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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규체육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티볼 스포츠를 스크린이 설치된 실내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접근 과정 및 이를 적용한 개발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초, 중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구기 스포츠훈련으로 지속적인 체육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접근 내용을 살펴보면 티볼교재의 기초훈련내용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문가, 티볼 지도자의 자문기반 협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티볼 스포츠훈련 향상이라는 지
속 가능한 교육에 적합한 훈련 접근 체계성을 제시하였다. 즉, 단순히 체험기반의 실감 콘텐츠가 아닌 초등학
생에게 티볼 스포츠 수업의 몰입 유도와 자연스러운 기초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 모드를 설계하였다. 개발된 
훈련 콘텐츠는 주 차별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격 기본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훈련 과정상에서 난이도 
별 목표에 따른 평가 피드백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훈련향상을 할 수 있는 훈련모드 접근 과정을 제시하
였다. 또한, 티볼 스포츠의 경기 규칙을 반영한 대전경기 모드 접근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기 
스포츠의 기본훈련 및 신체 운동 향상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실감 콘텐츠 사례 및 실감 콘텐츠 개발 관련 산업
체에 참고 제작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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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ed development contents for application of realistic content approach study that 
can experience T-ball sports used in regular physical education classes at indoor space with screen. 
The scope of application can be used for ball sports training in virtual reality sports room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The approach process presents an appropriate approach system for sustainable 
training education which is to improve T-ball sports training to target users through consultation-based 
collaboration with sports experts and T-ball leaders, focusing on basic training content of T-ball 
textbooks. In other words, the training mode was designed to induce immersion in T-ball sports classes 
and provide natural basic training for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s rather than simply 
experience-based realistic content. The developed training content provided basic attack training 
according to weekly differentiated curriculum, and the approach process of training mode by difficulty 
level was presented to allow the user to improve the training by the degree of difficulty. In addition, 
the match mode approach process that reflects the game rules of T-ball sports was presented. This 
study can be presented as a reference production case that can be used to improve basic training and 
physical exercise of ball sports for industries related to development of realistic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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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실내환경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체육 

등의 실감 콘텐츠가 적용된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시장
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은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가상
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여 2017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1].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교실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센
서와 연동된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실
내체육 공간 즉, 스크린 기반 구기 스포츠를 체험하거
나 스크린 화면 속의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마치는 등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2].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확대에 따라서 발전 및 활성
화 방안, 운영 경험기반 교육적 효과 및 한계, 적용기술, 
콘텐츠 제작, 체육수업 활용 효과 등의 관련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3-13]. 또한, 다양한 센서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보급 전문개발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티볼(Tee-Ball) 스포츠를 실내 스크
린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제작접근에 
관한 연구이다. 티볼은 공을 던지는 투수가 없이 공격
자가 티대에 공을 놓고 치는 스포츠로서 야구를 변형시
킨 뉴스포츠 범주에 속하며 투수가 없고 도루나 슬라이
딩이 없으므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체
육수업에 활용되고 있다[14].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
교와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의 리그 활성화를 위
한 종목으로 티볼 스포츠 활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티볼
은 전국 초등학교의 정규체육 시간에 남, 여 모두가 안
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이다[15]. 하지
만 외부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운동장에서의 
실외체육 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티볼 스포츠를 지
도할 수 있는 전문 체육 교사의 부족으로 체육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앞선 내용에서 제시한 티볼 스포츠 활용과 관련하여 

제약적인 요인들을 벗어나서 실외의 유사한 환경기준
으로 티볼 스포츠의 활용도를 지금보다 높이기 위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구기 스포츠 범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훈련 교육이 가능한 실감 콘텐츠로 제작된다면 
학교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및 필요성
티볼 스포츠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현석

(2020)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활용한 실내 스크린 기
반 티볼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효과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6].

오정환, 신의수 그리고 홍수영, 유원이(2021)는 3차
원 영상분석을 활용하여 티볼수업에서 학생들의 배팅 
동작의 행동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17].

