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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등장과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분야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피트니스 트래커(fitness tracker)와 헬스 케어(healthcare)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피트니스 트래커는 유산소 

운동에만 초점을 맞춰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에 대한 디바이스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출시된 소수의 무산소 운동 관련 피트니스 

트래커의 경우, 운동 중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무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더 위험하고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적합한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고강도 무산소 운동 

시에는 높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방해 정도가 적은 피드백 

방식이 요구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운동 중에도 신체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 정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감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운동 수행자가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운동 수행자가 운동 중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운동 중’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페이스 조절(횟수 카운팅, 동기 

부여)’과 ‘자세 지도(문제점 진단, 자세 교정)’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운동 중, 선호하는 감각 피드백 방식이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는 청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 시각 피드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각 피드백의 ‘숫자’, 청각 피드백의 ‘음성 

카운팅+동기 부여’, 촉각 피드백의 ‘일정한 진동’을 조합한 멀티 모달 

피드백(multimodal feedback)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셋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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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유용성과 효용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반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자기 감시(self-

surveilance) 도구로 기능하므로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비해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만족도가 더 높은 반면,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은 

타인의 존재가 주는 감시(surveillance) 효과에 의해 유용성과 효용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무산소 운동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지며,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각 피드백을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디자인 제언을 추후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운동 중의 피드백에 대해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용자 중심의 인간-

기계 상호작용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융합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주요어 : 웨어러블 디바이스, 감각 피드백, 운동, 멀티 모달 피드백 

학   번 : 2014-2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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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라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과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적용 분야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피트니스 트래커(fitness 

tracker)와 헬스케어(healthcare)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피트니스 트래커는 2013년도 기준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2018년까지 웨어러블 기기 판매는 약 

187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피트니스, 헬스케어 분야는 각각 약 

30억 달러의 수익이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① 

 

[표 1] 디바이스 분류 별 웨어러블 기기 사용 전망 

 

이처럼,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피트니스 트래커와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출시된 피트니스 트래커 중 대다수는 ‘유산소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시된 피트니스 트래커의 전체 판매 수익의 96%가 걸음수를 측정하는 

                                            
① 미래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하는 웨어러블 기기 (KEIT PD.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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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 관련 트래커이다. ‘무산소 운동’을 포함한 기타 피트니스 

트래커는 전체 피트니스 트래커의 판매 수익 중 겨우 4%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운동학적 관점에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김재구, 2009), 피트니스 트래커 시장에서 무산소 

운동을 위한 피트니스 트래커는 소외되어 있다. 

 

      

[그림 1] 피트니스 트래커의 연간 판매 수익 

 

최근 무산소 운동을 위한 피트니스 트래커가 소수 출시되고 있으나, 

운동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 관련 피트니스 트래커에는 ‘Atlas 

Wristband ② ’, ‘Moov ③ ’ 등이 있다. ‘Atlas Wristband’의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심의 인터랙션이 가능하지만 운동 중 기기를 계속적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Moov’의 경우, 스마트폰 중심의 

                                            
② https://www.atlaswearables.com/ 
③ http://welcome.moo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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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이며 운동 동작에 따라 스마트폰의 위치를 계속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산소 운동 중의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interaction)은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강도 운동이므로 높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Willet, 1964)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표 2]에 명시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인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의 연장선 상에 존재하므로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운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 정도를 줄여 감각 피드백을 

통한 주의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청희,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고강도 무산소 운동 중 감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주의 집중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 방법을 모색한다.  

 

[표 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④ 

 

                                            
④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본 기능 (한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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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피트니스 트래커, 헬스 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트니스 트래커의 경우 유산소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산소 운동 관련 피트니스 트래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최근 무산소 운동 관련 피트니스 트래커가 소수 출시되고 

있으나, 운동 중 상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결여되어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무산소 운동의 경우, 높은 주의 집중이 

요구되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위해 사람-

기기 간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고강도 무산소 운동 시, 사람-기기 간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진 기능적 특징에 주목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신체의 

일부처럼 감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피드백을 신체의 일부처럼 감각하게 함으로써, 운동 

수행자가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을 활용한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론 및 기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첫째, 무산소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동 학습에서의 정보로서의 피드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측면에서 인터페이스로서의 피드백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감각 피드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무산소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감각적 피드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둘째, 운동 중, 선호되는 감각 

피드백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셋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위의 세 가지 연구 목표는 예비 

조사, 실험 (1), 실험 (2)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증한다. 

먼저, 예비 조사에서는 운동 상황에 대한 관찰을 수행한 후, 실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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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를 대상으로 운동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도출한다. 실험 (1)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고, 어떤 감각 피드백을 가장 선호하는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실험 (2)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과의 비교 실험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무산소 운동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감각 피드백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도출한 디자인 제언을 

추후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운동 학습에서의 피드백을 

정보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피드백 방식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융합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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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무산소 운동에 대한 이해  

 

이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룰 무산소 운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한다. 첫째, 무산소 운동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무산소 운동 중에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맨손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 무산소 운동에 대한 기본 이해 

 

(1) 무산소 운동의 구분 

운동(physical exercise)은 에너지 대사의 양식에 따라 유산소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무산소 운동(anaerobic exercise)은 

힘이 들고 숨이 차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형태의 운동을 말한다. 무산소 

운동을 저항성 운동(resistance exercise) 혹은 웨이트 운동(weight 

exercise)이라고도 한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숨이 차고 힘이 들어 길어야 2~3분 정도 밖에 지속할 수 없는 

단기간 운동이다.⑤ 

 

 

[그림 2] 운동의 구분 

                                            
⑤ 두산대백과(www.doo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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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무산소 운동은 체중을 이용한 운동(free 

weight exercise), 기계를 이용한 운동(machine weight exercise), 탄력 

밴드(theraband), 짐 볼(gym ball)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구분된다.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프리 웨이트(free weight)라고 하며, 이는 

다시 맨손 운동(calisthenics)과 덤벨(dumbell) 또는 바벨(barbell)을 이용한 

운동으로 나뉘어 진다.  

 

(2) 장점과 단점 

무산소 운동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산소 운동의 장점은, 

효과적인 근력 향상을 통해 심대사적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무산소 운동은 근력과 근육량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골밀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무산소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을 개선시키고 활력을 

주며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완수, 2014) 

무산소 운동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산소 운동은 ‘안전성’의 

낮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근수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소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산소 운동 중에는 상해 발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무산소 

운동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주의 집중을 요구한다. (이강헌, 2009)  

 

(3) 운동 원칙 

무산소 운동의 빈도는 최소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주당 운동을 2~3일 

수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성인들의 근체력 개선을 위한 무산소 운동은 부위 

별로 세트 당 8~12회를 반복하고, 2~4세트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2~3분으로 정한다. 운동 수행자의 근력이 무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적응하면, 해당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운동 횟수, 세트 

수, 운동 빈도 등을 점증적으로 증가시켜 근육에 지속적인 과부하를 주어야 

한다. (ACSM, 2010) 

 

(4) 운동 강도 측정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적정 운동 강도’를 지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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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적정 운동 강도는 사람마다 상대적이며, 따라서 운동 수행자의 

운동 능력을 반영한 운동 강도 측정이 필요하다. (김재구, 2009) 운동 

강도(exercise intensity)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단위 시간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표 3]의 운동 강도 측정 방법 중 주관적 운동 

강도(RPE)는 심리학자 Borg(1982)가 개발한 척도로서, 운동 시 얼마나 힘든 

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겨 20점 척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주관적 운동 강도(RPE)는 ‘편안하다’ 를 0점, ‘더 이상 못 하겠다’를 

20점으로 하여 ‘보통이다’, ‘조금 힘들다’, ‘힘들다’ 등의 표현을 점수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은 힘들다(15점)에 해당하고, 중등도 

운동은 약간 힘들다(13점)에 해당된다.  

 

 

[표 3] 주관적 운동 강도에 따른 운동 자각도⑥ 

 

                                            
⑥ Borg. GA.(1982). Psychophysical bases of perceived exertion에 관한 내용과 네이버 건강 

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8644&cid=51009&categoryId=51009)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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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맨손 운동 

 

(1) 맨손 운동의 종류  

무산소 운동 중 가장 쉽고, 접근성이 높은 것이 바로 프리 웨이트 

운동이다. 프리 웨이트 운동은, 맨손 운동(calisthenics)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덤벨(dumbell)이나 바벨(barbell)을 사용할 수도 있다. 프리웨이트 

운동은 주근육과 보조 근육들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으며, 균형 있는 

근력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리웨이트 운동 중에서, 맨손 운동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으며, 특별한 운동 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 (김재구, 2009)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표적인 맨손 운동은 다음과 같다. 전신 

운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맨손 운동은 팔벌려뛰기(jumping jack)이다. 하체 

운동으로는 런지(lunge), 스쿼트(squat) 등이 있다. 상체 운동으로는 윗몸 

일으키기(sit-up), 크런치(crunch), 팔굽혀펴기(push-up) 등이 있다. 맨손 

운동 시에는 균형 있는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하나의 근육군 이상에 

영향을 주는 다관절 또는 복합적 운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완수, 2014) 

 

 

[그림 3] 대표적인 맨손 운동⑦ 

 

                                            
⑦ http://dare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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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연구에서 다룰 무산소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무산소 운동 중 맨손 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무산소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무산소 운동 중에서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맨손 운동(calisthenics)을 선택하였다. 맨손 

운동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맨손 운동 중 팔벌려뛰기(jumping jack), 

스쿼트(squat), 크런치(crunch) 운동에 한정하도록 하겠다.  

 

 

제 2 절 운동 학습에서 정보로서의 피드백  

 

이 절에서는 운동 학습에서 정보로서의 피드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첫째, 운동 학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운동 학습 단계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운동 학습에서의 피드백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운동 학습의 개념 

Singer(1972)는 운동 학습을 통해 동작이 향상되고 그것이 한층 일관성 

있게 수행된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Adams(1971)는 운동 학습을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기억 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확한 동작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로 이루어진 동작 간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기술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동작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동작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며 운동을 학습해 나가게 된다. 

