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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배경과
목적

Ⅰ

□4
 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것으
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확산을 통
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
 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료와 정
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치료와 병원 중
심에서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웨어러
블 기기, 모바일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산업에 인공지능, 클라
우드, IoT 등 디지털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
심 산업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
 소년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체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활동은 골격
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스포츠, 운동과 놀이, 걷기, 춤추기 등과 같은 신체의 모든 움
직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매우 낮고, 그 원인이 시
간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 참
여율을 높이고 ICT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교
 실 내의 제한된 환경을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결하여 에듀테크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몰입감을 통해 재미있게 주제중심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듀테크 환경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프로
그램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융ㆍ복합 능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 ICT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ICT 헬스프로그램의 디지털 헬스를 구현함으로써 학
생들은 과학적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내용과 건강이 연계된 재미있는 신체활
동을 경험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ICT를 활용한 교과연계 수업이 가
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시대체형은 단순한 교과 내 지식전달이 아닌 활동과 경험을 통한 지식의 체득을 목
표로 하며, 자유학년제형은 교과 외 활동에서 건강과 관련한 활동중심의 차별화된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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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내용 및
과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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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Ⅲ

□프
 로그램 총괄표
프로그램명

개발내용

건강 -

고등학교(6차시)

4차 산업혁명을

ICT 헬스

만나다
: 디지털 헬스

프로그램

차시별 주제
1. 맞춤 운동
바이오(Bio)와 건강
차시대체Ⅰ(3차시)

(총13차시)

과학과 시스템 상호작용
차시대체Ⅱ(2차시)
첨단과학과 건강
차시대체Ⅲ(1차시)

2. 움직임과 심박수
3. 심폐기능강화
Exercise
1. 우리 몸의 정보
2. 인터랙티브 아트
1. 스마트 건강
Exercise

□프
 로그램 총괄표
-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ICT 헬스(ICT Health)’ 프로그램으로 차시대체형 3종, 6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체육 교과에서 추출한 지식내용을 통합예술활동(음악, 미술, 무용 등)
및 ICT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
해 체화된 지식으로써 장기기억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랙션 활동을 통해 과학지식의 내용을 ICT와 연결하여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 내 활동은 재미 요소를 극대화하였고 개인, 모둠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ICT 헬스(ICT Health)’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은 학생들의 STEAM(융복합) 역량
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한된 교실 환경을 에듀테크 환경(VR, 코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주제학습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미있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사고를 확
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에듀테크 환경은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
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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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프
 로그램 구성
1차시. 스마트 운동 Exercise

Ⅳ

·· 스포츠 속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스키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VR기술을 활용하여 교실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
·· 다양한 VR콘텐츠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확대하고 미래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상황
제시

[ 활동1 ]

생생한 스포츠 현장과 과학
[ 활동1 ]

활동
구성

창의적
설계

스키의 과학적 원리
[ 활동2 ]

VR 속 스키타기

감성적
체험

[ 활동1 ]

다양한 VR 콘텐츠

□2
 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 내용요소 ] 센서

융합
과학

통합
과학

[ 성취기준 ] [ 12융과04-02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휴대전화, 광통신 등 첨단 정보 전달기기에서 정보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전
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내용요소 ] 첨단 과학 기술
[ 성취기준 ] [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
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 내용요소 ] 첨단 통신 기술

기술

[ 성취기준 ] [ 12기가04-06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 내용요소 ] 도전 스포츠의 경기 수행
[ 성취기준 ] [ 12체육02-02 ]도전 스포츠의 경기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방법을 탐색하여 경
기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체육

[ 내용요소 ] 자기 극복
[ 성취기준 ] [ 12체육02-04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 스포츠
의 환경적 제약에 맞서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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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P
 rogram 차시대체Ⅲ 첨단과학과 건강

