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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제)

사용자가 운동 이력을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수단) 사용자 20의 신체를 사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10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운동 이력
시스템 10에서,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을 설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 스텝과;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 700 및 8000을 표시하는 운동 내용 표
시 스텝을 실행시킨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운동, 이력, 기록매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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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이력 시스템의 전체도.
도 2는 운동 이력 장치의 기능 블럭도.
도 3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이 사용자의 운동을 이력하는 처리 중, 운동 내용을 설정하는 흐름도.
도 4는 운동 패턴과 운동 내용 파라미터와의 대응 테이블의 일례.
도 5는 복수의 운동 패턴을 선택하는 경우에 표시 장치가 표시하는 운동 패턴 선택 화상의 일례.
도 6은 표시 장치에 표시된 운동 지시 화상의 일례.
도 7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이 사용자의 운동을 이력하는 처리 중,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화상을 표
시하는 처리의 흐름도.
도 8은 표시 장치에 표시된 운동 내용 화상의 일례.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의 기능 블럭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의 기능 블럭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의 기능 블럭도.
도 12는 표시 장치에 표시되는 운동 내용 화상의 일례.
도 13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의 기능 블럭도.
도 14는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이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처리의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의 기능 블럭도.
도 16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이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처리의 흐름도.
도 17은 제7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이력 시스템의 운동 이력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8은 다른 운동 검지 장치의 사시도.
도 19는 또 다른 운동 검지 장치의 분해 사시도.
(부호의 설명)
10 운동 이력 시스템
20 사용자
100, 102, 104, 106, 108, 900 운동 이력 장치
110, 111, 141, 150 운동 내용 설정부
120, 160, 170 내용 화상 출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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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지시 화상 출력부
140 음성 출력부
200 표시 장치
300 음성 출력장치
400 운동 검지 장치
410, 420, 430, 440 운동 검지 발신부
450 운동 검지 수신부
600 운동 지시 화상
700, 800 운동 내용 화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운동 이력 시스템, 운동 이력 장치,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및 그것을 기록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
서, 특히 본 발명은,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履歷)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운동 이력 장치,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및 그것을 기록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근력을 증강하거나 하는 운동을 위해서 스포츠 클럽이 이용된다. 스포츠 클럽에서는, 상기의 목적을
위해서, 각 회원이 스스로의 신고에 의해 소정의 용지에 기입하는 등에 의하여, 스포츠 클럽의 각 회원에 대해서 그 스포츠
클럽에서의 운동의 이력을 기록한다.
한편, 가정용 게임기나 어뮤즈먼트 파크의 아케이드 게임기에 있어서, 특수한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신
체를 움직이는 게임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스포츠 클럽에서 소정의 용지에 기입하는 방법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력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소정의 용지에 기입된 운동으로부터 그 이력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이력으로부터 그 회원이 향후
트레이닝 해야 할 신체의 개소(箇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
또, 사용자가 실제로 신체를 움직이는 게임에 있어서, 사용자의 운동에 대해서 과거의 이력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
하거나 근력을 증강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서, 본 발명은, 상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이력 시스템, 운동 이력 장치,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및
그것을 기록한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은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의 독립항에 기재된 특징의
조합에 의하여 달성된다. 또 종속항은 본 발명의 새로운 유리한 구체적인 예를 규정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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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의 제1의 형태에 의하면,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履歷)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
램에 있어서, 운동 이력 시스템에,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을 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 스텝과,
정하여진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을
표시하는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을 실행시킨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격납하는 운동 내용 격
납 스텝과, 상기 운동 내용 격납 스텝에 의해 격납된 상기 운동 내용에, 새롭게 정하여진 운동 내용을 적산하여 운동 내용
을 갱신하는 운동 갱신 적산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각각에 대응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각각 가지는 복수의 운동 패턴을 설정하는 운동 패턴 설정 스텝과, 상기 운동 패턴 설정 스텝에 의해 설정된 상기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운동 패턴을 선택하는 운동 패턴 선택 스텝과, 상기 운동 패턴 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
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
동 패턴 적산 스텝을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상기 운동 패턴 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운동 패턴의 운동을 지시하는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을 표시하는 지시 화상 표시 스텝을 더 실행시켜
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지시 화상 표시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표시가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표시가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
턴 적산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지시 완료 판정 스텝을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상기 운동 패턴 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된 음
성을 출력하는 음성 출력 스텝을 더 실행시켜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음성 출력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음성
의 출력이 완료 되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 스텝에 있어서, 상
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
는 음성 완료 판정 스텝을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실제로 상기 사용자가 상기 신체를 운동한 것에 근거한 운동 실행
정보를 취득하고, 상기 운동 실행 정보에 근거한 운동 실행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내용 갱신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복수
의 운동 개소의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 실행 정보 취득 스텝을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
는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복수의 표시부분에 있어서의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
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 스텝과,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
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는 최대치 비교 스텝과, 상기 최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
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는 최대 기준 표시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최대 기준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
기 운동 내용과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기준치 비교 스텝과, 상기 기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는 소정 기준 표시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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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소정 기준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
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기준치 비교 스텝의 비교
에 근거하여,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
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
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 스텝과, 상기 최대치와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최대 기준 비교 스텝
과,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며,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
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는 설정 기준 표시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설정 기준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기준치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
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
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제2의 형태에 의하면,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운동
이력 시스템이 독출 가능하도록 기록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운동 이력 시스템에,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
의 운동 내용을 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 스텝과, 정하여진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
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을 표시하는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을 실행시킨다.
