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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Smart-Rug: Haptic Feedback for Correcting Leg
Crossing Behavior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앉은 자세 중 다리 꼬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탄저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아두이노, 전도성 천, 전도성 실, 진동자와 LED 매트릭스로
구성된 스마트 러그는 기존 논문들이 사용자의 허리와 같은 신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자세 교정을 유도하기 위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정보 제공 시도 중 촉각적
정보를 러그에 적용해 사용자의 발바닥에 제공한다.
스마트 러그 프로토타입2는 프로토타입1 사용자 테스트 결과 스마트 러그
디자인으로 인한 사용자 어포던스 효과 제거하기 위해 디자인 적으로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이 다리 꼬는 행동의 교정에 도움이지 검증하기 위해
스마트 러그의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사용성 및 사용자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자 테스트를 설계하였으며 관찰 연구, 정신적 작업부하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평가도구 NASA TLX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검증되었다. 통계적으로
사용성을 검증을 위한 진동의 유·무에 따른 다리 꼬는 횟수와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했으며, NASA TLX 결과 Temporal, Mental, Effort, Frustration
항목은

진동의

유·무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Weighted,

Physical과

Performance 항목에서는 진동의 유·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긍정적 사용자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Smart Rug, Leg Crossed, Bad Posture, Haptic,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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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Introduction

2016년 발표된 2014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시간 (31.25%)을 앉아서 생활한다. 19-29세의 경우 하루
8.7시간 (36.25%)으로 조사 연령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며, 30대는
7.6시간 (31.66%), 40대는 7.3시간 (30.42%), 50대 7.1시간 (29.58%)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고 밝혔다 [1]. 이는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인 6.8시간보다
웃도는 수치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

[표 1-1] 연령별 앉아서 보내는 시간 (2014 국민건강통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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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른세상병원은 20-30대 남·녀 854명 (남성 282명, 여성 572명)
을 대상으로 다리 꼬기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63% (남성 204명 여성 334명,
총 538명)은 평소 다리를 꼬고 앉는다고 응답했으며 29.5% (252명)의 응답자는
앉을 때마다 반드시 다리를 꼬고 앉는다고 응답했다 [3]. 반면에 전혀 다리를 꼬지
않는다 혹은 다리를 자주 꼬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2.3% (19명)와 14.4% (123
명)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다리 꼬기로 인해 골반과 엉덩이, 허
리와 같은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
은 편하다 39% (320명)과 무의식적으로 61% (506명)을 이유로 다리 꼬는 습관을
개선하지 못 했다.

[표 1-1] 다리 꼬기 실태 조사 결과 (바른세상병원, 2013)
* 다리 꼬기로 인한 통증 부의에 대한 응답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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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바르게 앉은 자세와 다리 꼬고 앉은 자세의 척추 각도 변화를
x-ray로 촬영한 사진이다. 바른 자세와 다르게 다리를 꼬고 앉았을 경우 한 쪽으
로 척추가 휘고 골반이 기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리 꼬는 습관은
골반 뒤틀림 [4]뿐 아니라 비규칙적 혈압 [5] 및 종아리 신경 손상 [16]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 러그를 통해 다리
꼬는 자세를 측정하고 다리 꼬는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스마트 러그는
사용자의 발 움직임을 측정 및 분석한 결과를 진동 피드백을 제공해 자세 교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1]

바른 자세와 다리 꼰 자세 X-Ray 척추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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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elated Work