Ⅴ
□1
 차시 스마트 운동 Exercise
1차시 프로그램은 ‘바른 자세’로 생각열기(상황제시) - 생각 펼치기(창의적 설계) - 생각
정리하기(감성적 체험)로 구성하였다. 본 차시는 스포츠 속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VR기
술을 활용하여 계절 스포츠를 교실 안에서 경험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과목/준거틀

상황제시

융합과학

○

통합과학

○

기술

체육

08

ICT 헬스(ICT Health) 프로그램

○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

○

○

2019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스마트 운동
Exercise

1

첨단과학과 건강

차시 주제

1차시
스마트 운동 Exercise

교육목표

·· 스포츠 속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스키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VR기술을 활용하여 교실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
·· 다양한 VR콘텐츠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확대하고 미래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관련교과

융합과학, 통합과학, 기술, 체육

차시
설계의도

스포츠 속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VR기술을 활용하여 계절 스포츠를 교실 안에서 경
험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창의융합
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동영상 자료, 학생용 워크북 활동지, 스마트폰, 인터넷WIFI, 카드보드, 스키 폴(등산용
스틱, 나무 막대기, 종이를 말아서 만든 막대기 등)

상황제시

생생한 스포츠 현장과 과학

[ 활동 가이드 ]
제한된 교실안에서 계절스포츠를 체험하는 발상의 전환을 경험하는 활동이다. 수영과 피겨스케이팅의
과학적 원리를 동영상을 통해 이해하고 스포츠와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활동1

생생한 스포츠 현장과 과학

중심
교과

(1) 수영의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
※ 무더위 때 생각나는 스포츠 수영
·· 출처: YTN사이언스
·· https://www.youtube.com/watch?v=mtVP18DquEg&t=771s
··

융합
과학,
통합
과학,
체육
STEAM
요소
S, A

(2) 피겨스케이팅의 과학적 원리 이해하기
※ 피겨스케이팅 속 회전 관성 원리
·· 출처: YTN사이언스
·· https://www.youtube.com/watch?v=IBkxdi-zL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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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선택활동

평창 동계올림픽 속 과학기술
- 2018평창동계올림픽 프로젝션 맵핑’동영상 감상하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 프로젝션 맵핑 메이킹
·· 출처: .mill
·· h t t p s : / / w w w . y o u t u b e . c o m / w a t c h ? v = x 1 i 4 e 9SU4nI&list=PL9dlpH7xx3t65Kt_T2VhWti3BnO-2DvWF&index=6
··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문화와 기술의 융합 이해하기

학생용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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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설계

VR속 스키 체험하기

[ 활동 가이드 ]
스키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VR을 통해 교실 환경에서 스키를 경험하는 활동이다. 스키의 과학적 원리
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VR기술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됨으로써 스포츠 외에 VR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

활동1

스키의 과학적 원리
스키 속 숨겨진 과학 원리
※ 스키의 과학적 원리를 동영상을 통해 이해한다.
·· 출처: YTN사이언스
·· https://www.youtube.com/watch?v=VynvHJsLyKY

학습자료

스키의 과학적 원리

중심
교과
기술,
운동과
건강
STEAM
요소
T, A

상영시간: 32초
https://youtu.be/VynvHJsLyKY?t=33

마찰력, 중력, 원심력, 구심력, 관성
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의 법칙을 설명한다.
-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 참고 ]

경사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W – 중력. N – 수직항력, F – 마찰력
- 원심력, 구심력

[ 참고 ]

경사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출처: 조영선 (2019) Why? 스포츠 과학, 예림당]

[ 개념 ] 구심력, 원심력, 원 운동의 방향

- 공기 저항력

[ 참고] 공기저항력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 공기저항력은 속도의 제공으로 비
례하고, 공기와 닿는 면적과 비례
- 체중이 무겁고 체격이 큰 선수는
중력이 증가하여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공기저항력도 높아 방해
요인도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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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시 유의사항 ]
·· VR체험 활동을 위해 영상과 함께 스키의 과학적 원리, VR기술, 게임 등과 연관된 다양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학생용
활동지

활동2

VR속 스키타기
- 카드보드VR과 모바일을 통한 에듀테크 환경을 체험한다.
- 경사면의 차이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를 체험할 수 있다.
- 시각적으로 체험한 후에 청각적 효과를 추가하여 체험해본다.
- 스키, 봅슬레이, 스키점프 등을 카드보드지를 활용하여 체험한다.
-5
 도, 25도, 45도 경사면의 상황을 주고 VR콘텐츠에 맞는 움직임
을 표현한다.