이장현(2020)는 학위논문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서 티볼수업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즐거움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8]. 

송혜욱(2021)은 비몰입형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환경
에서 티볼 활동이 특수학교 전공과 발달장애 학생의 여
가 만족도, 수업 참여도 변화, 운동 수행능력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9]. 

제시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체험 위주의 티볼 실감 
콘텐츠는 흥미 측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
게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체육수업으로서 이용자에
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훈련 단계별 목표성을 가지는 지
속 가능한 부분에서의 티볼 실감 콘텐츠 접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센서기술을 연
동하여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구기 스포츠 교
육 훈련으로 활용될 수 있는 AR 기반 실감 티볼콘텐츠
를 제시한다. 초, 중학교에서 정규체육 과목으로서 단순
체험이 아닌 이용자의 스포츠 증강 데이터를 기록 및 
분석하며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여 훈련 목표
성을 부여하는 스포츠 데이터 수치 기반의 훈련이 가능
한 접근연구를 제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자기 주도 훈련이 가능하여 스포츠 훈련향상을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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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의 접근 사례 과정을 통하여 제시

된 내용 기준으로 티볼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그림 1. 티볼콘텐츠 접근연구 프로세스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체육수업 과정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센서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이용자를 기준으로 티볼에서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증
강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내 교실 공간에서 
실재감을 주기 위한 스크린 지점과 티대의 최소 거리 
및 센서측정 시뮬레이션의 실거리 일치율에 관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이는 측정 시뮬레이션 기준이 성인 중
심이 아닌 이용자에게 적합한 실감 일치율로 보정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티볼콘텐츠 기획접근은 2015년 체
육과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수-학습은 경기 수행능력, 
참여 동기 목표성취 증가, 자기 주도학습이 가능한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20].'라는 내용에 부합되기 위하여 
티볼의 공격기초 훈련과 대전경기가 가능한 콘텐츠 제
작 방향성을 기준으로 티볼 교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협업으로 세부적인 티볼 스포츠의 설계 접근을 진행하
였다. 다음으로 제작된 훈련 및 대전 모드의 티볼콘텐
츠는 전문가 검수를 통하여 훈련의 기능 적합성, 모드
별 난이도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 운영을 위한 훈련 커리
큘럼을 구성하여 각 주 차별 수업목표 및 담당자의 수

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 내용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훈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가
상현실 스포츠실 운영학교에 보급하여 실증테스트를 
진행하였다. 

Ⅱ. 본론

1. 티볼 센서 데이터 측정 항목    
이미지 센서의 원리는 측정 오브젝트를 고속카메라

로 연속촬영하여 분석 데이터 항목인 배트앵글, 스핀량, 
배트 경로, 스매시 팩터, 임펙트 포지션, 캐리, 배트 스
피드, 런, 볼스피드, 볼궤적의 데이터를 예측 알고리듬 
시뮬레이션으로 스크린 화면에 증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티볼과 연동되는 센서 기준으로 이용자에
게 필요한 시각화 데이터를 [표 1]과 같이 추출하였다. 

표 1. 센서측정 타구 데이터 항목
항목 설명

타구 속도
볼 스피드 측정으로 베트와 공이 닿는 직후 배트 스피드
와 임펙트 분석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제시한
다.

배트 스피드
센서 체크 영역 기준으로 이용자가 스윙하는 시점부터 
공이 닿는 범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제시한
다.

공 상하 각도 볼의 임펙트 시점에서 공의 상각(+) 및 하각(-) 알고리
즘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제시한다.

공 좌우 각도
볼의 임펙트 시점에서 공의 좌각(+) 및 우각(-) 알고리
즘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제시하며 상하각도를 종합
한 공의 궤젝 데이터를 적용한다.

캐리거리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의 궤적에 따라서 떨어진 낙후지점
을 기준으로 거리를 제시한다.