 

2. 운동 학습 단계에 따른 특징 

이강헌(2009)에 따르면, 운동 학습 단계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뉘어진다. 운동 학습자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초급 단계에서 코치는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선수에게 맞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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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중급 단계에서, 운동 학습자는 동기를 가지고 연습에 

임하며 관련 있는 암시(cue)와 전략에 주의력을 집중하게 된다. 또한, 운동 

동작의 수정을 위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때, 코치는 올바른 동작과 

연관된 감각을 기억시키기 위하여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는 운동 학습에 대해 일관되고 자동적인 운동을 수행하게 

된다. 코치는 학습자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격려를 수행한다.  

 

3. 운동 학습에서의 피드백 개념  

 

(1) 피드백의 정의 

‘운동 학습’에서의 피드백이란, 학습자의 목표 상태와 실제 수행 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수행자에게 되돌려서 수행자에게 동작 그 자체, 또는 

운동 수행의 결과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⑧ 

Givens(1974)는 “피드백은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의식적으로 느낄 수 없으나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하려는 것과 하는 방법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운동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박장평, 김윤래 1994; 김홍백, 

2005; Newell, 1976; Stelmach, 1974; Singer, 1972) 

  Robb(1972)은 운동 수행자가 자신의 운동 수행과 운동 결과에 대한 

지식을 피드백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이상적인 운동에 대한 차이를 

줄여나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림 4]처럼, 운동 수행자는 피드백을 통해 

메커니즘을 수행함으로써,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⑧ 김진구(2001). 운동제어와 학습. 대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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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동 수행에 관여하는 피드백 메커니즘 

 

(2) 피드백의 구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Magill(1980)은 피드백을 내재적 

피드백(intrinsic feedback)과 외재적 피드백(extrinsic feedback)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피드백은 감각 피드백이라고도 하며, 운동 수행자가 

자신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감각 경로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외재적 피드백은 보강 피드백(augmented feedback)이라고도 불리며, 

제3자(교사나 코치)가 운동 수행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 피드백의 분류 

 

내재적 피드백은 운동 수행자의 시각, 청각, 촉각, 동작 감각으로 

구성된다. 운동 수행자는 자신의 감각 경로를 통하여 자신의 반응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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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확한 기준 패턴(reference pattern)을 형성하게 된다.(Robb,1972) 

다시 말하면, 운동 수행자는 자신의 시각, 청각, 촉각, 동작 

감각(kinesthetic)을 동원하여 정확한 운동 동작과 자신의 운동 동작 간의 

차이를 감각함으로써, 동작의 편차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외재적 피드백은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수행 지식(knowledge of 

performance: KP)과 결과 지식(knowledge of result: KR)으로 구성된다. 

수행 지식은 운동 수행 중 운동 자세나 몸의 동작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 지식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운동 중에 제공되는 언어적 설명, 시각적 정보 등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 결과 지식은 운동이 완료된 후 운동 수행에 대한 

결과적 지식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지식은 제시 수준에 따라 다시 

질적 결과 지식(qualitative-KR)과 양적 결과 지식(quantitative-KR)으로 

나뉜다. 질적 결과 지식은 ‘많다’ 혹은 ‘적다’와 같이 운동 수행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뜻하며, 양적 결과 지식은 ‘15회’ 혹은 ‘10kg’ 등의 

구체적인 지식을 말한다. Trowbridge와 Cason(1932)은 양적 결과 지식이 

질적 결과 지식보다 수행의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 피드백의 기능 

이강헌(2005)은 피드백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번째는, 

운동 학습 과정에서의 ‘정보 기능’이다. 사람은 피드백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개념이 바로 결과 지식이다. 결과 지식이 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정보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Fitts(1964), 

Holding(1965)는 결과 지식이 운동 학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두번째는, ‘동기 유발 기능’이다. 운동 수행자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수행한 운동의 실현 값과 목표 값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동기를 높일 수 

있다. Locke와 Cartledge 그리고 Koeppel(1968)에 따르면, 목표 값에 

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결과 지식으로 제공해줌으로써 개개인의 동기를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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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강화 기능’이다. 이는 행동의 빈도나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정확한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교사나 코치 등은 피드백을 

통해 강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운동 동작 수행을 격려한다. 강화의 

수단으로 보상(reward)을 활용할 수 있다.  

네번째는, ‘안내 기능’이다. 운동 수행자가 잘못된 동작을 교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 학습 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반응과 정확한 운동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주어지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 수행자는 운동 학습을 위한 정보로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써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실제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구조화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구조화를 위하여, 운동 상황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였다.  

 

 

제 3 절 HCI에서 인터페이스로서의 피드백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운동 학습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다.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관점에서 인터페이스로서의 피드백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내용을 검토한다. 첫째,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에서의 

피드백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감각 피드백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감각 피드백의 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1.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에서의 피드백 개념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에서 피드백의 개념은 사용자의 어떠한 행동 

후에 받는 자극 또는 반응이라는 의미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김탄영, 2003) 

피드백은 인터페이스(interface)의 한 요소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터페이스란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의 매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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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계라고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를 통한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을 통해 인간과 컴퓨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즉, 

인간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을 수행하며, 컴퓨터는 입력에 대한 

반응으로 피드백을 출력하게 된다.  

Schomaker et al.(1995)은 인간이 피드백을 인지(perception)하기 위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구성된 감각 양식(sensory modality)이 

동원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컴퓨터 인터랙션에 있어서의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각 양식을 고려한 피드백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피드백을 ‘감각 피드백’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인간-컴퓨터 인터랙션에서의 피드백 

 

2. 감각 피드백의 특징 

감각 피드백은 인간의 감각 양식에 따라 시각 피드백, 청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 후각 피드백, 미각 피드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다루므로, 김주연(2011)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시각 피드백, 청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시각 피드백은 현재 컴퓨팅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적인 피드백 방식이다. 

시각 피드백은 수행 과제에 대한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Holly et al., 2002) 그리고 시각 피드백은 형태, 색상, 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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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등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해 정도가 적기 때문에 주변적(peripheral) 

피드백으로 활용될 수 있다. (Hansson et al. 2001)  

청각 피드백은 가장 전통적이고, 침투적인 피드백 방식에 속한다. (Ling, 

1998) 청각 피드백은 시각 다음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피드백 방식이다. 

Gaver(1989)는 소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수단이라고 하였다. 청각 피드백을 활용하여, 사람의 음성처럼 복잡한 

정보부터 신호음처럼 단순한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촉각 피드백은 햅틱 피드백(haptic feedback)이라고도 불리며, 힘감, 

피부자극, 운동감 등의 다양한 촉각적 자극으로 전해지는 피드백을 

일컫는다. 1990년대 이후 여러 종류의 햅틱 피드백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등장하면서 촉각 피드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신체와 밀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등장과 함께 네비게이션 (Pielot et al. 

2011), 알림(Pasquero et al. 2011) 분야에 촉각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감각 피드백 디자인 

시각 피드백, 청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과 관련하여 새로운 디자인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먼저, 시각 피드백의 경우 색깔, 깜빡임, 밝기 등을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시각 피드백에 대해 제안하는 연구가 시도 중이다. 

Tarasewich et al.(2003)은 LED의 수와 색상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다른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Hameed et al.(2009)는 PC의 윈도우에서 시각 

정보를 깜빡이거나 밝기를 달리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시각 피드백의 디자인에 있어서 색깔, 깜빡임, 밝기는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청각 피드백 관련 연구에서는 음높이, 시간 차, 소리의 크기 등을 

달리한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다. Haas et al.(1996)은 소리를 활용한 알림 

디자인에 있어서 음높이, 시간 차, 소리를 달리하여 긴급성에 대한 인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컨텍스트 기반 알림을 시도했던 Sawhney와 

Schmandt(1999)도 소리의 음높이와 시간 차, 크기를 달리한 청각 피드백을 



 

 17 

디자인하였다. 이처럼 청각 피드백 디자인에 있어서 음높이, 시간 차,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여 다양한 피드백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다.  

촉각 피드백에서는 시간, 진폭, 빈도 등을 조절하여 새로운 진동에 대한 

디자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Ternes et al.(2008)은 촉각 피드백 디자인을 

위한 자극 요소들을 정의하고, 시간과 진폭, 빈도 등을 조절한 햅틱 아이콘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ahami et al.(2008)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진동 모터를 사용하여, 진동의 지속 시간을 달리 했을 때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처럼, 시간과 진폭, 빈도 등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촉각 피드백을 디자인할 수 있다. 

 

 

제 4 절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감각 피드백  

 

이 절에서는 앞서 검토했던 운동과 피드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피드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운동 중 피드백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나, (O’Brien et al. 2007 ; Oliver et al. 2006 ; De Oliveira et al, 

2008)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피드백 방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피드백 방식 연구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동 동작의 

센싱을 위한 알고리즘(algorithm) 관련 연구와,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interaction) 측면에서의 피드백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하지만 운동 동작 센싱을 위한 알고리즘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인터랙션 측면에서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을 모두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맨손 운동(calisthenics)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적용한 

Morris et al.(2014)의 연구가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알고리즘에만 초점을 맞춰 운동 중의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람-기기 간 인터랙션 측면에서, 감각 

피드백을 운동 상황에 적용한 [표 4]의 세 가지 선행 연구 분야를 검토한 

후, 감각 피드백 디자인을 위한 연구 문제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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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감각 피드백 적용 

 

(1) 다양한 운동/스포츠 

Spelmezan(2012)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촉각 피드백을 

스노우보드(snowbard)의 운동 학습에 적용하였다. 양쪽 어깨와 허벅지에 

부착된 진동 모터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통해 스노우 보딩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akes et al.(2015)는 고강도 스쿼트 운동 시에 무릎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무릎의 각도에 따라 

시각 피드백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전달된다. 운동 코치와 운동 

수행자를 대상으로, 스쿼트 운동 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Nylander et al.(2014)는 가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달리기를 할 때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시각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비침투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청각 피드백을 통해서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리듬을 제공하였다.  

 

(2) 재활 운동 분야 

Ananthanarayan et al.(2013)은 무릎 재활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여 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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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높이고자 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경험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위해 설문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에서는 필요성, 착용성, 시각화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O’ Nell et al.(2015)은 앉았다 일어서는 재활 운동 시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양쪽 허벅지에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진동 모터를 고정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 

시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진동 피드백을 활용하였다.  

