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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itness 센터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은 기구를 선택함으로써 부상의 위험이 존재했고 효율적인 운동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하지만 값비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혼자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갖게 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폰 플랫폼과 호환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앱 기반으로 개인화된 트레이닝 마켓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사용자들은 Fitness 센터에서 자신의 운동 기록을 스마트 폰의 하이브리드 앱을 활용해 가속도 센
서를 활용하여 입력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웹에 전송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
을 웹에 있는 트레이닝 마켓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퍼스널 트레이닝 마켓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운동 기록을 확인
하여 그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능동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ABSTRACT 

Wellness is IT fused with the user manage and maintain the health of a service can help you. If you are using an 
existing Fitness Center to yourself by choosing appliances that fit with the risk of injury in order to learn how the 
efficient movement had existed for a long time was needed. To resolve, use the personal training but more expensive 
cost of people's problems, and shown again in the habit of exercising alone will have difficulty. 

This paper provides a variety of smart phones based on a hybrid app with compatibility with the platform and 
personalized training market system. Users of the Fitness Center is built into smart phones in the history of their 
movement sensors or transmits to the Web by typing directly. This is based on exercise programs tailored to users via 
the training market. Personal training marketplace has a variety of users, check the history of this movement he can 
recommend an exercise program for themselves can be applied by selecting the. This provides users with the right 
exercise program can do long-term exercise habits can be proactive and goal setting.

키워드 : 웰니스, 하이브리드 앱, 개인 트레이닝 마켓

Key word : Wellness, hybrid app, personal train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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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복지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이나 테블릿 PC와 같이 휴대성이 높은 제품

을 의료 서비스와 융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는 사용자들의 건강 정보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하고 동시에 의사나 건강 관리사에게 연결되어 대상자

는 실시간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2]. 
U-Healthcare는 첨단의 IT기술과 건강을 융합하여 

활용되는 분야이며 Healthcare와 Wellness로 분류할 

수 있다. Healthcare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전통의 의료 분야이고 Wellness는 건

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분야의 서비스

다[3]. 
본 논문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 마켓을 설계하기 위

해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운동기록을 저장한

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이브리드 앱을 사용하고 사용자의 운동 기록은 스마

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계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입력되거나 횟수에 따른 기록을 직접 입력하여 사

용한다. 입력된 사용자의 운동 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웹으로 전송한다[4]. 전송된 데

이터는 웹을 통해서 사용자의 운동기록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기록을 바탕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추천거나 자

신이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이를 활용한다면 퍼스널 트레이닝의 값비싼 비용과 

트레이너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운동하기 어려웠던 부

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대되며  자신의 몸에 맞

는 운동 수준을 파악하게 되어 능동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여 장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다

는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 연구에 

대해 논하고 3장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설계

를 한다.  4장은 시스템을  구현하고  마지막 5장에서

는 퍼스널 트레이닝 마켓에 대한 결론과 향후 과제를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건강에 대한 초점은 치료 분야에서 유지와 관리로 변

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Wellness 분야의 연구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
심전도나 혈압, 맥박, 심박수는 WAN(Wireless Body 

Area Network)을 기반으로 스마트 폰 에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언제, 어
디서나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실시간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강을 증진하기보

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제한적인 부분으로 존

재한다[5].  
덤벨 컬이라는  실내 근력 운동의 수치를 데이터화기 

위해 손목에 스마트 폰을 착용하여 활용한 연구이다. 
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수치가 저장되며 운동 기록을 

기반으로 다음 목표를 능동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한적인 부분으로는 같은 방법으로만 

해야 수치가 적용되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같은 부위

의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없다[6].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Wellness 분야에서는 사용

자의 건강을 모니터링을 하여 관리하고 스마트 폰 센서

를 기반으로 건강을 증강시키려는 부분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다만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 현재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을 증

진하기보다 한 가지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제한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 횟수와 방

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근력 

운동도 스스로 체크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준을 선택하

거나 다른 사용자가 마켓에 올린 운동 프로그램을 지정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지정

된 횟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Ⅲ.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설계

3.1. 개발 목표

본 연구 개발의 목적은 Wellness 시장의 초점이 질병

의 치료에서 건강의 유지와 관리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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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u-Healthcare의 많은 연구 성과들이 Wellness분야

의 운동 보조에 대한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 증

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의 값비싼 비

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

하여 사용자에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줌으로써 사용

자가 정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

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3.2.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 방안

본 논문에서 설계한 퍼스널 트레이닝 마켓 시스템은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이브리드 앱을 기반으로 구성

하였다. 하이브리드 앱을 활용하면 네이티브 앱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

기에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편리하게 기

록할 수 있으며 각 자의 운영체제마다 드는 개발 비용

을  줄일 수 있고 업데이트와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

을 갖고 있다.
시스템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운동 기록을 

입력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수치를 스마트 폰

에 저장하게 된다. 이후 수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서버로 전송되고 그에 대한 관리는 웹을 통해 이

루어진다. 
웹에서는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에 다

른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미리 올린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켓을 통해 자신의 운동 기록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 기록을 바

