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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기술

요 약

본고에서는 스포츠(Sports)와 엔터테인먼트(Enter 

tainment)를 융합하여 스포츠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서비스

하기 위한 융합산업을 제시한다. 기존의 스포츠 경기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요소에 엔터테인먼트의 재미 및 흥행코드를 가미

해 운동효과와 사실적 체험을 통한 재미의 극대화로 소비 라이

프를 증진시키는 스키 시뮬레이터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겨울

철에 대중적인 참여가 많은 스키의 기본적인 자세를 알아보고 

움직임을 분석하여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6DOF 

(Six Degrees of Freedom) 적용시킨 기구 설계와 함께 사용자

가 실제 스키를 타고 가는 느낌을 주기 위한 6DOF의 기구 움

직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가상 스키 시뮬레이션 동작 및 데

이터 형식 정의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실감 재현을 위한 

환경 데이터 획득 등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Ⅰ. 서 론

가상 시뮬레이터 기술 분야는 가상현실에서 실제와 같은 느낌

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군, 항공수송 기관, 우주개발 기관, 가상 직업 체험, 자연재해 

및 인재 재난 등 실제적인 장비로 수행하기에 시간, 공간, 실제 

재현 등의 제약이 많이 있는 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4D 

영화관, 게임, 체험관, 테마파크, e-스포츠 등과 같은 엔터테인

먼트 사업 분야의 하나로 발전해왔다.

특히, 스포츠과학의 대중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과

학과 관련된 시뮬레이터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함

에 따라 동계 스포츠의 상당수의 경기를 포함하고 있는 스키에 

대한 시뮬레이터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기술에 적용

되는 기본 베이스의 리니어 액츄에이터 기구적 움직임에 대한 

스키 자세를 분석하여 양발의 스키 플레이트를 독립적 제어로 

A자 자세, 패러럴 자세, 좌/우 움직임뿐 아니라 사용자가 가속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후 모션과 높낮이를 스케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언덕을 넘거나 급경사를 느낄 수 있

는 몰입감을 가시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6DOF 스키 

플레이트 기구 설계와 기구 제작 전에 스키 플레이트 움직임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실제 스키 동작에 대

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

발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최근 3차원 그래픽 처리기술, 입체 음향 효과 기술, 실

제 환경에서의 데이터 획득 및 정량화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에게 실제 스키 경기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각 및 청각 

정보 등의 실감 요소들을 실시간 동기화로 획득하고 실감을 재

현하여 더욱 몰입감을 제공한다.

동시에, 모션 피드백이 존재하는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의 요소기술 개발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스키 시뮬레이터 동향 

현재 출시된 스키 시뮬레이터는 비시즌 훈련용으로 선수가 최

적의 몸 상태로 끌어올리는 체력단련용이나, 새로운 운동의 기

회를 찾는 누구나가 사용 가능한 복합운동기구, 그리고 재활이 

그림 1. Pro Ski-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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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운동선수들의 재활용 물리치료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스키 시뮬레이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활치료나 스포츠 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슬로베니아 체감

형 스키 시뮬레이터인 Pro Ski Simulator는 매우 간단한 구조

로 이루어져있고 다양한 스키 자세를 훈련할 수 있다. 관련 제

품으로는 Basic, Standard, Professional 종류가 있으며 전문

가용 시뮬레이터는 Special 슬로프 프레임, 기본형 프레임, 2개 

발판, 손 홀더, 전체 운동 시스템 DVD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미국  Bandai Namco Games사의  슈퍼 알파인 레

이서 트윈 아케이드 머신은 사용자 케릭터와  코스가 함께 제

공되며 수직으로 장착 55인치 HD 모니터와 LED 조명 캐비닛, 

HD 그래픽, 바람 효과 등 4D 기능과 현실적인 제어 동작을 제

공한다.

또한, 미국 스카이테크스포츠사의 체감형 스키 및 스노보드 

시뮬레이터는 실제 스키환경의 바람조건, 진동, 관성 등을 표

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스키 자세를  실

시간 분석하고 가상환경과 동기화하여 체험할 수 있는 스키 시

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이 솔루션은 GPS를 사용해 소치의 산

악 지형을 그대로 본뜬 디지털 가상환경현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무한 슬로프를 제공하고 고해상도와 사실적인 컴퓨터 그

래픽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가상 슬로프 위 기문의 위치와 눈의 상태, 날씨 상황 등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Pro-idee사에서 만든 SKIGYM 스키 시뮬

레이터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

눠져 경사는 물론 속도감과 현장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

록 만들어진 시뮬레이터이며 진동, 기울기, 회전 등을 스키와 

거의 흡사하게 제공한다.

