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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uch as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virtual reality have been progressed in the world. Also, it is expected that there are many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in Gangwon-do due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2018. In thi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Gangwon-do in winter sports areas exploiting both existing IT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In this pap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angwon-do winter sports IT industry after 

the Olympics, we propose efficient implementation methods of 3 winter sports IT convergence services and 

Gangwon-do ICT activation strategy. The proposed 3 winter sports IT service areas are as follows. 1) Realistic winter 

sports IT service, 2) Winter sports medical IT service 3) Winter sports record analysis I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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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배경)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 , 가상 실, 그리고 빅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들이  

세계 으로 발 되고 있으며, 행복추구  건강에 

한 심 증가로, 스포츠에 한 국민의 참여가 

차 으로 확 되고 있다[2]. 최근에는, 기존의 

통 인 스포츠 산업과 IT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스

포츠 IT 융합 서비스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10]. 스

포츠 용품과 서비스, 스포츠와 ․BT․NT 등 

동종․이종 간의 결합을 통해 스포츠 산업의 범

가 계속 확장되면서, 스포츠의 화  경제  

가치를 높이기 한, 새로운 스포츠 상품  산업 

역이 창출되고 있다. 

그 로, IT와 스포츠가 융합되면서 스포츠 활동

을 제약하던 시공의 한계가 확장되어, 스포츠 기록

의 단축, 건강증진,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 공간의 

통합, 오락  성향이 강한 스포츠 미디어의 실화 

등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포츠가 가능한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스포츠와 IT 기술이 융합된 스

크린 골 는 1.7조 원(2011)의 신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의(36조 원) 4.7%

에 해당된다[10]. 나이키는 애 과 력하여 ‘나이

키 러스’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신 수요가 발생되

고 있다. 융합을 통한 나이키의 제품 발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나이키 융합제품 발달 과정 

스포츠와 IT, 의료가 융합된 웰니스(Wellness) 

산업은 국내 시장규모가 76조 원(2009년)으로 GDP

의 7% 수 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

장을 기 하고 있다[11, 19]. 특히 여성과 노인들에

게 피트니스 등의 가벼운 스포츠 활동  건강 체

크 그리고 운동량 조  등에 편리하게 용되는 IT 

융합 기기  단말기가 출시되고 있다. 한 스마

트 기기의 출 은 센서가 내장된 각종 모바일 기기

에서의 앱을 통하여 만보계, 칼로리 소모량 등의 

운동량을 측정하여, 스포츠 활동과 건강 리에 도

움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온도/습도 센서, 가속도 

센서, 기압 센서들을 이용한 헬스 어 용도의 앱

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11, 16].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

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빅 데이터와 스포츠

산업 연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400여 종(7

만 7152건)의 공공정보가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서울시내버스 앱은 

다음지도 어 리 이션보다 활용이 용이한 수 이 

되고 있다[6, 8, 17]. 미국의 미시간주는 빅 데이터

의 공유  분석 작업을 통해 매일 100만 달러의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의 국가도 공공 DB를 활용해 빅 데이

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다. 스포츠산업 역시 련 

정보, 세부 인력 상황 등을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

록 랫폼을 구축한다면 새로운 시장 역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5, 13, 20]. 

2013년도 ICT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의 ICT 기업은 115개이다[3]. IT 지원 서비스 기업

의 매출이 체 생산액의 63.0%를 차지하고, 그 다

음으로는 산업 범용 응용소 트웨어 기업이 11.5%

를 유하고 있다. 생산액 기 으로 패키지 소 트

웨어와 IT서비스(IT 시스템 리  호스  서비

스) 등의 특정분야에 집 되어 있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3]. 지역별로는 춘천, 원주, 강릉에 분산되

어 있으며 춘천은 ‘시스템 소 트웨어 개발  공

업’, ‘포털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종

사자가 많으며 강릉과 원주시는 ‘무선통신업’과 ‘컴

퓨터 로그래  서비스업’ 련 기업이 다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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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며, 지역별 각 서비스 기업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3].

