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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stretch sensor for measuring the wrist movements of people using fishing lures. 

In order to confirm wrist movement, a stretch sensor was attached to the wrist band, and measurements of the 

dorsiflexion, plantar flexion, and fishing landing motion were measured using a scale to gauge factor,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recovery rate. A conductive sensor using CNT dispersion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E-b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 total of 15 sensors of the same size and five types of impregnation once, 

twice, and three times each were used to measure the gauge factor using UTM. The sensor that was impregnated 

twice had the best gauge rate, and the prototypes were manufactured with three sensors with high gauge rates and 

tensile strength.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test conducted by connecting to the Arduino showed that Sample 1, 

which had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and gauge factor, had a stable graph wavelength in three operations. Samples 

2 and 3 showed stable wavelengths in the dorsiflexion and the plantar flexion; however, signal noise appeared in 

the fishing landing motion. This showed stable wavelengths in the two motions, but the wavelengths of the graphs 

differ depending on the tensile strength and gauge factor in the fishing landing motion.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manufacturing a stretch sensor for measuring wrist move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mart wearable products for lur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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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루어낚시 참여자의 손목 움직임 측정을 한 스트 치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손목움직임 측

정을 해 스트 치 센서를 손목에 부착하여 배굴, 굴 그리고 랜딩동작을 게이지율, 인장강도 그리고 신장회복률

을 척도로 실험을 진행하 다. CNT 분산액을 이용한 도성 센서를 개발하고 E-band에 동일한 조건으로 용하

다. 함침을 각각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한 같은 크기의 5종, 15가지 센서를 만능재료시험기(Dacell dn-fga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를 활용해 게이지율(Gauge Factor)을 측정하 다. 두 번 함침한 센서가 게이지율이 

가장 우수했으며, 게이지율과 인장강도가 높은 세 가지 센서로 로토 타입을 제작하 다.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동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2397, 2022년 산업

신인재성장지원사업). 
1최윤성: 숭실 학교 스마트웨어러블공학과 박사과정
2박진희: 숭실 학교 유기신소재바이퍼 산학 교수
3†(교신 자) 김주용: 숭실 학교 유기신소재 이버 교수 / E-mail: jykim@ssu.ac.kr / Tel: 02-820-0631

감성과학

제25권 3호, 2022

<연구논문>

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25, No.3, pp.77-90, 2022

https://doi.org/10.14695/KJSOS.2022.25.3.77



78  최윤성․박진희․김주용

작테스트를 한 결과, 인장강도와 게이지율이 가장 높은 시료 1이 세 가지 동작에서 일정한 장이 유지되었다. 시료 

2,3은 배굴과 굴에서는 일정한 장을 나타내었지만, 랜딩동작에서는 신호 노이즈가 나타났다. 이는, 랜딩동작에서

는 인장강도와, 게이지율에 따라 장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손목의 움직

임 측정을 한 스트 치 센서 제작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루어낚시용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 개발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루어낚시, 손목보호 , 게이지팩터, 스트 치 센서, 텍스타일형 센서, CNT분산용액

1. 서론

로벌 웨어러블 기술 시장규모는 2019년 326억 

3000만 달러로 평가 으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

평균 15.9%의 복합성장률(CAGR)로 확 할 망이다

(Beniczky et al., 2021). 사물인터넷(IoT)과 커넥티드 기

기의 인기와 기술  발 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지속 인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 된다(Ates et al., 

2021). 특히,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은 재 사회

의 건강의 심에 진입하고 있으며 가장 주목받는 건강 

분야  하나이다(Wearable Technologies AG, 2014).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은 착용하는 스마트화된 자

기기를 말한다(Lu, 2020). 한, 착용 가능한 의복류의 

기능들에 ICT 기술이 융합되어 ICT장비와 기능을 보유

하거나, 혹은 일체화한 제품으로 정의된다. 이는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센서의 기능과 이에 한 응이 가능

한 기능이 융합되어 외부 자극에 한 응을 선택하여 

조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Kwak, 2021)(Fig. 

1). 최근 건강 리에 한 심이 커지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헬스

어 웨어러블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가볍고 유연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성 섬유 소재를 이용한 웨어

러블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쾌 한 착용감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Roh, 2016).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

야에서는 트 이닝용 의류에 자 섬유로 만들어진 스

트 치 센서를 부착하여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머슬웨

어 기술이 개발되었다(Kwak, 2021). 

자연을 상으로 실시되는 여가활동  낚시는 인간

과 함께 발달되어온 표 인 활동으로서 인들에

게 심신의 안정을 돕는 기능과 스포츠 인 요소를 겸

비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Oh, 2014). 

낚시는 최근 MZ 세 라 불리는 2030 은 세 와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 로 상이 확 되며 

즐기는 인구가 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와 해양  활동에 한 수

요 증가, 낚시를 주제로 한 미디어의 흥행, SNS의 

화 등 다변화되는 사회 흐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 2000년 500만 명이었던 낚시 인구는 2010년 652

만 명, 2018년 850만 명으로 증가하 고, 연평균 증가

율이 3.9 % 라고 가정한다면 2024년에는 1,012만 명으

로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b). 