Kennedy et al.(2011)은 Wii의 밸런스 보드를 활용하여, 균형을 잡는 

재활 운동에 시각 피드백을 적용하였다. 밸런스 운동 수행 시, 불균형을 

이루는 동작에 대해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여, 동작 수행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청각 피드백을 

시각 피드백과 청각 피드백을 함께 제시하였다. 

Tang et al.(2015)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팔 재활 운동 동작 

수행 시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자신이 움직인 팔 동작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운동 수행 동작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운동 동작에 대한 입체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운동 게임 분야 

Zaczynski et al.(2014)은 Wii를 활용하여 요가 운동 게임 시 멀티 모달 

피드백을 활용하였다. 먼저,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동 

수행 동작의 여러가지 촬영 각도의 조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의 조합을 달리하여 제공했을 때의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Morelli et al.(2010)은 Wii의 진동과 청각 피드백을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테니스 게임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동 피드백을 

주요 피드백으로 활용하였고, 청각 피드백을 보조 피드백으로 활용하여 

감각 피드백의 정보적 역할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진동 피드백과 청각 

피드백을 멀티 모달 방식으로 제공했을 때의 게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oi et al.(2015)은 진동과 청각 피드백을 활용한 수영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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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운동 수행자는 방수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팔에 

고정시켜 수영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수영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수영을 하는 상황에서 경쟁과 협동 요소를 게임에 

적용시켰다. 

Koivisto et al.(2011)은 프로젝터 스크린 화면을 통해 여러 사람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동 게임에 시각 피드백, 청각 피드백을 적용하였다. 

게임은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와 심박수 측정기를 몸에 고정시켜 게임에 

참여한 팀원의 심박수가 올라갈수록, 게임 속 자동차의 속력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동 게임 분야’에서 시각/청각/촉각의 

조합을 고려한 멀티 모달 피드백이 시도되고 있으나, ‘다양한 운동/스포츠 

분야’와 ‘재활 운동 분야’에서 제공되는 감각 피드백의 경우 시각/청각/촉각 

모두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Sigrist et al.(2013)은 운동 중 피드백 

방식에 있어 멀티 모달 피드백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 중 피드백 방식으로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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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측정을 위한 개념 정의 

 

이 절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위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아래의 개념은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한 설계 및 결과 분석에 활용된다. 

 

1. 감각 양식 

일반적으로 감각 양식(sensory modality)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다섯가지 감각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 방식에 해당하는 감각 경로로 

한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감각 양식은 시각, 청각, 

촉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2. 전달 방식 

전달 방식(presentation type)이란, 감각 양식 하위의 개념을 뜻한다. 

시각 피드백의 하위 전달 방식은 ‘숫자’, ‘밝아짐’, ‘깜빡임’이며, 청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은 ‘음성 카운팅’, ‘동기 부여’, ‘종소리’, 촉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은 ‘일정한 진동’, ‘길어지는 진동’, ‘완료 시 진동’이다.  

 

3. 감각 피드백 

이 연구에서는 감각 양식과 전달 방식을 합한 개념을 감각 피드백으로 

정의하였다. 즉, 감각 피드백은 시각(감각 양식)에 해당하는 감각 양식의 

하위 전달 방식과, 청각의 하위 전달 방식, 촉각의 하위 전달 방식을 모두 

합한한 개념이다. 

 

4.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 

이 연구에서는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에 대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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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경우, 피드백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용성은 

양적 측면에서 운동 횟수와 관련된 것이다. 효용성은 질적 측면에서 운동의 

퀄리티(quality)와 관련된 것이다.  

 

5. 도전적 목표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 시에는 근력의 증가를 위하여 운동 횟수, 

세트 수, 운동 빈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점진적인 운동 횟수 증가를 위하여 운동 수행자가 실현 가능한 

목표 횟수로 정한 횟수보다 더 많은 운동 횟수를 제시한다. 목표 운동 

횟수에 추가적인 운동 횟수를 더한 것을 ‘도전적 목표’로 정의하고,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6. 기기 피드백, 사람 피드백 

이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 상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기기 피드백’,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사람 피드백’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제 2 절 변인의 통제 및 측정 

 

이 절에서는 변인의 통제 및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 종류, 운동 강도, 운동 방법, 

운동 환경에 대해 통제하였다. 실험 (1), 실험 (2)의 변인의 통제와 측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실험 (1) 

 

(1) 운동 종류의 통제 

 실험 (1)에서는 [표 5]와 같이 실험에서 수행할 맨손 운동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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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로 한정하였다. 위의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부위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신 

운동으로 팔벌려뛰기(jumping jack), 하체 운동에서는 스쿼트(squat), 상체 

운동에서는 크런치(crunch)를 선택하였다. 팔벌려뛰기는 팔과 다리를 활용한 

전신 운동으로서, 자신의 체중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이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다. 등 

하부, 엉덩이, 허벅지 전체, 종아리 부위의 근육을 협응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크런치는 대표적인 복부 운동으로서, 허리 부분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윗몸 일으키기와 다른 점이다.  

둘째, 상대적인 운동의 강도를 고려하였다. 소모 칼로리에 기준한 운동 

강도 측정 방법에 따라, 신장이 170cm이고 체중이 60kg인 남성이 30분 간 

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팔벌려뛰기의 경우 179kcal를 소모하며, 

스쿼트는 221kcal를 소모하고, 크런치는 252kcal를 소모한다. ⑨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팔벌려뛰기의 운동 강도를 저강도, 

스쿼트의 운동 강도를 중강도, 크런치의 운동 강도를 고강도로 정의하였다.  

셋째, 운동 동작 수행 시의 상대적인 움직임 정도를 고려하였다. 

팔벌려뛰기의 경우 전신 운동이므로 움직임이 크다. 스쿼트의 움직임 

정도는 시작 자세와 운동 자세를 취했을 때의 차이가 60~90도로, 중간 

정도이다. 크런치의 움직임은 시작 자세에서 운동 자세를 취했을 때의 

차이가 30도 정도로 움직임이 적다. (ACSM, 2010)  

 

[표 5]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의 상대적 특징 정의 

                                            
⑨ 칼로리사전 (www.47k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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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강도의 통제  

[표 19]의 무산소 운동 원칙에 대한 권고 사항 중 ‘운동 종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은 통제하였다. 운동 처방 지침에 따르면, 운동 강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운동 빈도, 중량, 시간, 종류, 반복 횟수, 세트 수, 패턴, 점증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의 종류를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로 

달리하였으며 그 외의 요소는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ACSM, 2010) 운동의 

반복 횟수와 세트 수는 무산소 운동의 운동 지침을 따라 구성하였다. 

무산소 운동 중 프리웨이트 운동의 경우, 다양한 운동 종류를 섞어서 한 

세트를 구성한다. 운동 횟수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으로 각 운동 당 

10~20회씩 3세트를 반복하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세트를 팔벌려뛰기 15회, 스쿼트 15회, 크런치 15회로 구성하였고, 3세트를 

반복하도록 하였다. 한 세트가 끝난 후 쉬는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였다. 

(하루오, 2000) 

 

(3) 운동 방법의 통제 

실험 참가자 모두 동일한 운동 방법으로 운동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표 18]와 같이 운동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에 대한 운동 방법에 대한 순서와 주의 사항을 

제시하여, 실험 참가자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감각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운동 환경의 통제 

운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연구자와 실험 참가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빈 방에서 진행하였다.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의 실험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동일한 실험 조건을 제공하였다. 시각적 피드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도의 경우, 일반적인 36W(와트) 형광등의 조도에서 진행하였다. 

청각 피드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음 정도는, 스마트폰 소음 측정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59db (데시벨) 정도였다.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가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온전히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적 존재로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험 



 

 25 

참가자가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2. 실험 (2) 

 

(1) 운동 종류의 통제 

실험 (2)에서는 크런치로 운동 종류를 한정하였다. 크런치 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실험 (1)의 설문 및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감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2) 운동 강도의 통제 

[표 19]의 무산소 운동 원칙에 대한 권고 사항 중 ‘반복 횟수’, ‘점증’을 

제외한 모든 변인을 통제하였다. 운동 강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운동 빈도, 

중량, 시간, 종류, 반복 횟수, 세트 수, 패턴, 점증으로 이루어진다. (ACSM, 

2010) 실험 (1)과 달리, 실험 (2)에서는 운동의 종류를 크런치로 통제하고, 

반복 횟수를 달리하였다. 운동의 반복 횟수 설정 시에는, 실험 참가자의 

상대적인 운동 능력을 고려하되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Borg(1982)의 주관적 운동 강도(RPE)에서 15점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자신이 정한 목표 횟수만큼 운동을 

2세트 수행한 후, 2분 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고강도 운동에서는 운동 수행자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오, 2000) ‘점증’에 해당하는 변인을 달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가 주관적 운동 강도(RPE)에 기반하여 설정한 

목표 횟수에 따라 [표 6]와 같이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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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전적 목표 제시 기준 

 

(3) 운동 방법의 통제 

실험 참가자 모두 동일한 운동 방법으로 운동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표 18]와 같이 운동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크런치 

운동 방법에 대한 순서와 주의 사항을 제시하여, 실험 참가자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드백 제시 기준 

실험 (2)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진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모든 실험 참가자에게 동일한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경우 일관성이 결여될 것을 고려하여 피드백 제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림 7]에서 나열한 네 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보강 피드백을 제공하여 운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운동 동작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실험 수행 전 

튜토리얼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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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운동 중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가이드라인  

 

(5) 운동 환경의 통제 

운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연구자와 실험 참가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빈 방에서 진행하였다. 추가 변인에 의해 실험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동일한 실험 조건을 제공하였다. 시각적 피드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도의 경우, 일반적인 36W(와트) 형광등의 조도에서 진행하였다. 소음 

정도는, 스마트폰 소음 측정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55db 

(데시벨) 정도였다. 

실험 (1)과 실험(2)에서는 연구자의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실험 

(1)에서는 연구자가 주변적 존재로 위치하지만, 실험 (2)에서는 실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처럼 실험 참가자의 운동에 개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실험 (2)는 외적 타당성을 높여 실제 운동 시와 비슷한 환경을 

설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참가자는 평소 운동을 할 때처럼 

자신이 정한 목표 횟수만큼 운동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기 

혹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이 개입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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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피드백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둘째, 운동 중, 어떤 감각 피드백이 

선호되는지 알아본다. 셋째,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위의 세 가지 목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1.1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무엇인가? 