2-1 Bad Sitting Posture
다양한 센서를 통해 앉은 자세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이 있다. Tan (2001)은
앉은 자세를 분류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사용한 의자를 개발했으며 [6] Mutlu
(2007)는 압력 센서를 의자에 부착해 앉은 자세를 분류했으며 [7] Wong
(2008)은 가속도 센서를 사용자 피부에 접착해 척추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8]. Xu
(2013)은 전기 섬유를 사용한 방석을 제작하고 엉덩이로 인한 압력 정보를 통해
앉은 자세를 측정했다 [12]. 앞에서 언급되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센서를 통해 앉은 자세 값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들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연구들은 사용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Breen (2009)은 목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가속도를 센서를 사용했으며 사용자에게 시각과 청각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했다 [9]. Zheng (2010)은 앉은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의자에
압력센서를 부착했으며 사용자에게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했다 [10]. Epstein
(2011)은 사용자의 앉은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촉각과 시각적 방법을 결합해서
제공했는데 시각적 정보만을 제공했을 때보다 사용자 자세 교정에 높은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11].
즉, 표 2-1 과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사용자 피부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몇몇의 물체에 부착한 경우는
의자에 센서를 적용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로 인해 측정 신체 부위도 허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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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로 한계를 지녔다. 기존 연구가 가지는 측정 부위와 측정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러그에 전도성 천을 부착하여 사용자의 발바닥의 생체전기를
측정하고자 하며 사용자 행동 유도 방법으로는 촉각적 피드백을 적용했다.

Detecting

Detecting Method

Attachment

Posture
Tan
(2001) [6]
Mutlu
(2007) [7]
Wong
(2007) [8]
Breen

Method
Pressure Sensor

Sitting
Posture
Sitting

Feedback

Pressure Sensor

Posture

Seat and
Back of
a Chair
Seat and Back

None

None

of Chair

Spinal

Tri-axial

posture

Accelerometer

Neck Posture

Accelerometer

Skin

None

Skin

Visual,

(2008) [9]

Auditory

Zheng

Sitting

(2010)

Posture

Pressure Sensor

Seat and Back

Haptic

of a Chair

[10]
Epstein

Sitting

(2011)

Posture

Observation

None

Haptic,

[11]
Xu
(2013)

Visual,

Auditory
Sitting

Electrical Textile

Posture

(Pressure)

Leg Crossing

Conductive Fabric

Cushion

None

Rug

Haptic

[12]
본 연구
Posture
[표 2-1]

(Bioelectricity)
앉은 자세 측정 및 피드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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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fine Leg Crossed
Zheng (2010)은 앉은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다리 꼬는 형태를 1. 왼쪽
다리 꼬기 2. 오른 다리 꼬기 3. 왼쪽 다리 가부좌 4. 오른 다리 가부좌 총
4 가지로 구분 지었으며 [10] 본 연구는 Zheng 의 다리 꼬는 정의를 적용해
연구되었다.

[그림 2-1] 4 가지 다리 꼬는 자세

2-3 NASA TLX
NASA TLX 는 정신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주관적 평가도구로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아래의 표 2-2 와 같이 6 가지 항목이 존재하며
6 가지 항목을 가중치 값으로 계산한 종합적 지표가 따로 있다. 각 항목은 0 점부터
100 점까지 존재하는데 5 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0 점은 낮음을 의미하며
100 점은 높음을 의미한다. Haller (2011)은 사용자의 바른 자세 교정을 유도하기
위한 피드백을 검증하기 위해 NASA TLX 에 필요 항목을 추가해 사용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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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ASA TLX, SWAT 과 Workload Profile 을 비교한 Rubio (2004)는 특정
단일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하는 상황에서 NASA TLX 의 사용을 추천했다
[1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스마트 러그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NASA
TLX 를 적용하였다.

