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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강, 운동에 한 심이 고조되고 를 즐기는 사용자층이 확 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형 시뮬 이터에 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 운동을 한 스포츠 시뮬 이터는 흥미

를 반감시켜 지속 인 운동에 한 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시뮬 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콘텐츠를 목시킨 스포테인먼트형 자 거를 제안한다. 이를 해 개인 신체 정

보를 입력을 통해 로그램 추천  이력 리가 가능하고 흥미요소인 게임, 음악 등을 동시에 즐기면

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거 시뮬 이터 UXBike 시스템 개발한다. 이는 보편화된 운동  시뮬

이터와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사용자의 몰입도 향상  지속 인 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것이라 

단된다.

1. 서론

   최근 골  시뮬 이션 게임장이 10,000여곳을 육박하

고 스포츠 시뮬 이션 시장은 2011년도 기  36억달에 이

를 만큼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단순 모사 기반

의 스포츠 시뮬 이터는 재미 요소 발굴에 한계가 있고 

단조로운 진행방식과 단순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탈리아 University of Padova Human Technology Lab은 

EASY VR ELASIS Project를 통해 VR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로토 타입에 용가능한 인체 

측정학(ergonomics evaluation), 인간과 기계 설비와의 인

터페이스등의 연구 수행하여 햅틱장치와 가시화 장치를 

이용하여 실제 차량과 유사한 가상 드라이빙 환경 구축하

다.

    

(그림 1) EASY VR ELASIS Project

스크린 시뮬 이터 기술  가상 헬스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Traq3D는[1] 가상 환경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따

라 움직이면서 운동을 즐기는 형태의 3차원 시뮬 이터를 

출시하여 e-스포츠 분야에서 각 받고 있다

시뮬 이션 운동기구인 ‘자빅스(XaviX)’는[2] TV 모니터

에 연결해서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로

그램으로써 실내에서 골 , 테니스, 야구,복싱, 볼링 등 다

양한 스포츠 게임을 제공한다. 나소닉사의 승마 운동기

구인 ‘조바 피트니스’는[3] 야외에서 말을 타는 효과를 통

해 운동이 가능한 가정용시뮬 이터이다. 국내에서는 골

존[4]이 센서 방식의 인식기를 통해 골 공의 기 속도, 

탄도각, 방향을 측정하고, 골  클럽을 감지하여 간 으

로 골 공의 스핀을 산출할수 있는 스크린 골  시스템을 

개발하 다. 최근 들어 국내의 경우, 학계에서는 기능성 

게임 연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기 에서도 기능성 게임 창작  연계 활성화, 기능성 

게임 연구  기술개발 강화, 기능성 게임 보   유통 

활성화, 기능성 게임 사회인식 제고  홍보 확 , 해외진

출 활성화  국내외 력 강화의 ‘기능성게임 5  추진 

략’을 수립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5],[6].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 신체 정보를 입력을 

통해 운동 로그램 추천  이력 리가 가능하고 흥미요

소인 게임, 음악 등을 동시에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거 시뮬 이터 UXBike 시스템을 제안하다.

2. 개인 정보 연동형 콘텐츠의 설계

   자 거 시뮬 이터인 UXBike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

한다. 첫째 조향  페달을 속도값을 출력값으로 내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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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부분, 하드웨어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값을 이용한 

콘텐츠 구동부분,  이 하드웨어와 콘텐츠 사이의 정보값 

통신을 한 통신 부분으로 나뉜다. 

(그림 2) 자 거 시뮬 이터의 구성

자 거 조향 장치는 자이로 센서를 통해 회 값을 획득하

여 콘텐츠의 네이게이션에 사용되는 정보를 달하고, 페

달을 구동함으로써 얻는 속도값은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

한 페달의 1싸이클당 얻어지는 신호의 간격을 평균 자

거의 바퀴의 지름과 비교,산출하여 속도값을 결정한다. 하

드웨어에서 얻어는 회 , 속도 정보는 A/D커넥터를 통해 

PC로 입력된다. 콘텐츠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속  사용을 

해 다양한 종류로 구성한다. 그림 3은 콘텐츠의 구성도

이다. 

