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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만이 사회  문제로 두되면서 운동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효

과 인 운동 모니터링  리를 한 애 리 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애 리 이션들은 

운동 모니터링  운동 효과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 산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운동시 실내와 실외

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내와 실외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은 다르게 산출되므로, 그 정확도

가 떨어진다. 논문에서는 실내와 실외 운동으로 구분하고, 한 Polar H7의 맥박 센서를 스마트폰에 

연동하여 운동효과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보여주는 운동 모니터링 애 리 이션

을 개발한다.

1. 서론

   오늘날에 식습 의 서구화와 더불어 운동량 부족으로 

비만이 사회  문제로 두되면서 운동에 한 심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효과 인 운동 

모니터링  리를 한 애 리 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련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으로는 카디오 트래이

[1], 스포츠 트래커[2], 아이리버온[3], RunKeeper[4], 

Endomondo[5], Runtastic[6]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애

리 이션들은 운동 모니터링  운동 효과에 따른 칼로

리 소모량 산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운동 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내와 실외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의 운동 모니터링 애 리 이션들은 외부 장치

인 맥박계와 연동하기 해서 블루투스 통신에 기반한다. 

그러나 블루투스의 최신 버 인 BLE(Bluetooth Low 

Energy)[7]가 아닌 그 이  버 들이 사용되고 있다. BLE 

이  블루투스 버 들은 력 소모량이 많아서 스마트 기

기의 배터리 소모량이 커서 문제 으로 지 되고 있음에 

반해서, BLE는 기기의 력 소모량을 극소화할 수 있다.  

한 기기 호환성이 뛰어나서 안드로이드나 iPhone 등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표 으로 용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olar H7[8]의 맥

박계를 이용하여 달리기에 운동에 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애 리 이션을 

개발한다. 달리기 운동 시작 에 그 운동 환경이 실내인

지 실외인지를 구분하고, 실외의 경우에는 지표면의 경사

도를 반 하여 보다 정확하게 칼로리 소모량을 산출한다. 

경사도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센서를 이용하여 산출

한다. 한, 칼로리 소모량 산출시에 Polar H7으로부터 

달된 맥박 수치가 고려된다. Polar H7은 BLE 통신에 기

반하여 스마트 기기에 연동한다. 이 맥박계는 재 

iPhone4s이상 버 과 Android 4..3이상의 버 이 탑재된 

삼성 갤럭시 S3이상의 기기에 연동 가능하다.

   2장에서는 애 리 이션의 설계와 운동 효과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 산출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그 구

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애 리 이션의 실행 

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언 한다.

2. 애플리케이션 설계

   그림 1은 논문에서 개발한 애 리 이션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이용자를 보여 다. 이용자는 가슴에 Polar H7 

맥박계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을 휴 하면서 운동한다. 맥

박계는 1  간격으로 센싱된 이용자의 맥박을 포함한 패

킷을 블루투스 BLE 통신을 통해서 이용자가 휴 한 스마

트폰으로 달한다. 애 리 이션은 이러한 패킷을 분석하

여 맥박 수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운동효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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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소모량을 산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보여 다.

       

  (그림 1) 애 리 이션 이용 구성도

   그림 2는 스마트 폰에 탑재되는 애 리 이션의 구성

모듈을 보여 다. 이 애 리 이션은 User Interface, 

Controller, User Profile, Graph Drawer, Exercise Monitor, HR 

Extractor, Calorie Calculator, BLE-Interface 등의 8개 주요 

모듈로 구성된다. 이용자의 요청은 User Interface를 통해

서 제기되며, Controller는 이러한 요청을 다른 모듈들을 

이용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User Interface를 통

해서 사용자에게 달한다. User Profile을 통해서 칼로리 

산출에 필요한 나이, 몸무게, 키, 성별과 같은 기본 정보들

이 입력되고 리된다. 운동 시작 에 BLE-Interface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Polar H7 맥박계간에 불루통신에 기반