1.2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에서는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과정에 대한 관찰을 수행한다.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가 어떤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 문제 2. 운동 중, 어떤 감각 피드백이 선호되는가? 

2.1 감각 피드백은 어떤 운동 종류에서 만족도가 높은가? 

2.2 감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2.3 감각 피드백 조합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에서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먼저, 감각 피드백의 

하위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호되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감각 피드백의 조합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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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설문을 실시한다. 

 

연구 문제 3.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 비교했을 때) 

3.1 감각 피드백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2 감각 피드백에 따른 유용성/효용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에서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이 점진적인 

운동 횟수 증가 측면에서 얼마나 유용했는지, 운동 퀄리티 증가 측면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본다.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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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감각 피드백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은 연구 절차를 밟는다. 먼저,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예비 조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1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실험 

(1)에 활용한다. 실험 (1)에서는 운동 중 상황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감각 피드백을 제공할 때, 어떤 감각 양식과 어떤 전달 방식의 조합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실험 (1)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 기반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연구 문제의 검증은 다음의 순서를 거친다. 먼저, 예비 조사를 통해 

<연구 문제 1: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실험 (1)을 통해 <연구 문제 2: 운동 중, 어떤 감각 피드백이 

선호되는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2)를 통해 <연구 문제 3: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8]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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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예비 조사 

 

예비 조사에서는 실험에 활용될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하여, 실제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제공되는 정보들 중에서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1. 연구 방법 

 

(1) 관찰 

관찰 대상은 현재 피트니스 센터에서 주 2회 이상 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관찰 

대상은 총 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1세(SD=3)이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평균 45분 정도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간을 총 6회 

관찰하였다. 관찰 내용은 퍼스널 트레이너와 운동 수행자 간의 정보적 상호 

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관찰 방법으로는 운동 수행자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기록하였다. 사후, 동영상 촬영 

결과를 보며 필드 노트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9] 운동 상황 관찰  

 

(2) 인터뷰 

예비 조사에서 관찰한 결과에서 더 나아가, 현재 피트니스 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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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는 중이거나 과거에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관찰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함이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터뷰 참가자는 총 10명 (남:5, 여: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4세(SD=3.4)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으로 

15분간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운동 중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준이 

각기 다를 것이라 판단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경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 및 기록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7] 예비 조사 인터뷰 참가자 

 

2. 데이터 분석 방법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첫째,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관찰 내용을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따라 분류하였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의 과정에 따라, 관찰한 내용에 대한 요약 정보, 구체 정보, 

정보 속성에 대한 유목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운동 수행자가 운동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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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0)에 따라 한 문장을 분석 단위로 

정의한 후, 문장의 내용 간 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진행하였다. 관찰과 인터뷰 내용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예비조사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예비 조사 결과 

예비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 구조화하였다. 둘째,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중,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1) 운동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 상황에서의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크게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필요한 정보로 나뉘어질 

수 있다. 먼저, 운동 전에 제공되는 정보는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퍼스널 

트레이너는 운동 동작에 대한 시연과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운동 

동작에 대한 시연은 이미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세에 대한 설명 내용은 

언어적 속성을 띈다. 다음으로, 운동 중에는 ‘페이스 조절’과 ‘자세 지도’에 

대한 정보가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진다. ‘페이스 조절’은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로 구성되며,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로 

언어적으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세 지도’ 역시 운동 중에 제공되는 

정보 중 하나이다. 자세 지도에 대한 정보는 문제점 진단과 자세 교정에 

해당하는 구체 정보로 구성된다. 문제점 진단은 언어적 속성을 띄지만, 자세 

교정의 경우 실제 코치의 행동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는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운동 수행자는 하루 동안 

수행한 운동에 대한 질과 강도에 대한 평가와 몸풀기 등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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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게 된다.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언어적 속성을 띈다. 

 

[표 8] 운동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 

 

(2) 운동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중, 운동 수행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은 ‘운동 중’ 제공되는 정보였다. 

운동 전에는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과, 운동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에게 맞는 운동의 세트와 횟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운동을 몇 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얼만큼 해야되는지 알

려줬으면 좋겠어요.” (I09) 

 

운동 중에는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운동 횟수에 대한 정보와 

운동 자세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동 

횟수의 경우 목표와 운동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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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동작의 경우 운동 전에 아는 것과 운동 중에 실제로 수행하는 

동작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평가받고 싶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해야 운동 효과가 좋잖아요. 그런데 제 몸을 제

가 스스로 볼 수는 없으니까, 잘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I05) 

“운동 횟수 카운팅이 필요한 이유는 동작에 집중하게 되면 횟수를 잊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운동 횟수가 이런 프리웨이트 운동의 강도를 측정

하는 단위라고 생각해요.” (I01) 

 

운동 후에는, 운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와 마무리 운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 후 남게 될 통증이나 이후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 지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가 오늘 얼마나 잘 했고, 운동 효과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성적표

처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I02) 

“운동이 끝난 다음에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통증도 덜 

남고. 어떤 마무리 운동을 해야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I07) 

 

4. 소결론  

예비조사에서는 관찰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병렬적으로 살펴본 후, 

운동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찰과 

인터뷰를 모두 수행한 결과, 두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한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운동 

상황에서 주어지게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운동 전에는 운동 동작에 

대한 정보, 운동 중에는 페이스 조절과 자세 지도, 운동 후에는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운동 중’에 주어지는 정보였다. 운동 중에는 페이스 조절과 

자세 지도가 주어지는데, 인터뷰에 응한 운동 수행자 모두 ‘자세 지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자세 지도의 정보적 속성이 

언어와 행동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자세 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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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 중의 ‘페이스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페이스 

조절에 해당하는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피드백으로 제공했을 때의 운동 효과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를 감각 피드백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및 구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1차 프로토타입 개발 

 

이 절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및 구현한 1차 

프로토타입(prototype)에 대해 살펴본다. 실험을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은 

안드로이드 웨어(android wear) 기반의 에이수스 젠 워치2(ASUS zen watch 

2)와 삼성 갤럭시 S4(samsung galaxy S4)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위의 

디바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안드로이드 웨어(android wear), 타이젠(tizen), 워치 OS(watchOS) 중 

안드로이드 웨어가 오픈 코드를 활용한 개발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안드로이드 웨어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둘째, 젠 워치2 

에서는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진동 모터, 내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청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스피커를 탑재한 기종은 화웨이 워치(huawei watch)와 젠 

워치 2로 제한되어 있으며, 화웨이 워치의 경우 운동 상황보다는 고급화된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어 젠 워치2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 중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84% 이상인 것을 

반영하여⑩,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갤럭시 S4를 실험 도구로 선택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에 기반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의 기종을 

선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구조 설계 및 시스템 

                                            
⑩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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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수행하였다. 

 

1. 1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1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10]과 같이 연구자가 오퍼레이터(operator)로서 

조작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실험 참가자가 감각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스마트폰에서는 

시각/청각/촉각의 세 가지 감각 양식의 하위 전달 방식(presentation type)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위 전달 방식은 감각 양식 별로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연구자는 총 아홉 가지의 전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0] 1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2. 감각 피드백 디자인 

감각 피드백 디자인은 시각/청각/촉각의 피드백 디자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디자인 원칙(design rationale)을 세웠다. 먼저, 각 감각 

양식 별로 수행 횟수의 확인, 수행 단계의 확인, 수행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세 가지 전달 방식을 디자인한다. 시각 피드백의 경우, ‘숫자’를 통해 수행 

횟수의 확인이 가능하며, ‘밝기’ 정도를 통해 수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깜빡임’을 통해 수행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청각 피드백의 경우,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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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팅’을 통해 수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동기 부여’ 코멘트를 통해 

수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소리’를 통해 수행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촉각 피드백의 경우 감각 양식의 특성 상 수행 

횟수의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수행 여부에 대한 전달 방식 종류를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일정한 진동’과 ‘완료 시 진동’을 통해 수행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 단계 확인은 ‘길어지는 진동’을 통해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표 9] 1차 프로토타입의 감각 피드백 디자인 원칙 

 

[표 9]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감각 양식은 세 가지의 전달 방식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전달 방식은 맨 오른쪽 열의 디자인 원칙에 근거하여 

디자인되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단일 전달 방식만 출력될 수 있다. 시각 

피드백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의 스크린에 특정 화면이 나타나지만 청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의 경우 스크린에 아무 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횟수와 수행 단계의 경우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운동 방식에 있어서의 감각 피드백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 

횟수를 5회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배경이 

검은색(#000000)이므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숫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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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흰색(#FFFFFF)으로 디자인하였다. [표 9]의 디자인 내용은 운동 

수행자를 대상으로 2회의 프로토타입 평가를 실시하여, 진동 시간, 밝기 

등을 운동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한 최종 디자인 안이다. 

 

3. 프로토타입 구현 

[그림 11]은 실험 (1)에 활용될 1차 프로토타입의 실제 구현 모습이다. 

그림의 좌측에 위치한 것이 연구자가 조작하는 스마트폰 앱 화면이고, 

우측에 위치한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타나는 화면이다. 연구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시각/청각/촉각의 세 가지 감각 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전달 방식을 택하여 1부터 5까지의 버튼을 누르게 된다. 1부터 

5까지의 버튼은 운동 횟수를 뜻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운동 횟수에 맞게 

실험 참가자에게 제공될 피드백 방식을 선택한다. 이 때, 실험 참가자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운동의 수행 횟수, 

수행 단계,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그림 11]은 시각 피드백 

방식 중 ‘숫자’에 해당하는 전달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림 11] 1차 프로토타입의 실제 구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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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1) 

 

이 연구는 실험 연구 방법(experimental research method)을 활용하여 

주요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실험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의 본질과 정도를 고안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다. 실험 

(1)에서는 운동 별 감각 피드백 방식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 참가자의 평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연구문제 2: 운동 중, 어떤 감각 피드백이 

선호되는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한다. 실험 참가자는 운동 중 

상황에서 총 아홉 가지의 감각 피드백 전달 방식을 제공받으며, 각 전달 

방식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실험 후, 아홉 가지 전달 방식의 

조합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프로토타입 개선에 반영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설문 결과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실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연구 방법 

 

(1) 실험 연구  

이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실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험 연구 방법을 택한 이유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주어지는 

감각 피드백의 반복 시행을 통해 여러 종류의 전달 방식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험 연구는 반복 시행이 가능하며, 변인 외의 

실험 환경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실험 연구 방법에서는 실험 결과가 순수한 실험 처치에 

의한 변화 때문에 발생하도록 하는 내적 타당도와, 실험 결과의 일반화 

정도에 관한 외적 타당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감각 피드백을 랜덤으로 

제공하여 피드백의 평가 내용에 대한 왜곡 정도를 줄였다. 또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운동 수행자에게 권장되는 운동 횟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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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 세트 구성을 하여 실험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오즈의 마법사(wizard-of-oz) 방법을 

활용하였다. Martin et al.(2012)에 따르면, 오즈의 마법사 방법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도록 설정하고, 

실제로는 연구자가 배후에서 시스템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오즈의 

마법사 방법의 시행 목적은 완성 제품이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프로토타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 방법은 유연하고 반복 적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발견을 제공할 수 있다. 