낚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생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루어를 사용하는 낚시가 최근 인기 있는 로 

등장하고 있다. 루어낚시란 인조 미끼를 이용해 공격성

이 강한 어종을 낚는 낚시 유형을 말한다(Kim & Woo, 

2013). 루어 낚시는 유인동작을 통해 고기를 잡기 때문

에 낚시하는 사람의 활동성이 크고 극 인 활동 성

향을 요구하고 있다. 상어를 유인하기 해서는 반복

 캐스  과정과 캐스  이후에 릴을 감으며 루어를 

회수하는 리트리 (Retrive)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시간이나 참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이 수백회 이상 반복될 수도 있다(Kim, 2008). 한 

장시간 즐길 수 있는  활동인 루어낚시는 다양한 

신체근육을 사용하며 손목, 팔꿈치, 목, 허리, 종아리 
Fig. 1. Smart wearable clothes

(https://www.facebook.com/alphaclo.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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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루어낚시에서는 릴과 

결합이 되어 있는 낚싯 를 항상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목터 증후군등의 손목 통증 증상이 유

발될 수 있다. 

손목터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CTS)은 

손목에서 정 신경의 압박으로 생기는 가장 흔한 신경

병증  하나이다. CTS는 손목에서 정 신경이 좁아진 

수근 을 지남에 따라 정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되며, 

CTS의 증상은 림, 따끔거림, 타는 듯한 느낌, 둔한 

느낌이 손과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De 

Angelis et al., 2006).

루어낚시에 한 선행 연구로는 배스 루어낚시 여가 

갈등 이해  건 한 여가활동으로의 방향성탐구

(Jeong, 2021), 루어낚시 참여자의 정서경험에 한 연

구(Oh, 2014), 루어낚시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만족

도에 한 연구(Kim, 2008)와 같은 여가활동, 정서, 동

기와 만족도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루

어낚시의 웨어러블 제품 련 선행연구로는 루어낚시

참여자의 손목터 증후군을 한 EMS 손목보호  개

발에 한 연구가 있다(Choi et al., 2022). 그 연구 이외

에 루어낚시참여자를 상으로 한 스마트웨어러블 기

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 연구는 재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실정이다. 루어낚시는 로드와 릴을 들고 있고 

반복 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목의 통증은 필연 으

로 동반이 되는 부 이다. 스트 치 센서를 활용하면 

루어낚시시의 손목부 에 활용가능한 제품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류에 통합된 스트 치 센서는 신체의 움직임을 감

지하며   근육 운동을 심으로 하는 스포츠 모

니터링 어 리 이션에 매우 유용하다. 신체의 모니터

링을 해서는 센서가 의복의 근육 부   에 

되어야 하고, 동작에 방해를 주지 않기 해 신축성 

있는 재료가 센서에 용되어야 한다. 한, Fig. 2와 

같이 동작 모니터링 의류는 유연한 스트 인 게이지가 

요구되고 탄성이 높아야 한다 (Jang et al., 2021).  

이와 같이 의복을 통해 신체 동작의 강도를 측정하려

면 가볍고 유연하며, 신축성 있고 섬유 응용 분야에 

합한 텍스타일형 스트 치 센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Cocharane & Cayla, 2013). 텍스타일을 센서화하기 

해서는 재료에 기 도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

도성을 부여하기 해 사용되는 도성 물질로는 크게 

속계 물질과 비 속계 물질로 나뉜다. 그 에서도 비

속계 물질로는 표 으로 그래핀(Graphene)과 탄소 

나노 튜 (Carbon Nanotube, CNT)가 사용되고 있다

(Cho et al., 2015). 탄소나노튜 (CNT)는 1991년에 일본

의 Iijima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물질로 지 까지

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들  하나이다

(Iijima, 1991). CNT는 화학  안정성과, 높은 기계  강

도, 우수한 유연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높은 

기 도성으로 인해 텍스타일형 센서로서 탁월한 성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함침과 패딩 건조라는 비교  간단한 제조 과정을 통해 

센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 Jung, 2008).

스트 치 센서는 신장성이 좋은 직물을 사용하여 기

항을 보유하고 있고 신장에 따라 항이 변화되는 특

성을 이용하며, 항의 변화는 길이의 변화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수치를 계산해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Jang et al., 2021). 변화되는 길이를 측정하기 하여 사

용되던 자계측장비보다 효율 인 사용이 가능하며 제

조 비용이 비교  매우 렴하고, 상 으로 간단한 제

작방법으로 길이와 넓이 등을 자유자재로 조 할 수 있

으며 Soft Flatform 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용이 

가능하다(Kwak, 2021).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게이지율을 사용한다. 게이지율은 센서의 민감도에 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요한 라미터이다(Roh, 2016).