앞으로 출시되는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은 사용자

가 실제와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가상현실의 기술과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다.  가상현실의 미래는 Virtual World > 

Virtual Reality > Augmented Reality > Invoked Reality > 

Substitution Reality 로 발전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현실 세

계를 대체한 스포츠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오락실에서 스키 아케이드 같은 게임 종류를 접했었

고, 최근엔 IT 기술 발달로 MS(Micro soft), SONY 기업 등에

서 PC /Mobile 기반 포터블 게임을 즐겼다면 앞으로는 로보틱

스, 메카트로닉스, 모션센서, 햅틱 UI, 3D 가상현실, 5D 콘텐

츠 기술 등이 융합되어 체감형 사이버 레포츠 시스템으로 발전

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 스포츠를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실감체험 시뮬레이터 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운동에 

그림 2. 슈퍼 알파인 레이서 트윈 아케이드 머신

그림 3. SkyTech Sport 스키 시뮬레이터

그림 4. SKIGYM 스키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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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현실 기반 스포츠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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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체력단련을 위한 기능성 운동기구의 수

요가 다수였다면, 최근 게임기에 운동과 체감서비스를 결합한 

시뮬레이터가 등장하고 있고, 대표적 예로 MS사의 Xbox 360

은 사용자로 하여금 운동도 되고 4D 체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 실감미디어와 실감효과 재현 기술이 융합된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와 관련한 주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실제 환경의 실감효과 획득 및 재현 기술 

- 인간의 오감 상호작용 기술

- 사용자 인터랙션 UI/UX 기술 

- 고해상도의 실시간 3D 그래픽 처리 기술

Ⅲ. 스키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스키 플레이트 구조

스키 스포츠 종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스키 장비를 이용하는 회전 운동이고 스키어와 장비가 

일체가 되어야만 스키에 정확한 힘을 가 할 수 있다. 

둘째는 중력을 이용한 낙하운동이다. 중력을 이용한 체중이동

이 중요기술이 되면서 턴 중에 정확하고 과감한 체중 이동과 스

키 자세로 인한 눈의 저항면적을 다르게 하여 가감속을 가능하

게 한다. 

셋째는 다양한 사면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스키를 타는 곳은 

항상 변화되는 완경사와 급경사, 단단한 설질과 무른 설질이나 

슬로프 폭이나 길이 등 변화에 따른 상황을 정확하게 대응해서 

활주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스키 자세 분석 및 스키 플레이트 기구 움직임  

스키는 동계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는 일반인들도 많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

다. 경기 방식은 대부분 스키를 발에 신고 눈 위를 달려 시간이나 

득점을 겨루는 방법으로 세부 종목에는 알파인이 대표적이다. 

보통 스키장에서 처음 스키를 접하는 사람은 스키 자세 과정

을 배울 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 과정 :프르그화렌, 프르그보겐(A자 턴)

중급과정: 프르그보겐, 슈템턴, 슬라이딩 턴

상급 과정: 카빙턴, 숏턴, 벤딩턴, 모글

다음은 스키 플레이트 기구  설계에 스키 자세 움직임을 반영

하기 위한 일반적인 스키 자세 기술을 서술한다.

 * 출처 : 하이원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방법과 기술

프로그 보겐 : A자 형으로 스키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기술

아케이드  포터블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로보틱스 

메카 
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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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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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키 스포테인먼트 게임 변화

게임기 체감 서비스 

실감효과 재현 디바이스 4D 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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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감체험 시뮬레이터 수요변화

           저항이 
         매우 적다         저항면적                 저항면적           

그림 8. 스키 저항면적

그림 9. 프로그 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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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 화렌 : 스키의 모양을 A자로 만든 후 일직선으로 내려

가며 활주하는 기술

슈템턴: 바깥쪽 스키를 A 모양으로 벌려 슈텀을 만든 다음 회

전을 시작하여 스키를 나란히 한 채 회전하는 기술

카빙턴: 스키의 회전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스키자체의 옆 틀

림(사이드컷)으로 인해 회전을 하는 기술

숏턴: 회전 반경을 짧게 하여 연속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턴 기술

위의 다양한 스키 자세를 분석하여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

체험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스키 자세 종류를 <그림 14>, <그림 

16>과 같이 도출하였고, 스키 플레이트 기구적 움직임 구조로 <

그림 15>, <그림 17>과 같이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2. 스키 플레이트부 Roll축 모션 생성부