학습자료

카드보드VR 콘텐츠 활용 안내
1) 화면 정면의 동그라미(○)를 문 위에 올려놓으면 로딩 후 스키활
강이 시작된다.
2) 출발 후 카드보드VR을 좌우로 기울여 방향을 조절하여 깃발을 정
면으로 지나가는 미션을 수행한다.
3) 카드보드VR을 기울이면 화면도 함께 기울어지면서 방향 전환이
된다.
4) 스키 슬로프를 내려가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 활동 시 유의사항 ]
·· 카드보드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를 카드보드 중간에 잘 고정해 영상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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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활동 예시
- 카드보드VR과 모바일을 통한 에듀테크 환경을 영상으로 제시한다.
-5
 도, 25도, 45도 경사면의 상황을 주고 VR콘텐츠에 맞는 움직임
을 표현해본다.
※ 개인별로 카드보드VR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교사는 5도, 25도,
45도 경사면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은 슬로프 상황에 맞는 움
직임 표현활동을 경험한 후 체험내용을 카톡이나 활동지에 적어 모
둠원과 공유하고 그 현상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 활동 시 유의사항 ]
·· 모둠원들끼리 VR 체험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 표현활동으로 연결
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자료

VR체험용 스키 영상 및 어플리케이션
스키 어드벤터 VR
안드로이드 app:
Skiing Adventure V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t.skiing.adventure.vr

360 VR
Skiing Video

https://youtu.be/7zpB58cgvbU

Cardboard
ski video

https://youtu.be/9_EuTyNYego

지도서 _ 고등학교 차시대체Ⅲ. 첨단과학과 건강

13

[ 활동 시 유의사항 ]
·· 유투브 영상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주소를 미리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공유해놓으면 학생들이 수
업시간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다.

학생용
활동지

선택활동

다양한 VR스포츠
-스
 키 외에 여러 가지 VR스포츠를 검색해보고 학교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목을 선택하여 경험해본다.
어플명

이미지

VR익스트림
스포츠
다운로드 주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
VRfans.VRVideos3

VR번지점프

다운로드 주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
FunVR.BungeeJumpingVR

VR Climb

다운로드 주소

학생용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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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체험

다양한 VR콘텐츠 찾아보기

[ 활동 가이드 ]
VR 스포츠 이외의 다양한 VR 콘텐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체험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환경을 예측하고 상상하여 나의 미래직업과 연결하여 확장시킬 수 있다.

활동1

다양한 VR콘텐츠
-스
 포츠 외에 VR 콘텐츠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공유한다.
- 재미있는 VR콘텐츠를 함께 체험해보고 소감을 발표한다.
어플명

소개영상

Grand
Mountain
Adventure

중심
교과
과학
STEAM
요소
S

https://youtu.be/n-mr4Z5oGWc

다운로드 주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VRfans.VRVideos3

학생용
활동지

선택활동

VR스포츠 상상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학교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목에 대
해 이야기한다.
- 가상의 VR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해본다.