살아있는 생물을 상으로 즐기는 루어낚시는 캐스

(Casting)과 랜딩 자세(Fishing landing motion)의 같

은 동작을 반복 으로 하는 낚시이다. 상 어종의 입

질을 느끼고 반응할 때에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민감
Fig. 2. StretchSense gloves hand motion capture test 

(https://stretchs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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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는 게이지율 뿐만 아니라, 같은 동작을 반

복 으로 해야하는 루어낚시의 특성상 센서의 내구성

을 나타내는 인장강도와 이완과 수축의 반복되는 동작

을 나타내는 신장회복률 한 요하다고 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게이지율과 인

장강도 그리고 신장회복률을 척도로 삼아, CNT분산액

을 사용하여 제작한 텍스타일형 스트 치 센서를 손목

보호 에 용하여 루어낚시시에 손목 움직임의 인식

이 가능한 최 의 스트 치 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로써 루어낚시 활동시에 손목의 피로도  각도 등

을 확인하여 손목 통증을 방하며, 루어낚시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 웨어러블 손목보호  개발에 기 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루어낚시 참여자의 손목움직임 측정에 활용할 스트

치 센서를 제작하기 하여, CNT 분산액을 이용한 

도성 센서를 개발하고 시료인 편물(E-band)에 동일

한 조건으로 용하 다. 함침횟수를 각각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한 같은 크기의 5종, 총 15가지 센서를 

UTM을 활용해 게이지율을 측정하 다. 함침 횟 수에 

따른 변화를 찰하기 해 시료별 게이지율이 우수한 

센서를 사용하여 손목 움직임 측정을 한 로토 타

입을 제작하 다. 이후 착용 테스트를 실시하여 루어낚

시에서의 랜딩동작을 할때의 손목움직임 측정에 활용

가능한 스트 치 센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2.1. 손목 움직임 측정을 한 스트 치센서 설계

 

센서는 시 에서 흔히 유통되고 있는 엘라스틱 밴드

(E-band)를 사용하 다. Kim(2020)은 E-band형 텍스타일

형 센서는 민감하고 작은 변화도 찰할 수 있어서, 지속

인 근육사용으로 피로도가 쌓여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 근육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운동 

기능성 분야의 연구  근육의 변화를 측정하기 한 스

마트 웨어러블 제품 개발 시 좋은 탄성도와 민감도를 갖

는 E-band로 제작한 스트 치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합

하다고 하 다. 따라서 E-band가 루어낚시 참여자의 손목

움직임 측정실험에 합한 센서라고 단되어 5종의 시

료로 스트 치 센서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시료 1은 3 직의 촘촘하게 제직된 두께감있는 원단

이다. 시료2는 2*2고 도로 짠 소재이다. 시료3은 

E-band에 울터치(Wool) 가공을 한 소재이다. 시료4와 

시료5는 기본직의 소재이다. 소재의 특성에서 편물의 

조직은 육안 찰법으로 시험결과를 제시하 다. 도

는 KS K 0511의 방법으로 나타내었다(KS K 1308: 

2016/KS K 0511:2009). 시험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5가지 센서는 가로 8.5cm, 세로 17cm 

의 손목보호 에 안정 으로 부착이 가능한 가로 

30mm, 세로 60mm 크기로 설계하 다. 손목이 꺾이는 

움직임을 측정하기 해서, 센서의 크기는 손목부 에

서 가로 30mm, 세로 60mm는 되어야 움직임을 센싱할

수 있다고 단되어 와 같은 크기의 센서를 제작하

다. 손목보호 는 Choi(2022)에서 루어낚시 참여인들이 

요청한 내용을 감안하여, 손목을 보호하면서 엄지까지 

낀 형태의 제품을 시 에서 구입하여 선정하 다.

2.2. 손목 움직임 측정을 한 스트 치 센서 제작

CNT 0.1wt% water SWCNT (Single Wall Carbon 

Nanotube, SWCNT) 분산 용액에 2분간 침지한 후, 

SWCNT입자가 섬유 표면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Test Item Test Result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Material Triple fabric 2*2 High destiny wool touch Basic Basic

Mixed rate (%)

70:30

Polyester:

polyurethane

70:30

Polyester:

polyurethane

70:30

Polyester:

polyurethane

70:30

Polyester:

polyurethane

65:35

Polyester:

polyurethane

Horizontal density (ply/5cm)

(KS K 1308 : 2016）
185.0 160.0 171.6 171.6 191.6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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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type pedder에서 1.0m/min의 롤러속도로 

0.3mpa 실린더 압력에서 3회 디핑, 압착하 다(Fig. 