 

(2) 설문 

이 연구에서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 내용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번째 설문의 경우, 모집한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평소 운동 횟수, 운동 동기, 운동 지식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험 전에 실시되었다. 두번째 설문은, 

실험 중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각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관련된 점수를 5점 척도로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세번째 설문은, 운동 후에 

각 피드백 전달 방식에 대한 조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전, 실험 중, 실험 후에 설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3) 반구조화 인터뷰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는 질적 조사 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에 속한다. 반구조화 인터뷰는 미리 정해 놓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연구자가 원하는 질문을 자유롭게 추가하는 

방법이다. 반구조화 인터뷰의 장점은 연구 주제에 관한 응답자의 생각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피드백 방식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가 응답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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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의 하위 전달 방식 별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 실험 

 

[그림 12]에 명시된 내용처럼, 실험 (1)은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피실험자 모집, 사전 설문, 운동 동작에 대한 튜토리얼, 감각적 

피드백 방식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사후 설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림 12] 실험 (1) 설계 

 

(1) 피실험자 모집 

피실험자는 신체가 건장하고, 기기 친숙도가 높은 20~30대로 한정하여 

3일 간 모집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중-고강도 운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운동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피실험자 모집 시에 실험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본인의 운동 능력을 반영하여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운동 능력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실험 

참가자의 성비를 균등하게 모집하였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7.3세(SD=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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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실험 (1) 실험 참가자 

 

(2) 사전 설문  

사전 설문 단계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실험 참가자의 평소 운동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즐겨하는 운동, 평소 운동 횟수, 운동 

목적, 운동에 대한 동기, 운동에 대한 지식, 실험에서 수행할 운동에 대한 

경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사전 설문을 통해 운동 동기와 운동 지식이 

아주 낮거나 전혀 없는 사람(3점 미만/7점 만점)은 실험에서 제외하여, [표 

10]에 해당하는 실험 참가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운동 동기와 운동 

지식에 대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운동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인지적, 행동적 전략을 강화시켜 운동 

학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Janelle, Kim, & Singer, 1995) 사전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이후 데이터 분석 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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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평소 운동 행동에 관한 사전 설문지 

 

(3) 튜토리얼 

운동 동작에 대한 튜토리얼은 실험에서 수행하게 될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실험 참가자마다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를 경우,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험 참가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동 동작을 수행하게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튜토리얼 시간 동안 [그림 14]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보면서 운동 동작을 따라하였다. 운동 동작은 익숙해질 때까지 

5회 이상 반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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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팔벌려뛰기 동작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 ⑪ 

 

(4) 운동 중 감각 피드백 실험 

운동 중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5]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연구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감각 피드백의 아홉 

가지 전달 방식을 조작하면, 운동 중인 실험 참가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감각 피드백을 전달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실험에서 수행하는 운동의 경우, 하루오(2000)에 따른 적정 운동 

강도에 근거하여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를 5회씩 3번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실험 참가자는 한 세트 당 팔벌려뛰기 15회, 

스쿼트 15회, 크런치 15회를 진행한 후 2분 간 휴식하게 된다. 이는 실험의 

외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운동 처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다. 실험 

참가자는 동일한 감각 피드백 방식으로 한 종류의 운동 5회를 진행하고, 

다른 종류의 피드백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운동 5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운동 별로 제공되는 감각 피드백 전달 방식의 순서는 랜덤으로 

하였다.  

 

 

                                            
⑪ www.passion4profes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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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피드백 실험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 내용을 데이터화하기 위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그림 16]처럼 감각 피드백의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었다. 실험 참가자는 동일한 감각 

피드백이 제공된 5회의 운동이 끝난 직후에 만족도 점수를 연구자에게 직접 

말하였다. 연구자는 만족도 점수를 데이터 시트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한 만족도 점수는 이후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림 16]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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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질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림 17]과 같은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반구조화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인터뷰의 

장점을 살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질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제공된 피드백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2차 

프로토타입을 위한 요구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7]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인터뷰 가이드라인 

 

(5) 사후 설문 

실험 (1)에서는 운동 별로 단일한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실험 

(2)에서는 다양한 감각 양식을 조합한 피드백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그림 

18]과 같이 감각 양식의 조합에 관한 선호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을 

on/off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후, 운동 

별로 어떤 전달 방식을 조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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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설문지에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를 할 때 어떤 감각 피드백의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기입하였다.  

 

 

[그림 18] 감각 피드백 조합에 대한 사후 설문지 

 

 

제 4 절 2차 프로토타입 개발 

 

이 절에서는 실험 (1)에서 도출된 결과에 기반한 2차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해 알아본다. 2차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1차 프로토타입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으나, 

스마트폰 앱 화면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피드백 방식은 실험 (1)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다.  

2차 프로토타입에서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1)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각/청각/촉각의 감각 양식을 복합적으로 조합한 

멀티 모달 피드백(multimodal feedback)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실험 (1)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관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스마트폰 앱 화면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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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그림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 2차 프로토타입은 1차 프로토타입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오퍼레이터로서 조작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실험 참가자가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2차 

프로토타입 개발의 목적은, 운동 중 감각 피드백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프로토타입이 제공하는 기능은 운동 횟수에 대한 ‘음성 카운팅’, 

남은 횟수에 따른 ‘동기 부여’로 나뉠 수 있다.  

 

 

[그림 19] 2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2. 감각 피드백 디자인 

2차 프로토타입의 감각 피드백 디자인은 실험 (1)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하였다. 실험 (1)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일수록 감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감각 양식 별 

피드백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시각 피드백에서는 ‘숫자’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청각 피드백에서는 ‘음성 카운팅’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나, 동기 부여에 대한 만족도도 ‘음성 카운팅’만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촉각 피드백의 경우 ‘일정한 진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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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실험 참가자가 

팔벌려뛰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감각 피드백 조합은 ‘음성 카운팅+일정한 

진동’(25%)이었고, 스쿼트와 크런치의 경우 ‘숫자+동기 부여+일정한 

진동’(2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 참가자는 운동 수행 시 

멀티 모달 피드백(multimodal feedback)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1)에서 수행했던 감각 피드백 조합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결과에 기반하여, 멀티 모달 피드백의 설계 시 [표 11]와 같이 피드백의 

정보와 역할을 구분하였다. 실험 참가자 모두 청각 피드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요 피드백 방식을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 

방식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았던 진동의 경우 운동 동작의 

지속시간에 대한 보조적 정보를 제공하여, 운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만족도 점수가 제일 낮았던 시각 피드백의 경우, 운동 횟수를 

숫자로 제시하여 주변적인(ambient) 횟수 인식이 가능하게 하였다.  

 

[표 11] 2차 프로토타입 감각 피드백 디자인 원칙 

 

3. 프로토타입 구현 

[그림 20]은 실험 (2)에 활용될 2차 프로토타입의 실제 구현 모습이다. 

연구자는 그림의 좌측에 위치한 스마트폰 앱 화면을 통해서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 방식에 대한 조작을 하게 된다. 실험 참가자는 그림의 우측에 

위치한 것과 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피드백을 제공받게 된다. 감각 

피드백은 운동 횟수를 주변적으로 알려주는 시각 피드백, 운동 횟수와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청각 피드백, 운동 지속 시간에 대해 알려주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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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운동 횟수의 경우, 실험 참가자가 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되 점진적인 운동 횟수 증가를 위해 기기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다. 도전적인 목표치에 가까워오면, 청각 

피드백에서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20] 2차 프로토타입의 실제 구현 모습 

 

제 5 절 실험 (2) 

 

이 절에서는 실험 (1)에서 도출한 결과에 기반하여, 운동 중 감각 

피드백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실험 (2)를 진행한다. 실험 (2)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내용은 <연구문제 3: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실험 (2)의 연구 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게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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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experiment research method)을 활용하여 주요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실험 (2)에서는 크런치 운동 시 제공되는 감각 양식의 

조합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 

참가자의 평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운동 중 상황에서 멀티 모달 피드백과 사람에 의한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피드백 방식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설문 결과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실험 (2)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실험 진행에 

대해 살펴본다. 

 

1. 연구 방법 

 

실험 (2)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실험 (1)에서 언급했던 연구 방법론적 측면 보다는 실험 (2)의 

내용적인 부분에 초점에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1) 실험 연구  

실험 (2)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실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연구는 반복 시행이 가능하며, 변인 외의 실험 환경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실험 연구 

방법을 택한 이유는 반복 시행을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주어지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비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험 (2)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순서를 랜덤으로 하여, 

피드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 전 운동 횟수에 관한 기준 자료(baseline 

data)를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하였고, 이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A/B 테스트 방법을 활용하였다.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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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란 한 가지 요소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시험하여 더 나은 

것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평가를 A/B 테스트를 통해 

알아본다.  

 

(2) 설문 

실험 (2)에서는 운동 중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 대한 

실험 참가자의 평가 내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실험 전, 개인 별 운동 횟수에 대한 

기준 자료 획득을 위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다. 실험 중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평가를 

설문으로 데이터화한다.  

 

(3) 반구조화 인터뷰 

실험 (1)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 내용에 기반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평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필요한 내용에 관한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미리 작성해 둔 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시 연구자가 자유롭게 질문하였다.  