탕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추천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림 2. 시스템 설계

Fig. 2 System Design

그림 3은 퍼스널 트레이닝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데 운동 수치를 스마트 폰의 하이브리드 앱의 센서를 기

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웹으로 전송할 지에 대

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용자가 웹으로 전송을 원할 

시에 데이터는 웹에 특정 운동 기록에 대한 횟수로 표현

되어 사용자는 자신의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전송

을 원하지 않는다면 스마트 폰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데

이터는 삭제되어 다른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다. 
이후 사용자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측정하여 활용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림 3. 퍼스널 트레이닝 처리 흐름도

Fig. 3 Personal training flow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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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인 트레이닝 시스템 구현

4.1. 개인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개인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

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스마트 폰에서도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앱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하
이브리드 앱에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할 때에는 폰 갭을 

통하여 제공되는 가속도 API를 Dreamweaver CS5에서 

구현하였다. 폰 갭에서는 네이티브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센서들을 하이브리드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Apache를 기반

으로 구성 되었다. 웹 서버는 MySQL을 기반으로 운영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 폰 OS가 다르더라도 

접속이 가능하고 웹을 통하여 사용자 운동 기록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

는 환경이다.
   
표 1. 개발 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웹서버 정보 Apache 2.2
PHP 버전 PHP 5.3
DB 정보 MySQL 5.1
개발 툴 Dreamweaver cs5

4.2. 운동량 측정 

개인 트레이닝 마켓 시스템에서 운동량 측정은 가속

도 센서와 직접 입력하는 2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속

도 센서의 경우 하이브리드 앱을 활용하여 운동량에 대

한 횟수를 받게 되고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가속도 센

서로 입력받을 수 없는 운동량에 대해서 수치를 넣게 

된다. 입력된 수치를 기반으로 자신의 운동량에 어울리

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에서 가속도 센서를 활

용하여 특정 운동(벤치프레스, 풀업, 스쿼트), 상하 반복 

운동에 대한 운동량 수치를 사용자가 얻게 된다. 사용

자가 수치를 얻은 후에는 그림5에서 나타나는 가속도 

센서 흐름도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를 저

장한다면 웹으로 전송되어 사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며 저장을 원치 않을 경우 기

존의 데이터는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서 새로운 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리셋 되어 설정된다. 

그림 4. 운동 측정 프로그램

Fig. 4 Exercise measurement program 

그림 5. 가속 센서 흐름도

Fig. 5 Accelerometer sensor flow chart

그림 6. 사용자 입력 측정 프로그램

Fig. 6 User interface measur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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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운동량 측정은 그림6에서 

구현한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원하는 운동에 대한 

입력을 미리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횟수를 사용자가 

입력한다. 저장 버튼으로 웹으로 전송될 수 있고 취소 

버튼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수치를 입력받을 수 있

는 상태가 된다.

4.3.  개인 트레이닝 마켓 

개인 트레이닝 마켓이란 사용자가 하이브리드 앱을 

기반으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얻은 운동 수치나 직

접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사용자가 올린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 활용하거

나 운동 기록에 맞는 추천 프로그램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나타내어진 부분이다. 이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

램을 제공받음으로써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자신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림 8에서는 사용자가 처음 자신의 운동 수준에 맞

는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버튼과 

이 버튼 중 하나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운동 프

로그램이 존재한다. 화면의 수치는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올린 프로그램을 다르게 변경

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 2가지가 존재한다. 이를 통

해 운동 프로그램을 올린 사용자는 자신의 운동 프로그

램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그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

는 사용자는 적용시켜 자신의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림 7. 운동 추천 프로그램 흐름도

Fig. 7 Exercise recommendation program flow chart

그림 8. 운동 추천 프로그램 

Fig. 8 Exercise recommendation program

그림 7에서 나타나는 흐름도에서 초급, 중급, 고급을 

손쉽게 선택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 후에는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이 나오고 종목과 반복 횟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이를 

적용하여 자신의 계획에 적용시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운동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추

천받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

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보 

통신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u-Healthcare 서비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손목

시계와 정보통신기술, 의료 기술이 융합하여 건강을 항

시 체크하고 자신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wellness 
분야의 시스템의 개발이 u-healthcare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wellness 분야에서는 자전

거와 걷기, 달리기를 할 때 총 시간, 거리, 칼로리 소비

량을 계산하고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에게 권하는 운

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

력 운동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알맞은 운동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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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을 기반으로 하는 퍼스

널 트레이닝 마켓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사용

자는 스마트 폰의 가속도 센서와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자신의 웨이트 트레이닝 시 해당하는 운동 기록을 스마

트 폰에 저장하고 사용자는 웹에 존재하는 마켓으로 데

이터를 전송한다. 웹에서는 사용자의 운동기록을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운동 기록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천받거나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퍼스널 트레이닝 마

켓을 통하면 값비싼 트레이닝 비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자신의 기록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 계획을 세워 사용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다양한 운동 기록에 대해서 

센서를 기반으로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

료기기와 연동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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