본 발명의 제3의 형태에 의하면,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을 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부와,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
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을 표시하게 하는 내용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내용 표시 신호
출력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4의 형태에 의하면,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신체
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을 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부와,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의 신호를 출력하는 내용 화상 출력부를 포함하는 운
동 이력 장치와,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신호에 근거한 상기 운동 내용 화상과,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운동을 지시하는 운동 지시 화상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표시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
용을 격납하는 운동 내용 격납부와, 상기 운동 내용 격납부에 의해 격납된 상기 운동 내용에, 새롭게 설정된 운동 내용을
적산해 운동 내용을 갱신하는 운동 갱신 적산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각각에
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각각 가지는 복수의 운동 패턴을 설정하는 운동 패턴 설정부와, 상기 운동 패턴 설정부에
설정된 상기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운동 패턴을 선택하는 운동 패턴 선택부와, 상기 운동 패턴 선택부에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으로 하는 운동 패턴 적산부를 더 포함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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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는, 상기 운동 패턴 선택부에 의하여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
에 대응되는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을 상기 표시 장치에 표시하게 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지시 화상 출력부를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지시 화상 출력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신호의 출력
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
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지시 완료 판정부를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은, 상기 운동 패턴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음성을 출력 하는 음
성 출력 장치를 더 포함한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음성 출력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
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
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음성 완료 판정부를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가 실제로 상기 신체를 운동한 것을 검지(檢知)하는 운동 검지 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운동 검지 장치의 검지에 근거한 운동 실행 정보를 취득하는 운동 실행 정보 취득부와, 상
기 운동 실행 정보에 근거한 운동 실행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내용 갱신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새
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 실행 정보 적산부를 더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검지 장치는, 상기 사용자의 복수의 신체 개소에 장착되어 상기 사용자가 실
제로 상기 신체 개소를 운동할 경우에, 상기 신체 개소에 대응되는 운동 검지 신호를 발신하는 복수의 운동 검지 발신부와,
상기 복수의 운동 검지 발신부로부터의 상기 운동 검지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운동 검지 신호에 근거하여 운동 개
소를 분류하는 정보와 함께 운동이 행하여졌다는 취지의 정보를 운동 실행 정보로서 출력하는 운동 검지 수신부를 포함하
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
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운동 내용 화상의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 적산부에서 적산된 상
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부와,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는 최대치 비교부와, 상기 최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
시부분의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을 설정하는 최대 기준 표시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상기 최대 기준 표시부는, 상
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
기 최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
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 적산부에서 적산된 상
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과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기준치 비교부와, 상기 기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
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을 설정하는 소정 기준 표시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상기 소정 기준 표시부는, 상
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
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으
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기준치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
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6-

등록특허 10-0528474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 적산부에서 적산된 상
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부와, 상기 최대치와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
는 최대 기준 비교부와,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
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 분의 상기 화상을 설정하며,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상기 화상을 설정하는 설정 기준 표시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상기 설정 기준 표시부는, 상
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
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
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
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는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며,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
는 색설정부를 포함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의 발명의 개요는, 본 발명에 필요한 특징의 모두를 열거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특징군의 서브 콤비네이션도
또한 본 발명이 될 수 있다.
이하,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통해서 본 발명을 설명하지만, 이하의 실시 형태는 청구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 실시 형태 중에 설명되어 있는 특징의 조합 모두가 발명의 해결 수단에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이력 시스템 10의 전체도이다. 운동 이력 시스템 10은, 사용자 20의 신체를 이
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한다. 운동 이력 시스템 10은, 운동 이력 장치 100과 표시 장치 200을 구비한다.
표시 장치 200은, 운동 이력 장치 100의 내용 화상 출력부 120의 신호에 근거한 운동 내용 화상과 사용자 20에게 운동을
지시하는 운동 지시 화상을 선택적으로 표시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표시 장치 200은 운동 이력 장치 100과 별체
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시 장치 200은 운동 이력 장치 100과 일체이어도 좋다.
운동 이력 시스템 10은 또한 음성을 출력하는 음성 출력 장치 300을 구비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음성 출력 장치
300은 표시 장치 200과 별체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성 출력 장치 300은 표시 장치 200과 일체이
어도 좋다.
운동 이력 시스템 10은 사용자 20이 실제로 신체를 운동한 것을 검지하는 운동 검지 장치 400을 더 구비한다. 이 운동 검
지 장치 400은, 복수의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과 운동 검지 수신부 450을 가진다.
이러한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은, 사용자 20의 복수의 신체 개소에 장착되어 사용자 20이 실제로 신체
개소를 운동할 경우에, 신체 개소에 대응되는 운동 검지 신호를 발신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은, 사용자의 왼팔에 장착되는 왼손 운동 검지 발신부 410과, 오른팔에 장착되는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
부 420과, 왼발에 장착되는 왼발 운동 검지 발신부 430과, 오른쪽 다리에 장착되는 오른쪽 다리 운동 검지 발신부 440을
포함한다. 일례로서, 이들 4개의 운동 검지 발신부의 각각은, 진동을 검지하는 진동 센서와 그 검지에 근거해 운동 검지 신
호의 일례로서의 전파를 발신하는 전파 발신부를 가진다. 이들 4개의 운동 검지 발신부의 전파 발신부는 각각 다른 주파수
의 전파를 발신한다. 발신된 전파의 주파수로부터, 어느 운동 검지 발신부로부터 발신된 전파인지를 분류할 수 있다.
운동 검지 수신부 450은,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으로부터의 운동 검지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운동
검지 신호에 근거하여 운동 개소를 분류하는 정보와 함께 운동이 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운동 실행 정보로서 출력한다.
도 2는, 운동 이력 장치 100의 기능 블럭도이다. 운동 이력 장치 100은, 운동 내용 설정부 110과 내용 화상 출력부 120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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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내용 설정부 110은,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을 설정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운동 내용
설정부 110은, 일례로서, 테이블을 참조하여 운동 내용의 데이터를 설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내용 설정부 110의 다른 예로는, 미리 부여된 함수 등을 사용하여 수치연산에 의하여 운동 내용의 데이터를 도출한다. 신
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는, 운동에 의해 단련되는 근육 부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간략화를 위하여, 신체를, 몸
체, 어깨로부터 팔꿈치까지의 좌우 상박, 팔꿈치로부터 손까지의 좌우 하박, 다리의 밑으로부터 무릎까지의 좌우 상각, 무
릎으로부터 발까지의 좌우 하각으로 나누어 이것들을 운동 개소라고 부른다.
내용 화상 출력부 120은,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
동 내용 화상의 신호를 표시 장치 200에 출력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의 일
례는, 인간의 신체를 표현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형을 몸체, 어깨로부터 팔꿈치까지의 좌우 상박, 팔꿈치로부터
앞의 좌우 하박, 다리의 밑으로부터 무릎까지의 좌우 상각, 무릎으로부터 앞의 좌우 하각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으로 구분한
모델 화상이다. 덧붙여, 본 실시 형태의 운동 내용 화상은 인간의 신체의 정면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는 않는다. 예를 들면, 배면도에 대응한 모델 화상을 추가해도 좋다. 다른 예로서, 인간의 신체를 이른바 다각형 모델을 이
용해 삼차원적으로 나타낸 모델 화상이라 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에,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도 각각 삼차원적으로
나타내도 좋다. 나아가, 이 경우에,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에 근거하여 시점을 이동시킨 모델 화상을 수시로 표시해도 좋다.