스키 시뮬레이터는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고 눈과 스키 플레이

그림 10. 프로그 화렌

그림 11. 슈템턴

그림 12. 카빙턴

그림 13. 숏턴

(a) 평자세 (b) 라이트 턴 (c) 레프트 턴 

(a) 평자세 (b) 라이트 턴 (c) 레프트 턴 

그림 14. 스키 자세

그림 15. 스키 플레이트 움직임

(d) 프르그 화렌  (e) 워킹 

(d) 프르그 화렌  (e) 워킹 

그림 16. 스키 자세

그림 17. 스키 플레이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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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스키의 환경과 스

키 시뮬레이터의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 스키를 타는 모션과 시뮬레이터의 모션이 어떻게 다른지

를 분석한 논문“ 스키시뮬레이터에서 스키 동작 시 일반인과 스

키선수의 운동학: 3차원 동작분석과 관성센서 데이터 비교”에  

데이터를 참고하고 가속도와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관성센

서를 사용하여 일반인과 스키선수를 비교하였다.

스키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조사한 결과 시

뮬레이터를 통하여 스키를 탈 때 숙련자의 발목 각도는20.2±

2.6도, 비숙련자의 발목 각도는 10.1±6.3도로 숙련자가 비숙

련자보다 큰 각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스키 시

뮬레이터에서 회전을 (Roll 축) 제공하여 비숙련자들의 스키 시

뮬레이션을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Roll 축은 사용자 의지에 따라 Sway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는 구조이면서 회전 각도에 따라 좌/우 움직임 방향 의

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스키 플레이트의 기울기 각도가 

크면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3. 스키 플레이트부 Yaw축 모션 생성부

Yaw 축은 스키를 타고 내려갈 때 Turn 부분을 생성한다. 

논문“Coefficient of Kinetic Friction of Snow Skis during 

Turning Descents” 따르면 <그림 19>과 같이 실제 스키를 탈 

때 스키 각도는 약 ±40도 이내로 측정되었다. (a)는 스키를 타

면서 내려오는 궤적이고, (b)에 Open Circle은 오른쪽 플레이

트의 각도, double Circle은 왼쪽 플레이트 각도를 보여주고, 

Closed Circle은 하강할 때 tangential angle을 나타낸다. 그 

각도는 X축에 표시되었고 Y축은 행정거리를 나타낸다.

(b)에 오른발 플레이트와 왼발 플레이트의 각도는 최대 40

도를 넘지 않고, 40도 이상일 때 가속도의 변화량이 많아 사

용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스키 시뮬레이터의 경우 Visual 

Information을 주로 전달해 주며 좌우 움직임을 통해 체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속도 자체를 약간 감소시켜 최대 스키 각도를 

30도로 제한하여 Yaw 생성부를 설계하였다

스키 시뮬레이터에서 디스플레이가 정면만 존재한다면 사용

자가 화면을 정면으로 보면서 스키를 타기 때문에 화면과 Yaw 

생성부 사이에 사용자는 화면이 없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질

감이 발생하며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Yaw 생성

부로 바라보는 화면의 시야각을 커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대형 

곡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4. 스키 플레이트부 Heave/Pitch 축 모션 생성부

스키 슬로프의 높이 차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Heave 모션 생성부와 기울기에 따른 Pitch축 회전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가상환경 상

에 구현된 스키 슬로프 높이 차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Heave/Pitch 모션 생성부를 설계하였다.

<그림 21>은 실제 스키 슬로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면에는 높

낮이와 경사가 존재하며 <그림 22>는 스키 슬로프의 단면으로

서 노면의 높낮이와 경사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스키어의 이동 

그림 18. Roll 축 생성부

그림 19. (a) Locus of the snow plow, (b)Ski angle δ and tangential 

angle of the descent θ

그림 20. Yaw 축 생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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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보여준다.

