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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proposes the architecture and major functionalities of IT converged smart outdoor 

exercise equipment and health cashback system. It provides basic information such as date, time, 

weather information, and display the amount of exercise, thermal images for monitoring the change 

of user’s body temperature and health cashback point. The amount of exercise is transferred to a 

health cashback server via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server provides the exercise 

history and health cashback point. Also, as additional public services, a fine dust alarm light and 

an emergency alarm function are embedded. The proposed IT converged smart outdoor exercise 

equipment will be a reference model for studying and commercializing the next generation product.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 개념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제품  서

비스에 IT 기술이 목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건강에 

한 심도가 높아지면서 실내운동기구나 고가의 야외운동

기구에도 IT 기술이 극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 아

트단지, 학교, 공서,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체육시설인 야외체육기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IT 기술을 도입한 야외체육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2,3,4].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야외체육기구에 사물인터

넷, 상황인지  미세먼지수  정보 등의 헬스 어 련 

정보 제공 기술을 목시키는 IT 융합형 스마트 야외체육

기구과 사용자의 운동 이력을 서버에 장하여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헬스캐쉬백시스템에 해 연구하 다.

야외체육기구를 세 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고, 국내

는 부분이 2∼3세  제품들이고, 최근 IoT (Internet of 

Things)가 목된 4세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1세대 단순 운동효과를 주는 도구 철봉, 역기

2세대 신체 부위별 맞춤 체육기구 하늘자전거, 윗몸일으키기 

3세대 운동서비스 기능 추가 기구 자가발전/정보표시 기구

4세대 미래형 스마트 운동기구 부가가치 제공 체육기구

표 1. 야외체육기구 세 별 분류

2. IT 융합형 야외체육기구 시스템 구성  기능

2.1 시스템 구성

  IT 융합형 스마트 야외체육기구는 태양  에 지로 동

작하며, 사용자 운동량을 측정하여 제공하고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에 장한 후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운

동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운동량에 따른 포인트를 

립하여 공공건강 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헬스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미세먼지수   날씨정보를 제

공하며, 상황버튼을 제공한다. 그림 1은 시스템 구성

도이다[1].

(그림 1) IT 융합형 스마트 야외체육기구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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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주요 기능

IT 융합형 스마트 야외체육기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고, 구  상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T 융합형 야외체육기구 구  상도

 

운동자 자동인식 기능

- 운동자가 야외체육기구 사용 인지를 단하여 

사용자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운동량 측정  출력 기능

-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여 운동량, 운동시간  

소모 칼로리량을 제공하는 기능

날씨 정보 제공 기능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날씨와 온습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사용자 ID 인식 기능

- 사용자 스마트폰과 NFC 통신을 통해 사용자 ID

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의 

정보를 서버에서 리시 활용함

미세먼지신호등 기능

- 이동통신사(LG U+) M2M 모뎀을 활용해서 환경

청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농도수 (좋음/보통/나

쁨/매우나쁨)을 야외체육기구 사용자에게 알려주

는 기능으로 야외체육기구 상단에 신호등 형태로 

구 됨

상황알림기능

- 야외체육기구에 SOS 버튼을 장착하여 이 버튼이 

리면 상황알림 사운드 발생과 함께 리주

체에게 연락하는 기능

친환경 에 지 제공 기능

- 야외체육기구 동작에 필요한 원을 공 하는데 

태양  에 지를 활용하는 기능

열화상 이미지 제공 기능

- 운동 인 사용자가 운동에 따른 신체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열화상 제공 기능

고  공공정보 제공 기능

3. IT 융합형 야외체육기구 구  

 IT 융합형 스마트 야외체육기구 개발 환경은 라즈베리

이3, 10인치 LCD 모니터와 각종 센서(조도센서, 외선 

거리측정센서, 운동횟수 측정센서 등)로 구성되며, 운 체

제는 라즈비안을 사용 이며, 개발언어는 이썬을 활용

하고 있다. 시제품은 다양한 야외체육기구  달리기, 몸

통돌리기, 구름걷기에 용하고 있다. 그림 3은 개발 인 

스마트 야외체육기구 10인치 모니터에 출력되는 화면의 

이다. 운동횟수, 운동거리, 운동시간, 소모칼로리, 헬스캐

쉬백 포인트, 날짜 시간, 날씨/온도 정보와 함께 사용자

의 상반신에 한 열화상을 제공한다. 한, 사용자가 운

동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시 , 미세머지 수 에 따라 

한 음성 안내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림 3) IT 융합형 야외체육기구 LCD 화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IT 융합형 스마트 야외체육기구의 시스

템 구성, 주요 기능,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 다. 향후 음성

인식  상인식 기능을 통해 고수 의 상황인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재 기본기능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으

며 련 기 의 인증 획득 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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