경, 근육계와 닮아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을

대신하여 판단하고 처리하는 스마트 기능은 사용자를

위해 설정된 액추에이팅 상황, 제품의 사용목적, 타깃

유저, 액추에이팅의 구동판단 위치, 기기에 대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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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존도, 액추에이터의 반응성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액추에이팅이 구동되는 상황은 사용자가 웨어러블 스마

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을 직접 착용한 후,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됨을 고려한다. 액추에이팅 피드백은 사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이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액추

에이터가 능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구동되어 사용자를 위

한 직접적 행동을 취하고, 덜 위급한 상황이나 일상생활

을 위하여 구동될 때에는 사용자가 추후 직접 선택에 의

하여 스마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로서

수동적으로 구동된다.

(1)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사용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스마트 액추

에이팅 시스템은 인간보다 빠른 컴퓨터의 판단력을 이

용한다. 인체의 무의식적 반사 반응처럼 미리 시스템에

의한 정해진 명령을 액추에이터에게 실행토록 하여 운

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에어백처럼 사용자를 외

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이와 관련한 분야는 자전거

와 오토바이 운전자들, 야간 산행자들처럼 특수상황이

설정된 제품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 개인이 시각장애

나 언어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건강인과

달리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아기들처럼 스스로 상대방

에게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의 부족한 신체감

각을 스마트 기기의 센서를 통하여 도움 받고, 상대방에

게 의사전달을 가능하도록 한다.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방식은 시스템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황을 판

단하고 행동하므로, 사용자의 스마트 시스템에 의존도

가 큰 특징을 가지고 액추에이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즉

각적이다.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지시방법은 제

품 자체의 LED나 화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팅 제

품화면을 통해 불빛 혹은 글씨를 이용한다. 좀 더 적극적

인 명령 전달방법으로 제품 자체의 신호음 혹은 음성을

이용하고, 진동까지 발생시켜 사용자의 시각 ·청각 ·촉

각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여 보다 재빠른 사용자의 조치

를 계획한다.

(2)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시스템은 능동적인 피드백을 사

용하는 액추에이팅 제품들에 비하여 덜 위급하고 실생

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의 모니터링이 주된 목적이

다. 이러한 피드백은 사용자의 신체정보, 모션,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태, 대기 혹은 의복환경 등의 사용자와 관

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며, 시스템

의 사용자에 대한 의존도가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

백 상황보다 비교적 적다.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는 내

부환경 정보인 신체정보와 활동정보, 연동된 스마트 기

기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 및 내용 전달, 그리고 사용

자의 의복환경이나 물리적인 대기환경에 관련한 세부

적인 정보들을 제공받는다.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

백이 사용되는 제품들에서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

한 판단을 사용자 스스로 하며, 추후 스마트 활동에 도

움이 되는 보조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혹은 간헐적으

로 제공한다. 액추에이팅 방법은 사용자의 즉각 반응이

필요치 않으므로 진동을 이용한 촉각적인 피드백은 사

용이 많지 않고 주로 제품 혹은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

의 불빛이나 화면의 텍스팅, 소리와 음성으로 제공된다.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환

경을 모니터링하는 제품들은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평소 운동을 즐기거나, 전문 스포츠인, 스마트 기기 사

용자들, 혹은 스마트 기기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

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사용목적은 사용자의 신

체 바이오리듬 정보를 수집하여 이의 분석을 통한 모니

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으로 폭

넓은 컨트롤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사용자를 둘러싼 대

기오염, 자외선 지수, 기온 및 습도 등의 물리적 대기환

경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즐거운 환경을 위

해 음악을 실행시키며 기기 휴대조차 필요 없는 손발이

간편한 삶을 실현시킨다. <Table 2>는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의 특성을 제품사용과 관련한 설정

된 액추에이팅 상황, 제품의 사용목적, 타깃 유저, 액추

에이팅의 구동판단 위치,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의존도,

액추에이터의 반응, 이를 통한 피드백의 전체 특성으로

정리한 표이다.

III.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제품동향

1.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품

1) 위급상황 대비 제품

위급상황을 대비하는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

품들은 사용자 대신에 빠른 판단을 내리고 그와 동시에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위급상황에 사용자 대

신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에

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정해진 시스템

의 규칙행동에 따라 반응한다.