항목

설명
How much mental and perceptual activity was required (e.g., thinking,

MENTAL
DEMAND

PHYSICAL
DEMAND

deciding, calculating, remembering, looking, searching, etc)? Was the
task easy or demanding, simple or complex, exacting or forgiving?
How much physical activity was required (e.g., pushing, pulling, turning,
controlling, activating, etc)? Was the task easy or demanding, slow or
brisk, slack or strenuous, restful or laborious?
How much time pressure did you feel due to the rate or pace at which
TEMPORAL
DEMAND

the tasks or task elements occurred? Was the pace slow and leisurely or
rapid and frantic?
How successful do you think you were in accomplishing the goals of the
PERFORMANCE

task set by the experimenter (or yourself)? How satisfied were you with
your performance in accomplishing these goals?
How hard did you have to work (mentally and physically) to accomplish

EFFORT
your level of performance?
How insecure, discouraged, irritated, stressed and annoyed versus
FRUSTRATION

secure, gratified, content, relaxed and complacent did you feel during the
task?
[표 2-2] NASA TLX 항목 및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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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rototyping

3-1 Smart-Rug
3-1-1 Smart-Rug Design

[그림 3-1] Conductive Fabric area difference

스마트 러그는 총 2 회에 걸쳐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되었다. 프로토타입 1 은
전도성 패브릭을 발바닥 모양으로 재단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했는데 유저
테스트 결과 디자인으로 인한 사용자 어포던스 효과 (Affordanc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 인터뷰에서 한 사용자는 ‘발바닥 모양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응답했다 [15].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2 는 사용자 어포던스를
제거하고 진동 피드백으로 인한 자세 교정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발바닥 모양의 전도성 패브릭을 러그 모양에 맞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교체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발이

러그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프로토타입 1 의 약 183.75𝑐𝑚2 에서 프로토타입 2 의 약 864𝑐𝑚2 로 4.7 배 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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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됐으며 가로는 7.5 𝑐𝑚 에서 27 𝑐𝑚 로 3.6 배, 세로는 24.5 𝑐𝑚 에서 32 𝑐𝑚 로
1.3 배로 증대됐다.

[그림 3-2] Prototypes of Smart-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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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mart-Rug System

사용자가 양 발을 스마트 러그에 올려놓으면 전도성 천을 통해 양 발의 전류
값을 측정한다. 양 발의 전류 값의 차이가 미미하면 진동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고
LED 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양 발의 전류 값의 차이가 교정 값의 5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시스템은 양 발 중 한 발을 러그에서 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알고리즘은 높은 값을 가지는 쪽은 러그에 발바닥을 붙이고 있는 것이며 낮은 값을
가지는 쪽이 발바닥을 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 쪽에 부착된 진동자 중 높은
전류 값 쪽의 진동자가 사용자에게 진동 피드백을 제공함과 동시에 LED 에 불이
들어온다. 진동 피드백은 사용자가 자세를 교정할 때까지 계속 제공되며 0.8 초
마다 알고리즘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3-3] System Flow of Smart-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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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omponents of Smart-Rug

[그림 3-5] LED Matrix: Visualizing numbers of leg crossed

스마트 러그는 아두이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스마트 러그는
아두이노 우노, 8*8 LED matrix, 전도성 천, 전도성 실 그리고 진동 모터 (오른쪽,
왼쪽)로 구성되어있다. 전도성 실은 전도성 천을 통해 측정된 사용자의 발바닥
생체 전류 정보를 아두이노로 전달한다. 프로토타입 2 에는 전도성 천 밑에
플라스틱 판을 설치해 발바닥의 위치에 상관없이 진동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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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LED 매트릭스는 사용자가 다리를 꼬면 불이 하나씩 들어오며 사용자는
스마트 러그 사용 후 자신의 다리 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2 User Scenario
다리 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의자에 앉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게 됩니다. 특히 집중하고 일을 하면 다리를 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고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러그 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스마트 러그가 사용자가 다리를 꼬려고 하는 순간 진동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진동 피드백을 통해 즉각적으로 다리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 러그의 사용 없이도 다리를 바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6] User Scenario of Smart-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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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Experiment

4-1 Experiment Condition
4-1-1 Participants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다리 꼬는 습관을 가진 10 명의 참가자 (남성 5명,
여성 5명)를 모집했다. 남성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7.8세 (σ= 2.864 )이고 여성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7.6세 (σ= 0.894 )이다.