3)(Jang et al., 2021). 함침공정을 통해 SWCNT를 분산

시킨 이유는 함침공정이 직물에 도성 물질을 분산시

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 인 방법이기 때문이다(Yun, 

et al., 2021). 함침 후에 양방향 건조기(DLS-6600)를 사

용하여 120°C에서 2분간 건조하 다. 시료별로 한 번 

함침한 시료, 두 번 함침한 시료, 세 번 함침한 시료로 

소재는 5종류, 총 15가지의 센서를 제작하 다. 이후 

UTM 기기를 통해 분산액을 코 한 시료들을 고정한 

후 측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5mm/sec의 속도로 

3  동안 15mm를 늘렸다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10회씩 반복하여 테스트를 진행하 다(Fig. 

3). 5가지 시료에 물리  특성인 신장 회복률(KS 

0642,8.16.2:2016 Method D)과 인장강도(KS K 1308: 

2016), 신장률(KS S 0642,8.16.1:2016)을 테스트하

고 스트 치 센서로서의 합도를 최종 으로 평가하

다.

2.3. 손목의 움직임 측정을 한 손목보호  제작  

굽힘센서를 이용한 동작 실험 방법 

실험에는 총길이 17cm에 폭은 8.5cm(혼용률-나일론 

67%, 폴리우 탄 33%)의 손목보호 를 사용하 다(Fig. 4). 

손목 움직임의 측정은 움직임과 가동범  측정에 사

용하는 배굴(Dorsiflexion)과 굴(Plantar Flexion), 그

리고 루어낚시시의 랜딩하는 자세의 총 3가지의 자세

를 측정하 다. Dorsiflexion은 수 의 손등방향으로

의 운동을 배굴이라고 한다. 자에서는 요골을 기본축

으로 하고, 제2 수골을 이동축으로서 측정하는데 정상

가동범 는0~70도이다(간호학 사 ). Plantar Flexion

은 손바닥쪽 굽힘으로, 굴을 뜻한다(Fig. 5)(의학,간

호 약어해설사 ). 랜딩자세는 실제로 사용하는 루어

낚시 에 릴을 결합하여 고기를 낚는 랜딩하는 자세를 

말한다(Fig. 6). 그래 를 통한 손목의 움직임 측정 

에 손목 각도 측정을 하 다. 배굴자세와 굴자세의 

각도 측정은 자  아랫부분(Distal part of the Ulna 

Bone)의 정 가운데(Center of the Distal part of the Ulna) 

부분과 5번째 손허리  아랫부분(Distal part of the 5th 

8.5cm

17cm

Fig. 4. Wrist band 

Sensor dipping Sensor UTM test

Fig. 3. Sensor dipping

Dorsiflexion test Plantarflexion test

Fig. 5 Wrist motion for test 

Fig. 6. Lure-fishing landing motion f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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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carpal Bone)에 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마크를 

하 다. 이후 측정하는 쪽 아래팔(Forearm)을 테이블 

에 올려놓고, 몸이 앞으로 굽어지지 않게 허리는 직각을 

유지하게 하 다. 이어서 고니어미터(8-inch Plastic 360° 

ISOM Goniometer, BASELINE Evaluation Instruments, 

UK)의 심부분을 손목의 마크된 부 에 착한 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천천히 손목 을 굽히거나 폄

을 하도록 지시하 다(Koh, 2018). 랜딩자세는 릴을 결

합한 로드를 손에 쥐고 완근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고니어미터로 수평을 마크 후에 랜딩자세의 각도를 측

정하 다. 세 가지 동작의 각도는 배굴자세 28도, 굴

자세 35도, 그리고 랜딩자세에서 21도를 나타내었고 

굽힘센서(Flexible Sensor) 실험시에 의 각도로 손목 

움직임의 동작 실험을 진행하 다.

스트 치 센서를 부착한 손목보호 와 비교실험을 

해 굽힘센서를 손목보호 에 부착 후 아두이노에 연

결하여 동작테스트를 진행하 다. 배굴 자세시에 굽힘

센서는 손목보호 의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의 수골

과 손목이 꺾이는 인 부 에 착제를 이용하여 부착

하 다. 굴 동작 테스트 시에는 손등의 세 번째 수

골과 손목이 꺾이는 인 부 에 착제를 이용하여 굽

힘센서를 부착하 다. 랜딩시의 측정을 한 센서는 두

상골(Pisiform Bones)을 센서의 앙으로 놓고, 새끼손

가락의 수골에서 시작하여 손목아래의 자 에 이르

기까지 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을 하 다(Fig. 7). 센서 

성능 실험을 해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센서별 각 동

작은 2  간격으로 5회 씩 3set의 동일한 동작으로 반

복하여 측정하 다.

2.4. 스트 치 센서를 이용한 손목 동작 실험 방법

스트 치 센서는 굽힘센서와 동일한 치에 도성 

실을 이용하여 부착을 하고 배굴, 굴, 랜딩자세(Fig. 

8)의 세 가지 동작 실험을 각 동작별 2  간격으로 5회 

씩 3set의 동일한 동작으로 반복하여 측정하 다. 2.3.

의 각도 측정 결과 로 동작의 실험시 각도는 배굴자

세 28도, 굴자세 35도 그리고 랜딩자세는 21도로 동

작실험을 진행하 다. 