운동 내용 설정부 110은, 운동 내용 격납부 112와 운동 갱신 적산부 114를 포함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내용
설정부 110은 운동 패턴 설정부 116과 운동 패턴 선택부 117과 운동 패턴 적산부 118을 더 포함한다.
내용 화상 표시 출력부 120은, 최대치 결정부 121과 최대치 비교부 122와 최대 기준 표시부 123을 포함한다. 최대 기준
표시부 123은, 색설정부 124를 포함한다.
또,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이력 장치 100은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을 더 포함한다.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은, 운동
패턴 선택부 117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운동 지시 화상을 표시 장치 200으로 표시하게 하는 신호를
출력한다.
도 3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 10이 사용자 20의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처리 중에, 운동 내용을 설
정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운동 이력 장치 100에 있어서, 운동 내용 격납부 112는,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을 격납한다(S10). 덧붙여 각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의 초기값으로서 운동 내용 격납부 112는 영(0)을 격납한다.
운동 패턴 설정부 116은, 복수의 운동 개소의 각각에 대응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각각 가지는 복수의 운동 패턴을 설
정한다(S12).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패턴 설정부 116은, 설정된 운동 패턴과 각각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운동 내
용 파라미터를 테이블로서 보존한다. 여기서, 운동 패턴은 연속되는 동작들의 조(組)를 말한다. 운동 패턴의 일례는, 무도
의 형태를 취하는 훈련에 있어서의 순서대로, 기본 자세, 오른손 펀치, 왼발 킥, 오른손 펀치, 기본 자세 등이 연속되는 동작
들의 조이다.
운동 패턴 선택부 117은, 운동 패턴 설정부 116에 의해 설정된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운동 패턴을 선택한다
(S14).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사용자 20이 운동 패턴 선택부 117로 소망하는 운동 패턴에 대응하는 신호를 입력한다. 운동 패
턴 선택부 117은, 그 입력에 근거하여, 운동 패턴 설정부 116에 의해 설정된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운동 패턴
을 선택한다. 일례로서, 사용자 20으로부터의 입력은 왼손 운동 검지 발신부 410 및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부 420이 이용
된다. 예를 들면, 왼손 운동 검지 발신부 410으로부터의 운동 검지 신호가 1회 입력될 때마다, 운동 패턴 선택부 117은 운
동 패턴을 변환한다.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부 420으로부터 운동 검지 신호가 입력될 경우에는, 운동 패턴 선택부 117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운동 패턴이 선택된 것을 결정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 20은 별개의 콘트롤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
체에 장착된 운동 검지 발신부로 운동 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은, 운동 패턴 선택부 117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운동 지시 화상을, 표시 장
치 200으로 표시시키는 신호를 출력한다(S16). 이에 근거하여, 표시 장치 200은 운동 지시 화상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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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운동 패턴 적산부 118은, 운동 패턴 선택부 117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운동 패턴의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서 설정한다(S18).
운동 갱신 적산부 114는, 운동 내용 격납부 112에 의해 격납된 지난번까지의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에, 이 새롭게
설정된 운동 내용을 적산하여 그 적산 결과를 현재의 운동 내용으로서 갱신한다(S20). 즉, 이번 운동 패턴이 선택되기 전까
지의 운동 내용에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서 설정된 운동 패턴의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운동 개소에 적산한다. 운동 갱신 적
산부 114는 그 적산 결과를 현재의 운동 내용으로 한다.
도 4는, 운동 패턴과 운동 내용 파라미터와의 대응 테이블의 일례를 도시한다. 이 대응 테이블은, 복수의 운동 패턴이 운
동 패턴명으로 특정된다. 운동 패턴명으로 특정되는 각각의 운동 패턴이, 소비 칼로리 및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 파
라미터를 갖는다. 예를 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운동 패턴이 기본 자세, 오른손 펀치, 왼발 킥, 오른손 펀치 및 기본 자세의
조인 경우에, 이러한 일련의 동작을 했을 때에 평균적으로 상정되는 소비 칼로리를 대응 테이블의 데이터로 한다. 또한, 이
러한 일련의 동작을 했을 때에 평균적으로 상정되는 근력 또는 신체의 운동 개소의 트레이닝 정도를, 대응 테이블에 있어
서, 각각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 파라미터로 한다.
도 5는, 운동 패턴 선택부 117이 사용자 20의 입력에 기초하여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특정의 운동 패턴을 선택하는
경우에, 표시 장치 200이 표시하는 운동 패턴 선택 화상 500의 일례이다. 운동 패턴 선택 화상 500은, 운동 패턴을 특정하
는 운동패턴명이 표시되는 필드 530과, 선택된 운동 패턴에 대응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가 표시되는 필드 510과, 이 필드
510으로 표시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의 범례를 표시하는 필드 520을 가진다. 이 예에 있어서, 도 4에 나타내는 대응 테이
블에 대응해 「운동 패턴 1」, 「운동 패턴 2」, 「운동 패턴 3」의 3개의 운동 패턴명이 필드 530으로 표시된다. 또한,
이 운동 패턴 선택 화면에 있어서, 사용자 20이 본인인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ID나 패스워드를 입력시키도록 해도
좋다.
설명을 위해서, 「운동 패턴 1」이 선택되는 경우를 생각한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운동 패턴 1」의 운동 패턴명 531
에 테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화면상의 포인터가 운동 패턴명 531의 위에 올 때, 테두리를 표시하여도 좋다. 이것에
의해, 현재 「운동 패턴 1」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 20이 알 수 있다. 다만, 선택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테두
리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운동 패턴명과 다른 색으로 해도 좋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운동 패턴을 최종적인 선
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예컨대 더블클릭 등, 사용자로부터의 확인을 요구하도록 해도 좋다. 「운동 패턴 1」이 선택된
것에 대응하여, 도 4의 대응 테이블이 참조되어 운동 내용 파라미터에 근거하는 화상이 필드 510으로 표시된다.