Descriptive Statistics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Female Group

5

27.00

29.00

27.6000

.89443

Male Group

5

24.00

32.00

27.8000

2.86356

Valid N
(listwise)

5
[표 4-1]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ticipant Data

4-1-2 Research Goals and Measurements

본 유저 테스트를 통해 스마트 러그의 유용성과 사용자 태도를 검증하고자
하며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아래 4 가지와 같다.

가설 1. 스마트 러그의 진동 피드백은 다리 꼬는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설 2. 스마트 러그의 사용은 사용자의 Task Load 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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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스마트 러그의 진동 피드백에 대한 사용자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4. 스마트 러그를 통한 자세 교정 효과는 다리뿐 아니라 전신일 것이다.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 방법과 검증 도구는 아래와
같으며 통계적 검증은 모두 SPSS 3.O 을 사용해 계산되었다.

검증 1. 진동 피드백의 유·무에 따라 다리 꼬는 횟수 및 빈도를 측정해 대응표본 P
T-검정을 통해 비교한다.
검증 2. 스마트 러그 사용 전·후 사용자의 NASA TLX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한다.
검증3. 스마트 러그가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사용자가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 바르게 자세를 교정하거나 틀리게 교정하거나 무시
하는 태도를 확인한다.
검증4. 스마트 러그가 발바닥에 진동으로 자세 피드백을 제공할 때 사용자가 다리
만 교정하는지 전신을 교정하는지 확인한다.

4-1-3 Procedure of User Test

유저 테스트는 3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 피드백 없이 러그를
사용하고 NASA TLX 에 응답하는 부분, 진동 피드백이 있는 러그를 사용하고
NASA TLX 에 응답하는 부분 그리고 인터뷰 부분이다. 진동 피드백 없이 러그를
사용하는 부분과 진동 피드백이 있는 러그를 사용하는 부분은 러그 사용에 대한
교육

효과

(Learning

Effect)를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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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참가자

마다

실험

순서를

바꿔가면서 측정되었다. 모든 실험은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그들의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진행됐다.

[그림 4-1] Overall Procedures of User Test

4-2 Experiment Result
4-2-1 Qualitative Data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다리 꼰 횟수를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
α=0.038 (<0.05, 95% 신뢰수준)의 값을 갖는다 [표 4-3].
진동 피드백의 유·무에 따라 다리를 꼬고 있던 시간의 합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도 α=0.02 (<0.05, 95% 신뢰수준)의 값을 갖는다 [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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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Samples Correlations
N
Pair 1

Correlation

LEGCROSSED1 &

10

LEGCROSSED2

Sig.

.796

.006

[표 4-2]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다리 꼰 횟수 대응 표본 T-검정 유사도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Mean

Std. Deviation

t

df

Sig. (2tailed)

Std. Error
Mean

LEGCROSSED1 Pair 1

1.900000

2.469818

.781025

2.433

9

.038

LEGCROSSED2

[표 4-3]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다리 꼰 횟수 대응 표본 T-검정 값

Paired Samples Correlations
N
Pair 1

TIME1 & TIME2

Correlation
10

Sig.

.423

.223

[표 4-4]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다리 꼰 시간 대응 표본 T-검정 유사도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Mean

Std. Deviation

t

df

Sig. (2-tailed)