 

 

3. 연구 결과  고찰

3.1. 굽힘센서를 이용한 동작 실험 결과 

 

손목보호 에 부착한 굽힘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

하여 배굴, 굴(Fig. 9), 랜딩자세(Fig. 10) 총 세 가지 

동작을 테스트를 하 다. 아두이노에 가해진 5V를 0부

터 1023까지 범 를 정하여 센서값 변화를 측정하는 

값을 Sensor Value로 나타내었다. 인장 직물 센서를 늘

Dorsiflexion flex sensor 

position

Plantarflexion flex sensor 

position

Lure-fishing landing motion flex sensor position

Fig. 7. Where the flex sensor is attached 

Dorsiflexion stretch sensor 

position

Plantarflexion stretch sensor 

position

Lure-fishing landing motion stretch sensor position

Fig. 8. Where the stretch sensor i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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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이면 항의 변화가 생기고, 아두이노가 항 

변화를 Sensor Value 값으로 환 하게된다(Chun, 

2021).

Chun(2021)은 굽힘센서의 경우 손목의 꺾임을 단

하기에 쉽다는 장 이 있지만, 가동범 가 큰 움직임만

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

해야하는 연구에서는 부 합하다고 했다. 스트 치 센

서와의 비교를 해 진행한 굽힘센서를 활용한 손목의 

움직임 측정을 한 동작테스트의 결과는 Fig. 11과 같

다. 배굴동작에서는 간에 신호노이즈가 발생하 지

만 일정한 패턴의 장이 유지가 되었고, 굴동작에서

도 일정한 장이 유지되었다. 동작이 큰 배굴자세와 

굴자세와는 달리 실제 릴에 로드를 결합하고 진행한 

랜딩동작에서는 간에 끊기는 듯한 신호노이즈가 나

타났다. 이는 굽힘 센서가 동작이 큰 손목의 움직임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손목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랜딩동

작의 움직임을 측정하기에는 합하지 않은 센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굽힘센서는 스트 치성 원단이 아닌 필름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어낚시 참여자용 손목보호 에 

부착하여 센서로서 활용하기 해서는 필름을 감싸주

는 Case를 만들어 센서를 보호해줘야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손목의 미세한 움직

임을 측정해야하는 루어낚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

렵다고 단이 되었다. 

3.2. 스트 치 센서 샘  성능 평가 결과

 

루어낚시 참여인의 손목 움직임 측정을 한 스트

치 센서를 개발하기 해서는 반복되는 동작을 하 을 

때 다시 돌아가는 힘인 신장회복률과 센서의 내구성에 

Dorsiflexion test graph

Plantarflexion test graph

Lure-fishing landing motion test graph

Fig.11. Test graph with flex sensor

Fig. 10. Fishing posture arduino test with flex sensor 

Dorsiflexion test Plantarflexion test

Fig. 9. Arduino motion test with flex sensor



84  최윤성․박진희․김주용

향을 주는 인장강도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

하는 게이지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루어낚시 활동

시에는 캐스  동작과 랜딩동작이 끊임없이 반복 으

로 행해지고, 어종에 따라 입질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

이다. 5가지 시료의 신장회복률과 인장강도는 Table 2

와 같다. 신장회복률은 시료1(96.8%), 시료4(96.3%), 

시료5(96.3%), 시료3(96.0%), 그리고 시료2(95.4%) 순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가지 시료 모두 90%

이상의 뛰어난 회복률을 나타내었다. 내구성에 향을 

주는 인장강도는 시료1(1567), 시료2(1378), 시료3 

(1266), 시료5(662), 그리고 시료4(656) 순으로 시료 1

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께는 시

료2(2.16mm), 시료1(2.11mm), 시료4(1.69mm), 시료5 

(1.51mm), 그리고 시료3(1.20mm) 순으로 2*2 고 도

의 시료2가 가장 두꺼운 시료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3 직의 시료 1이 두꺼운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료의 민감도를 확인하기 해 시료별 함침을 각각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실시 후, UTM 기기를 사용

하여 10회 반복실험을 진행한 시료의 실험 결과는 

기의 항과 최  인장치의 항, 항 변화와 늘어난 

길이로 나타낸 곡선 변화와 함침의 횟수에 따른 게이

지율의 변화로 성능을 평가하 다. 게이지율 그래 는 

게이지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민감도가 우수하다고 평

가 하 고(Jang et al., 2021), 그래 의 곡률이 일정할수

록 센서의 회복률  재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

다(Kim et al., 2020). 게이지율은 아래와 같은 식(1)을 

통해 구한다(Seyedin et al., 2019). 