 

2. 실험 

 

[그림 21]에 명시된 내용처럼, 실험 (2)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피실험자 모집, 사전 설문, 운동 동작에 대한 튜토리얼, 기기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에 대한 비교 실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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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험 (2) 설계 

 

(1) 피실험자 모집 

피실험자는 실험 (1)에 참여한 사람들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2)를 진행하였다. 피실험자 모집 시, 실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 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운동 동기와 운동 지식이 보통 (4점/7점 만점)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험 (2)의 

피실험자는 실험 (1)에 참여했던 인원의 절반으로 총 10명을 모집하였다. 

남녀 운동 능력의 차이에 따라 데이터의 오염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남녀 

5명씩 성비를 균등하게 모집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7.4세(SD=3.4)였다. 

 

[표 12] 실험 (2) 실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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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설문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전 설문 단계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개인별 운동 능력에 맞는 크런치 운동 횟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운동 방법의 경우, 크런치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와 영상 링크를 제공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크런치 운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힘들다’, ‘아주 힘들다’, ‘더 이상 못 하겠다’에 해당하는 운동 

횟수를 온라인 설문으로 기록한다. ‘힘들다’, ‘아주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은 Borg(1982)의 주관적 운동 강도(RPE)에 

기반한 것이다. 주관적 운동 강도에 기반한 운동 횟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실험 당일 수행할 목표 횟수에 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김재구(2009)는 일반적으로 ‘힘들다’에 

해당하는 횟수가 고강도 운동에 적합한 운동이며, 점진적으로 운동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몸의 상태에 따라 ‘힘들다’에 

해당하는 운동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험 당일 수행할 운동의 목표 

횟수는 실험 직전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22] 운동에 대한 기준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설문지 

 

(3) 튜토리얼 

실험 참가자 모두 실험 (1)에 참여하였으므로, 크런치의 운동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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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는 이미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운동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두로 동작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운동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였다. [그림 7]와 같이, 크런치 운동 동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제공하였다. 운동 동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유튜브(youtube) 동영상 중 시청 횟수가 높은 것[그림 23]을 참고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운동 동작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5회 이상 반복하였다.  

피드백 방식에 대한 튜토리얼도 함께 진행되었다. 실험 (2)에서 제공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에 의한 피드백에 대한 안내가 

주어졌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경우, 실험 (1)의 

결과에 기반하여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전달 방식의 조합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경우 퍼스널 트레이너의 역할을 

연구자가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 참가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5회의 운동 동작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림 23] 크런치 동작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⑫ 

 

 

 

                                            
⑫ www.passion4profes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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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 비교 실험 

[그림 24]와 같이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실험 참가자는 운동을 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피드백 혹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제공 받는다. 운동 횟수의 경우, 

실험 전에 실시한 크런치 운동에 대한 기준 자료에 기반하여, 실험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2세트 

기준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 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크런치 운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 세트가 끝난 

후 쉬는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 순서는 랜덤으로 하였다. 이는, 피드백의 

제공 순서에 따라 실험 결과가 왜곡될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림 24] 사람 피드백(좌)과 기기 피드백(우)의 비교 실험 

 

둘째, 기기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설문은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 측면에서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족도는 피드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유용성은 피드백을 통해 

운동 횟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효용성은,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의 퀄리티(quality)가 증가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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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피드백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한 설문지 

 

운동 횟수 측면에서, 점진적인 운동 횟수 증가를 목적으로 기기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 모두 실험 참가자가 설정한 목표 횟수보다 높은 

도전적인 목표 횟수를 제시하였다. 목표 횟수를 넘어섰을 경우,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실험 참가자가 도전적인 목표 횟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기기 피드백의 경우 근육 수축의 지속 시간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사람 피드백의 경우 [그림 7]의 기준에 

따라 보강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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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데이터 분석 

 

제 1 절 실험 (1) 

 

이 절에서는 실험 (1)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평소 

운동 행동에 관한 특징의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실험 (1)의 

타당성에 대해 대한 검증한다. 둘째, 감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운동 별, 전달 방식 

별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셋째, 선호하는 

감각 피드백 방식의 조합에 대해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운동 중 가장 

선호되는 감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 조합을 결과로 도출한다. 

 

1. 평소 운동 행동에 관한 특징 

실험 (1)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실험 참가자의 평소 운동 행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전 설문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번째로는, 실험 

참가자들이 즐겨하는 운동은 무엇이며, 운동을 얼마나 즐겨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험 참가자들이 즐겨하는 운동의 

경우, 실험 참가자의 90%가 유산소 운동을 즐겨한다고 답했으며, 무산소 

운동을 즐겨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10%애 그쳤다. 평소 운동 횟수의 경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3회 혹은 1회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35%를 차지하였다. 반면, 무산소 운동은 일주일 기준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무산소 운동을 즐겨하지 않으며, 실제 운동 횟수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통해, 무산소 운동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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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즐겨하는 운동 종류와 운동 횟수 

 

두번째로,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동 목적, 운동 동기, 운동 지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 목적의 

경우 ‘건강/체력 증진’이 6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25%), ‘여가 활동’(10%)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운동 동기 

측면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 자신의 운동 동기를 ‘높은 

편’(50%)이라고 답했으며, ‘높음’(20%), ‘보통’(15%), ‘낮은 편(10%), ‘아주 

높음’(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의 운동 

동기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동 지식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경우, ‘보통’(45%)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편’(30%), ‘낮은 편’(15%), ‘높음’(5%), ‘낮음’(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 참가자의 85%가 보통 이상의 운동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80%가 보통 이상의 운동 지식을 보유하였으므로 운동 수행을 

기반으로 한 실험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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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실험 참가자의 평소 운동 목적/동기/지식 

 

세번째로, 실험 (1)에서 수행하게 될 운동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실험 설계 시 연구자가 특정한 운동 종류의 

보편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참가자 모두 팔벌려뛰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00%). 

스쿼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20명의 실험 참가자 중 

18명으로 90%였으며, 크런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 6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가 실험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험해 본 보편적인 운동임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에서 수행할 운동 종류에 

대한 선택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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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실험에서 수행할 운동의 수행 경험 

 

2. 감각 피드백 방식에 대한 만족도 분석  

 

(1) 운동 종류에 따른 만족도 분석 

운동 종류에 따른 감각 피드백의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설문을 통해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와 감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 점수를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세 가지 운동 별 

만족도 평균의 합은 [그림 2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26] 운동 종류에 따른 만족도 평균의 합 

 

[그림 26]의 운동 종류에 따른 감각 피드백의 만족도 평균의 합을 

살펴보면, 크런치, 스쿼트, 팔벌려뛰기 순으로 만족도 평균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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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벌려뛰기의 만족도 평균 합은 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팔벌려뛰기의 동작이 정면을 응시하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동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감각 피드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쿼트(9.0점)와 크런치(9.1점)의 만족도 평균은 

팔벌려뛰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스쿼트와 크런치처럼 상대적으로 정적인 

운동, 중강도 이상의 운동에서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크런치는 세 운동 중 가장 고강도 

운동에 속하는 운동으로서,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표 5]에 근거하여 정적이며 고강도인 운동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 종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만족도의 합을 기준으로 통계 분석(One-way RM ANOVA)을 

수행한 결과, F(2,38)=30.94, p<0.001으로 세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였다. 세 그룹 중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그룹 쌍을 찾기 위해 paird 

t-test를 수행했다. 팔벌려뛰기-스쿼트 간의 차이(p<0.001)와 팔벌려뛰기-

크런치 간 차이(p<0.001)는 유의미했다. 그러나, 스쿼트-크런치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스쿼트에 비해 고강도 

운동이며, 정적인 운동인 크런치 수행 시에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쿼트 할 때는 자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해서 피드백에 신경을 잘 못 

썼어요. 크런치 할 때는 그나마 피드백에 집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P05) 

“크런치 할 때 손을 앞으로 뻗고 있으니까 피드백 인지에 확실히 도움

이 됐어요.”(P20) 

 

(2)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 분석  

운동 별 감각 피드백의 만족도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감각 양식 별 만족도 평균 점수의 경우 청각 피드백(3.86점), 촉각 

피드백(2.86점), 시각 피드백(1.9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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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 평균 

 

감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그림 27]와 

같다.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대해, 만족도 합을 기준으로 통계 

분석(One-way RM ANOVA)을 수행한 결과, F(8,152)=53.65, p<0.001로 

유의미했다. 시각 피드백에서는 ‘숫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 평균 

점수(2.62점)을 나타냈다. ‘숫자’의 경우, 직관적으로 운동 횟수 인지가 

가능하지만 ‘밝아짐’과 ‘깜빡임’의 경우 직관적인 운동 횟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실험 참가자 모두 운동 중에는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숫자는 직관적이잖아요. 추가적인 해석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했어요.” (P05) 

“깜빡임이나 밝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세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P07) 

 

청각 피드백의 모든 전달 방식(음성 카운팅, 동기 부여, 종소리)가 그 

외의 전달 방식에 비해 만족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 

피드백에서는 ‘음성 카운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4.22점), ‘동기 

부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4.2점).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횟수가 더 

늘어난다면, ‘동기 부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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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실험 (2)에서 진행하였다. 

‘종소리’의 경우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비해 속도가 빠르므로, 

팔벌려뛰기처럼 상대적으로 동적인 운동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각으로 알려주는 게 다른 것보다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운동하다 힘

들면 눈 감고 하는데…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P16) 

“운동 하면서, 마지막에 좀 힘들었는데 ‘한번 더’, ‘끝’ 이렇게 알려주니

까 거의 다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P04) 

“종소리는 팔벌려뛰기 할 땐 괜찮았어요. 속도가 빨라서. 근데 땡땡 하

는 게 틀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P15) 

 

촉각 피드백에서는 ‘일정한 진동’이 가장 높은 만족도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3.05점). ‘길어지는 진동’의 경우,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해야하는데 

진동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니까 인지적인 방해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완료 시 진동’의 경우 기기가 횟수를 세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아서 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하였다. 