(그림 3) 콘텐츠의 구성

사용자는  RFID카드로 로그인을 하고 자신의 신체정보 - 

을 입력하여 일별, 주간별, 월별, 분기별 달린 거리, 소모

칼로리 표시하여 개인 정보에 따른 이력 리가 가능하도

록 설계하 다. 콘텐츠의 구성은 3D VR 콘텐츠, 상콘텐

츠, 리듬(Music) 콘텐츠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

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개인 정보 입

력 후 이력 리를 해 RFID에 개인의 키, 몸무게, 성별

등을 입력하고 운동량을 설정하여 추천된 로그램이 동

작하도록 설계하 다.  . 한 자 거에 한 운동량은 남, 

여 각각 따로 분리 되는데 일정 시간 자 거를 타면서 소

모되는 칼로리는 아래 표1과 같이 분류된다.

<표 1> 자 거 칼로리 소비계수 표

평균속도(km/h) 칼로리소비계수(Kcal/kg/min)

13 0.0650

16 0.0783

19 0.0939

24 0.1240

27 0.1490

31 0.1790

34 0.2150

37 0.2590

40 0.3110

체지방 1kg 감량 해 소비해야 할 칼로리(A) = 약 섭취 

칼로리가 없을 경우7,700Kcal 평상시 소비되는 칼로리 (B)

기  사량 + 활동 사량 + DTI(식사유도체열에 지-

소화 시키기 한 열량)

⇒ 남 = 66.47 + (13.75*체 ) + (5X키) - (6.76 * 나이)

⇒ 여 = 65.51 + (9.56*체 ) + (1.85*키) - (4.86 * 나이)

DTI 는 보통 기  사량의 12%이다. 따라서 평상시 소

비되는 칼로리는 기 사량×1.62 등의 식을 용 그림 4

와 같이 운동하도록 설정하 다.

그림4. 개인정보  칼로리 계산 운동 추천

그림 5는 개인별 기록 리 시나리오다. RFID등록을 통해 

회원의 여부를 단하고 개인 신체정보 입력을 통해 로

그램이 실행되도록 설계하 다.

그림5. 개인별 기록 리 시나리오

3. UXBIKE의 제작

  조향장치에서 기울값은 자이로 센서를 통해 획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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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의 속도값은 마그네틱 센서의 스테 오 잭에서 나

오는 아나로그 신호를 받아서 USB를 통해 PC로 송하

다. 그림 6은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콘텐츠 이용

을 한 버튼으로 구성된 용 콘트롤러와 자 거의 체 

사진이다

.   

그림6. 하드웨어 부분

콘텐츠 부분은 용 그림 6의 용 콘트롤러를 통해 매뉴

얼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체 구성은 3DVR 게임 3종, 

상투어, 리듬에 맞춰 스피닝 할 수 있는 리듬콘텐츠 등

으로 구성하 다. VR게임은 자 거를 타고 페달속도와 동

기화되도록 VR공간내의 캐릭터를 제작하 고 자 거 조

향장치를 통해 네비게이션 할수 있도록 설정하 다. 한 

게임 난이도를 해 1~9단계를 벨을 두어서 운동량을 

히 분배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6. 자 거용 3D VR 콘텐츠

상투어는 실제 상 촬 분과 자 거를 동기화하여 자

거를 타면서 주변 지를 투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기 설정 목표 속도에 맞춰 자 거를 주행하여 완주 시에 

미션이 종료되는 콘텐츠이다. 목표 속도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상재생이 지되고 미션 완료 시 총 주행 거리  

소모 칼로리가 표시되도록 제작하 다. 사용자가 싸이클 

운동과 상이 동기화되어 실제 설정된 장소를 주행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각 지역에 한 음성 나 이션을 통

해 지를 간  체험 할 수 있다. 그림 7은 상투어 자

거 콘텐츠이다. 

그림7. 자 거용 상 투어 콘텐츠

리듬콘텐츠는 사용자의  PC에 장된 MP3 일을 리스

트업 하여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기 설정화면에서  

템포를 설정하여 그 리듬에 맞춰 UXBike를 즐기는 콘텐

츠로 리듬(박자)과 페달의 회  속도와 동기시 연속 

Combo로  게임성을 높 다. 

그림8. 자 거용 리듬 콘텐츠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용 헬스 사이클에 다양한 콘텐츠를 

목시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 인 운동을 가

능하도록 유도하는 자 거 콘텐츠를 설계 구 하 다. 이

는 자칫 지루해져 단할 수 있는 운동을 콘텐츠와 목 

시켜 보다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실내용 헬스 어 시스템에 다양한 콘텐츠를 목

시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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