 


∆

∆



∆
(1)

 GF : 게이지율(Gauge Factor)

 R : 최  항(Initial Resistance)

 ∆R : 항 변화(Applied Resistance)

 L : 최  길이(Initial Length)

 ∆L : 길이 변화(Applied Length)

 ℇ : 길이변형율(Strain Value)

Table 3에서 보면 각 시료별 함침 횟수에 따라 게이

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료1은 한 

번한 함침에서 (6.62), 두 번한 함침에서 (7.57), 그리고 

세 번 진행한 함침에서는 (5.70) 으로 두 번한 함침, 한 

번한 함침, 세 번한 함침의 순으로 두 번 함침한 시료의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료2에서는 한 번 함

침 (4.85), 두 번 함침 (7.07), 그리고 세 번 함침 (5.49) 

로 두 번 함침, 세 번 함침, 한 번 함침의 순으로 시료2

에서도 두 번 함침한 시료의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시료3은 한 번 함침 (5.82), 두 번 함침 (6.37), 

그리고 세 번 함침 (5.58) 로 두 번 함침, 한 번 함침, 

세 번 함침의 순으로 시료3에서도 두 번 함침한 시료의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료4는 한 번 함침 

(2.18), 두 번 함침 (2.67), 세 번 함침 (2.56) 으로 두 

번 함침, 세 번 함침, 한 번 함침의 순으로 두 번 함침한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료5에서도 한 번한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1 dip coating 6.62 4.85 5.82 2.18 2.28

2 dip coating 7.57 7.07 6.37 2.67 2.89

3 dip coating 5.70 5.49 5.58 2.56 2.47

Table 3. Gauge factor value (The test was repeated 10 times until increasing of 15mm for 3 seconds were returnde)

Test Item Test Result 

Sample1 Sample2 Sample3 Sample4 Sample5

Thickness (mm): KS K 1308:2016 2.11 2.16 1.20 1.69 1.51

Tensile Strength (N) : KS K 1308 : 2016 1567 1378 1266 656 662

Tensile Stretch (%):KS K 0642.8.16.1:2016 24.6 44.8 51.4 92.9 69.0

Elongation Recovery Rate (%): KS K 0642.8.16.2:2016 

Method D (Recurrent Mental Field Method)
96.8 95.4 96.0 96.3 96.3

Table 2. Requ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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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 (2.28), 두 번한 함침 (2.89), 세 번한 함침 (2.47) 

로 두 번 함침, 세 번 함침, 한 번 함침의 순으로 두 

번 함침한 시료의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로써 5가지 센서 모두 두 번한 함침에서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 함침한 5가지 센서의 게이지율은 시료1(7.57), 

시료2(7.07), 시료3(6.37), 시료4(2.67), 시료5(2.28) 순

으로 나타났고, 시료1이 다섯가지 시료 에 가장 민감

한 센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UTM인장실험을 통해 

두 번 함침한 5가지 센서의 게이지율 그래 는 Fig. 12

와 같다. 시료4에서 노이즈가 발생하 고, 시료4를 제

외한 4가지 센서에서 흔들림없는 곡률과 회복률을 보

여주었다. 총 10회 반복테스트를 진행에도 좋은 유지

력을 보 다. 

Subject SD 


Sample 1 0.1783 0.8807

Sample 2 0.2652 0.9529

Sample 3 0.2351 0.8153

Sample 4 0.2877 0.8264

Sample 5 0.2247 0.8763

Table 4. Average 

, SD for 5 sample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Fig. 12. Tensile test repeated 10 times in UTM 10 of impregnated fabric to obtain gauge factor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Fig. 13. Tensile test repeated 10 times in UTM 10 of impregnated fabric to obtain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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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재 성(Repeatability)과 이력 상(Hysteresis)

을 확인하기 해 UTM을 사용하여 10회 반복 실험을 하

고, 그 결과는 Table 4에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표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이력

상이 고, 반복성도 좋다고 단하 다. 표 편차는 

시료1(0.1783), 시료5(0.2247), 시료3(0.2351), 시료2 

(0.2652) 그리고 시료4(0.28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5가지 시료 에 표 편차가 가장 낮은 시료1이 

이력 상이 가장 작고 센서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재 성이 높고, 회복률이 좋은 시료라고 단하 다.

두 번째로 선형성(Libearity)과 정확도(Accuracy)를 

확인하기 해 두 번 함침한 다섯가지 시료의    값을 

확인하 다. Fig. 13과 같이 x축에 길이 변화율, y축에 

항 변화율 그래 를 그리고, 추세선을 나타내었다. 