능동적인 액추에이터 피드백 제품들은 사용자뿐만 아

니라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빛의 발광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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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액추에이터의 경우에는 가장 가시성이 높고 외부충

격에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머리와 얼굴, 혹은 상체

부분에 액추에이터가 배치되어 있다. 리복(Reebok)과

MC 10사의 체크라이트(CHECKLIGHT
TM

) 모자<Fig. 2>

는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모션 센서를 통하여 감지하

고 이를 LED의 색을 통해 신호를 알린다. 2C Light Com-

pany의 솔라 라이트캡(Solar Lightcap)<Fig. 3>은 태양광

을 이용하여 모자 캡부분에 부착된 LED를 작동시키며

이를 통해 아웃도어, 등산, 트래킹, 캠핑, 낚시 등의 야간

활동 시에 착용자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 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

한 안전용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제품들에도 사

용자를 보호하는 액추에이터가 삽입되어 있다. 비지잭

스(VISIJAX)의 하이라이트 재킷(The Highlight Jacket)

<Fig. 4>은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야간 주행자를 위하여

재킷의 가슴 상단에 LED를 발광시켜 사용자의 위치를

알리며,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게 하여 가시성을 높인

제품이다. 빛의 발광 외에 최근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에

게만 해당되었던 에어백 팽창 액추에이터 제품들도 출시

되고 있다. Hovding의 HOVDING 2.0 에어백 헬멧<Fig.

5>은 자전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에 자전거 운전자의 비

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에어백이 팽창하여 운전자

의 머리를 보호한다. 다이네즈(DAINESE)의 디에어(D-

air®) 라인<Fig. 6>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돌

시 목과 상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에어백 작동으로 외

상은 물론 척추부상도 방지하는 제품이다.

2) 신체장애 개선용 제품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품들은 위험상황 방지

목적 외에도 일반 건강인과는 달리 신체장애를 앓고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다. 이들 제품은 장애 때문에

불가능했던 정상적인 생활을 돕고, 장애 개선에까지 도

움을 주는 피드백을 실행한다. 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

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많으며, 시각의 보조 역할로 스마

트 기기의 진동과 소리를 동시에 혹은 단독적으로 발생

시키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한다.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핑거리더(FingerReader
TM

)<Fig. 7>는 시각장애자

들의 독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손가락

링 끝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책의 문장 라인을 자동

으로 인식하고 음성으로 글씨를 읽어준다. 핑거리더는

시각장애자들 대신 카메라를 통하여 글씨를 읽고, 동시

에 문장의 처음과 끝 라인을 인식하여 진동으로 새로운

줄로 바꾸라는 신호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2013년 독

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수상한 사인 랭귀지 링(Sign Language Ring)<Fig. 8>은

수화 통역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제품착용 후 수화를

하면 손동작 인식 후 음성 안내가 나오고 상대의 목소리

는 화면에 보여진다. 두크레 테크놀로지(Ducere Techno-

logy)의 리첼 깔창(Lechal Mach Unisex Insoles)<Fig. 9>

은 지금은 일반인들의 피트니스 운동용으로도 함께 사용

되고 있지만 본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들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보행활동 방향을 지시하는 진

동을 깔창에 발생시킨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wearable smart actuating system

Products

 Situation

Emergency
Physical

disability
Everyday life

Purpose Risk prevention
Improving

disability
Monitoring information related smart environment

Collectible information
Data check for

risk detection

Activity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Physiological

biorhythm

Captured

motion

Smart device

status

Atmospheric

& Clothing

environment

Target users
Nghit activist,

Drivers, Babies

Physical

disabled people

General health

people enjoying

exercise

Professional

sports players

Popular smart device users

or Mania, etc.

Actuating judgment

position
Smart system User's brain system

Users' device dependency High level Low level

Actuator response Instant Continuous or Intermittent

Feedback character Active actuating feedback Passive actuating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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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외에도 다양한 신체장애 개선 제품들이 다양

하게 개발되고 있다. 진스(Jins)의 진스밈(JINS MEME)

안경<Fig. 10>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건강정보

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동시에 안구활동을 통해 졸

음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경고하는 알람 기능을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알린다. 구글의 구글 콘텍트렌즈(Google

Contact Lense)<Fig. 11>는 안구의 글루코오스(glucose)

를 측정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으로 혈당을 측

정하는 동시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안인 사용

자의 시력을 자동적으로 맞추어주는 제품이다. 스파이

어(Spire)의 마인드풀니스 & 액티비티 트레커(Mindful-

ness & Activity Tracker)<Fig. 12>는 호흡활동을 주로 모

니터링하는 액세서리로 사용자가 긴장할 때 변화되는

호흡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해 진동으로 사용자

에게 주의 신호를 발생시킨다. 에미오타(Emiota)의 벨티

(Belty)<Fig. 13>는 진동을 이용한 액추에이팅 제품으로,

사용자의 허리둘레의 변화를 추적하고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허리사이즈의 변화를