도 5에 있어서, 「운동 패턴 1」은 좌우 하박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좌우 상박이 크고, 그 외는 영(0)인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사용자 20은, 운동 패턴을 결정하기 전에 각 운동 패턴에 대응한 운동 내
용 파라미터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색」의 일례로서 운동 내용이 높은 표시부분에는 적색과 같은 난색을 설정하고,
운동 내용이 낮은 표시부분에는 청색과 같은 한색을 설정한다. 이러한 색설정에 의해, 사용자 20은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보다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도 5에 있어서는, 헷칭(hatching)을 이용해 「색」을 표현하고 있다.
도 6은, 표시 장치 200으로 표시된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일례이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지시 화상 600은, 인물,
예를 들면 강사 610이, 선택된 운동 패턴에 근거해 운동하는 모습을 표시하는 동화이다. 표시 장치 200으로 표시된 이 운
동 지시 화상 600에 따라, 사용자 20은 강사 610을 따라하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를 운동한다. 예를 들면, 도 6에 있어
서, 강사 610은, 선택된 「운동 패턴 1」에 있어서의 오른손 펀치의 동작을 사용자 20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 20이 강사 610의 동작과 정합하여 동작하면, 효과음이나 화면에 특별한 표시가 된다. 이에 의해 사용자가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 20의 동작이 강사 610의 지시 동작과 정합하는가의 여부는, 운동 검지 장치 400의 출력
에 근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검지 장치 400은, 사용자 20의 복수의 신체 개소에 취부되어 운동 검지
신호를 발신하는 복수의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과, 이들의 운동 검지 신호를 수신하는 운동 검지 수신부
450를 구비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8은, 다른 운동 검지 장치 460의 사시도이다. 운동 검지 장치 460은, 발판부 462와, 복수의 발광부 463과, 프레임
464와, 천정부 466과, 복수의 수광부 467을 구비한다. 발판부 462는, 사용자 20이 그 위에서 운동을 하는 스테이지이다.
발광부 463은, 일례로서 지향성을 갖는 적외광을 발광한다. 프레임 464는, 발판부 462로부터 사용자 20의 머리위까지 연
장되어 설치된다. 천정부 466은, 프레임 464에 의하여 지지되고, 사용자 20의 머리위에 배치된다. 수광부 467은 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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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에 설치되어, 그 각각이 대응하는 발광부 463에 대향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여기서, 사용자 20이 운동을 하면, 손, 발
등의 신체가 특정의 발광부 463의 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사용자 20의 신체가 그 발광부 463으로부터 그에 대
응되는 수광부 464로 향하여 광선을 차단하게 되고, 이 수광부 464는 광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광을 감지하지 않
는 수광부 464에 의하여, 사용자 20의 신체가 운동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또한, 발판부 462에 사용자 20의 발의 초기
위치를 지시하는 마크를 하여, 그 위치에 발광부 463R 및 463L을 설치해도 좋다.
도 19는, 또 다른 운동 검지 장치 480의 분해 사시도이다. 운동 검지 장치 480은, 사용자 20의 정면에 배치된 인공 망막
센서이다. 이 운동 검지 장치 480은 렌즈 482와, CMOS 센서 484와, 제어부 486을 갖는다. 렌즈 482는 사용자 20의 상을
CMOS 센서 484의 위에 결상한다. CMOS 센서 484는 반도체상에 형성된 복수의 수광화소에 의하여, 사용자 20의 상을 수
광하여 전기 신호를 출력한다. 처리부 486은 CMOS 센서 484를 제어하며, CMOS 센서 484로부터 출력된 전기 신호를 화
상으로서 처리한다. 운동 검지 장치 480은 처리부 486에 있어서 소정 시간 간격으로 사용자 20의 화상을 비교함으로써,
사용자 20이 운동하는 것을 검지할 수 있다. 운동 검지 장치 480은, 검지된 사용자 20의 운동을 운동 이력 장치 100으로
출력한다.
도 7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 10이 사용자 20의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처리 중, 운동 내용에 근거
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처리(S200)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 7의 흐름도는, 도 6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
설정의 일련의 처리(S100)에 이어서 처리된다.
최대치 결정부 121은, 운동 내용 설정부 110의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된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 중의 최
대치를 결정한다(S30). 이하,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좌우 하박부의 운동 내용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한다.
최대치 비교부 122는, 이 최대치와 최대치 이외의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을 비교한다(S32). 이 좌우 하박부의 운
동 내용과 좌우 상박부, 몸체, 좌우상각부 및 좌우하각부의 각각의 운동 내용을 비교한다. 이 비교의 일례로서, 최대치를
100%로 하였을 때 그 밖의 값을 백분율로 표현한다. 상기한 예에 있어서, 최대치인 좌우 하박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10일
때, 좌우 상박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7이면, 이 운동 내용은 70%로 나타난다. 또, 최대치인 좌우 하박부의 운동 내용의 값
이 20일 때, 좌우 상박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7이면, 이 운동 내용은 35%로 나타난다.
최대 기준 표시부 123은, 최대치 비교부 122의 비교에 근거하여, 복수의 표시부분의 화상을 설정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
어서, 복수의 표시부분에 다음과 같이 화상을 설정한다.
최대 기준 표시부 123의 색설정부 124는, 운동 내용의 값이 영(0)인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
을 설정하고, 최대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한다(S34). 일례로서, 소정의 제1의 색으
로서 청색 등의 한색을 설정하고, 소정의 제2의 색으로서 적색 등의 난색을 설정한다. 이러한 색설정에 의하여, 사용자 20
은 과거로부터의 운동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기한 예에 있어서, 좌우 하박부에 대응하는 표
시부분에는 적색이 설정된다. 또, 좌우상각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영이었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는 청색
이 설정된다.
또한, 색설정부 124는, 최대치 이외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최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최대치에 보다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
하는 표시부분에 제2의 색에 보다 가까운 색을 설정한다(S36). 일례로서, 청색으로부터 적색까지 모두 5 단계의 색을 준비
한다. 최대치 비교부의 비교에 의해, 색설정부 124는 운동 내용의 표시부분에, 0%에는 청색, 0%에서 20%까지는 연파랑
색, 20%에서 40%까지는 녹색, 40%에서 60%까지는 황색, 60%에서 80%까지는 오렌지색, 80%에서 100%까지는 적색을
설정한다.
