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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기술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를 이
용하여 운동정보와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운동정보와 일정 기간 동안
의 운동통계 정보를 모바일 단말기로 제공해 주는 디스플레이 기반 실시간 상
호작용 헬스케어 장치에 관한 것임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종래기술의 가상현실이 적용된 헬스 기구들은 사용자 정보를 분석하여 서비
스하는 기술을 제공하지는 못함

• 본 기술의 헬스케어 장치는 사용자가 파노라마 카메라에 의해 촬영한 영상을
운동 상황에 맞게 변환하여 가상현실 영상으로 출력하여 표시해 줌으로써, 사
용자의 운동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동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운동정보및환경정보를반영한실시간영상출력

• USN 미들웨어는 헬스기구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정보(운동방향, 운동속도,
운동거리, RPM 또는 운동시간)와 환경정보(온도, 습도 또는 조도)를 수집하고 헬스
케어 서버에 전송함

• 전송된 운동정보와 환경정보를 영상제어 생성부에서 디스플레이에 오버랩시키는
오버랩화면과 상기 방향정보와 속도정보 또는 기울기 정보에 맞도록 파노라마 영상
의 시야를 변경하는 화면이동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제어정보를 생성함

• 고정 자전거, 트레드밀 등의 실내 헬스기구 구동시 주변의 운동 상황에 맞게 변환하
여 가상현실 영상과 현재의 운동 속도, 운동 거리, 소모 칼로리, 운동 시간, 외부 온도,
습도 및 조도 등 화면에 오버랩정보를 제공함

• USN 미들웨어는 헬스기구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정보(운동방향, 운동속도,
운동거리, RPM 또는 운동시간)와 환경정보(온도, 습도 또는 조도)를 수집하고 헬스
케어 서버에 전송함

• 전송된 운동정보와 환경정보를 영상제어 생성부에서 디스플레이에 오버랩시키는
오버랩화면과 상기 방향정보와 속도정보 또는 기울기 정보에 맞도록 파노라마 영상
의 시야를 변경하는 화면이동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제어정보를 생성함

• 고정 자전거, 트레드밀 등의 실내 헬스기구 구동시 주변의 운동 상황에 맞게 변환하
여 가상현실 영상과 현재의 운동 속도, 운동 거리, 소모 칼로리, 운동 시간, 외부 온도,
습도 및 조도 등 화면에 오버랩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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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을통해 사용자의운동정보통계를모바일로제공

• 운동이 종료된 경우 헬스케어서버는 USN미들웨어로부터 수신된 운동정보와 환경정
보를 사용자별로 사용자정보DB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운동통계정보를의 모바일 앱
으로 서비스 함

• 모바일 앱에서 운동목표를 설정하고,  사용자의 운동 통계분석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
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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