전체거리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이 공중거리 및 지면 거리를 합하
여 최종 거리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센서측정 항목의 차별점은 기
존 소프트웨어의 측정되는 데이터는 공이 배트에 닿는 
지점이 아닌 날아가는 궤적을 유추하여 시뮬레이션 되
어서 증강 데이터를 제시하였지만, [그림 2]와 같이 배
트스윙 시 배트 스피드와 임펙트 포지션(타격지점)을 
기준으로 측정 데이터를 제시하여 증강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즉, 초등학생 
기준의 실감 일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트스윙 시 이용
자의 배트 스피드를 측정하고 일차적으로 공의 임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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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에 따라서 타구 속도, 배트 스피트, 공의 발사각
도, 좌우 방향, 떨어진 거리, 전체거리를 측정하는 알고
리듬과 이차적으로 센서에서 측정 가능한 일정 범위에
서 공의 궤적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듬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림 2. 센서측정 및 분석 화면 

또한, 기존 센서측정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치는 성인
에 초점화되어 있는 부분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기준의 
이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측정 데이터값을 보정 하였으
며 실제 측정된 데이터에 추가 데이터 적용 기능을 개
발하여 소극적인 이용자에게 측정된 데이터 결과의 만
족도를 높여줘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AR 실내환경 구성을 위한 실거리 측정 
실거리 측정 이유는 이미지 센서를 연동한 스크린 골

프의 실거리 일치율에 따른 이용자의 체감이 중요하듯
이 실내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야외환경의 스윙 타격의 
실제 공간감을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줄 수 있어야 한
다. 즉, 센서에서 측정하는 데이터 일치율과 이용자가 
스포츠 체험활동이 가능한 기준공간(거리, 폭)을 구축
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실거리 측정을 진행하였
다. 해당 실거리 측정은 이용자의 타격(스윙, 킥, 던지
기)에 의한 임펙트 지점(센서측정 시작지점)에서 스크
린 화면을 보면서 타격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 아닌 제
시되는 증강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일치율, 스크린
과 티대의 필요한 최소 거리를 실내외 측정 과정을 통
해서 확인해 보았다.

그림 3. 센서 기반 실거리 테스트 

실거리 측정 테스트를 통해서 [그림 4]와 같이 가상
현실 스포츠실의 스크린과 타격지점(티대)의 최소 거리
는 4M 또는 실내공간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거리 기준
을 잡고자 하였으며 공의 반발력 등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을 고려한 부분도 포함한 거리이다. 

그림 4. 실제 공간감 기준 스크린 시설기준 거리 

참고로, 해당 실거리 측정은 티볼을 포함하여 야구, 
축구, 발야구 등의 구기 스포츠 기준으로 제시 가능한 
증강 데이터 항목별 수치를 확인하여 평소에 체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구기 스포츠를 실내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티볼콘텐츠 접근 및 제작 과정  
티볼콘텐츠 접근 및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5]와 같

이 5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인 티볼콘텐츠 
기획접근은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체육과 교과
과정'의 훈련의 주요 목표인 참여 동기 목표성취, 경기 
수행능력, 자기 주도학습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초등
학교 및 중학교 티볼교재를 참고하여 기획접근을 진행
하였다. 2단계에서는 티볼 지도자의 협업을 통해서 훈
련 및 대전 모드의 기획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자문
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작되는 콘텐츠 모드를 기준으로 
실제 훈련할 수 있는 수업 커리큘럼 구축에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하였다. 3단계는 티볼 실감 콘텐츠 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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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훈련향상 목표인 배팅 자세, 히팅포인트, 타격 방
향, 타격비거리 향상에 훈련 키워드를 가지고 기초 스
윙법에 따라서 내, 외야 훈련모드 및 다수의 인원이 참
여 가능한 대전기반 티볼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4
단계는 5개의 내, 외야 훈련모드와 대전경기 구현된 내
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실감 일치율, 
학년별 기준 난이도 확인, 플레이 프로세스의 훈련 적
합성 등의 검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GUI 및 스크린 화
면 기준으로 적용된 캐릭터, 배경, 오브젝트의 시각적 
적합성 관련 의견을 듣고 콘텐츠에 반영하였다. 5단계
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에서 자
문을 통해서 구축한 훈련 커리큘럼의 주요 차시 내용을 
시범 수업으로 확인해 보았으며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를 확인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
였다. 