학생용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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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식
읽을거리 1

[Tech & BIZ] 첨단기술 입은 스포츠 중계, 더 즐겁고 짜릿
150여대 카메라로 경기 찍고 10초 내 360도 영상으로 송출
미식축구 공격 거리 알기 쉽게 중계 영상에 노란색 선 표기
AI가 테니스 라켓 소리 인식해 2분만에 주요 장면 편집하기도
지난달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이 중계한 미국프로야구(MLB) LA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기한 장면이 나왔다.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
고 몇 초가 지나자 류 선수의 직전 투구 모습이 360도 영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4D 리플레이(4D Replay)’가 경기 현장에서 바로 촬영·편집해 내놓
은 것이다. 최근 이처럼 스포츠 중계와 최첨단 영상 기술을 접목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하이라이트를 실시간으로 편집해 송출
하거나 기존 중계방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360도 영상, 선수 시점의 경기장 광경 등을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하이라이트 영상 8초 만에 편집
4D 리플레이는 2012년 삼성SDS 출신 정홍수 대표가 설립했다. 스포츠 경기장에 일반 고화
질 카메라를 50~150여대 설치해 영상을 찍고, 중계차나 경기장의 운영 콘솔(제어·통제장치)
로 전송해 이를 편집해서 내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5~8초에 불
과해 실시간 중계방송 중에도 카메라 앵글이 360도 회전하면서 선수의 움직임을 확대하거나
천천히 보여줄 수 있다.
4D 리플레이 관계자는 “그래픽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영상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며
“고가의 첨단 장비 대신 일반적인 카메라와 고성능 컴퓨터, 랜선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면
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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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식
스포츠 중계에 접목된 첨단 기술 그래픽
인텔도 이와 비슷한 ‘트루뷰(TrueView)’라는 기술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기장 전체에 40여대의
소형 카메라를 두루 설치해 경기 전체를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그
분량이 테라바이트(TB) 규모다.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수백편에 이르는 양이다. 이 데이터는
광케이블을 통해 현장의 고성능 서버로 전달되어 3D비디오로 전환된다. 방송국은 이를 이용해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 방송한다.

◇ 중계 화면에 실시간으로 그래픽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NFL(미국 프로풋볼) 중계에선 20여년 전인 1998년부터 ‘실시간 가
상 그래픽’ 기술이 쓰이고 있다. 실제 경기장에는 없지만, 중계 영상에는 나타나는 경기장 바닥
의 노란색 선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 규칙이 까다로운 미식축구를 시청자가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미식축구의 기본 경기 원칙 중 하나가 ‘공격팀이 네 차례 공격으로 10
야드 이상을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시청자 입장에서는 10야드가 얼마나 남았
는지 한눈에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중계 기술 업체 스포트비전(Sportvision)사
는 다음 공격권을 획득하기까지 가야 하는 거리를 중계 영상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는 기술을
개발, 이런 어려움을 없앴다. 현재 이 기술은 완전히 보편화되어 NFL 중계는 물론 일부 대학 풋
볼 경기에도 쓰이고 있다.

◇ AI도 스포츠 중계에 등장
첨단 기술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AI(인공지능) 기술도 스포츠 중계에 접목되고 있다.
IBM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2019 US오픈 테니스대회’에 이 회사의 왓슨(Watson) AI 기술
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 주요 장면을 AI가 빠르게 편집해 동영상으로 만
들어 제공하는 ‘AI 하이라이트’가 대표적이다. AI가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타격하는 순간의 소리
를 인식, 이를 기준 삼아 선수 간에 공을 주고받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정밀하게 편집한다.
기존에 사람이 할 때는 수십분씩 걸리던 편집 시간이 AI로는 2분 이하로 줄어들었다. IBM은 선
수별 ‘3분 하이라이트’ 영상도 제작해 제공한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경
기 장면만 모아서 볼 수 있다.
IBM은 “왓슨 AI가 경기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와 선수 및 관중의 흥분 정도를 인식해 영상
에 반영한다”며 “단, 인기가 많은 선수가 경기할 때는 평균 이상의 소음이 나는 만큼 평균이 넘
는 소음은 편향된 것으로 보고 영상 분량을 자동으로 조정해 균형을 맞추기도 한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2

멋진 점프에 ‘과학’이 있다
최근 모 방송국이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다.
‘평창 올림픽’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를 묻는 조사였다.그 결
과 피겨 여왕인 김연아가 2위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1위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현
역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선수들보다 무려 ㅋ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 것.