<그림 22>와 같이 스키 슬로프의 노면의 높낮이와 경사의 기

울기 정보를 스키 시뮬레이터에 반영할 경우 사용자에게 더 사

실감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사의 변화로 인

하여 생기는 초보 스키어들의 무릎 부상에 대한 안전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양쪽 스키 플레이트의 전후 하단에 위치한 

Heave 모션 생성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스키 시뮬레

이터에 탑승한 사용자가 양쪽 발의 높이차를 다양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으며 3D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여 예상되는 Heave동작을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 24>는 Pitch 축으로 동작을 보여주며, 이러한 동작은 

Y축 후크와 소형 유니트 베어링의 조합을 통해 구현 Pitch 모

션 생성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스키 슬로프 기울기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스키 플레이트 전후 하단에 위치한 Heave 모션 

생성부의 독립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키 플레이트 

지지대의 휘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Heave/Pitch 모션 생성부의 동작 행정거리는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의 각도와 행정거리는 스키 플레이트 전/후 하단

에 위치한 Heave 모션 생성부 사이의 거리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림 25>는 Heave 모션 생성부의 기구적 움직임을 3D로 설

계한 것을 보여주며 또한 3D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Heave 

움직임 각도를 기구에 반영하였다. Heave 모션 생성부 사이의 

중심거리, 경사각, 행정거리 관계를 나타내었다. 경사각과 지지

대 중심사이에 거리를 대입하여  Heave 모션 생성부의 행정거

리를 원하는 만큼을 설계할 수 있었다.

가상환경에서의 언덕을 지날 때 3단계로 이루어지는 스키의 

기울기 <그림 26>에 따라 리니어 모터를 제어하여 사실적인 

상/하 모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5. 스키 플레이트부 Surge 축 모션 생성부

Surge(전후가속) 모션 생성부는 가상 스키 콘텐츠 에서 아바

타의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속할 때 사용자가 관성을 느끼도록 

그림 21. 실제 스키 슬로프

그림 22. 스키 슬로프의 단

그림 23. 4개의 Heave 모션 생성부 독립 제어를 통한 다양한 모션의 생성

그림 24. Pitch 축 움직임 동작

행
정
거
리

 

지지대 
중심거리 

그림 25. Heave 모션 생성부 구조도

그림 26. 모굴을 지날 때 리니어 액츄에이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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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스키 플레이트를 앞·뒤로 움직여 가감속을 생성한다. 

Surge(전후가속) 모션 생성부는 아바타의 전진속도가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앞·뒤로 비례하여 움직이는 구조이지만 Surge 

모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속도를 제공

해도 스키 플레이트가 계속 전진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아바타의 전진속도 아닌 감속일 때 사용자가 느끼

지 못할 정도로 스키 플레이트를 조금씩 후진운동 시키는 기술

이 필요하다. <그림 27>은 전후가속 생성부에 부착된 스키 플

레이트가 아바타의 속도에 비례하여 가감속을 나타낸 것이다.

가상환경상에 구현된 아바타의 가감속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

달 할 수 있는 Surge 모션 생성부는 스키를 탑승함에 있어 좌/

우 이동의 피드백과 동시에 가감속에 대한 정보는 탑승하는 사

용자의 몰입감을 늘려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스키 시뮬레이터들은 좌우 이동에 대

한 피드백만 구현이 되어있을 뿐, 가감속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

템은 전무한 상태이다. 가감속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

를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가감속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

계를 하였고 3D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하였다. <그림 28>은 

구현하려는 Surge 모션 생성부의 이동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Surge 모션 생성부는 Heave/Pitch 모션 생성부의 상단부에 

위치하며 <그림 27>과 같이 2개의 서보 모터와 커플링된 스크

류에 의해 동작하도록 설계를 하였다. 서보 모터가 회전함에 따

라 스크류가 회전하고 이로 인하여 스키 플레이트에 탑승한 사

용자가 이동하게 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중이 큰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지만, 공압 실린

더는 정밀 제어가 어렵고, 소음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서보 모

터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기본 베이스

에 스키 플레이트 기구는 6DOF 모션 동작을 지원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사용자가 기울이는 입력 모션과 시스템의 좌/우 모

션, 상/하 모션을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실제와 같은 운동감을 

주고 사용자가 장치를 좌/우로 조정함으로 생성되는 각도를 측

정함으로 인해 좌/우 움직임의 속도 및 가속도가 제어 되는 기

구를 설계하고 3D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수행 하였다. 

6. 가상 스키 시뮬레이션 동작 및 데이터 형식 정의  

스키 플레이트 기구 구조를 반영한 가상 스키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실제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기본 베이

스를 설계한 기구물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눈의 낮은 마찰 계수

로 인해  스키 플레이트가 미끄러지는 운동과 사용자가 방향전

환을 위해 턴을 하는 동작, 마지막으로 스키 플레이트가 언덕

을 넘거나 스키 슬로프의 눈이 쌓여 굴곡으로 인한 높이 차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스키 시뮬레이터가 제한적인 공간에서 표현

할 수 있는 동작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기 위해   

<그림 29>와 같이 크게 Sway, Yaw, Heave, Pitch 동작으로 

스키 동작을 분류 하였다.