그림 5. 티볼콘텐츠 접근 및 제작 단계 

3.1 티볼콘텐츠 기획접근 내용
티볼콘텐츠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구현 기준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티볼교재를 참고하여 공격 중심의 훈
련 콘텐츠 설계내용 및 필요한 기능 등을 수립하였다. 
공격 훈련향상과 관련해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2015년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육교수-학습’ 기준으로 [그림 6]
과 같이 첫 번째, '참여 동기 목표성취'를 위하여 묘기 

재미, 게임적인 요소를 훈련 콘텐츠에 적용하였다. 즉, 
이용자에게 쉬운 접근성으로 몰입성을 부여하는 동시
에 자연스러운 훈련을 유도하도록 티볼콘텐츠를 설계
하였다. 두 번째, '경기 수행능력'을 위하여 이용자가 습
득한 훈련방식을 반복 체험할 수 있는 대전경기를 티볼 
공격규칙에 따라서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세 번째, '자기 주도학습'을 위하여 타격임펙트 및 배
팅자세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매회 타격 후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스크린 화면에 정보화하여 실시
간으로 제공하여 지속성 기준으로 개인의 셀프 코칭이 
가능한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그림 6. 티볼훈련 기획내용

다음으로 비전문가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운
영이 가능하도록 주 차별 훈련내용을 수립하였다. 즉, 
티볼교재를 기반으로 티볼 규칙이해 부분과 배트 그립
법, 스윙방법, 스윙방법에 따른 타격자세의 훈련에 관해
서는 주 차별 훈련 영상을 통하여 학습하며 영상 속 제
시한 훈련내용을 연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3.2 티볼콘텐츠 기획 자문내용
티볼콘텐츠의 기획접근 과정에서 구축한 내용 기준

으로 개발 이전 티볼 지도자 및 스포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구성을 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체육교육 전문가 1인, 티볼 
지도자 1인에게 티볼콘텐츠 기획접근 내용 전체를 전
반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티볼 실감 콘텐츠와 연동되어 이용자 타격 시 데이터를 
측정하는 이미지 센서기술의 측정 방식을 설명하였으
며 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시되는 증강 데이터 항
목이 스크린 화면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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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임펙트 순간 및 자세를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제시
하는 방식을 함께 설명하였다. 이후, 게임의 몰입성 요
소 및 묘기 재미 컨셉을 적용한 내야 및 외야 훈련모드
의 플레이 방식, 난이도 등의 기획내용과 공격 중심의 
티볼 경기모드 기획내용을 설명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은 [표 2]와 같으며 티볼콘텐츠의 5개
의 훈련모드 개발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다. 

표 2. 티볼콘텐츠 훈련 자문내용

자문
키워드

기획 방향
(제작 기준)

훈련 목표, 향상 자문내용
(데이터 수치 기준) 