통해 당뇨병의 위험을 알리고자 오랫동안 착석 시에 진

동으로 알린다. 셀카디아 헬스(Cyrcadia Health)의 아이

티브라(iTBra)<Fig. 14>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유방암 유

발 세포 증식을 방지하는 브래지어로, 브래지어 내부에

여러 개의 센싱 패치들이 가슴의 열패턴을 모니터링하

고 추적하며 비정상적인 체온 변화 시 스마트 기기로 알

려주어, 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 없이

유방암 환자들의 암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장애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제품들도 있다. 아웃렛(Owlet)

의 베이비 모니터스 스마트 양말(Baby Monitor's Smart

Socks)<Fig. 15>은 호흡 감지 센서를 양말에 부착하여 호

흡 이상 시 소리알람으로 부모에게 알린다. 스프라우틀

링(Sproutling)의 베이비 모니터(Baby Monitor)<Fig. 16>

또한 아기의 수면패턴을 학습하여 수면에서 깨는 시간

을 예측하고, 주변 환경인 실내온도, 습도, 밝기, 소음 등

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연계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2.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품

1) 사용자 신체정보 모니터링 제품

사용자의 생리학적 신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액추에

이팅 제품들은 사용자의 활동 시 변화하는 심장박동, 심

호흡, 에너지 소모, 수면 등과 관련한 신체정보를 스마

트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사용자가 모니터링 하도록 도

와준다. 신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액추에이팅 제품들은

재킷, 셔츠, 양말, 장갑, 신발 등의 의류 형태를 포함하여

시계, 밴드, 이어폰, 목걸이, 깔창 등 액세서리 유형으로

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운동종류 또한 기구를 이

용한 헬스, 보행이나 러닝, 골프, 스노우보딩 등 스포츠

전문인을 위한 행동가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움직

임 방해 없이 간편하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인 시

계 및 밴드형 액추에이팅 제품들은 현재 가장 많이 출시

되고 상용화된 유형이며, 사용자의 신체정보뿐 아니라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전화나 문자, SNS 상태를 나타

내고, 필요시 전화연결이나 문자발송이 가능하며 음악재

생 및 기타 사용자 맞춤 인터넷 정보알림을 실행시킨다.

가장 선두로 출시되었던 애플(Apple)의 애플워치(Apple

Watch)<Fig. 17>는 실시간 신체활동 상태를 측정하고,

IOS와 호환되어 연동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 성취내

용을 분석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시간, 문자나 전화알림

은 물론, 사용자가 빨리 답변해야하는 것을 구분하여 제

품의 화면과 진동을 통하여 알리며 음성을 통한 메시지

전송까지 가능한 집약적 액추에이터 피드백 제품이다.

애플 외에도 나이키, 삼성, 소니, 태그호이어, 인텔, 모토

로라, 페블, 화웨이, 폴라 등 수많은 나라와 기업에서 꾸

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제품 자체의 화면 없는 형태로 신

체정보 측정과 스마트폰으로의 연동만 가능한 것부터

애플워치처럼 다양한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것까지 다양

하다.

밴드 형태의 모니터링 제품들은 화면의 유무, 시계 및

기타 스마트 모니터링 기능 등의 삽입 여부에 따라 제품

별 특화가 되어있었으며 독자적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

여 각기 다른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었

다. 예를 들어 소니는 사용자의 스트레스 수준, 나이키

는 지인과의 정보공유, EPIC는 사용자의 병이나 수술,

약물 반응과 관련한 의료정보 기록 저장, 페블은 지난

36시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이벤트 소식 표시, LG전자

는 미리 설정한 보호자 번호로의 통화 연결 등의 독자성

을 가진다.

밴드나 시계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옷 형태의 사용자

모니터링 액추에이팅 제품들은 주로 상반신에 착용하

는 티셔츠나 재킷, 바지 형태가 있었다. 랄프로렌(Ralph

Lauren) & 옴시그널(Omsignal)의 폴로테크(PoloTech
TM

)

셔츠<Fig. 18>를 비롯한 많은 티셔츠 형태의 피트니스

운동가이드용 티셔츠들이 있었으며, 그 외에 바지 형태

로 다리 근육의 부하량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정보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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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마이온텍(Myontec)의 엠바디(Mbody)<Fig. 19>

가 있었다. 신체의 바이오리듬 측정 외에 사이즈를 측

정하여 모니터링하는 제품도 있었는데, 라이크어글로

브(LikeAGlove)의 스마트 레깅스(Smart Leggings)<Fig.