따라서, 최대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표시부분이 나타나므로, 그 절대치에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운동 내용이 작은
곳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부의 개소만에서 특별히 운동 내용이 커지는 것과 같은 치우친 운동 이력의 경우에
는, 그 이력이 현저하게 표시된다.
도 8은, 표시 장치 200으로 표시되는 운동 내용 화상 700의 일례이다. 표시 장치 200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정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 710을 필드 710으로 표시한다(S38). 이에 의해, 사용자 20은, 운동 후에 운동
내용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도 8은, 도 5와 같이 헷칭을 이용해 「색」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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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이번 운동 패턴에 의한 소비 칼로리가 필드 730으로 표시된다. 또, 표시 장치 200으로 표시
된 운동 내용 화상 700에 있어서, 현재 운동 내용이 낮은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을 높게 할 것 같은 운동 패턴이, 「추천하
는 운동 패턴」의 필드 740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사용자 20은 밸런스가 좋은 운동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상, 제1 실시 형태에 의하면, 사용자는 운동 이력을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향후 트
레이닝해야 할 신체의 개소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2의 기능 블럭도이다. 제2 실시 형태
의 운동 이력 시스템은,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과 운동 이력 장치 102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성만을 설명
한다.
제2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2는,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0의 구성에 추가하여, 운동 내용 설정부 111
에 지시 완료 판정부 119를 구비한다. 이 지시 완료 판정부 119는, 사용자 20에게 지시된 소정의 운동 패턴의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신호 출력이 지시 화상 출력부 130으로부터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지시 완료 판정부 119는, 운동 지시 화
상 600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부 118에 있어서, 사용자 20에게 지시된 소정의 운
동 패턴의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운동 적산부
114는 적산된 결과로서의 새로운 운동 내용을 운동 내용 격납부 112에 격납해도 좋다.
또한, 지시 완료 판정부 119는,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동 패턴
적산부 118에 있어서,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새로운 운동 내용을 영(0)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소정의 운동
패턴을 끝까지 소화하지 않은 사용자 20에 대해서는, 운동 내용을 적산하지 않는다.
이상, 제2 실시 형태에 의하면, 제1 실시 형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운동 패턴을 끝까지 처리할 경우에만
운동 내용이 적산되므로, 사용자의 실제의 운동양에 보다 가까운 운동 이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사용자에게 끝까지 운동
패턴의 동작을 계속하게 하는 동기부여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 지시 완료 판정부 119는, 소정의 운동 패턴의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
된 경우에 운동 내용을 갱신시킨다. 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운동 패턴에 포함되는 특정의 동작의 조에 대해서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한 것을 판정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특정의 동작의 조에 대해서 운동 지시 화상 600이 완료된 경우, 그 후에 도중에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신호의 출력이 중단되어도, 그 특정의 동작의 조에 근거한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새로
운 운동 내용으로 해도 좋다.
다른 예로서, 지시 완료 판정부 119는 소정의 운동 패턴의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신호의 반의 출력이 완료되고, 그 후에
출력이 중단된 경우에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의 반의 값을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해도
좋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4의 기능 블럭도이다. 제3 실시 형
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은,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과 운동 이력 장치 104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성만을 설
명한다.
제2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2는,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0의 구성에 추가하여, 음성 출력 장치 300으
로 음성을 출력하는 음성 출력부 140과, 운동 내용 설정부 141에 음성 완료 판정부 142를 구비한다.
음성 출력장치 300은, 운동 패턴 선택부 117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음성을 출력한다.
음성 완료 판정부 142는, 음성 출력 장치 300에 있어서, 소정의 운동 패턴의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
한다.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음성 완료 판정부 142는, 운동 패턴 적산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
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음성 완료
판정부 142는, 음성 출력부 140에 있어서의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동 패턴 적산부 118
에 있어서, 운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새로운 운동 내용을 영(0)으로 한다. 이에 의해 소정의 운동 패턴을 끝까지
소화하지 않은 사용자 20에 대해서는, 운동 내용을 적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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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3 실시 형태에 의하면, 제1 실시 형태 및 제2 실시 형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예를 들면, 음성으
로서 댄스 비트를 갖는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음악의 연속성을 추구하여 끝까지 운동 패턴의 동작을 계속하게 되
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6의 기능 블럭도이다. 제3 실시 형
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은,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과 운동 이력 장치 106이 다르다.
제4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6은, 운동 내용 설정부 150과 내용 화상 출력부 120과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을 가진
다. 운동 내용 설정부 150은, 제1 실시 형태와 동일하게, 운동 내용 격납부 112와 운동 갱신 적산부 114를 포함한다. 본 실
시 형태의 운동 내용 설정부 150은, 또한, 운동 정보 취득부 152와 운동 정보 적산부 154를 포함한다.
운동 내용 설정부 150의 운동 실행 정보 취득부 152는, 운동 검지 장치 400의 검지에 근거한 운동 실행 정보를 취득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동 검지 장치 400의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은, 사용자 20의 복수의 신체 개
소에 장착된다. 이들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은, 사용자 20이 실제로 신체 개소의 운동을 할 경우에, 신체
개소에 대응되는 운동 검지 신호를 발신한다.
예를 들면, 운동 지시 화상 600의 지시에 의해, 사용자 20이 오른손으로 펀치를 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오른손에 장착
된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부 410은, 그 진동을 검지하여 미리 설정된 소정의 주파수에 의한 운동 검지 신호를 발신한다. 운
동 검지 수신부 450은, 이 운동 검지 신호를 수신하고, 이 운동 검지 신호의 주파수에 근거해 신호를 발했던 것이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부임을 결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운동 검지 수신부 450은, 운동 이력 장치 100의 운동 내용 취득부 152에
운동 실행 정보를 출력한다.
운동 실행 정보 적산부 154는, 운동 정보 취득부 152에 의해 취득된 운동 실행 정보에 근거한 운동 실행 파라미터를, 운
동 갱신 적산부 114에서 적산되는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정보 적산
부 154는,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이 표시 장치 200에 일련의 연속한 운동을 지시하는 운동 지시 화상을 출력하고 있는 동
안에 있어서, 운동 실행 정보 취득부 152로부터의 운동 실행 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이를 운동 개소 마다의 운동 실행 파라
미터로 환산해 적산한다. 운동 정보 적산부 154는, 이 적산치를 각각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실행 파라미터로 한다.