평창 올림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김연아가 꼽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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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방송국 관계자는 “그만큼 김연아와 피겨 스케이팅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
친 영향이 대단히 강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피겨 스케이팅 의 불모지로 여겨졌
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선수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김연아가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방송국 관계자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였다. 동
계 올림픽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피겨 스케이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종목이지만, 김연아가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는 수준이었다.
특히 커다란 키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빙판을 누비는 서양 선수들을 보며 우리나라를 비롯
한 동양 선수들은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여겨왔다. 그런
상황에서 김연아의 등장은 우리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양 선수들에 비해 결코 떨
어지지 않는 신체와 체력으로 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1인자로 군림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
심을 세워 주었기 때문.
특히 피겨 스케이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점프 연기는 김연아를 능가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유명했다. 공중에 떠서 회전하는 동안 흐트러지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안
정된 착지까지 할 수 있는 선수는 김연아가 거의 유일했다.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김연아는 어떻게 훈련을 했기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 물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동작 하나하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훈련에 활용한 것도 김연아를 최고의 선수로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톱니 같은 피겨 스케이트 앞날은 도약을 위해 필요
피겨 스케이팅 동작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의 원리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 피겨 스
케이트의 날에 숨겨져 있는 과학을 먼저 파악해야만 피겨 스케이팅 동작에 들어있는 과학의 원
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피겨 스케이트날 앞은 도약을 위해 필요한 톱니가 형성되어 있다 ⓒ wikipedia
피겨 스케이팅의 순위는 예술 점수(PCS)와 기술 점수(TES)를 합산한 채점 결과로 정해진다. 예
술 점수는 선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스런 연기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술 점수는
점프와 회전, 그리고 스텝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점프 동작인데, 이를 위해 피겨 스케이트 날 앞부분에
는 톱니가 나와 있고 밑 부분에는 홈이 파져 있다. 톱니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얼음을 박차
고 공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김연아라 해도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는 얼음 위에서 3회전 점프를 할 수 없다. 톱니가 있어야만 선수들은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점
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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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날의 밑 부분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스케이트 날은 홈이 깊게 파
져 있을수록 도약과 방향 전환에 유리하다. 홈의 양쪽 끝이 얼음을 파고들어야 도약할 때 지지
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방향 전환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피겨 스케이트와 비슷한 날 구조를 가
진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역시 홈이 파져 있는데, 이는 피겨처럼 방향 전환이 수월해야 경기를 할
수 있어서다. 반면에 스피드 스케이트의 경우는 방향 전환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 스케이트 날의
밑 부분은 홈이 파져있지 않은 매끄러운 상태로 제작된다.
가속도와 회전력의 비밀이 숨겨 있는 점프 동작
스케이트 날에 숨겨져 있는 과학을 찾아보기는 했지만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면 모두들 같은 형
태의 스케이트를 착용하여 경기에 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
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 피겨 스케이트의 경기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프 동
작을 하기에 앞서 선수들은 공중으로 도약하기 위한 탄력을 얻고자 얼음 위를 빠르게 지치면
서 속도를 끌어 올린다.
이때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신체의 중심을 앞쪽으로 실어 가속도를 높
인다. 그러다 알맞은 장소에 도착하면 앞날에 형성된 톱니 부분으로 얼음을 찍어 누르면서 공
중으로 뛰어오른다.