<그림 2> 강원도 IT 서비스업 지역 분포[3]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스포츠 IT 산업의 지속

인 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스포츠 IT 융합 서비

스의 효과 인 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계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 으로 강원도의 스포

츠 IT 서비스의 이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화 

략을 추진하기 해서, 강원도를 방문하거나 방

문계획이 있는 국내·외 객을 한 IT 인 라 

 서비스 체계 마련  발 방안을 제시한다.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의 효과 인 구  방안을 

해서, 다음의 3가지 분야에 해서 세부 인 제

안을 제 3장에서 제시한다. 1) 실감형 동계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 2) 동계 스포츠의 의료 IT 융합 

서비스, 3) 동계 스포츠 기록 분석 IT 서비스. 그리

고 기존에 구축된 IT 인 라를 활용하여 지속 으

로 스포츠 분야의 응용 서비스 개발을 진할 수 

있는 강원도 ICT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최

근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 동향을 설명한다. 강원

도 스포츠 IT 산업의 지속 인 발  기반 구축을 

목표로, 3가지 분야의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의 효

과 인 구  방안  지역 ICT 활성화 방안을 제 

3장에서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 연구 동향

최근 스포츠 IT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IT 기

술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강원도 스포츠 

IT 서비스 개선에 반 하고자 한다. 

2.1 빅 데이터의 스포츠 IT 서비스 동향 

빅 데이터(Bigdata)는 량의 정형 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는 이런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업들은 업

무 역량을 확 하기 해서, 이러한 빅 데이터 분

석을 사용하 지만, 최근에는 스포츠와 심리분석, 

선거, 기상 그리고 국가정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 부문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은 경기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야구와 자동차 경주 F1 등은 일 부터 빅 

데이터를 용하고 있다[9]. 

실례로, 2012년 6월 열린 윔블던 테니스 회에

서는 IBM 슬램 트래커(IBM SlamTracker)라는 

측형 분석 기술을 이용해 람객들에게 심층 인 

정보를 <그림 3>과 같이 제공하 다. 

<그림 3> 슬램트랙커의 호주오  분석 결과 

한 IBM은 세컨드사이트(IBM Second Sight)

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선수

의 동작을 추 하고 세트별, 경기별 선수들의 실력 

변화의 흐름을 악하여 선수와 코치, 해설자와 팬 

모두에게 유익한 데이터와 새로운 차원의 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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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 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 은 2011년 빅 데이터 솔루

션인 ‘스타비스(STABIS)’를 활용하여, 투수와 타

자가 승부한 빅 데이터를 통해 상  타자를 녹다운 

시킬 결정구를 어디에 뿌려야 할지, 는 타자는 

상 방 투수의 최근 구질을 분석해 나온 정 투구 

패턴을 읽고 결승타를 날릴 수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럭비는 축구에 비해 부상당하는 비율이 세 

배에 이르는 거친 스포츠로 유명하다. 로럭비에

서 이기기 한 략  하나는 부상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고, 국 유명 럭비 인 스터 타이

거스는 ‘ 측 분석 소 트웨어’를 도입해 부상 발

생률을 이는 데 사용한 도 있다[9]. 이처럼 빅 

데이터는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IPA) 선정 2013년 IT 

산업 10  이슈  1 로 선정되기도 하 다[1]. 

2.2 실감형 스포츠 IT 서비스 동향 

가상 실  3D 등 실감형 스포츠 콘텐츠 서비스

는 컴퓨터로 만든 가상 공간 내에서 시각․청각․

각 등 감각정보를 활용하여, 공간 , 물리  제

약에 의해 실 세계에서 직  경험하지 못하는 상

황을 실감 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

미한다. 가상 실의 스포츠 련 산업의 규모는 

GDP 비 3%, 2011년 세계시장은 2.1조불, 국내 

시장은 408억불로 추정(국내 스포츠 경기력 세계 

10 )된다[7]. 

표 인 실감형 스포츠 콘텐츠 산업인 골 존, 

야구존, 그리고 사격  양궁장 등의 산업은 최근

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골 존  

야구존의 시뮬 이션 서비스 산업은 사용자가 실

제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해당 스포츠를 실제와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유망 산업으로 선택된 것으로 단된다[15, 18]. 