하여 연결된다. 맥박계로부터 도달하는 데이터 패킷은 

BLE-Interface를 통해서 HR Extraction에 달된다. 이 

모듈은 달된 패킷으로부터 맥박 수치를 추출하여 

Calorie Calculator에 달한다. 이 모듈은 달된 맥박 수

치와 GPS 센서로부터 GPS 정보를 가져와서 30  간격으

로 칼로리 소모량을 산출하여. Exercise Monitor는 이용자

에게 실시간 운동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실시간 맥박 추이도 그래 와 30  간격으로 갱신되는 칼

로리 소모량을 보여 다. 맥박 추이도 그래 는 Graph 

Draw에 의해서 그려진다.

   Calorie Calculator는 실내와 실외의 달리기 운동에 

해서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을 산출한다. 실내의 경우

는 보통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 드 (Treadmill)을 이용하

는 경우이다. 논문에서는 칼로리 소모량 산출시 [9]에 제

시된 식을 이용한다. 이 식에서는 칼로리 소모량 산출에 

VO2max, 맥박, 경사도 등을 요구한다. VO2max는 최  

산소 섭취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더욱 정확

한 칼로리 소모량을 산출할 수 있다. VO2max 값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2) 애 리 이션 모듈 구성도

VO2max = 15.3×(MHR/RHR), MHR = 208-(0.7×나이)

여기서 MHR과 RHR은 이용자의 최  맥박수와 휴식시 

평균 맥박수를 각각 나타낸다. MHR은 User Profile에 

장된 이용자 나이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논문의 애 리

이션에서 RHR은 운동 시작 직  1분간의 이용자 평균 맥

박 수치로 계산된다.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실내의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산출된다. 즉, 

VO2max 값이 알려진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산출될 

수 있다. 자의 경우 더 정확한 칼로리 소모량이 산출될 

수 있는데, 이를 해서 애 리 이션은 운동 시작 에 

사용자에게 RHR의 측정 여부를 묻는다. 사용자가 응하면 

VO2max 값이 알려진 경우로 산출되고, 그 지 않으면 

VO2max 값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산출된다. 그림 3의 

산출식에서, HR은 맥박 수치, W는 몸무게, A는 나이, T

는 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T는 1시간을 1로 계산하고, 30

 단 로 칼로리 소모량을 산출함으로 30/3600 = 

0.008333으로 계산된다.

   실외의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산출된다. 이 산출식에

는 GPS를 이용하여 측정된 지표면의 경사도가 고려된다.  

지표면의 경사도(grade)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grade =  (h2-h1)/s × 100

여기서 h1, h2는 GPS로부터 수신받은 첫 번째 지 의 고

도와 두 번째 지 의 고도를 각각 나타내고, s는 그 두 지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GPS 정보는 30  간격으로 수신

되며, 따라서 칼로리 소모량 산출도 30  간격으로 이루어

진다. (a)와 같이 칼로리 소모량 산출식은 경사도 범 에 

기 하여 정의된다. 여기서 G는 앞서 계산된 경사도, 

WKG는 이용자 몸무게, TF는 공기 항(바람의 세기, 방

향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수 값 ?로 

설정하 음), DRK는 30 간 이동 거리, CFF는 이용자 심

폐능력을 각각 나타낸다. CFF는 그림4의 (a)와 같이 

VO2max 값에 기 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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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2max값을 모를 경우

성별 칼로리 소모량 계산식

남자
((-55.0969+(0.6309×HR)+(0.1988×W)+(0.2017×A))/4.1

84)×60×T

여자
((-20.4022+(0.4472×HR)-(0.1263×W)+(0.074×A))/4.18

4)×60×T

VO2max값을 알 경우

성별 칼로리 소모량 계산식

남자
((-95.7735+(0.634×HR)+(0.404×VO2max)+(0.394×W)