추세선의    은 신뢰도를 나타내며 추세선과 테이터

들이 고르게 잘 분포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값이 의미하는 것은 직물이 10회 동안 늘고, 고

를 반복하면서 항 변화율에 한 길이의 변화율이 

균일하게 반복됨을 나타낸다(Chun et al., 2021). 따라

서    값이 높을수록 정확도와 선형성이 높다고 단

하 다. 시료2(0.9529), 시료 1(0.8807), 시료5(0.8763), 

시료4(0.8264) 그리고 시료3(0.8153)의 순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선형성과 정확도는 시료 2가 가장 높은 센

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센서의 탄성(Elasticity)을 확인하기 해 

Fig. 14와 같이 x축이 변형(Strain), y축에 응력(Stress)

을 UTM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

다. 치는 60mm로 설정을 하 고, 상 치는 

1mm로 설정을 하 다. 속도는 1mm/sec로 진행을 하

고, 지거리는 60mm, 인장은 12mm 그리고 동작횟수

는 1회씩 진행하 다. 10%의 Strain으로 늘렸을 때의 

그래 를 선으로 나타내었다. 신장회복률이 가장 높은 

시료 1이 그래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2, 시료

4, 시료5 그리고 시료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회복률

의 가장 높은 시료 1과 시료 3의 차이가 1.4%밖에 나지 

않고, 5가지 시료의 신장회복률이 95% 이상으로 뛰어

나기 때문에 그 외의 곡선은 유의하지 않다고 단이 

되었다. 

이력 상, 재 성, 선형성, 정확도 그리고 탄성에 

한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표 편차가 0에 가장 가까

운 시료 1이 다섯가지 시료 에 재 성과 이력 상이 

가장 뛰어난 시료라는 것을 확인하 고, 선형성과 정확

도를 단하기 해 확인한  값은 시료 2 그리고 시

료 1의 순으로, 시료2가 가장 선형성과 정확도가 높은 

시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S-curve를 통해 확

인한 탄성에서는 시료 1이 가장 높은 그래 를 나타내

었으나, 다섯가지 시료의 신장회복률의 차이는 거의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시료별 평가 데이터를 확인해보았으나, 

미세한 동작이 많은 루어낚시에서 스트 치 센서로 사

Fig. 14. S-S curve graph in 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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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민감도를 나타내는 게이지

율과 내구성을 나타내는 인장강도가 요하다고 단

하 다. 게이지율과 인장강도가 낮은 시료4와 시료5는 

제외하고 인장강도와 게이지율이 높은 시료1, 시료2, 

시료3의 두 번 함침을 진행한 시료들을 선별하여, 스트

치 센서를 손목보호 의 3가지 치에 도성실로 

부착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센서 성능 테스트를 진

행하 다. 배굴동작과 굴동작(Fig. 15), 실제 루어낚

시에서 사용하는 릴과 로드를 결합하여 랜딩하는 자세

(Fig. 16)로 5회씩 테스트를 진행하 고 Fig. 17과 같이 

Sensor Value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인장강도와 

게이지율이 가장 높은 시료1은 배굴동작과 굴동작에

서 일정한 장이 유지되었다. 이 후 실제 낚시에서 사

용하는 릴에 로드를 결합한 후 손에 들고 랜딩동작을 

테스트 하 는데, 앞선 두가지 동작들과 같이 일정한 

장이 유지되었다. 시료 2는 배굴동작과 굴동작에

서는 일정한 장이 유지되었지만, 실제로 루어낚시시

에 반복 인 동작을 하는 랜딩자세에서 센서의 신호 

노이즈가 발생하여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시료3 한 배굴동작과 굴동작에서는 일정한 장이 

Sample 1

Sample2

Sample3

Dorsiflexion Plantar flexion Fishing landing motion

Fig. 17. Motion test result

Dorsiflexion test Plantarflexion test

Fig.15. Arduino motion test

Fishing landing motion test

Fig. 16. Arduino mo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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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지만, 랜딩동작에서는 시료2와 마찬가지로 

신호 노이즈가 발생하여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돌아가는 힘인 신장회복률은 시료1(96.8), 시료 

2(95.4), 시료 3(96.0) 으로 배굴동작과 굴동작에서는 

세 가지 센서에서 일정한 장이 유지되었지만, 비슷한 

신장회복률이라 할지라도, 실제 로드에 릴을 결합 한 

후에 실험한 루어낚시의 랜딩동작에서는 각기 다른 패

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상으로 보았을 때 굴동작, 배굴동작, 랜딩

동작의 세 가지 동작에서 게이지율이 가장 높고, 인장

강도가 가장 높은 시료1에서 가장 일정한 그래 의 

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루어낚시의 

반복 인 동작 패턴에는 내구성에 향을 주는 높은 

인장강도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높은 신장회복률, 

그리고 높은 게이지율의 민감도의 3가지 조건이 충족

되었을 시에 루어낚시 참여자의 손목보호  개발에 활

용 할 수 있는 우수한 스트 치 센서라고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루어낚시 참여자들의 손목움직임 측

정을 한 스트 치 센서를 개발하기 하여 손목움직

임 측정을 한 SWCNT 기반의 텍스타일형 스트 치 

센서를 제작하고, 인장강도와 신장회복률, 민감도 향상

을 해 진행한 함침 횟수와 조직과 혼용률이 다른 5가

지 센서를 비교하 다. 