리얼 스크린 야구존[22]은 야구의 높은 인기 지

수, 야구장 부족, 게임을 한 게임구성 인원의 필

요, 실제로 야구를 하고 싶은 욕구 등을 해결하기 

해서 등장한 스크린 스포츠 시뮬 이션 서비스

이다. 100만분의 1까지 독하는 2단 센서를 <그

림 4>와 같이 이용하여, 번트, 외야 라이, 홈런 

등의 타구를 정확히 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개발한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타구의 방향을 

스크린에 투사하면서, 실제 야구를 하는 것과 같은 

장감을 가질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4> 야구존에 사용되는 센서

2.3 웨어러블 스포츠 IT 서비스 동향

웨어러블 장치는 착용하는 옷처럼 입는 자기

기를 의미한다.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자기기를 

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

까운 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기기

를 의미한다.  시 에서 향후 스마트폰을 체할 

수 있을 차세  모바일 기술로 인식되어, 구 , 애

, 삼성 자 등 IT 기업 뿐만 아니라 나이키, 아디

다스 등 스포츠용품 업체들도 속속들이 제품을 발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 웨어러블 장치는 스마

트폰의 연결형 장치의 형태로 발 되고 있으나 

 자체 으로 네트워크와 속 가능해지고 스마

트폰이외의 디바이스와의 확장성이 강화된 기기들

이 출시되어 스마트폰 보완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다[4].

웨어러블 장치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자. 첫 번째가 피트니스 기능이다. 최근

의 피트니스 산업은 최근 IT 기술과 융합하여 가

벼운 스포츠 활동에 편리하게 용되는 IT 융합 

기기  단말기가 출시되고 있다. 건강을 체크해 

주며, 운동량을 조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스마트 슈즈’는 신발에 센서를 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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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자가 신발을 신고 러닝을 한 뒤 탑재된 센

서를 아이팟에 연결하면 신발을 신고 운동하 던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한 ‘퓨

얼밴드’는 2012년 나이키에서 출시, 운동하며 소모

된 칼로리를 LCD화면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며 

나이키 러스 애 리 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장하고 공유하도록 한다[12].

 

<그림 5> Biodevices 사의 Vital Jacket

두 번째가 헬스 어  의료 기능이다. 미국의 

NASA, HP, MIT, VivoMetrix 등에서는 PDA나 

착용형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한 원격건강진단시스

템과 스마트 악세사리를 이용하여 생체신호를 측

정  분석할 수 있는 LifeShirt, LifeGuard 등 착

용형 는 부착용 생체 신호감지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그림 5>는 Biodevices 사의 심 도 모

니터링이 가능한 Vital Jacket을 나타낸다. 안경, 

시계 등의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

여, 심박측정  운동량 리 등의 신체 상을 24

시간 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의사들에게 달되

어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나 치

매 노인을 한 스탬  슈즈에는 GPS 기능을 내

장하여 환자들의 치를 악하거나 일정 시간 동

안의 움직임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14]. 

2.4 스포츠 기록 분석을 한 IT 서비스 동향

스포츠 기록 분석 통계 서비스는 축구, 야구, 배

구, 등 스포츠  분야에 걸쳐 경기  발생한 기

록, 수, 개인이력 등에 한 통계를 분석하여, 경

기 정보, 경기 정, 경기력 향상 등에 활용되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객 화 되고, 체계화 

된 분석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  경기력 향상의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 다트피쉬의 상 분석 기술

<그림 7> 다트피쉬의 스트로모션 기술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코칭, 경기분석, 동작 분

석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여주는 소 트웨어인 다트피쉬(Dartfish)[21]는 스

스 로잔공 의 Audiovisual Communication 연

구소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세계 주

요 스포츠 이벤트 특수 상 계 서비스, 오 라

인( 장), 온라인, 모바일용 통합 상 분석 솔루션

(<그림 6> 참조), 비디오 자료 분석을 한 비디오 

독, 음성 텍스트 주석 작업, 메타 데이터 는 그

림의 삽입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

의 체 인 흐름을 악하기 경기 분석 데이터 제

공을 한 경기 략 통계 분석 기술, 서로 다른 

시 에서 촬 된 상을 두 개의 동작을 하나의 이

미지로 합성하여 동시에 비교하여 보여주는 기술

인 사이멀 캠 기술, 동작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연

속 인 정지 상태로 포착하여 하나의 상에 보여

주는 기술인 스트로 모션(StroMotion)기술(<그림 

7> 참조) 등이 다트피쉬 기술의 주요한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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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특징이다. 