분류된 동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의 틀을 연

구하기 위해 <그림 30>과 같은 모형을 사용한다. a, b, c, d에  

그림 27. 전후가속 생성부의 동작

그림 28. Surge 모션 생성부의 이동 메커니즘

X축 

Y축 

X축 

Y축 

Sway Yaw 

그림 29. 스키 동작 정의

X축 

Y축 

X축 

Y축 

Heave Pitch 

30 | 정보와 통신

주제 |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기술



좌표 값을 안다면 Sway 동작을 발생하면서 Yaw 동작을 발생

시킬 수 있다. Heave 동작을 통해 Pitch 동작 또한 발생시킬 수 

있다. 분류된 동작마다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값을 사용하는 것

보다  a, b, c, d 위치 백분율 값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치 좌표값은 x, y, z 축의 좌표 값이므로 사용자의 

스키 플레이트 위치 값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를 해결하고자 백분율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Sway 움

직임의 최대 길이를 입력하고 상/하 움직임의 최댓값을 설정하

여 백분율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그림 31>과 같이 사용자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시뮬레이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

상 스키 시뮬레이션을 개발 하였다.

Ⅳ. 실감 재현을 위한 환경 데이터 획득  

스키 시뮬레이터 상에서 사용자에게 현장감을 주기위한 실감 

요소를 실제 스키 슬로프에서 발생하는 실감 데이터를 획득하

고 정규화 데이터로 변환하여 실감 재현장치로 실제와 같은 느

낌을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에 반영하였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요소 중에 속도를 실감적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점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스키 슬로프 활강 시 실감 환경 정보  

실감정보 저장조건

속도
슬로프를	따라	스키어가	활강하면서	시간에	따라	속도	값

이	변동되는	데이터	기록,	속도는	경사도와	연동하여	측정

풍속 속도	값과	연동,	속도에	따른	풍속(풍량)값	측정

진동
슬로프의	시작점과	종점사이에서	시간대별로	진폭의	변화

되는	것을	측정	

온도
산의	온도는	고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슬로프	활강	중	

50m	마다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

조도 날씨정보와	시간정보	등에	따른	조도	정보를	측정

<표 1>은 각 실감 변수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저장되어야 할 

조건을 서술한다. 이 데이터는 실감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 저장, 

가공, 편집 과정을 통하여 실제 스키 슬로프에서 활강 중 속도

값, 풍속, 풍량값, 진동값을 실시간 동기화 데이터로 각 시간에 

따른 속도, 풍속 , 진동 , 온도, 조도등 상호 연동되어 저장된다. 

<그림 32>는 저장된 데이터가 시간축을 중심으로  콤포넌트 

형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각 Comp 마다 시간, 속도, 풍속 등

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하고 실제와 유사한 상황 모델 표현을 위

해 단계별 데이터로 편집하였다. 편집된 데이터를 스키 스포테

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과 연계시켜 스키 슬로프에서 활강하는 

듯한 현장감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X축 

Y축 

X축 

Y축 

평면상 시야 모델 측면상 시야 모델 

a b 

c d 

a c 

그림 30. 스키 시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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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각화 도구의 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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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저장된 환경 정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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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실제 스키 슬로프에서 타는 듯한 느

낌을 주기 위해 사용자 의지에 따라 Roll 축 모션 생성부 기반

으로 양발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에 따른 좌우가속과 전

후가속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구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실세계

에서 느껴지는 스키 자세 움직임을 스키 시뮬레이터 상에 사실

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입체적인 가상객체를 제공하여 체

험자의 감각적 몰입을 높이며, 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서 실제 스키 슬로프 환경에서 일어나는 실감 환경 정보를 획

득하여 실감 재현까지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에 연

동함으로써 기존 스키 시뮬레이터와 차별화 된 실감체험을 사용

자에게 제공하여 실제와 같은 스키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다.

스키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은 건강한 국민의 삶의 영

유를 위해  For Home Use, Fitness Clubs, Ski Teams, Ski 

Schools, Health Clubs, Physical Therapy,  Ski Resort 등에

서 활용이 가능하여 레포츠산업의 급성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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