20>는 착용 후 레깅스 버튼을 누르면 골반, 허리, 다리

길이 등의 측정값이 전용 앱으로 전송되며, 측정값 전송

과 동시에 5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잘 맞는 청바지 브랜

드를 추천한다. 옷 형태의 제품들은 신체정보를 모니터

링하고 스마트폰으로의 정보전송 기능은 밴드 및 시계

형태와 비슷하며, 사용자의 신체에 밀착된 신축성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격렬한 운동 시에도 장시간 착용 가능

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특히 시계나 밴드형과는 달리 운

동복 섬유에 초소형의 센서를 내장하여 다른 형태의 기

기들보다 정확한 신체정보를 통계적으로 측정하고 근

육에 걸리고 있는 힘이나 압력의 부하 강도를 실시간으

로 착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보다 정확한 운동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안경이나 이어폰 형태부터 목걸이나 팬던

트, 양말과 신발 등으로 다양한 부위에 착용되었다. 안

경이나 이어폰 형은 구글의 구글 글래스-프로젝트 오라

(Google Glass-Project Aura)<Fig. 21>를 비롯하여, 인텔

(Intel)과 아이리버(Iriver) 등의 브랜드 제품들이 있었으

며 이들 형태 제품들은 신체정보 모니터링 기능 외에 블

루투스 이어셋 기능으로 음악 감상이나 전화통화가 가

능하다. 팬던트 형태로는 벨라비트(Bellabeat)의 벨라비

트 리프(Bellabeat Leaf)<Fig. 22>, 목걸이 형태로는 미스

핏(Misfit) & 스와로브스키(Swarovski)의 스와로브스키

샤인1(SHINE1)<Fig. 23>이 있으며 벨라비트 리프는 산

소포화도 수준 측정, 샤인은 수면패턴 분석 및 크리스

탈 발광 등의 기능뿐 아니라 패셔너블한 디자인까지 함

께 가진다. 발에 착용하는 제품으로는 쓰리엘 랩스(3L

Labs)의 풋로거(Foot Looger)<Fig. 24>, 센소리아(Sen-

soria)의 스마트 양말<Fig. 25>이 있으며, 사용자의 보행

자세를 제품의 압력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이에 대한 자세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전문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정보 모니터링 제

품들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

였다. 그 예로, 삼성물산 빈폴골프(Beanpole Golf)의 스마

트 스윙 라인<Fig. 26>은 골프 의류로 골프 야디지 앱을

이용하여 남은 거리, 방향 및 위치정보, 걸음걸이, 스코

어 기록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오클리

(Oakley)의 에어웨이브(AIRWAVE) 고글<Fig. 27>은 스

노우보딩을 즐기는 착용자에게 특화되어,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인한 음악청취, 핸드폰 상태 및 신체정보 전송

은 물론, 착용자의 속도, 고도, 점프 횟수, 동료 스키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증강현실 솔루션 제품이다.

2) 사용자의 모션 측정 제품

모션 감지하여 측정하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액추에

이팅 제품은 사용자의 행동 감지에 카메라, 가속도 센서,

근육 인식 센서, 관성 센서, 압력 센서 등을 이용하며, 운

동학 모션 측정에 특화되어 사용자가 습득하고자 하는

운동기술을 코칭하고 목표 도달에 도움을 준다. 전문 스

포츠인을 위하여 개발된 모션 측정 및 코칭 액추에이팅

제품은 정확한 동작의 측정과 목표 동작으로의 빠른 도

달을 위하여 밀착형의 전신바디 슈트형이 많았다. 엑스

에플렉스(Xelflex)의 모션 캡쳐 슈트<Fig. 28>는 골프 스

윙과 스키기술을 코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 후 동작

을 행했을 때 실시간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3D로 모니터

링 가능하도록 한다. 엑센스(Xsens)의 MVN 슈트<Fig.