3. 강원도 동계 스포츠 IT 서비스 
구  방안

본 장에서는 강원도 동계 스포츠 IT 융합 서비

스의 효과 인 구  방안을 해서, 서비스 분야를 

다음의 3가지로 나 고, 이에 한 세부 인 제안

을 하고자 한다. 1) 실감형 동계 스포츠 IT 서비스, 

2)동계 스포츠의 의료 IT 융합 서비스, 3) 동계 스

포츠 IT의 게임  분석 서비스.

3.1 실감형 동계 스포츠 IT 서비스 

우선, 동계 스포츠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와 연

계하여, 동계 스포츠가 갖는 실감형 스포츠 IT 서

비스의 장 을 분석한다. 

우선 동계 스포츠의 특성[15]을 살펴보면, 첫 번째

로, 하계 올림픽과는 달리, 동계 올림픽은 과 빙

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측면

에서 제약이 많다. 동계 스포츠는 빙상 종목을 제외

하고 겨울철에만 가능하고, 주로 산악지역에 시설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주 즐기는 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최고 속도가 시속 140km

에 이르는 슬 이를 비롯하여 썰매, 스키 등 많

은 종목이 높은 속도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일반인이 고가의 장비

를 이용하여 실제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루지, 슬 이 등의 동계스포츠 

종목은 사고의 험성이 높고 부상이 빈번히 발생

하는 동계 스포츠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서 제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 고

가의 장비, 그리고 높은 사고 험성의 동계스포츠 

특성은 오히려, 실감형 동계 스포츠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니즈를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기 된다. 

일반인에게 실제와 유사한 동계 스포츠의 체험효

과를 낮은 경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취약한 국

내 동계 스포츠 인구를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가장 많이 화되어 있는 스키와 스노

우보드와는 달리, 썰매와 스키  등은 일반인들

이 쉽게 하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실감형 스

포츠 I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방법이 개발

된다면, 강원도 스포츠 IT 서비스 산업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 된다. 

스키, 스노우보드 외에 컬링 등의 실내 동계 스

포츠를 가족 동계 스포츠로 발 시키기 해서, 스

톤 궤 , 비질 효과 등에 한 과학 인 분석을 통

해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경기체험을 느낄 수 있

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컬링 종목은 가족  동호인 스포츠 분야로 큰 각

을 받고 있다[15, 22]. 한 국내 스키장을 찾는 

국, 동남아 등의 객에게 새로운 동계 스포츠 

체험을 제공하여, 실감형 스포츠 장비의 수출  

스포츠  인구를 확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실감형 동계 스포츠 IT 서비스의 효과 인 구

을 해서, 스포츠 과학 R&D, 실감형 스포츠 IT 

시설, 그리고 실감형 장비 산업으로 구성되는 실감

형 동계 스포츠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스포츠 과학 

R&D는 얼음의 표면 특성  장비와 과의 마찰

력 제어 연구 등의 제어기술, 는 스포츠 장비 최

 설계 기술, 선수 스포츠 환경 상호작용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 결과물은 동계 스포츠의 

실제 환경에 유사하도록 실감형 장비 산업  스포

츠 IT 시설에 반 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국내 최고의 동계 스포츠 시설을 갖

춘 평창동계 올림픽 특구가 실감형 동계 스포츠 

IT 센터의 최 지라고 생각된다. 