레벨 스윙
훈련

볼링핀 타격 모드
내야 범위내에 출현하는 볼
링핀을 타격하는 재미성

▸레벨스윙훈련, 게임 요소 강조
▸타격 히팅 포인트 향상 가능
▸힘과 타격자세 향상 가능

다운스윙
훈련

몬스터 타격모드
내야에 출현, 홈으로 돌진하
는 몬스터를 타격하는 재미
성

▸다운스윙훈련+게임요소 강조
▸타격 히팅 포인트 향상 가능
▸타격 순서 방향에 대한 상황판단력 
가능

레벨, 다운
스윙 훈련

베이스 기준 트럼통 모드
내야에 설치된 드럼통 안에 
공 집어넣는 재미성

▸레벨, 다운스윙 동시 훈련+트릭재
미요소 강조
▸타격 방향 정확성 향상 가능
▸타격지점 집중성 향상 가능

어퍼스윙
훈련

과녁 존 모드
외야 존에 설치된 과녁 존에 
정확히 장창을 날려 보내는 
재미성

▸타구 비거리 향상훈련
  +양궁게임 요소 강조 
▸타격 방향 및 비거리 향상 가능
▸타격 정확성 향상 가능

어퍼스윙 
훈련

비거리 모드
타구 런거리 기록 수립 재미
성

▸적합한 자세 중심의 타구 비거리 
향상훈련 강조 
▸타격 방향 및 비거리 향상

티볼 
대전경기
(수행능력)

티볼공격 기능 및 
NPC 수비 시스템 중심 개발

▸팀워크 기반 참여자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수비난이도 실시간 변경 
기능(팀간 격차 조율 기능)필요

다음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자문으로 
주 차별 훈련내용 및 실감 콘텐츠를 이용한 훈련 프로
세스에 대한 자문내용을 토대로 [표 3]과 같이 훈련 커
리큘럼을 정리하였다.

표 3. 티볼콘텐츠 훈련 커리큘럼 자문내용

참고로, 학교별로 체육 시간에 부여되는 시수가 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1~6주 차는 티볼 공격 훈
련에 대한 단계별 훈련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7주 차 
이후 훈련내용부터는 학교별로 가능한 시수에 따라서 
로테이션 반복훈련으로 적용할 수 있다.

3.3 티볼콘텐츠 제작 내용
1) 훈련모드 개발내용 
3종의 내야 훈련모드는 레벨, 다운스윙법 훈련 중심

으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 볼링핀 타격모드는 타격 방
향성에 초점화하여 내야에 출현하는 볼링핀을 쓰러트
리는 컨셉으로 [그림 7]과 같이 지정된 베이스 안쪽 내
야 원 범위에서 6개의 볼링핀이 1개 그룹으로 출현한
다. 

그림 7. 난이도별 볼링핀 출현 영역 

해당 훈련은 기본적인 자세 기반 타구 방향과 배트 
스피드(힘) 향상으로서 난이도 상(C), 중(B), 하(C) 기준
으로 홈베이스에서 점차 멀리 순차적으로 출현하게 구
현하였다. 훈련 시작 시 타격횟수 및 제한시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베이스별 타구 방향 훈련 시 반복 출현이 

주차 훈련내용 주 차별 훈련 프로세스

1 티볼 소개, 규칙이해, 티볼콘텐
츠 OT 티볼 소개 영상, 모의체험

2 그립법 및 방식 소개 및 모의체
험

지도자 영상 후 개인 로테이션 체험(내야 
모드-몬스터 타격)

3 그립법+배팅 자세(스탠스)에 
대한 실감 체험 훈련

지도자 영상 후 스탠스 별개인 로테이션 
체험(내야모드-드럼통에 공넣기)

4 그립법+배팅 자세+레벨스윙 
타격에 대한 실감 체험 훈련

지도자 영상 후 내야 모드 개인별 로테이
션 체험

5 배팅 그립+배팅 자세+다운스
윙 타격에 대한 실감 체험 훈련

지도자 영상 후 내야 모드 개인별 로테이
션 체험

6 배팅 그립+배팅 자세+어퍼스
윙타격에 대한 실감 체험 훈련

지도자 영상 후 외야 모드 개인별 로테이
션 체험

7 내야타격 실감 체험 훈련 내야 3종 모드 체험 및 타격 임펙트 및 
자세 실시간 영상확인(셀프 코칭)

8 비거리타격 실감 체험 훈련 외야 2종 모드 체험 및 타격 임펙트 및 
자세 실시간 영상확인(셀프 코칭)

8 AR 티볼 시뮬레이터를 통한 
대전 경기

인원기준에 따라서 삼아웃제, 전타석제 
모드를 활용하여 체험

10 훈련 총평(만족도 설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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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볼링 규칙을 일부 적용하여 
1회 스페어 처리 및 연속 스트라이크 시 점수가 높게 
산정되며 플레이 중에 랜덤하게 1회 출현하는 히든 스
핀을 타격하면 곱하기 N배 점수를 적용하도록 구현하
였다. 