+(0.271×A))/4.184)×60×T

여자
((-59.3954+(0.45×HR)+(0.38×VO2max)+(0.103×W)+(

0.274×A))/4.184)×60×T

(그림 3) 실내 운동시 칼로리 소모량 산출식

 

VO2max CFF

56 <= VO2max 1.00

54 <= VO2max < 56 1.01

52 <= VO2max < 54 1.02

50 <= VO2max < 52 1.03

48 <= VO2max < 50 1.04

46 <= VO2max < 48 1.05

44 <= VO2max < 46 1.06

        VO2max < 44 1.07

              (a)

경사도 범 칼로리 소모량 계산식

-20  ~ -15 (((-0.01×G)+0.50)×WKG+TF) × DRK×CFF

-15  ~ -10 (((-0.02×G)+0.35)×WKG+TF) × DRK×CFF

    -10  ~   0 ((( 0.04×G)+0.95)×WKG+TF) × DRK×CFF

  0  ~  10 ((( 0.05×G)+0.95)×WKG+TF) × DRK×CFF

 10  ~  15 ((( 0.07×G)+0.75)×WKG+TF) × DRK×CFF

       (b)

(그림 4) 실외 운동시 칼로리 소모량 산출식

3. 구현

   애 리 이션 개발은 Android 4.1.2 버 을 기 으로 

개발하 고, 개발 도구로는 안드로이드 SDK 2.2을 탑재한 

통합 개발 환경인 Eclipse를 사용하 다. 애 리 이션의 

구성 모듈은 그 성격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Activity, 

Service, 는 Java 클래스로 구 되었다. 한 스마트 폰

과 연동하는 맥박 센서로 Polar H7을 사용하 다.

4. 실행 예

   그림 4는 논문에서 개발한 운동 모니터링 애 리 이

션의 실행 를 보여 다. (a)는 애 리 이션의 메인 화

면을 보여 다. 이 화면은 Personal Info와 Start Exercise

의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Personal Info 항목을 통해

서 이용자의 인  사항이나 칼로리 소모량 산출에 필요한  

로 일을 입력받거나 리한다. 이용자가 운동을 시작하

려면 Start Exercise 항목을 클릭한다. 이 항목을 클릭하

면 (b)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b)에서는 이용자가 운동 시

작 에 실내(indoor) 는 실외(outdoor) 운동 여부를 선

택하게 한다. 

   indoor 항목을 선택하면, (c)의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

용자에게 휴식시 평균 맥박수 RHR 측정 여부를 묻는다. 

‘OK’로 응답하면 사용자에게 1분간 휴식 상태에 있게 하

면서 RHR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VO2max 값을 산

출한다. 다음에 (d)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용자가 ‘No’로 

응답하면, 바로 (d)의 화면으로 이동하여 실시간 운동 모

니터링 정보를 제공한다. 이 화면의 상단의 그래 는 

Polar H7으로부터 달된 맥박 수치 추이도를 보여주며, 

그 그래  바로 아래 부분에 운동 시작부터 재까지의 

소모된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 다. 그래 의 맥박 수치는 

1  간격으로 갱신되며, 칼로리 소모량은 30  간격으로 

갱신된다.

   (b)의 화면에서 outdoor 항목을 클릭하면 이용자가 반

드시 RHR을 측정하게 하고, 다음에 (d)의 화면으로 이동

한다. (d)의 화면은 Pause와 Finish의 두 버튼을 포함한다. 

Pause 버튼을 클릭하여 운동을 잠시 단할 수 있으며,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운동을 종료하고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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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그림 5) 애플리케이션 실행 예

5.결론

   논문에서는 Polar H7의 맥박계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상에서 운동 모니터링과 운동 효과로서 소모된 칼로리 소

모량을 산출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갖는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다. 칼로리 소모량 산출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

여 다른 련 애 리 이션에 비해서 그 정확성을 높 다. 

논문에서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 산출은 달리기 운동

에 제한된다. 이는 맥박 수치와 운동 강도가 비례 계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운동 유형에 해서도 애

리 이션을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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