29>는 높이 트레킹까지 가능하며 복수 모션 포착이 가능

하고 클라이밍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운동자세를 컴퓨

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헤도코(Heddoko)의 스마트폰 연

동형 모션 슈트<Fig. 30> 또한 일본 혼합 무술(MMA) 스

포츠 기술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사용자의 실시간

자세를 포착함과 동시에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의 양과

수분, 심박동의 신체정보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전문 스포츠인 외에 스마트 생활을 즐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션 측정 제품들도 있다. 이 제품들은 정

확하고 다양한 모션 캡쳐 기술이 필요한 전신바디 슈트

형이 아니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패셔

너블한 재킷 형태이며, 사용자의 간단한 모션만으로 스

마트 기능이 실행된다. 리바이스(Levi's)와 구글의 자카

드 프로제트(Project Jacquard) 트러커 재킷(Trucker Jac-

ket)<Fig. 31>은 자전거 운전자가 운행 중에도 스마트폰

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소매 커프스 부분에 버튼을 누르

고 두드리는 패턴에 따라 전화통화, 음악재생, 방향 전

환에 대한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다. 삼성물산 로가디스(Rogatis)의 스마트 슈트 2.0<Fig.

32>과 MJ Bale의 사무라이 슈트(Samurai Suit)<Fig. 33>

는 비접촉식 NFC 태그를 재킷 안에 삽입시켰으며 결재

를 포함한 스마트폰 연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Ma-

china의 MJ V.1.0 재킷<Fig. 34>은 오른쪽 하단의 세 개

건반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연계된 컴퓨터 음악이 연주

되며, 슬리브에 달린 가속도계에 의해서 모션이 포착되

어 팔의 휘저음만으로 음향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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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스마트 기기 마니아들을 위한 엔터테이닝 버

추얼 스크린 제품들은 머리의 방향과 동작에 따라 화면

을 움직이도록 하고 있어 최근에는 탑승 가능한 움직이

는 기계와도 연관시켜 가상현실을 사실적으로 경험토록

한다. 뷰직스(Vuzix)의 M100<Fig. 35>은 한쪽 귀에 거는

스마트 안경으로 제품화면에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이미

지를 제시하고, 제스처를 통한 조종이 가능하며 전용 앱

을 통한 음성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스마트 게임과 연

동하여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HMD(Head Mounted Di-

splay) 제품들도 고글처럼 머리에 착용하여 머리의 상하

좌우, 앞뒤 등의 세밀한 움직임을 인식하여 눈앞에 보이

는 화면을 빠르게 전환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

와 오큘러스(Oculus) VR의 기어(Gear) VR <Fig. 36>은 고

글에 핸드폰 화면을 부착시켜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용

제품으로, 무선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동작 인식 기능, 터

치패드, 방아쇠 버튼으로 정밀한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기구에 탑승하거나 매달리

기도 하여 스릴을 즐길 수도 있다.

3) 스마트 기기 모니터링 제품

스마트 기기의 상태를 제품화면에 표시하는 액추에이

팅 제품들은 스마트폰의 상태를 사용자가 더 빨리 스마

트 기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신속한 알

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정보수신의

기능만 수행하고, 사용자는 정보열람만 가능하다. 반지

나 팔찌, 펜던트, 가방, 구두 형태가 있으며 제품의 화면

에 앱 아이콘을 제시하거나 색상 변화, 진동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신호를 전달한다.

스마트 기기를 모니터링하는 액추에이팅 제품들은 청

각적인 피드백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며 주로 시각적

인 피드백을 사용하여 제품의 색깔이나 패턴 변화를 이

용하거나 피드백 없이 스마트폰 기기 충전만을 주로 실

행한다. 오메이트(Omate)와 엠마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의 웅가로 링(Ungraro Ring)<Fig. 37>은 블루투

스를 이용하여 IOS 스마트폰과 페어링하며 전화나 문

자메시지의 수신알림을 반지의 진동으로 액추에이팅 한

다. 모타(MOTA)의 스마트링(Smart Ring)<Fig. 38> 또

한 진동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알림

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반지의 화면에서 메시지를 확인

을 가능하게 하였다. 반지를 제외한 팔찌와 구두, 가방

등의 형태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피드백을 사용하였다.

링리(Ringly)의 스마트 팔찌 링크(Link)<Fig. 39>는 펜

던트의 색깔의 변화와 진동을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수

신되는 전화나 문자, 캘린더, SNS 등의 알람을 전달받

을 수 있다. 리버레이트 테크놀로지(Liber8tech)의 타고

아크(Targo Arc) 팔찌<Fig. 40>는 NFC(근거리 무선 통

신)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된 디자인이 팔찌

스크린에 적용된다. 리투아니아의 이슈 테크놀로지(iS-

hüu Technologies)도 이와 비슷하게 핸드폰과 연계하여

배경패턴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볼보리 타임리스(Vol-

vorii Timeless) 하이힐 구두<Fig. 41>를 개발하였으며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며, 가방이나 안경테 분야까지 확장 중이

다. 쿠론(Couronne)의 글림 클러치 백(Glim Clutch Bag)

<Fig. 42>은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휴대전화의 상태를

가방 겉면에 부착된 엠블럼에 불빛으로 나타낸다. 에지

오(EZIO)와 크리스찬 스템백(Christian Stammbac)<Fig.