그림 8. 볼링핀 타격 훈련 모드

두 번째, 몬스터 타격모드는 타격기반 근접 슈팅 게
임 컨셉으로 [그림 9]와 같이 지정된 베이스 안쪽 내야 
범위에서 가로(A~H)영역과 세로(1~7) 영역 기준으로 
최대 24개가 출현한다. 해당 훈련은 기본적인 자세 기
반 타구 방향과 함께 타구 방향 정확도 향상으로서 난
이도 상(세로 1~3), 중(세로 3~5), 하(5~7)를 기준으로 
홈베이스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출현하게 구현
하였다. 

그림 9. 난이도별 몬스터 출현 경로 

 몬스터 출현 후, 매턴 공격 시마다 홈베이스로 일정
간격 기준 홈으로 돌진하도록 구현하였지만 난이도 하
에서는 쉬운 접근성을 위하여 몬스터가 해당 출현지점
에 고정되도록 구현하였다. 홈베이스를 기준으로 거리
가 먼 몬스터 타격 시 높은 점수를 산정하게 하였으며 
히든 몬스터를 출현시켜 타격 시 주변반경 범위 몬스터
를 추가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기능을 적용하였다. 훈련 

시작 시 타격횟수 및 제한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
업 운영 시 빠른 로테이션을 위하여 몬스터의 출현 개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10. 몬스터 타격 훈련 개발

세 번째, 드럼통 공 넣기 모드는 묘기 재미를 접목한 
컨셉으로 [그림 11]과 같이 베이스별 내야 범위에서 가
로(A~F) 라인과 세로(1~6) 영역 기준으로 매턴 1개씩 
출현한다. 해당 훈련은 타구 방향성 기준으로 베이스 
사이로 타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훈련으로서 내야 훈
련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모드이다. 난이도 상(세로 
1~3), 중(세로3~5), 하(5, 6)를 기준으로 드럼통이 출현 
되며 출현한 드럼통에 공을 넣을 때까지 타격기회가 제
공되도록 구현하였다. 훈련모드에서는 타격횟수를 제한
하여 한 세트 기준으로 성공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1. 드럼통 출현 방식

점수 산정은 드럼통당 타격횟수 기준으로 적용되며 
드럼통의 입구 원의 크기를 3단계로 구성하여 훈련 시
작 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의 크기에 따른 점수를 다르
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플레이 중에 랜덤하
게 1회 출현하는 연산 드럼통(더하기, 곱하기)을 타격기
회 1회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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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드럼통 공 넣기 훈련 모드

다음으로 2종의 외야훈련 모드는 어퍼스윙 훈련 중심
으로 제작되었다. 외야 과녁 존 훈련 모드는 비거리 향
상과 타구 방향성에 초점화하여 과녁 요소를 접목한 컨
셉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외야 영역 기준으
로 가로(A~D)영역과 세로(1~3) 영역에 랜덤하게 1개 
출현하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타격횟수 기준(회수 
설정 가능)으로 과녁에 공을 날려 보내며 과녁 존 영역
별, 배트 스피드에 산정된 점수를 계산하여 제공한다. 