 

“일정하게 세어주니까, 내가 지금 동작을 하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

다는 점은 좋았는데 횟수를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세어야 한다는 점은 

혼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P06) 

“진동이 길어지는 게 헷갈렸어요. 이게 지속 시간인가? 운동 동작을 진

동만큼 지속하라는 건가요?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하고 있는데, 웨어러

블 디바이스가 일정하지 않은 진동을 주니까…운동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P17) 

“마지막에만 진동을 주니까 좀 당황했어요. 내가 운동하는 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알고 있는건지, 피드백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신뢰감이 

생긴 상태라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기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별로였어요.”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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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 방식에 따른 운동 별 만족도 분석  

[그림 28]는 감각 피드백 전달 방식에 따른, 운동 별 만족도의 분석 

내용이다. 전달 방식에 따른 운동 별 만족도 차이에 대해 만족도 합을 

기준으로 통계 분석(Two-way RM ANOVA)을 수행한 결과, 전달 방식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F(8,152)=53.65, 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종류에 따른 만족도 차이도 F(2,38)=30.94, p<0.001로 유의미했다. 

전달 방식과 운동 종류 두 변수 간 인터랙션 효과도 F(16,306)=8.854, 

p<0.001로 유의미했다.  

 

[그림 28] 전달 방식에 따른 운동 별 만족도 평균 

 

시각 피드백(숫자, 밝아짐, 깜빡임)의 경우, 크런치에서 만족도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스쿼트의 만족도 평균 점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팔벌려뛰기의 경우 시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스쿼트랑 크런치는 그나마 시각 피드백 확인이 가능한데, 숫자 빼고는 

인지하기 힘들었어요.” (P16) 

“팔벌려뛰기 할 때는 시각 피드백 전부 안보였어요.”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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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피드백(음성 카운팅, 동기부여, 종소리)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의 

경우 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 세 가지 운동 모두 만족도 평균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종소리’의 경우, 팔벌려뛰기를 할 때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스쿼트, 크런치를 할 때의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쿼트나 크런치는 운동이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음성으로 알려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P11) 

“팔벌려뛰기는 속도가 빠른 운동이기 때문에 종소리처럼 빠른 피드백이 

좋은 것 같아요. 리듬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P13)  

 

촉각 피드백의 경우(일정한 진동, 길어지는 진동, 완료 시 진동), 

스쿼트와 크런치는 촉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팔벌려뛰기의 경우에는 촉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다른 피드백 전달 방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팔벌려뛰기처럼 움직임이 큰 운동의 경우 촉각 피드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팔벌려뛰기할 때 사실 진동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길어지는 

진동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P19) 

“스쿼트나 크런치는 팔벌려뛰기에 비해서 정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동 확인이 쉬웠어요.”(P20) 

 

3. 선호하는 감각 피드백 방식의 조합 

개방형 설문을 통해 선호하는 감각 피드백 방식의 조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9가지 감각 피드백 전달 방식 중에서 운동 별로 

조합하고 싶은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개방형 설문의 특징 상, 

개인 별 선호에 따른 감각 피드백 조합의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는 ‘음성 카운팅’ 또는 ‘동기 부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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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포함한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팔벌려뛰기 운동 시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해당하는 피드백 방식이 포함된 조합을 70% 

이상이 선택했다. 스쿼트 운동 시에는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를 포함한 

감각 피드백 조합을 95%가 선택하였다. 크런치 운동 시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를 포함한 감각 피드백 조합은 70%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감각 피드백 조합은 [표 16]와 같다. 

 

      

[표 16] 운동 별 선호하는 감각 피드백 조합 

 

팔벌려뛰기의 경우, 운동의 특징 상 시각 피드백 확인이 어려우므로, 

시각 피드백을 배제하고 감각 피드백을 조합하였다. 팔벌려뛰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감각 피드백 조합은 ‘음성 카운팅+일정한 진동’(25%), ‘동기 

부여+일정한 진동’(15%)였다. 다음으로, 스쿼트, 크런치의 경우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이 모두 조합한 형태를 선호하였다. 스쿼트와 

크런치는 팔벌려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이며,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포함한 감각 피드백 조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스쿼트의 경우, ‘숫자+동기 부여+일정한 진동’(25%), 

‘숫자+음성 카운팅+일정한 진동’(20%)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크런치의 

경우,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숫자+동기 부여+일정한 진동’(20%), ‘숫자+음성 

카운팅+일정한 진동’(15%) 순으로 감각 피드백 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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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2) 

 

이 절에서는 실험 (2)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크런치 운동 횟수의 기준 자료 분석에 대해 검토한다. 이에 기반하여, 실험 

참가자가 실험 (2)에서 수행할 운동의 목표 횟수를 상대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기기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의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1. 크런치 운동 횟수에 대한 기준 자료 

[표 17]과 같이, 실험 참가자들의 크런치 운동 횟수에 대한 기준 

자료(baseline data)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 내용은 주관적 

운동 강도(RPE)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동 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입하는 것이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능력 측면에서 개인 간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 설계 

시,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개인 별 운동 능력을 반영하여 목표 횟수를 

설정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개인 별로 

자신이 실험에서 수행할 운동의 목표 횟수를 직접 설정하게 하였으며, [표 

6]에 근거하여 도전적 목표를 제시한 후 점진적인 운동 횟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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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크런치 운동 횟수에 대한 기준 자료 

 

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분석 

실험 (2)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 10명을 대상으로,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기기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의 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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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기기 

피드백(4점)이 사람 피드백(3.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데이터를 paired t-test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t(9)= 0.89553,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의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기 피드백이 사람 피드백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의미있는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 대다수가 운동 시, 타인에 의한 

‘강제성’을 원하는 것과 동시에 부담스러워 하는 역설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기기 피드백이 사람 피드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를 사람 피드백이 가지는 ‘강제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사람 피드백이 주어질 경우 ‘감시(surveilance)’하는 타인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는 반면, 기기의 경우 ‘자기 감시(self-surveilance)’의 도구로 

작용하므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 동작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을 통해 자기 

감시를 수행하면서도 기기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거부감이 적은 방식으로 

운동 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람이 다섯 번 더 하라고 하는 것과 기기가 더 하라고 하는 거랑 다

른 것 같아요. 기기가 반감이 덜 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있으면 더 

강압적인 느낌이어서. 사실 운동 효과로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게 더 좋

긴 한데.” (A08)  

“사람이 주는 피드백은 혼자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통제를 받는 느낌이

에요.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데도 이상하게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A03) 

“디바이스를 차고 있으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사람은 

한 발짝 멀리 있는데 이건 몸에 붙어있으니까. 혼자 피드백을 주고 받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피티를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A05) 

“처음에 기기를 접했을 때 횟수도 세 주고, 몇 번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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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신기해서 재미있었어요. 사람은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더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04) 

 

3.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에 대한 유용성, 효용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유용성은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 횟수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효용성은,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의 퀄리티(quality)가 증가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림 30]처럼, 유용성과 효용성의 평균 점수는 앞서 확인한 만족도 

점수와는 달리, 사람 피드백이 기기 피드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과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유용성, 효용성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용성은 t(9)= 

1.4056,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효용성도 t(9) = 0.318, p >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기 피드백이 사람 피드백만큼 유용성,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기기 피드백이 일부 대체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0] 기기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의 유용성, 효용성 평균 

 

인터뷰 결과에 기반하여, 사람 피드백의 경우 타인의 감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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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때문에 운동 횟수 증가, 운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기 피드백의 경우 ‘자기 감시’ 수단으로 

기능하여, 운동 횟수 증가, 운동 퀄리티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유용성 측면에서, 모든 실험 참가자는 기기 피드백과 사람 피드백의 

종류와 상관없이 도전적 목표 횟수를 달성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람이 제공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횟수 카운팅’을 해주고,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사람 피드백에서 느낄 수 있는 강제성을 부담감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방적으로 도전적 

목표 횟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도전적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는 기기 피드백보다 사람 피드백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또한, 사람 피드백의 경우, 상황적 맥락에 맞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동원하여, 다양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더욱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통한 

운동 횟수의 점진적인 증가 측면에서는 사람 피드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운동을 더 

하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A04) 

“사람 피드백은 옆에서 운동 횟수를 제대로 카운팅을 해주고, 옆에서 감

시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표 횟수보다 더 했어요. 궁시렁궁시렁 거

리면서도 이상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웨어러블 기기가 

더 많이 하라고 하면, 그냥 대충할 것 같은데.” (P01)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하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트

레이너처럼 세주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어요. 2번 남았다, 1번 

남았다 알려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게 돼

요.” (A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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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측면에서, 실험 참가자 대다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운동 

횟수를 세어줌으로써, 운동 동작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정한 진동을 제공함으로써 동작의 지속 시간을 

감각적으로 학습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듯,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일정하고 

정확한 속도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 피드백은 운동 수행자의 운동 속도나 몸 상태를 반영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pace)에 

맞는 운동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사람 피드백의 경우, 자세 교정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강적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운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효용성이 있으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이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동작을 하면서 멈춰있는 2초가 정말 길다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기기

에서 진동이 울리는 게 느껴니까 얼마나 자세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정

확하게 알 수 있어서, 똑바로 운동을 한 듯한 기분이 들어요.” (A03) 

“기기 피드백은 내 몸의 속도와 상관없이 계속 횟수를 올려가지고, 따라

가기 벅차서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동작을 제대로 못하고 망가지는 게 

싫었어요. 나중에 힘들어지고 그런 걸 웨어러블 기기가 못 알아차리는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A02) 

“근육 수축을 지속하는 시간을 재줘서 좋았어요. 내 팔 위치, 몸을 얼마

나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주면 좋을텐데. 이게 아쉬워요. 운동 하면서 가

장 많이 의존했던 것은 횟수 세주는 목소리와 지속 시간을 알려주는 진

동이었던 것 같아요.” (A01) 

“사람 피드백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세를 교정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기기 피드백은 내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유지 시간을 피드백으

로 알려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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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디자인 제언 

 

제 1 절 단일 감각 피드백 

 

1. 시각 피드백 

시각 피드백은 운동 중 주변적 피드백으로 기능한다. 운동 중에는 시각 

피드백 확인을 위한 주의 집중이 어려우므로,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시각 피드백으로 디자인한 ‘숫자’, ‘밝아짐’, ‘깜빡임’ 

중에서는, ‘숫자’로 운동 횟수를 카운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숫자’를 통해 운동 횟수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운동 중 상황에서 시각 피드백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운동 중 상황에서 시각 피드백은 주변적 피드백으로 기능하므로, 