Std. Error Mean

TIME1 Pair 1

21.200

15.054

4.760

4.453

9

TIME2

[표 4-5]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다리 꼰 횟수 대응 표본 T-검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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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그림 4-2부터 그림 4-5까지 사용자의 다리 행동을 시간의 흐름 (1시간)에
걸쳐 도식화한 것이다. 남녀 모두 진동 피드백의 유·무에 따른 다리 행동 변화의
차이1. 총 다리 꼰 시간의 절감, 2. 총 다리 꼰 횟수의 절감, 3. 다리 꼰 후 자세를
바꿀 때 다시 다리를 꼰 횟수의 절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4-4와 표 4-5는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사용자의 다리 교정
태도이다. 사용자는 진동 피드백이 없을 때 올바르지 않은 다리 자세로 총 18번
(34.6%) 교정했지만 스마트 러그를 통해 진동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총 3번
(9.4%) 다리를 다시 꼬았다. 또한 진동 피드백이 없을 때 사용자는 총 34번
(65.4%) 올바른 자세로 교정했지만 진동 피드백이 있을 때는 총 25번 (78.1%)
바른 자세로 고쳐 앉았다. 하지만 진동 피드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신 교정은
각각 총 1번과 총 2번 일어났다. 즉, 발바닥에 제공되는 진동 피드백은 올바른
상체 교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스마트 러그가 제공하는
진동 피드백을 총 4번 (12.5%)로 무시하고 그들의 다리 꼬는 자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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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Frequency of Female leg crossed without Feedback

[그림 4-3] Frequency of Female leg crossed with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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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requency of Male leg crossed without Feedback

[그림 4-5] Frequency of Male leg crossed with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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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TASK 1
전신 교정

올바른

올바르지 않은 다리

다리 교정

교정

횟수

F1

1

5

1

7

F2

0

3

3

6

F3

0

2

3

5

F4

0

7

8

15

F5

0

2

2

4

M1

0

2

0

2

M2

0

3

0

3

M3

0

1

0

1

M4

0

5

0

5

M5

0

3

1

4

합계

1

33

18

52

[표 4-6] 진동이 피드백이 없을 때 사용자의 다리 교정 태도
태도

TASK 2
전신 교정

올바른

올바르지 않은

진동 피드백

다리 교정

다리 교정

무시

횟수

F1

0

1

0

1

2

F2

0

3

0

0

3

F3

0

2

0

1

3

F4

0

4

2

2

8

F5

1

4

0

0

5

M1

0

1

0

0

1

M2

1

1

0

0

2

M3

0

0

0

0

0

M4

0

3

0

0

3

M5

0

4

1

0

5

합계

2

23

3

4

32

[표 4-7] 진동 피드백에 대한 사용자의 다리 교정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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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NASA TLX

사용자의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NASA TLX 응답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6 개 항목 중 Temporal 의 α=393(> 0.05, 95%
신뢰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Mental 은 α=0.383, Effort 은 α=0.153 그리고
Frustration 은 α=0.059 의 값을 가졌다. 반면 Weighted 는 α=0.020(< 0.05, 95%
신뢰수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Physical 의 α=0.026, Performance 의 α=0.03 의
값을 가졌다.
각 항목의 평균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용자는 진동 피드백을 제공
받았을 때 제공 받지 못 했을 때보다 Performance 가 7.133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Frustration 은 7.733 감소한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진동
피드백을 제공 받았을 때 Weighted 은 14.466, Physical 은 5.666, Effort 은 5.066,
Mental 은 2.333 그리고 Frustration 은 2.000 만큼 증가하는 부정적 결과가
측정됐다.

Paired Samples Correlations
N

Correlation

Sig.

Pair 1

MENTAL1 & MENTAL2

10

.352

.319

Pair 2

PHYSICAL1 & PHYSICAL2

10

.864

.001

Pair 3

TEMPORAL1 & TEMPORAL2

10

-.074

.838

10

.066

.857

10

-.224

.534

10

.231

.521

10

.059

.871

Pair 4
Pair 5
Pair 6
Pair 7

PERFORMANCE1 &
PERFORMANCE2
EFFORT1 & EFFORT2
FRUSTRATION1 &
FRUSTRATION2
WEIGHTED1 & WEIGHTED2

[표 4-8] NASA TLX Paired Samples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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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Mean

Pair 1

MENTAL1 - MENTAL2

t

Std.