43>은 블루투스 쥬얼리로 팬던트의 화면의 조명으로 스

마트폰의 각종 알림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스마트 기기의 충전과 배터리 상태알림에 대

한 액추에이터는 충전용 패드를 제품 내에 무선 충전 시

스템을 삽입하여 스마트 기기를 충전한다. 그 예로 삼성

물산의 온 백(On Bag)<Fig. 44>을 비롯하여 에버퍼스(Ever

purse) & 라우디비드니(Laudi Vidni), 임파워드(emPO-

WERED), 핸드백 버틀러(Hbutler), 랄프로렌 등의 가방

형태 제품들이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이더

(EIDER)의 나르메르(Narmer) 재킷, 허리벨트 형태인 칸

수(Cansoo)의 스마트 벨트(Smart belt) 등이 있다.

4) 외부환경 모니터링 제품

사용자를 둘러싼 대기환경 혹은 의복환경을 측정하

고 모니터링하는 액추에이팅 제품들은 대기환경에서는

대기오염도, 자외선, 기온과 습도를, 의복환경에서는 의

복 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며 이러한 정보를 사용자에

게 전달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기환경에 반응하는 액추에이팅 제품으로, 프로그

(Frog)의 에어웨이브 마스크(AIRWAVE MASK)<Fig. 45>

는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환경에 대항하여 개발되었

으며, 마스크 내 센서를 통해 대기의 질을 측정하고, 데

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도시의 대기오염 지도를

생성한다.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네타트모(Netatmo) &

카밀 투페(Camille Toupet)의 준(JUNE) 팔찌<Fig. 46>는

측정한 자외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마이크

로소프트(Microsoft)의 스마트 밴드 또한 자외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의복환경을 측정하는 액추에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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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은 추운 환경에서 발열패드를 이용하여 의복 내

온도를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높이는, 아웃도어용 재킷

형태가 가장 많았다. 아이리버 & 파슨스(Parsons) & 롯

데백화점의 아발란치 재킷(Avalanche Jacket)<Fig. 47>은

전원을 키면 발열패드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며 컨트롤

러 내부의 센서를 통해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온

조절 아웃도어 재킷이며 스마트폰 충전 기능까지 가지

고 있다.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s)의 라이프텍 재킷

(LIFE-TECH Jacket)<Fig. 48>은 앞서 언급한 위급상황

을 방지하는 제품들과 비슷하지만 조난 시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의 판단 하에 조작이 가능한 재킷

의 발열 기능, 풍력을 통한 자가발전, 기록 전송을 위한

블랙박스 작동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손부위의 동상 방지

를 위하여 온도조절 가능한 장갑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

난자의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기능성 스마트 제품이다. <Table

3>은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들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3. Products of wearable smart actuating system

Active

actuating

feedback

· Products of risk prevention

Fig. 2.

Checklight
TM

:

Reebok.

From CheckLight

Product Photo.

(2014). http://

news.reebok.com

Fig. 3. Solarlight

Cap: 2C Light

company.

From SLC 100 - 

Classic. (2013).

http://www.

solarlightcap.com.au

Fig. 4. The highlight

jacket: VISIJAX.

From The Visijax

Hooded Highlight

Jacket.

(2016). http://

visijaxdirect.com

Fig. 5. Hövding 2.0

airbag helmet:

Hövding.

From Hövding

helmet.

(2013). https://

shop.hovding.com

Fig. 6. Dainese

Misano D-Air

jacket: Dainese-D.

From Dainese Misano

D-Air jacket. (2015).

https://www.dstore-

manchester.co.uk

· Products for improvement of disability

Fig. 7.

FingerReader
TM

.

From Shilkrot et al.

(2014).

http://fluid.media.

mit.edu

Fig. 8. Sign

language ring:

The Red Dot 2013

design award.

From Seth. (2014).

http://www.

yankodesign.com

Fig. 9. Lechal

Mach Unisex

Insoles: Lechal.

From Lechal Mach

Unisex Insoles.