그림 13. 외야 과녁 출현 방식

과녁의 지름 크기를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
며 가장 안쪽 과녁 안착 시 추가 점수와 연속적으로 성
공 시 N배 기준으로 점수를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4. 외야 과녁 존 훈련 모드

두 번째, 비거리 훈련 모드는 배트 스피드 기준으로 
가장 멀리 타구를 보내는 비거리 기록 모드이다. 방향
에 상관없이 타구의 궤적 기준 캐리 거리를 계산하여 
타격 거리와 발사각, 공 속도에 따라서 순위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15. 비거리 훈련 모드

 2) 대전모드 개발내용
각 훈련 모드별 체험을 통해서 타격 임펙트, 타구 방

향별 스탠스, 스윙법의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면서 경기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전모드를 구현하
였다. 티볼공격 규칙을 그대로 반영하여 최대 15인이 
한팀으로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티볼 수비와 관련해서는 AI 수비 시스템으로 주요 구현 
내용은 [그림 16]과 같이 포지션별 NPC 캐릭터는 상, 
중, 하 난이도 기준으로 캐치, 던지기, 주루상황별 베이
스별 우선순위 등의 알고리듬을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16. 난이도별 수비 캐치 및 송구 흐름도

수비난이도는 양 팀의 경기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수
업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수비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으며 이는 실제 티볼 경기과정에서 공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체험하면서 점수의 차이로 경기의 승
패를 결정짓기보다는 체험하는 이용자가 지정된 회까
지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어 기능을 적용하였
다. 또한, [그림 17]과 같이 경기이닝(3회, 6회, 9회) 및 
캐릭터 선택과 경기모드는 3아웃제, 전타석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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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전경기

3) 개인 훈련기능 개발내용
티볼의 배팅 훈련과 관련하여 배팅(폼) 자세 및 배트

로 공을 타격하는 임펙트 포지션 분석 영상과 센서 장
비와 측면모션 카메라에서 이용자의 실시간 증강 데이
터를 제공하여 개인 혼자서 ‘자기 주도학습’이 가능하도
록 제작하였다. 티볼콘텐츠 체험방식은 [그림 18]과 같
이 스크린 방향으로 이용자는 타석에 들어서서 티대에 
올려져 있는 공을 타격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18. 티볼 실감 콘텐츠 체험 환경

이용자의 측정 데이터는 상단에 설치된 이미지 센서
에서 티대 위의 놓인 공을 타격하면 공 추적 시뮬레이
션 알고리듬을 통해서 스크린에서 공이 날아가고 [그림 
19]와 같이 스크린 하단에 타구속도(km/h), 배트스피
드(km/h), 발사 상하각, 발사 좌우각, 캐리거리(m), 타
구 거리(m)의 증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9. 티볼콘텐츠 데이터 표시

다음으로 [그림 20]과 같이 타격 임펙트(배트가 공을 
타격하는 시점) 순간의 영상을 반복으로 재생해 주며 
측면 모션 카메라에서 이용자의 베팅 자세를 반복적으
로 재생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20. 자세 및 임펙트 포지션 분석

측정 데이터 제시 및 실시간 영상제공 구현으로 이용
자는 5종의 내외야 훈련 모드를 통해서 기본 타격에 해
당하는 어퍼, 레벨, 다운스윙 제시되는 데이터와 영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콘텐츠 검수 과정
본 콘텐츠 검수 방향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입찰제안

서에서 제시되는 실감 스포츠(구기 및 비구기 스포츠 
품질)의 평가 기준에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초등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운동 효과’, 
‘별도의 지원인력 없이 학생 스스로 체험이 가능한 형
태’ 가 주요한 정성적 평가항목이다. 따라서 기획단계에
서 제시된 훈련 및 대전경기 제작 내용을 토대로 구성
한 훈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개발된 내용을 모의 수업
방식으로 콘텐츠 검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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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티볼 실감 콘텐츠 개발 검수 

이를 통하여 [표 4]와 같이 최종적으로 주차 기준의  
훈련 진행에 필요한 지도훈련 영상을 목록화하였다. 