나아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운동 개소의 개수는 상술한 대로, 몸체, 어깨로부터 팔꿈치까지의 좌우 상박, 팔꿈치로부
터 앞의 좌우 하박, 다리의 밑으로부터 무릎까지의 좌우 상각, 무릎으로부터 발까지의 좌우 하각의 9개이다. 한편, 운동을
검지하는 운동 검지 발신부는, 왼손 운동 검지 발신부 410,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부 420, 왼발 운동 검지 발신부 430 및
오른쪽 다리 운동 검지 발신부 440의 4개이다. 여기서, 운동 개소의 개수와 운동 검지 발신부의 개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 어느 특정의 동작에 대해서 사용되는 운동 개소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른쪽 펀치의 동작
에 대해서 어느 근육이 사용되는가에 관하여는 운동 학문적으로 파악되어 있다. 게다가 특정의 운동의 지시에 대해서, 그
운동에 대응하는 운동 검지부의 검지의 유무로부터, 그 운동이 수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추정이다. 상기 예에 관하
여 말하자면, 오른쪽 펀치의 지시에 대해서 적어도 오른손 운동 검지 발신부 420이 운동을 검지하면, 사용자가 오른쪽 펀
치의 동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을 지시 받은 경우에, 4개의 운동 검지 발신부 410, 420, 430 및
440의 검지에 근거하여 그 운동이 수행되었음을 추정하고, 그 운동에 대하여 운동 학문적으로 기지인 신체 개소의 운동으
로부터 9개의 각각의 운동 개소의 운동 실행 파라미터를 환산할 수 있다. 덧붙여 이 경우에 특정의 운동 검지부,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 운동 검지 발신부 440이 운동을 검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추가하여도 좋다.
도 12는, 표시 장치 200으로 표시되는 운동 내용 화상 800의 일례이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제1 실시 형태와 같이, 운
동 내용의 최대치와 비교하여 설정된 색에 근거하여, 운동 내용 화상이 필드 810으로 표시된다. 게다가 이번의 일련의 연
속한 운동의 지시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자 20의 동작이 정합되는 비율이 필드 830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사용자 20이 어
느 정도 정합된 동작을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덧붙여 도 12도, 도 5와 같이 헷칭을 이용해 「색」을 표현하
고 있다.
이상, 제4 실시 형태에 의하면, 제1 실시 형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표시되는 운동 내용 화상은, 사용자가
실제로 한 운동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보다 정확하게 실제의 운동 이력을 알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8의 기능 블럭도이다. 제5 실시 형
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은,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과 운동 이력 장치 108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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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8은, 운동 내용 설정부 110과 지시 화상 출력부 130과 내용 화상 출력부 160을 가진
다. 운동 이력 장치 108의 운동 내용 설정부 110 및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은, 제1 실시 형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8의 내용 화상 출력부 160은, 기준치 비교부 162와 소정 기준 표시부 164를
포함한다. 소정 기준 표시부 164는, 색설정부 168을 포함한다.
도 14는,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 10이 사용자 20의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처리 중, 운동 내용에 근
거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처리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운동 내용 설정의 일련의 처리(S100)는, 제1 실시 형태와 같으므로로
설명을 생략한다.
운동 이력 장치 108에 있어서의 내용 화상 출력부 160의 기준치 비교부 162는, 운동 내용 적산부 114에서 적산된 복수
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과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한다(S40). 제1 실시 형태와 같은 예를 이용해 설명하면, 이 소정의 기준
치와 좌우 상박부, 좌우 하박부, 몸체, 좌우상각부 및 좌우하각부의 각각의 운동 내용을 비교한다.
이 비교의 일례로서 기준치를 100%로 하였을 때의 다른 값을 백분율로 표현한다. 여기서, 설명을 위해서, 소정의 기준치
가 20이라고 한다. 상술의 예에 있어서, 좌우 상박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14이면, 이 운동 내용은 70%으로 표시된다. 또,
좌우하박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25이면, 이 운동 내용은 125%로 표시된다.
내용 화상 출력부 160의 소정 기준 표시부 164는, 기준치 비교부 162의 비교에 근거하여, 복수의 표시부분의 운동 내용
화상을 설정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복수의 표시부분에 다음과 같이 화상을 설정한다.
소정 기준 표시부 164의 색설정부 168은, 운동 내용의 값이 영(0)인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
을 설정한다. 또한, 색설정부 168은,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한다(S42). 일례로서, 소정의 제1의 색으로서 청색 등의 한색을 설정하고, 소정의 제2의 색으로서 적색 등의 난
색을 설정한다. 이 색설정에 의하여, 사용자 20은 과거로부터의 운동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
기 예에 있어서, 좌우하박부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는 적색이 설정된다. 또, 좌우상각부의 운동 내용의 값이 영 이었다고
하면, 이들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는 청색이 설정된다.
계속하여, 색설정부 168은,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으로
부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기준치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소정의 기준치에 보다 가까운 운
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 2의 색에 보다 가까운 색을 설정한다(S44). 일례로서, 청색으로부터 적색까지 전
5 단계의 색을 준비한다. 기준치 비교부의 비교에 의해, 색설정부 168은 운동 내용의 표시부분에, 0%에는 청색, 0%에서
20%까지는 연파랑색, 20%에서 40%까지는 녹색, 40%에서 60%까지는 황색, 60%에서 80%까지는 오렌지색, 80%에서
100%까지는 적색으로 설정한다. 나아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색설정부 168은 100% 이상의 운동 내용의 표시부분
도 적색으로 설정한다.
표시 장치 200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정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으로 표시한다(S46). 운동
내용 화상의 표시는, 제1 실시 형태와 같다.
이상, 제5 실시 형태에 의하면, 제1 실시 형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기준치와 비교해 다른 표시부분이 나
타나므로, 운동 내용의 절대치가 작은 개소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운동 개소 전체에 대해서 운동 내용이 작은,
즉 이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너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력이 현저하게 표시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시스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9의 기능 블럭도이다. 제6 실시 형
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은, 제1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시스템과 운동 이력 장치 109가 다르다.