<그림 8> 실감형 동계 스포츠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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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스포츠 의료 IT 융합 서비스 

최근에 의료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방 심으

로, U-medical에서 U-wellness로 변화되고 있다

[11]. 재까지의 의료가 치료 목 이었다면, 앞으

로는 방 차원의 의료 기기에 집 할 필요가 있

다. 스포츠 의료 IT는 기존의 의료 기기 산업체와 

스포츠를 효과 으로 목하여, 질병 방 차원의 

산업 군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9> 개인 맞춤형 스포츠 의료 건강 리 서비스 

과거의 건강 리 서비스는 건강 검진과 웰빙 식

단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하는 자가 리가 분리

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의 효과를 극 화

하기 해서, 건강 검진과 리가 통합된 건강 

리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형태는 개인의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식이 요법

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의 피트니스를 통

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리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 처방에 따른 운동 요법

에 스포츠의 재미요소가 추가 된다면, 더 효과 인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그에 한 서비스 개념도가 <그림 8>에 나타

낸다. 강원도의 동계 스포츠 IT 서비스가 의료 IT 

기술과 목 된다면 재미와 건강 증진을 포함하는 

개인 맞춤형 스포츠 의료 IT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그림 9> 참조). 

한 강원도는 사계  휴양지라는 이미지 특성을 

잘 활용하여, 기존 건강 리 서비스와 차별화 된 

스포츠 의료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계 스포츠 

의료 IT 서비스는 의료와 동계스포츠 산업의 홍보

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동계 스포츠 의료 IT 서비스의 구 을 해서, 스

포츠 의료 IT R&D 센터, 의료 장비 산업, 그리고 

스포츠 의료 장비 산업으로 구성되는 동계 스포츠 

의료 IT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건강검진과 건강

리를 통합하여 지속 으로 건강 리 서비스 지원

하기 해서, 다양한 스포츠 장비와 의복 센서 등

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심박 측정, 운동량 계

산, 칼로리 소모 등의 신체 상을 찰하고, 통계

화하기 한 스포츠 의료 IT 센터  이를 구 하

기 한 장비 의료  스포츠 의료 융합 장비 산업 

단지의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 강원도 원주는 의

료 IT 산업 단지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의료 IT 산업 클러스터의 지라고 생각된

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 단지의 입주 업체들의 제

품 에 스포츠와 목이 가능한 의료 기기 분야를 

선정하여, 스포츠 의료 IT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0> 동계 스포츠 의료 IT 클러스터

3.3 동계 스포츠 기술 분석 IT 서비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방문객  람객들은 다양

한 동계 스포츠 정보에 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

다. 각 동계 스포츠 종목에 한 정확한 해설(규칙 

 사용된 세부 기술 등), 실시간 미디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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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컨텐츠 람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해서, 실제 

동계 스포츠에 한 체계 , 과학  스포츠 경기분

석을 통하여, 스포츠 경기의 논리 이고 객 인 

분석 데이터를 강원도는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해서, 빅 데이터에 한 분석  다양한 스포

츠 기록에 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 인 기록 분석 

서비스를 람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동계 스포츠에 

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한 다양한 스포츠 경기 장면에 한 실시간 

상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스

포츠에 한 이해와 심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

해서 실제 인 동계 스포츠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이에 한 통합 인 서비스를 

해서, 강원도는 스포츠 기록 분석 스포츠 미디어 

센터(Gangwondo Sports Media Center)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GSMC는 스포츠에 한 단순한 정보

의 제공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강원도

의 동계 스포츠 산업 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

다. 

GSMC는 스포츠 기록 분석을 크게 2단계로 나

어 진행되며, <그림 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수 기록지를 통하여 분석된다. 스포츠에 

한 단순 기록을 부호화하여 수행되며, 실시간 분

석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경기기록을 체계화하며, 데이터 

분석, 상 분석, 음성 분석 등의 솔루션을 통해서 

재 가공된 2차 자료가 생성된다. 강원도는 이러한 

동계 스포츠 련 수 기록지  용 분석 SW 개

발에 집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기 분석 상 

 경기 정보에 한 효과 인 재가공을 통하여, 

동계 스포츠에 한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가공된 컨텐츠를 스마트 

폰 앱 는 웹을 통하여 쉽게 사용자에게 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

한 미디어 서비스는 람객  방문객들이 좀 더 

쉽게 동계 스포츠에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 된다. 