Std. Error

Deviation

Mean

df

Sig. (2tailed)

-2.333333

8.049231

2.545390

-.917

9

.383

-5.666667

6.712803

2.122775

-2.669

9

.026

-2.000000

7.046582

2.228325

-.898

9

.393

-7.133333

8.781574

2.776978

-2.569

9

.030

-5.066667

10.278589

3.250375

-1.559

9

.153

7.733333

11.335294

3.584535

2.157

9

.059

-14.466667

16.269490

5.144864

-2.812

9

.020

PHYSICAL1 Pair 2
PHYSICAL2
TEMPORAL1 Pair 3
TEMPORAL2
PERFORMANCE1 Pair 4
PERFORMANCE2
Pair 5

EFFORT1 - EFFORT2
FRUSTRATION1 -

Pair 6
FRUSTRATION2
WEIGHTED1 Pair 7
WEIGHTED2

[표 4-9] NASA TLX Paired T-Test

[그림 4-6] 6 Weighted elements of NASA 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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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6 Weighted elements and Weighted Sum of NASA TLX

4-2-3 Interview

사용자 실험을 마친 후 사용자의 어포던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기존 프로토타입 1 의 결과와 다르게 프로토타입 2 에 대한
사용자 어포던스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이전 실험에서 어포던스로 인한
다리 꼬는 것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던 사용자는 이번 인터뷰에서 “왜 다리를 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진동 피드백으로 인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진동 피드백을 무시하는 이유를 인터뷰했으며 그 결과 사용자는
다리 꼬는 행위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의 편안함을 위해 다리를 꼬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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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iscussion
가설 1 은 스마트 러그의 진동 피드백이 사용자의 다리 꼬는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을 가정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동 피드백 기능이 없는 러그를
사용하는 TASK1 과 진동 피드백 기능이 있는 스마트 러그를 사용하는 TASK2 의
다리 꼰 횟수와 다리 꼰 시간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리 꼰 횟수와 다리 꼰 시간은 각각 α=0.038 와 α=0.02 로 95%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 즉, 스마트 러그의 진동 피드백은 사용자의 다리 꼬는 행동 개선에
도움을 주며 가설 1 은 성립한다.
가설 2 은 스마트 러그의 사용이 사용자의 작업 부하(Task Load)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해 TASK1 과 TASK2·실험 후 각각의 NASA
TLX 응답을 받았다. NASA TLX 항목의 6 가지 항목과 6 가지 항목을 종합한
항목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Temporal 은 α=393, Mental 은
α=0.383, Effort 은 α=0.153 그리고 Frustration 은 α=0.059 의 값을 가졌다.
앞의 4 가지 항목들의 α값이 0.05 보다 크므로 4 가지 항목 면에서 스마트 러그는
사용자의 작업 부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반면 6 가지 항목의
가중치 결과인 Weighted 와 나머지 Physical 그리고 Performance 항목의 α값은
각각 α=0.020, α=0.026, α=0.03 로 0.05 값보다 작았고 이를 통해 가중치
결과와 나머지 2 가지 항목 면에서 스마트 러그로 인한 작업 부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 은 스마트 러그의 진동 피드백에 대한 사용자 태도가 긍정적일 것임을
가정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TASK2 실험에서의 사용자 태도를 측정했다. 이 때
사용자 태도는 3 가지로 분류했는데 1. 진동 후 자세를 바르게 교정, 2. 진동 후
자세를

바르지

않게

교정,

3.

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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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기존의

자세

유지이다.