명품으로 인정 받았던 김연아의 점프 동작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의 관계자는 “김연아 같은 경우는 스케이팅 속도 및 점프 동작이 다른 선수에 비해
월등히 앞섰다”라고 회고했다. 선수 시절 김연아의 점프는 다른 선수에 비해 도약지점에서 착지
까지의 이동거리가 훨씬 길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스케이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스케이팅 속도가 빠르다 보니 그 가속도를 이용하여 도약 시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회전수 및 회전속도가 증가하면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
다. 물론 회전수가 많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훌륭한 점프 연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회
전수와 회전 속도를 잘 조절해야만 선수가 원하는 회전수에 맞춰 착지를 할 수 있다. 특히 회전
운동은 선수가 팔을 펼치느냐 아니면 몸에 바싹 붙이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몸 쪽에 바짝 붙여 회전하
고, 안정적 착지를 위해 천천히 돌아야 할 때는 양팔을 펼쳐야 좋은 연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읽을거리 3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스포츠
사물과 통신, 지식과 산업이 융합하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
다. 스포츠 분야라고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될 미래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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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이기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다. 그 대상은 경쟁자일 수도 있
고, 나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의 만남은 최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와 같은 존재가 디지털 기술이기 때
문이다.
그 열쇠는 빅데이터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사물인터넷(IoT)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어느 순간 인
공지능(AI)으로 변신하거나 가상현실(VR)을 통해 해답을 알려주기도 한다. 삶의 모든 영역이 아
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듯이, 스포츠 분야도 디지털이 일으키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스포츠
스포츠 산업과 디지털의 만남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기술은 빅데이터이다. 이기고 싶다는 인간
의 욕망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기술이라 여겨질 만큼, 스포츠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스포츠 경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면 유리한 전략을 도출해 경기에서 이길 확
률이 높아진다는 빅데이터의 핵심이 이미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4년에 개최된 브라질 월드컵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독자
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분석 예측 시스템이 16강전에서 벌어진 8경기의 결과를 모두 맞히며 화
제가 되었다.*1 이 예측 시스템에는 국가별 선수들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경기장의 지정학적 영
향과 상대 국가와의 과거 전적, 경쟁 관계 여부 등 경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됐고, 마이
크로소프트는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빅데이터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우승국인 독일 역시 ‘매치인사이트
(match insights)’라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선수들의 몸에 부착
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기록 및 영상을 제공하여 코칭스태프가 빠
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2
사물인터넷과 스포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관계는 실과 바늘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독일의 매치인
사이트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웨어러블(wearable)’ 기술이 있었기에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 매치인사이트는 훈련 중인 선수들의 무릎과 어깨에 부착된 4개의 이동식 센서를 통
해 운동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센서를 통해 선수들의 순간속도와 심박수 그리고 슈
팅 동작 등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면 이를 분석하여 운동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 그림 1 ]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융합으로 공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아디다스 마이코