본 실시 형태의 운동 이력 장치 109는, 운동 내용 설정부 110과, 지시 화상 출력부 130과, 내용 화상 출력부 170을 가진
다. 운동 이력 장치 109의 운동 내용 설정부 110 및 지시 화상 출력부 130은, 제1 실시 형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장치 109의 내용 화상 출력부 170은, 최대치 결정부 172와, 최대 기준 비교부 174
와, 설정 기준 표시부 176을 포함한다. 설정 기준 표시부 176은 색설정부 178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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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 10이 사용자 20의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처리 중, 운동 내용에 근
거해 화상을 표시하는 처리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운동 내용 설정의 일련 처리(S100)는, 제1 실시 형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운동 이력 장치 109에 있어서의 내용 표시부 170의 최대치 결정부 172는, 운동 내용 적산부 114에서 적산된 복수의 운
동 개소의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한다(S50). 최대 기준 비교부 174는, 최대치와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한다(S52).
설정 기준 표시부 176은,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경우에, 제5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도 14와 같은 처리를
한다(S40로부터 S46). 또한, 도 17에서는 이러한 처리를 「소정 기준 표시」라고 도시하였다. 한편, 설정 기준 표시부 176
은, 최대치가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경우에,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도 7과 같은 처리를 수행한다(S34로부터 S38). 또
한, 도 17에서는 이러한 처리를 「최대 기준 표시」라고 도시하였다.
이상, 제6 실시 형태에 의하면, 제1 실시 형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운동 이력에 따라, 최대치에 대해서 상
대적인 표시와 기준치를 고려한 절대적인 표시의 어느 쪽이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 개소 전체에 대해서 운동
내용이 작은, 즉 이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너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력이 현저하게 표시되는 한편,
일부의 곳에 있어서만 매우 운동 내용이 커지는 것 같은 치우친 운동의 이력의 경우에는, 그 이력이 현저하게 표시된다.
도 17은, 제7 실시 형태에 의한 운동 이력 시스템 10의 운동 이력 장치 900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운
동 이력 장치 900은, 중앙처리장치(이하, "CPU" 라 함) 910과 롬(이하, "ROM" 라 함) 920과 램(이하, "RAM" 라 함) 930
과 통신 인터페이스 940과 입출력 포트 950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을 구비한다. CPU 910은, ROM 920 및 RAM
930에 격납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동작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940은, 통신망을 개입시켜 외부와 통신한다. 격납 장치의
일례로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은, 대응 테이블 및 CPU 910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격납한다. 또, 본 실시 형태에
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은, 운동 내용 격납부 112에서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내용을 격납한다. 입출력 포트 950
은, 운동 검지 장치 400과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한다.
운동 이력 장치 900은, 또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970과 CD－ROM 드라이브 980을 구비한다. 플로피 디스크 드라
이브 970은 플로피 디스크 972로부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독출하여 CPU 910에 제공한다. CD－ROM 드라이브 980
은 CD－ROM 982로부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독출하여 CPU 910에 제공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940은, 인터넷에 접
속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CPU 910이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는, 플로피 디스크 972 또는 CD－ROM 982 등의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유저에게 제공
된다. 기록 매체에 격납된 소프트웨어는 압축되어 있어도 좋고, 비압축이더라도 좋다. 소프트웨어는 기록 매체로부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으로 인스톨되어 RAM 930으로 독출되어 CPU 910에 의해 실행된다.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즉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으로 인스톨되는 소프트웨어는, 기능 구성으로
서, 운동 이력 시스템에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내용을 설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 스텝과,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내용 화상을 표시하는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을
구비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본 발명과 관련되는 운동 이력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일례이다.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각 스텝에 따라, CPU 910에서 실행되는 처리는, 각각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 100에 있어서의 대응하
는 부재의 기능 및 동작과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상, 도 17에 도시한 기록 매체의 예로서의 플로피 디스크 972, 또는 CD－ROM 982에는, 본 출원에서 설명하는 모든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 이력 시스템 10의 운동 이력 장치 900의 동작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격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록 매체로부터 직접 RAM으로 독출되어 실행되어도 좋으며, 일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인스톨
된 후에 RAM으로 독출되어 실행되어도 좋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단일의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도 좋으며, 복수의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도 좋다. 또 기록 매체에 격납되는 프로그램의 각 스텝은, 운영 체계와 공동으로 각각의 기능을 제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운영 체계에 의뢰하여 운영 체계로부터의 응답에 근거하여 기능
을 제공하는 것이라도 좋다.
기록 매체로서는, 플로피 디스크, CD－ROM 이외에도, DVD 등의 광학 기록 매체, MD 등의 자기 기록 매체, PD 등의 광
자기 기록 매체, 테이프 매체, 자기 기록 매체, IC 카드나 미니어쳐-카드 등의 반도체 메모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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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 매체는, 본 발명과 관련되는 기록 매체의 일례이다. 또한, 전용 통신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접속된 서버 시스템에
구비된 하드 디스크 또는 RAM 등의 격납 장치를 기록 매체로서 사용하고, 통신망을 개입시켜 프로그램을 운동 이력 시스
템 10의 운동 이력 장치 900으로 제공해도 좋다.
운동 이력 시스템 10의 운동 이력 장치 900의 일례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이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예는, 스포츠 클럽에 설치되는 운동 지원 장치나,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아케이드 게임기 등이다.
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에 격납된 복수의 운동 개소의 운동 내용을, 플로피 디스크 972에 기입하여, 다른 운동 이
력 시스템 등으로 독출하여 기입하거나, 또는 그 양쪽 모두를 가능하게 해도 좋다.