TASK2 에서의 실험 참가자 전원의 진동 피드백 합계는 총 32 회로 이 중 25 회
(78.1%)는 진동 후 자세를 바르게 교정했으나 3 회 (9.4%)는 진동 후 자세를
바르지 않게 교정했으며 4 회 (12.5%)는 진동을 무시한 체 기존의 다리 꼬는
자세를 유지했다. 이는 TASK1 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34 회 (65.4%)와
자세를 바르지 않게 교정하는 18 회 (34.6%)와 비교해봤을 때 바르게 자세를
교정하는 확률이 증가함과 바르지 않게 교정하는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진동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드백을 무시하는
확률이 낮지 않으므로 완벽한 긍정적 태도라 할 수 없으며 한계가 존재한다.
사용자 인터뷰 결과 사용자는 다리 꼬는 행위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리 꼬았으며 그 이유로 다리 꼬는 자세의 편안함을 얘기했다.
가설 4 은 스마트 러그 진동의 자세 교정 효과는 다리뿐 아니라 전신에 미칠
것이라 가정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TASK1 과 TASK2 의 자세 교정 행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TASK1 에서는 1 회 (1.9%)와 TASK2 에서는 2 회 (6.3%)로
진동 피드백으로 인한 전신 교정 유도 효과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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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onclusion

다리 꼬는 습관은 골반과 척추의 뒤틀림을 야기하며 비균형적 혈압과 신경
손상 등의 건강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 시간
(31.25%)을 앉아서 생활하며 (2014 국민건강통계, 2016) 10 명 중 6 명은 앉았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바른세상병원, 2013).
본 연구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다리 꼬는 습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된 탄저블 시스템이다. 러그에 전도성 천을 부착해 사용자의 발바닥 움직임을
측정하고 사용자가 다리를 꼬려고 하는 순간 러그에 부착된 진동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동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가 신체에 직접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거나 의자에 압력 센서를 부착하는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발바닥의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
스마트 러그의 사용성 및 사용자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0 명의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스마트 러그를 사용할 때 다리 꼬는 횟수 및 다리 꼰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이를 통해 스마트 러그의 다리 꼬는 습관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 러그의 정신적 부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NASA TLX 를 측정해 스마트 러그 사용 전·후를 검증한 결과 Temporal, Mental,
Effort 와 Frustration 항목에서 진동 피드백과 진동 피드백이 없었을 때의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6 가지 항목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Weighted 와 나머지 2 가지 Physical 과 Performance 항목에서는 두 실험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스마트 러그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진동 피드백을 무시한 4 번 (12.5%)로 인한 시사점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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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발바닥에 제공되는 자세 교정 피드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동
피드백 유·무에 따른 사용자 결과를 비교한 결과 스마트 러그의 전신 상체와 하체
모두를 교정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본 연구는 스마트 러그의 프로토타입 2 로 기존의 프로토타입 1 의 사용자
어포던스 효과를 개선한 것으로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사용자가 다리를 꼬기 위해 발을 러그에서 뗀 다는 시스템적 가정을
해소하지 못 했다. 추후 연구로 이런 가정을 해결하기 위해 신발에 부착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것이며 사용자의 작업 부하를 낮추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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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ASA TLX Scale
심리적 피로

낮음

높음

신체적 피로

낮음

높음

순간적 피로

낮음

높음

퍼포먼스

낮음

높음

노 력

낮음

높음

좌절감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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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SA TLX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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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Q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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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Rug: Haptic Feedback for Correcting Leg
Crossing Behavior
Kim Ye Ji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introduces a tangible system called Smart-Rug which helps
revising leg crossed sitting posture of a user. Smart-Rug which consists of an
arduino, conductive fabric, conductive thread, vibration motors and a LED matrix
solves a problem of previous studies that they attached sensors directly to user’s
body to measure and analyze movements. It detects movement of feet through its
conductive fabric and bioelectricity. And it adopted haptic to deliver feedback to.
Smart-Rug prototype2 improved its design to eliminate affordance effect of users
which prototype1 had before. Two user tests, NASA TLX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to verify usability and attitude toward Smart-Rug and its haptic
feedback. The positive effects of haptic feedback which verifies usab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mong NASA TLX elements, Temporal, Mental,
Effort and Frustration were not significant from without feedback. However,
Weighted, Physical and Performance elements have significance. Finally, general
positive attitudes of Smart-Rug were observed during the tests.
Keywords: Smart Rug, Leg Crossed, Bad Posture, Haptic,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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