(2016). https://

store.lechal.com

Fig. 10. Jins MEME:

Jins.

From JINS

MEME ES

FEATURES.

(2015).

https://jins-meme.com

Fig. 11. Google

contect lense:

Google.

From Introducing

our smart contact lens

project. (2014). https://

googleblog.blogspot.kr

Fig. 12. Mindfulnes

& activity

tracker: Spire.

From Discover

Calm. (2015).

https://spire.io

Fig. 13.

Emiota-belty:

Emiota.

From Song.

(2015). http://

nownews.seoul.co.kr

Fig. 14. iTBra:

cyrcadiahealth.

From Cyrcadia

Health. (2015).

https://www.

youtube.com

Fig. 15. Baby

monitor's smart

socks: Owlet.

From Owlet Smart

Sock - A Better Way to

Know. (2017). https://

store.owletcare.com

Fig. 16. Baby

monitor:

sproutling.

From Sproutling

Wearable Baby

Monitor. (2014). http://

fisher-price.mat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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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I

Passive

actuating

feedback

· Products of monitoring physiological biorhythm

Fig. 17. Apple watch

Series 3: Apple.

From Apple Watch

Series 3. (n.d.).

https://www.apple.com

Fig. 18. PoloTech
TM

:

Ralph Lauren

& Omsignal.

From Wilson. (2015).

http://www.instyle.com

Fig. 19. Myontec:

Mbody.

From MShorts AllSport.

(2013).

https://shop.mbody.fi

Fig. 20. Smart leggings:

likeaglove.

From Smart Leggings

Measure You! (2014).

http://likeaglove.me

Fig. 21. Google

Glass-Project Aura:

Google.

From Alexis. (2015).

http://gglassday.com

Fig. 22. Bellabeat Leaf:

bellabeat.

From Leaf Nature | Silver.

(2015).

https://webshop.bellabeat.com

Fig. 23. SLAKE

SWAROVSKI ACTIVITY

CRYSTAL.

From SLAKE SWAROVSKI

ACTIVITY CRYSTAL.

(2015).

https://www.swarovski.com

Fig. 24. Foot Logger:

3L Labs.

From Footlogger.

(2015).

http://footlogger.com

Fig. 25. Smart Socks:

Sensoria.

From Sensoria
®
 Smart

Socks - A Better Way

to Run. (2013). http://

www.sensoriafitness.com

Fig. 26. Smart Swing

Line: Beanpole Golf.

From Jung. (2015).

http://www.apparelnews.co.kr

Fig. 27. Oakley's

Airwave Goggle.

From AirwaveTM 1.5.

(n.d.).

http://www.oakley.com

Passive

actuating

feedback

· Products of monitoring captured motion

Fig. 28. Motion

garment: XelfleX.

From Innovation in wearable

tech. (2014). https://www.

cambridgeconsultants.com

Fig. 29. MVN: Xsens.

From Xsens. (2017).

https://www.youtube.com

Fig. 30. Motion garmnet: 

Heddoko.

From Heddoko. (2014).

https://www.youtube.com

Fig. 31. Commuter
TM

 

Trucker jacket: Levi's & 

Google - Project Jacquard.

From Samaniego. (2016).

http://www.levistrau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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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은 사용자의 새로

운 니즈에 대응하여 고차원적 기술 결합과 함께 계속해

서 끊임없이 발전 중이며, 스마트 시대에 사용자와 의복,

주변 환경을 이어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

하고 있다.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품들은 인간의 힘으로

예측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대중뿐

아니라 소수의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대응하는 최첨단 기

술을 접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

에이팅 제품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개념을 정리하고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종류와 특성을 분

Table 3. Continued II

Passive

actuating

feedback

· Products of monitoring captured motion

Fig. 32. Smart suit 

2.0: Rogatis.

From 로가디스 모델 현

빈과 함께한 SMART 

SUIT 2.0 기자간담회 

[SMART SUIT 2.0 with 

press conference with 

Hyun Bin of Rogatic 

model]. (2014). http://

rogatisblog.tistory.com

Fig. 33. Samurai 

Suit: MJ Bale.

From Gaurav.

(2014). http://www.

damngeeky.com

Fig. 34. MJ V.1.0

jacket: Machina.

From MIDI 

CONTROLLER 

JACKET. (2014).

https://www.machina.cc

Fig. 35. M300:

Vuzix.

From M300 Smart 

Glasses.

(2013).
https://www.vuzix.com

Fig. 36. Gear VR:

Samsung &

Oculus VR.