이상, 본 발명을 그 실시 형태를 이용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 실시 형태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되지
는 않는다. 상기 실시 형태에 다양한 변경 또는 개량을 부가할 수 있다. 그러한 변경 또는 개량을 부가한 형태도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 설명으로부터 명백하듯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는 운동 이력을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의
해, 사용자는 향후 트레이닝해야 할 신체의 개소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履歷)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운동 이력 시스템에,
과거에 완료된 운동 이력으로부터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실적(實績)을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
마다 정하는 운동 내용 설정 스텝과;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실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 상기 정해진 각 운동
실적에 기초하여 상기 운동 개소 마다 상기 운동 실적에 대응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을 실행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격납하는 운동 내용 격납 스텝과;
상기 운동 내용 격납 스텝에 의해 격납된 상기 운동 내용에, 새롭게 정하여진 운동 내용을 적산하여 운동 내용을 갱신하
는 운동 갱신 적산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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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각각에 대응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각각 가지는 복수의 운동 패턴을 설정하는 운동 패턴 설
정 스텝과;
상기 운동 패턴 설정 스텝에 의해 설정된 상기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운동 패턴을 선택하는 운동 패턴 선택
스텝과;
상기 운동 패턴 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
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 패턴 적산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용 프로그램.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상기 운동 패턴 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운동 패턴의 운동을
지시하는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을 표시하는 지시 화상 표시 스텝을 더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지시 화상 표시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표시가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표시가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
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지시 완료 판정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시스템에,
상기 운동 패턴 선택 스텝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된 음성을 출력하는 음성 출력 스텝을 더 실행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상기 음성 출력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 되었는지를 판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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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 스텝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
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음성 완료 판정 스텝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설정 스텝은,
실제로 상기 사용자가 상기 신체를 운동한 것에 근거한 운동 실행 정보를 취득하고,
상기 운동 실행 정보에 근거한 운동 실행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내용 갱신 스텝에서 적산되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 실행 정보 취득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복수의 표시부분에 있어서의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 스
텝과;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는 최대치 비교 스텝과;
상기 최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는 최대 기준 표시 스
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기준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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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
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
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과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기준치 비교
스텝과;
상기 기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는 소정 기준 표시 스
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기준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기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소정의 기준치
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갱신 적산 스텝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 스
텝과;
상기 최대치와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최대 기준 비교 스텝과;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며,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
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의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을 설정하는 설정 기준 표시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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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기준 표시 스텝은,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기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기준치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
하고,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
부터 상기 소정의 제2의 색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 비교 스텝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용 프로그램.

청구항 16.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운동 이력 시스템이 독출 가능하도록
기록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운동 이력 시스템에,
과거에 완료된 운동 이력으로부터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실적을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 마다 정
하는 운동 내용 설정 스텝과;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실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 상기 정해진 각 운동
실적에 기초하여 상기 운동 개소 마다 상기 운동 실적에 대응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운동 내용 표시 스텝을 실행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7.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
과거에 완료된 운동 이력으로부터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실적을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 마다 정
하는 운동 내용 설정부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운동 실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 상기 정해진 각 운
동 실적에 기초하여 상기 운동 개소 마다 상기 운동 실적에 대응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 표시 신호를 출력하
는 내용 표시 신호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장치.

청구항 18.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운동의 이력을 수행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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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완료된 운동 이력으로부터 상기 신체의 복수의 운동 개소에 있어서의 운동 실적을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 마다 정
하는 운동 내용 설정부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표시부분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기 정해진 각 운동 실적에 기초하여 상기
운동 개소 마다 상기 운동 실적에 대응한 표시 방법으로 표시되는 운동 실적 화상의 신호를 출력하는 내용 화상 출력부를
포함하는 운동 이력 장치와;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신호에 근거한 상기 운동 실적 화상과,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운동을 지
시하는 운동 지시 화상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표시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격납하는 운동 내용 격납부와;
상기 운동 내용 격납부에 의해 격납된 상기 운동 내용에, 새롭게 설정된 운동 내용을 적산해 운동 내용을 갱신하는 운동
갱신 적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각각에 대응하는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각각 가지는 복수의 운동 패턴을 설정하는 운동 패턴 설
정부와;
상기 운동 패턴 설정부에 의해 설정된 상기 복수의 운동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운동 패턴을 선택하는 운동 패턴 선택부와;
상기 운동 패턴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 패턴 적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는,
상기 운동 패턴 선택부에 의하여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을 상기 표시 장치에 표
시하게 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지시 화상 출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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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지시 화상 출력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하
고,
상기 운동 지시 화상의 신호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
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지시 완료 판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3.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패턴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에 대응되는 음성을 출력 하는 음성 출력 장치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음성 출력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음성의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운동 패턴 적산부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운동 패턴의 상기 운동 내용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갱신 적산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음성 완료 판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실제로 상기 신체를 운동한 것을 검지(檢知)하는 운동 검지 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운동 내용 설정부는,
상기 운동 검지 장치의 검지에 근거한 운동 실행 정보를 취득하는 운동 실행 정보 취득부와,
상기 운동 실행 정보에 근거한 운동 실행 파라미터를, 상기 운동 내용 갱신부에서 적산되는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
기 새로운 운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 실행 정보 적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검지 장치는,

- 21 -

등록특허 10-0528474

상기 사용자의 복수의 신체 개소에 장착되어 상기 사용자가 실제로 상기 신체 개소를 운동할 경우에, 상기 신체 개소에
대응되는 운동 검지 신호를 발신하는 복수의 운동 검지 발신부와;
상기 복수의 운동 검지 발신부로부터의 상기 운동 검지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운동 검지 신호에 근거하여 운동
개소를 분류하는 정보와 함께 운동이 행하여졌다는 취지의 정보를 운동 실행 정보로서 출력하는 운동 검지 수신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운동 내용 화상의 색을 설
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 적산부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부와;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는 최대치 비교부와;
상기 최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을 설정하는 최대 기준표시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상기 최대 기준표시부는,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
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
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
템.

청구항 30.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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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 적산부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과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기준치 비교부
와;
상기 기준치 비교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상기 운동 내용 화상을 설정하는 소정 기준 표시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상기 소정 기준표시부는,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기준치부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3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는,
상기 운동 내용 적산부에서 적산된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 중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최대치 결정부와;
상기 최대치와 소정의 기준치를 비교하는 최대 기준 비교부와;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와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 분의 상기 화상을 설정하며,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와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의 상기
운동 내용을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표시부분의 상기 화상을 설정하는 설정 기준 표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 이력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내용 화상 출력부의 상기 설정 기준 표시부는,
상기 운동 내용의 값이 "영(0)" 인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1의 색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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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기준치 미만의 운동 이력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제2의 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소정의 기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
분에는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며,
상기 최대치가 상기 소정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최대치의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소정의
제2의 색을 설정하고,
상기 최대치 이외의 상기 복수의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상기 표시부분에, 상기 소정의 제1의 색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제2
의 색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색 중에서, 상기 최대치에 가까운 상기 운동 개소에 대응하는 표시부분에, 상기 제2의 색에
가까운 색을 설정하는 색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이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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