함침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이지율을 UTM 기기

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민감도를 나타내는 게이지율

과 내구성을 나타내는 인장강도, 그리고 이완과 수축을 

나타내는 신장회복률을 바탕으로 손목 움직임 측정에 

합한 센서를 제작하 다. 손목움직임 측정은 배굴동

작과 굴동작, 그리고 실제 루어낚시시의 랜딩하는 동

작, 총 3가지 동작으로 총길이 17cm에 폭은 8.5cm(혼

용률-나일론 67%, 폴리우 탄 33%)의 손목보호 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하 고, 스트 치 센서와

의 성능 비교를 해 굽힘센서를 부착해서 동일한 실

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 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조직과 

혼용률이 다른 5가지 E-band로 시료를 선별하여 

CNT 0.1wt% water SWCNT (Single Wall Carbon 

Nanotube, SWCNT) 분산 용액에 2분간 침지한 후, 

SWCNT 입자가 섬유 표면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Vertical type pedder에서 1.0m/min의 롤러속도로 

0.3mpa실린더 압력에서 3회 디핑, 압착 후 

DLS-6600 양방향 건조기를 사용하여 120°C에서 

2분간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 치 센서를 개

발하 다.

2. 스트 치 센서와의 비교를 해 굽힘센서를 이용

하여 배굴, 굴, 랜딩자세의 동작실험을 진행하

다. 세 가지 동작의 각도는 배굴자세 28도, 굴

자세 35도, 그리고 랜딩자세에서 21도로 동작의 

측정을 하 다. 배굴동작과 랜딩자세 동작에서는 

그래 의 신호노이즈가 발생하 지만, 일정한 

장을 유지하 고, 굴동작에서도 일정한 장을 

유지하 다. 랜딩동작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패턴

의 신호노이즈가 나타났다. 이는 동작이 큰 움직

임 측정이 가능한 굽힘 센서가 손목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랜딩동작에 활용하기에는 부 합한 센

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물이 있는 환경에

서 즐기는 루어낚시에 굽힘센서를 부착해서 사용

하기에는 필름으로 되어 있는 센서를 보호해야하

는 추가 작업과 비용이 필요하고, 스트 치성 원

단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움직임과 반복되는 동

작을 측정하기 한 센서로는 합하지 않은 것으

로 단이 된다. 

3. 스트 치 센서에는 함침 횟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함침을 각각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한 

같은 크기의 15가지의 텍스타일형 스트 치 센서

를 개발하 다. 함침한 15가지의 스트 치센서는 

UTM 기기를 사용하여 게이지율을 측정하 고, 

같은 시료라도 함침 횟수에 따라 게이지율이 달라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15가지 센서 에 

두 번 함침한 게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센서의 이력 상, 재 성, 선형성, 정확도 그리고 

탄성에 한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표 편차가 

0에 가장 가까운 시료 1이 재 성과 이력 상이 

가장 뛰어난 시료라는 것을 확인하 고, 선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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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단하기 해 확인한  값은 시료 2가 

가장 높아서 선형성과 정확도가 높은 시료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SS-curve를 통해 확인한 탄

성에서는 시료 1이 가장 높은 그래 를 나타내었

고, 다섯가지 시료의 신장회복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시료별 평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미세

한 동작이 많은 루어낚시에서는 스트 치 센서용도

로 민감도를 나타내는 게이지율과 내구성을 나타내

는 인장강도가 가장 요하다고 단하 다.

5. 게이지율과 인장강도가 높은 시료1, 시료2, 시료3

의 스트 치 센서를 부착한 로토 타입의 손목보

호 에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배굴동작, 굴동작, 

랜딩 동작의 실험을 굽힘센서의 동작테스트와 동

일한 각도로 진행하 다. 배굴동작과 굴동작에

서는 시료1, 시료2, 시료 3의 세 가지 센서 모두 

일정한 장을 유지하 으나, 랜딩동작에서는 게

이지율과 인장강도가 가장 높은 시료1에서만 일

정한 장이 유지되었으며, 시료2와 시료3에서는 

신호노이즈가 나타났다. 이는 시료2, 시료3과 같

이 높은 인장강도와 신장회복률을 나타내는 센서

일지라도 미세한 랜딩동작에서는 게이지율에 따

라 그래 의 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미세한 동작에서는 게이지율이 요한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루어낚시참여자의 손목 움직임을 측정하기 한 

스트 치센서로 세 가지 동작을 그래 로 확인할 

수 있었고, 루어낚시에 활용할 수 있는 스트 치 

센서 제작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유추할 수 있었

다. 한 손목 외에도 루어낚시시에 부상에 노출

되어 있는 엘보우, 종아리 등의 부상방지에 필요

한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의 개발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 19와 사회  거리두기로 인해 실제 배 에

서 낚시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지 못한 이 이 연구의 

제한 이다. 건강한 낚시활동을 즐기게 되면 삶의 질도 

개선되고 낚시 문화도 발 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낚시 인구도 늘어나며, 낚시를 즐기는 개인의 삶의 질 

한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낚시 참여자들이 이러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여 손목, 종아리 허리 

등의 부 의 통증을 완화시켜서, 장시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것에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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