디지털 기기의 제한된 화면 내에 시각 정보를 표현하는 것 외에, 주변적 

디스플레이(ambient display)나 제품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인 정보 전달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청각 피드백 

청각 피드백은 운동 중 주요 피드백으로 기능한다. 청각 피드백의 경우, 

단순한 알림 소리부터 사람의 음성을 복잡한 정보 전달까지,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디자인한 ‘종소리’, ‘음성 카운팅’, ‘동기 부여’ 

중, 사람의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 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소리’의 경우, 방해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음성 피드백의 경우 복잡한 정보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동기 부여에 대한 피드백 종류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운동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운동 중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게 되면 운동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드백에 대한 정보의 양과, 제공 빈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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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은 운동 중 보조적 피드백으로 기능한다. 촉각 피드백을 

활용하면, 정적인 운동 수행 시 개인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동 동작에 따라 진동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운동 동작을 고려한 촉각 피드백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정한 진동’, ‘길어지는 진동’, ‘완료 시 진동’을 디자인한 

결과 ‘일정한 진동’이 가장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반복 횟수, 시간 등을 

조절하여 운동 동작 별 적합한 진동 강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진동의 경우 전달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진동이 

제공하는 정보의 역할 정의도 중요하다. 촉각 피드백은 몸의 특정 부위에 

대한 진동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운동 중 

피드백이 제공될 시,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제 2 절 멀티모달 피드백 

 

멀티 모달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각 피드백 간의 정보의 

위계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각 피드백 간의 위계와 역할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멀티 모달 감각 피드백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 중에는 높은 주의 집중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피드백이 

한꺼번에 주어질 때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 

동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 감각 피드백에 대한 정보의 

위계와 역할 구분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각 피드백을 주요 피드백, 촉각 피드백을 보조 피드백, 

시각 피드백을 주변적 피드백으로 활용하였다. 운동 수행 중, 청각 피드백을 

통해 운동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를 정보로 제공하고, 촉각 피드백을 

통해서는 운동의 지속 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시각 피드백을 

통해서는 자신의 운동 횟수에 대한 정보를 주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 동작과 감각 양식에 따라 정보의 위계와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운동 중 멀티 모달 피드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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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운동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운동 중 

어떤 감각 피드백이 선호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셋째,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문제 1: 운동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운동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의 정보로 나뉘어질 수 있다. 운동 전에 주어지는 

정보는 ‘동작 설명(운동 동작 시연, 자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으로, 운동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페이스 조절(횟수 카운팅, 동기 부여)’과 ‘자세 

지도(문제점 진단, 자세 교정)’이다. 운동 후에는 ‘평가 및 관리(운동의 

강도와 질에 대한 평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앞서 설명한 

정보들 중에서 운동 수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운동 중에 해당하는 

‘페이스 조절(횟수 카운팅, 동기 부여)’과 ‘자세 지도(문제점 진단, 자세 

교정)’였다. 관찰 결과에 의하면, 자세 지도는 행동에 관한 정보 속성을 

가지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피드백을 통해 행동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자세 교정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 

조절에 해당하는, 횟수 카운팅과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연구 문제 2: 운동 중, 어떤 감각 피드백이 선호되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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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감각 

피드백은 청각 피드백, 촉각 피드백, 시각 피드백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족도에 따라 정보 제공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 중 상황에서 청각 피드백을 주요 

피드백, 촉각 피드백을 보조적 피드백, 시각 피드백을 주변적 피드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동 별 만족도는 크런치, 스쿼트, 팔벌려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강도 운동과 정적인 운동일수록 감각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감각 

피드백의 전달 방식 조합에 있어서는, 시각 피드백의 ‘숫자’와 청각 

피드백의 ‘음성 카운팅+동기 부여’, 촉각 피드백의 ‘일정한 진동’의 조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운동 별로 피드백 조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멀티 모달 피드백 조합을 여러 가지 운동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운동의 종류와 상관 없이 

일정한 멀티 모달 피드백 방식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3: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감각 피드백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만족도 측면에서 기기 피드백이 사람 피드백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사람 피드백은 타인에 의한 감시(surveillance) 효과 

때문에 부담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기 

피드백은 자기 감시(self-surveilance) 도구로 기능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피드백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용성과 효용성은 사람 피드백이 기기 피드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존재가 주는 감시(surveillance) 

효과는 운동 횟수 증가 측면에서의 유용성, 운동의 퀄리티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기 피드백의 유용성과 

효용성은 사람 피드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기기 피드백은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일정한 운동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며, 사람 

피드백은 운동 수행자에 맞춘 정기적, 비정기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운동 

학습을 유도한다. 따라서, 기기 피드백은 운동에 대한 기준 패턴(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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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기기 피드백이 사람 피드백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감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실제 운동에 대한 상황적 맥락, 환경적 맥락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운동 환경에 따라 감각 피드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추가 변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운동 환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실험 환경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여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호손 효과란 실험 수행 시, 피실험자가 

연구자의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과제 수행의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와 연구자가 한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호손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와 연구자가 다른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거나,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호손 효과를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연구자가 

오즈의 마법사 (wizard-of-oz)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프로토타입을 조작하는 경우, 운동 수행 동작에 따라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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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확한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피드백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운동 수행자 간의 인터랙션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감각 피드백을 무산소 운동에 적용하여 

피드백에 대한 평가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운동 

수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둘째, 운동 중 가장 

선호되는 감각 피드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셋째, 운동 중 감각 피드백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높은 주의 집중이 요구되는 고강도 

무산소 운동 시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무산소 운동 중 사람-기기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중 

피드백 방식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무산소 운동 중 

사람과 기기 간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방식을 다루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운동 수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그것을 감각 피드백으로 

전달하는 방식, 더 나아가 감각 피드백이 가지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운동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감각 피드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가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피트니스 트래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무산소 운동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감각 피드백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 피트니스 트래커 시장은 유산소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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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무산소 운동 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사람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 다루었다. 무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더 위험하고, 높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므로 방해 정도가 낮은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지는 기능적 특징에 기반하여,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감각할 수 있는 피드백 제공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양한 운동 분야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감각 

피드백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운동 중 상황에 실제로 적용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청각/촉각 피드백에 해당하는 아홉 가지 전달 방식을 

디자인하고, 그 중 운동 수행자가 가장 선호하는 피드백 조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운동 수행자는 멀티 모달 피드백에 대한 니즈가 

있으며, 멀티 모달 피드백 제공 시 정보의 위계와 역할이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무산소 운동 시 제공되는 감각 피드백의 경우, 

청각을 주요 피드백, 촉각을 보조적 피드백, 시각을 주변적 피드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감각 피드백에 대한 

디자인 제언은, 추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이 연구는 운동 학습 관점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정보적으로 탐색한 후,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필요한 정보로 

구분하여 구조화하였다. 또한, 인간-기계 상호작용 측면에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인터랙션 방식을 모색하여, 운동 중 상황에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융합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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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8]팔벌려뛰기, 스쿼트, 크런치 운동 방법⑬⑭ 

                                            
⑬ 네이버 건강 백과 
⑭ www.passion4profes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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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무산소 운동 원칙에 대한 권고⑮ 

                                            
⑮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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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a Feedback for Exercises 

Using a Wearable Device 
 

Yoo, Hyunjin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wearable devices have appeared, the remarkable market of 

wearable device is fitness tracker and healthcare. However, the landscape of 

the current fitness trackers is only limited to the aerobic exercises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to balance between aerobic exercises and anaerobic 

exercises. A few fitness trackers lately released for anaerobic exercises do not 

provide suitable feedback while doing physical exercises. Because anaerobic 

exercises are more dangerous to perform for beginners than aerobic 

exercises, the appropriate guide is recommended. Also, the high intensity 

anaerobic exercises are required to concentrate attention, the feedback 

should not interrupt for exercises. As the wearable device is always 

inseparable to body, it could provide the natural feedback like a sense of 

bod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ake the exercise performers feel the 

natural feedback through the wearable device to do effective exercises. 

This study investigated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information that exercise performers need when doing exercises? (2) Which 

is the preferred presentation type of sensory feedback? (3) What is the value 

to deliver the information that exercise performers highly need through the 

most preferred presentation type of sensory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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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llustrate thre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made a prototype to 

deliver the sensory feedback through wearable device and performed a 

preliminary study and two experiments. Above all, in the preliminary study,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information that exercise performers highly 

need when doing exercises. The researcher observed and interviewed three 

exercise performers having personal training session in a gym for 45 minutes 

6 times. Next,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preliminary experiment, the 

first experiment aims to discover the preferred presentation type of sensory 

feedback through the experiment. In the first experiment, the researcher 

conducted the survey about the satisfaction of presentation type of sensory 

feedback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for 20 participants. Lastly, through 

the second experiment,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value to provide the 

information which the exercise performers highly need with the most 

preferred presentation type of sensory feedback.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about the satisfaction, usefulness, utility of sensory feedback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targeting half of the first experiment participants. 

As the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three findings. First, exercise 

performers most needed the information not ‘before exercise’, ‘after 

exercise’ but ‘during exercise.’ Specifically, the most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wearable device’s sensory feedback was about ‘pace control’ with 

counting and motivation. Second, the order of the most preferred 

presentation type of sensory feedback was auditory feedback, haptic 

feedback and visual feedback. The multimodal feedback of ‘displaying 

number’ of visual feedback, ‘voice counting and motivation’ of auditory 

feedback and ‘regular vibration’ of haptic feedback was most preferred. 

Third, the sensory feedback of wearable device had a possibility to substitute 

the personal trainer’s feedback. The satisfaction score of sensory feedback of 

wearable device was higher than personal trainer’s feedback, but the 

usefulness and utility score is lower. This study illustrated the reason that 

satisfaction score of sensory feedback of wearable device was high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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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rable device could be a tool for self-surveilance which was less 

burdensome than the personal trainer. However, the usefulness and utility 

score of sensory feedback of wearable device was lower than personal 

trainer because the surveillance effect of another person made the exercise 

performers do exercise hard. 

This study is the first integrated approach related to the wearable 

devices’ sensory feedback about the information, the presentation type and 

the notable value while doing an anaerobic exercis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ly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to design a 

sensory feedback when doing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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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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