치 시스템*3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디다스(Adidas)의 마이코치(miCoach)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매치인사이
트와의 차이점이라면 센서를 부착하는 대상이 선수가 아닌 축구공이라는 점이다.*4 마이코치
시스템은 공 안에 이동식 센서를 내장하여 선수가 공을 찰 때 공의 속도는 물론 회전수와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코칭스태프는 선수가 공의 어느 부분을 강하게 찼는지,
또는 어떤 곡선을 그리며 공이 날아갔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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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웨어러블 기술은 스포츠 용품의 생산 방식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얼마 전까
지만 해도 스포츠 용품은 대량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스
포츠 용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인 맞춤’ 형태나 ‘다품종 소량 생산’ 형
태로 변화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스포츠 용품을 소개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메
이저리그(MLB)에서 대표적 강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LA 에인절스(Los Angeles Angels)의 마
이크 트라웃(Mike Trout)이다. 트라웃은 연습할 때마다 스마트 배트(smart bat)라고 불리는 야
구 방망이를 활용한다. 스포츠 용품 전문 기업 ‘젭(Zepp)’이 만든 이 스마트 배트는 아랫부분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타자의 타구 속도와 궤적, 각도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수
집된 데이터는 즉시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되고, 선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격 자세를 교
정할 수 있다.*5
인공지능과 스포츠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인
공지능 기술은 국내에서는 막연한 공포심의 대상으로 통한다. 하지만 기술 개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주요 스포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 유난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는 야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선수 기용부터 작전을 지시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감독의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독의 판단보다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을 경기에 반영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 구단 중 하나인 시카고 컵스(Chicago Cubs)가 활용한 키나트랙스
(KinaTrax)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키나트랙스는 선수들의 신체 정보를 실시간으
로 추출하여 부상을 방지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이다.*6 가령 선수의 성적이 부진할 때, 과거 성적이 가장 좋았던 시즌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
터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낸다. 사람이 육안으로만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가상현실과 스포츠
스포츠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편견을 깬 디지털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이다. 사실 골프나 축구 같은 스포츠는 가상현실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야
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통해 실내에서도 골프나 축구 같은 야외 스포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훈련이나 건
강관리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그림 2 ] 스트리버 랩(Strivr Labs)이 개발한 미식축구 훈련용 가상현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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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술로 탁월한 훈련 효과를 거둔 스포츠 종목에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있다. 스트리버 랩(Strivr Labs)이라는 가상현실 전문 스타트업이 개발한 ‘훈련용 미식축구 게임’
은 헤드셋을 통해 미식축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8 이 프로그램은 경기 전체를 조율
하는 쿼터백의 시선으로 경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쿼터백의 시선으로 상대 선
수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선수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팀을 공
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특히 가상현실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여러 방향에서 경기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실제 경기 중에는 전후좌우로 130도 정도의 시야밖에 확보할 수 없지만, 헤드셋으
로는 전후좌우의 시야뿐 아니라 위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현실 속에서의
경기가 마무리되면 몇 번이고 헤드셋을 통해 경기 과정을 재현해볼 수 있다. 이 같은 기능 때문
에 코칭스태프들은 경기 내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경기 이후 선수들의 잘못된
점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 같은 훈련용 가상현실 외에 최근 들어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을 적용한 서비스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얼마 전 유명 권투선수들과 시합을 하거나 그들
의 연습 과정을 따라 하며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복싱 프로그램이 선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9
디지털 영상과 스포츠
시합 중 심판의 착각이나 잘못으로 인해 판결이 잘못 내려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친선 경
기나 비중이 크지 않은 시합의 경우 상대팀의 배려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월드
컵이나 올림픽처럼 모든 선수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시합에서의 오심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 중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비디오 분석과 판독을 하고
있다. 기록이나 득점을 중심으로 판정을 하는 육상이나 구기 종목은 물론이고, 심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는 체조나 피겨스케이트 등에서도 디지털 비디오를 통한 판독 과정이 도입
되는 추세다. 디지털 비디오란 동영상과 동기화된 음성을 함께 디지털화하여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를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디지털 비디오가 내리
는 판정 시스템인 ‘VAR(video assistant referee)’의 위력을 실감한 바 있다.*10
물론 디지털 영상이 스포츠 경기의 판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TV나 인터넷 등으로 스포츠
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미사일 추적 기술 및 영상 처리 기술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개발
한 스탯캐스트(statcast)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스탯캐스트는 공의 궤적뿐 아니라 주자의 반응속
도, 타자의 달리기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 화면에 표시하여 야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즐기기
원하는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과 다각도에
서 촬영이 가능한 ‘옵티컬 카메라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야구공을 포함해 필드 위 모든 선수들
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 그림 3 ] 야구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스탯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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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미래상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스포츠의
미래상이 자못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이 같은 예측은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의 융합 없이는 도
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오로지 선수들만이 경기장에서 뛰고, 모든 판정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루
어지며, 관중들도 현장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는 시대가 펼
쳐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포츠는 스포츠만이 갖고 있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 기적과도 같은 역전극이나 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그리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선수
등이 그런 가치에 부응하는 모습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스포츠의 형태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스포츠의 본질, 즉 이기고 싶
다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스포츠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글 | 김준래 stimes@naver.com

출처: [카카오 AI 리포트] Vol. 14 (2018년 9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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