<그림 11> 강원도 스포츠 미디어 센터 개념도 
 

동계 스포츠 기술 분석 IT 서비스의 구  방안

은 강원도 스포츠 미디어 센터, 상 분석 장비 산

업, 그리고 응용 소 트웨어 산업으로 구성되는 강

원도 스포츠 미디어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기록 분

석 R&D는 수 기록지  상 분석 SW의 개발을 

담당하고, 응용 SW 산업은 이를 경기 장면에 한 

재 가공된 각종의 동계 스포츠 데이트를 다양한 형

태로 제공하며, 각종 스포츠 상 서비스를 한 

SW를 개발한다. 스포츠 분석을 한 장비 산업은 

경기자의 추   게임의 정확한 단을 수행하기 

한 각종 장비를 개발한다. 

<그림 12> 강원도 스포츠 미디어 클러스터 구성 요소

3.4 강원도 ICT 활성화 방안

지역 SW 산업 발 을 한 첫 번째 과제는 고

개발 인력의 확보에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

트 IT 시장의 흐름과 차세  정보통신 분야의 새

로운 기술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서, 실력 있

고 능숙한 개발자의 지속 인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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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업 개발자들과 학 IT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은 기회만 주어지만 타 지역(수도권  

도시권)으로 일탈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 으로 강원권에 상주  거주하도록 유도하

기 해서는 개별 기업이나 학의 의존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  인력양성의 범  안에서 지속 으

로 리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다. 

도시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SW 인력들의 특징은 

강원도와 같은 산악지역이나 지방근무를 할 경우 

자신들이 “시 에 뒤쳐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타 

지역으로 부터의 개발인력 유입을 기 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그러나 (주)더존의 춘천 강 캠퍼스와 

(주)NHN의 춘천 복합연구단지는 강원도 지역에 실

력 있는 개발자 확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제안된 강원도 동계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 산업의 추진 체계

강원도에 IT SW 고 인력 확보  ICT 활성화

를 구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첨단화된 IT 

SW 지원 센터의 구축을 제안한다. 기업 유치를 

통하한 외부 인력 유입도 필요하나, 강원도 지역 

체의 IT 융합을 주도하기 해서는 개발능력을 갖

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소 SW 기업이 많아야 

하며, 이들을 집시키고, 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한 지역 IT SW 지원 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IT SW 지원 센터는 강원도 체 지역에 한 

스마트 IT기술 허 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고  

개발 인력 발굴  양성화 지원, 지역 IT SW 기업

에 한 기술지원  교류, 경쟁력 있는 IT SW 기

업 유치, IT SW 융합  타 산업과의 융합 개발 지

원, 그리고 차세  융합 기술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13>은 지속 인 강원도 스포츠 IT 서비

스의 확산  강원도 스포츠 IT 산업의 지속 인 

발  기반 구축을 목표로, 3가지 동계 스포츠 IT 

서비스 분야의 효과 인 구  방안과 강원도 ICT 

활성화 방안의 추진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스포츠 IT 산업의 지속

인 발  기반 구축을 목표로, 3개의 동계 스포츠 

IT 융합 서비스 분야의 효과 인 구  방안  강

원도 ICT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첫 번째로, 

실감형 동계 스포츠 IT 클러스터는 실감형 동계 

스포츠 련 산업을 집  육성하여, 강원도를 방문

하거나 방문계획이 있는 국내․외 객에게 동

계 스포츠에 한 심도를 높이고 취약한 국내 동

계 스포츠 인구를 증 시킬 것으로 기 된다. 두 

번째는 동계 스포츠 의료 IT 클러스터는 건강 검

진과 리를 지속 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건강 증

진 효과를 극 화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로 강원도 스포츠 미디어 클러스터는 동계 스포츠

에 한 다양한 기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람객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지역 IT SW 센터를 기반으로 한 

강원도 ICT 활성화 방안은 지역 SW 산업의 신 성

장 동력을 한 IT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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