From Gear VR with 

Controller. (2014).

https://www.

samsung.com

Passive

actuating

feedback

· Products of monitoring smart device status

Fig. 37. Omate & 

Emanuel Ungaro's

the Ungaro Ring.

From Peace of Mind. (2015).

https://www.omate.com

Fig. 38. TAMO

Smart ring.

From Connectivity at your

fingertips. (2015).

https://www.tamo.com

Fig. 39. Link: Ringly.

From Ringly Luxe.

(2017).

https://ringly.com

Fig. 40 Targo Arc:

liber8tech.

From One bracelet -

endless designs. (2015).

http://www.liber8tech.com

Fig. 40. Volvorii Timeless: 

iShüu Technologies.

From Volvorii Timeless.

(2015).

http://www.xshuu.com

Fig. 42. Glim bag: 

Couronne.

From Smart Bag Glimm

2.0. (2015).

http://www.couronne.co.kr

Fig. 43. EZIO & Christian

Stammbac's Bluetooth

jewellery.

Form Korea Fashion 

Association. (2014).

http://koreafashion.org

Fig. 44. On Bag: 

Samsung.

From Park.

(2015).

http://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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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관련한 제품들의 개발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스템은 사용자 상

황의 위급성과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

사용자 타겟, 액추에이팅 구동명령 위치, 기기에 대한 사

용자의 의존도 피드백 반응속도, 피드백 타입 등이 달라

졌다. 이에 따라 액추에이팅 피드백의 특성은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들과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으

로 분류되었다. 능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은 위급상황

에 대비한 안전 제품들이 있었으며, 야간 활동자, 자전

거, 오토바이 운전자들처럼 특수상황을 고려하였다. 또

한 신체장애 개선목적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판단하

고, 건강인들과 동일한 스마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수동적인 액추에이팅 피드백 제

품들은 신체정보, 모션 캡쳐, 스마트 기기 상태, 그리고

의복 및 대기환경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제품들이

있었다. 신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제품들은 주로 일상

생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션을

캡쳐하여 모니터링하는 기능 제품들은 전문 스포츠인

혹은 스마트 기기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 스

마트 기기를 모니터링 제품들은 모든 스마트 기기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기능들보다 가방, 반지,

팬던트, 구두 등의 형태로 패셔너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

었다. 최근에는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 모니터링 제품들까지 꾸준히 출시되고 있

다.

오늘날 웨어러블 스마트 기술은 인간과 컴퓨터와의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컴퓨터는 인

간에게 조종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

를 다양한 액추에이팅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사용

자의 삶까지 조정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의 수준을 지니

게 되었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기술은 개인의

건강관리 및 안전 영역은 기본이고, 가상현실까지 그 분

야를 확장하고 있어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의 도약을 지

속적으로 시도 중이다.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시

스템은 인간과 환경 사이 도구적인 역할을 행했던 의복

의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커뮤

니케이션 기능까지 직접 행하는 적극적인 컴퓨팅 시스

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웨어러블 스마트 분야에서 의복

은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는 도구로 작용했던 상

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타인, 사회, 자연환경

등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개념

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출시된 제품을 대상으로 웨어

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제품에 관하여 대표성을 띄는

최종 제품 58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에 한계를 지닌

다. 또한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팅 기능을 가진 제품

Table 3. Continued III

Passive

actuating

feedback

· Products of monitoring atmospheric and clothing environment

Fig. 45. AIRWAVE

MASK: Frog design.

From Ready to Wear:

frog - Wearables. (2013).

https://www.frogdesign.com

Fig. 46. JUNE: Netatmo

& Camille Toupet.

From JUNE by netatmo - 

Gold color. (2014).

https://shop.netatmo.com

Fig. 47. Avalanche jacket:

Iriver & Pasons & Lotte.

From Kim. (2014).

http://koreajoongangdaily.

joins.com

Fig. 48. LIFE-TECH

jacket: Kolon Sports.

From Yang. (2014).

http://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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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효과는 소비자들보다는 개발회사 혹은 선행연구

를 통해서 분석하였으므로 액추에이팅 방법의 적절성

과 사용자 주관적인 반응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

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컴퓨터 간 소통이 가

능한 스마트 제품 개발동향에 관하여 지속적인 업데이

트가 필요하며, 웨어러블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대한 소

비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시대 인

간과 웨어러블 액추에이팅 시스템과의 관계를 통한 의

복개념의 확장을 이해하고, 사용자와 적극적으로 커뮤

니케이션하는 패션 테크놀로지 분야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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