표 4. 콘텐츠 검수 기반 영상촬영 내용

영상목록 영상설명

티볼 소개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티볼 소개 인터뷰 영상

티볼 
규칙설명 규칙설명 내용(해설 영상)

그립법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올바르게 배팅 잡는 기본 방법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초크그립 방식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변형 초크그립 방식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풀랭스그립 방식 설명

스탠스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스퀘어 스탠스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오픈 스탠스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클로즈스탠스 설명 

스윙법

▸어깨 위치, 팔꿈치 간격 등의 전문가가 스윙에 대한 팁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레벨스윙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다운스윙 설명
▸티볼 지도자, 전문가를 통한 어퍼스윙 설명 

영상목록 기준으로 제작된 티볼 실감 콘텐츠의 훈련 
활용에 적합한 촬영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또한, 티볼 
실감 콘텐츠 훈련모드별 플레이 타임을 확인하여 인원
수에 따른 소요시간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한된 수업시
간 기준으로 소요되는 운영시간을 계산하여 최대 20명 
참여기준으로 적합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기획내용 기준으로 자문내용이 훈련기능 
및 적용된 난이도 적합성 중심으로 검수하여 해당 콘텐
츠의 핵심 훈련 목표인 배팅훈련에 의한 상체 신체 운
동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히팅집중력, 타격 거
리 및 배팅 자세 향상(이용자의 폼)을 셀프코칭 기반으
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구기 스포츠 교육 훈
련에 필요한 티볼 실감 콘텐츠에 관한 개발사례 연구로

서 티볼 전문가 자문기반 기획접근내용을 바탕으로 티
볼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티볼 실감 콘텐츠 내
용에 대하여 [그림 22]와 같이 효과성 검증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설치가 된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모의 수업 
운영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22. 티볼 스포츠 모의 수업 과정

실증테스트의 목적은 본 연구를 통해서 제작된 티볼 
실감 콘텐츠가 주차별 구성한 커리큘럼의 훈련 목표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모의 수업 진행 과정에
서 이용자 관찰을 통해서 훈련 모드별 적용된 난이도의 
적합성, 제시되는 정보 UI의 직관성 등을 살펴보았다. 
평가방식은 이용자들에게 인터뷰를 통한 체험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림 23. 티볼 실감 콘텐츠 모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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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수업은 4학년, 5학년, 6학년 그룹으로 40분 기
준으로 1회 수업을 진행한 후에 그룹 당 남 10명, 여 
10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질문항목은 콘텐츠 
체험 후 재미성, 지도자의 훈련 영상을 보고 해당 훈련
체험에 대한 만족도, 계속 해당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지에 대한 지속성, 체험 콘텐츠별 난이도이다. 설문결과 
[그림 24]와 같이 5점 척도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티볼 실감 콘텐츠 모의 수업 

특히, 모의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속체험을 하고 
싶다는 4.6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모드별 훈련 체험시 
전반적인 콘텐츠 난이도 부분에서 저학년은 4.0점 이하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자들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
한 부분으로 티볼콘텐츠 훈련별 모드에서 스크린 화면
에 위치한 타격 오브젝트에 스윙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스크린 화면에 타격 오브젝트 등장 시 타격자세의 방
향, 목표정보(거리 및 방향)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 25]와 같이 수정개발을 진행하
였다.

그림 25. 훈련모드 목표정보 제시

다음으로 모의 수업에 참관한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
안 요청이 있었다. 즉, 티볼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 중

에는 비전문가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티볼 커리큘
럼 기준의 선생님의 학습 지도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티볼 실감 콘텐
츠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구기 스포츠 훈련기반 실감 
콘텐츠로서 정규체육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한 유의미한 접근 사례
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된 콘텐츠의 효과성을 
본 연구에서는 모의 수업기준으로 소수 학생의 설문조
사로 제시된 부분은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더
욱 다양한 참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명할 수 연구가 
수반되어야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관련된 확장 연구로서 티볼콘텐츠
가 설치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수 학생의 훈련 효과 
향상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량적인 검증소
프트웨어를 통한 효과성에 관한 검증 연구를 진행해 보
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티볼 실감 콘텐츠 
커리큘럼을 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표준 훈련 커리
큘럼 및 학습 지도안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을 통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운영 지도자의 만족도, 중
학생들의 티볼 스포츠 수업만족도 등의 확장 연구를 진
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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