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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는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IT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의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시스템들은 PC 및 스마트 TV를 활용하거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의료 분야의 정보 및 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은 개발 단계인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BMI(Body Mass Index) 지수와 BMR(Basal Metabolic Rate) 수치를 분

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기존의 피트니스 시스템들처

럼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로 인해 소모한 칼로리 값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사용자의 신체에 적절한 운동 강도, 적정 수

준의 운동량, 적합한 운동 기구를 추천해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추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Modern society is deepening people's interest in healthy lif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service 
related to health is proceeding. In the IT field, healthcare systems using information in the medical field are being 
developed. Most systems utilize PC and smart TV or use smart phones to provide users with information and 
movement-related information in the healthcare field. However, algorithms and systems that accurately analyze user 's 
body information are in development stage.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to the user by analyzing the BMI (Body Mass Index) index and BMR (Basal Metabolic Rate) of the user.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user suggests appropriate exercise intensity, appropriate level of exercise, and fitness 
equipment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user's body, unlike conventional fitness systems that detect motion and show the 
calories consumed. In addition, the user can perform efficient exercise based on the recommend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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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집단이 증가하

면서 의료 분야의 정보와 비 의료 분야의 IT기술을 융

합하여 개발한 I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 폰, 웨어러

블 기기 등 IT 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 및 건

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신

의 과거, 현재 신체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적합한 운동 방

향을 알 수 있다[1-3]. 이는 과거에 의사들만이 가능했

던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가 이제는 개인이 직접 확인

하여 이에 따른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4]. 예컨대 사용자가 10km를 완주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완주하기까지 

사용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또한 

단순히 사용자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정보가 적은 초보자들에

게는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5, 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움직임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합한 운동 강도와 적정량의 운동량을 추천하는 시스

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

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BMI 지수와 BMR 수치

를 분석하고 적합한 운동 강도와 적정량의 운동량을 추

천한다. 이는 운동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어려움 없이 근력 운동을 진행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용자와 같은 BMI 지수의 그룹

에 속한 타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운동 기구를 사용자에

게 알려줌으로써 사용자는 귀납적 추론 방식에 의거한 

일반적으로 사용된 운동 기구를 알 수 있다. 기존의 피

트니스 시스템들이 단순히 사용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운동 강도와 운동량, 

운동 기구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는 효율적인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Ⅱ. 시스템의 설계

본 장에서는 피트니스 시스템의 설계를 다룬다. 

2.1. 전체 시스템 설계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도이고 그림 2는 시스템의 흐

름도이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Fig. 2 System Flowchart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

고 로그인, BMI 지수 확인, BMR 수치 확인, 운동 기구 

선택, 운동 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 정보 분석 기반 모바일 피트니스 시스템

2151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새로 회

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이름, 성별, 나이, 아이디, 패스

워드, 운동량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 로그인과 BMI 

지수 확인을 기반으로 첫 번째 추천인 운동 강도 추천 

이루어지고, BMR 수치 확인을 기반으로 두 번째 추천

인 운동량 추천이 실행된다. 운동 기구를 선택할 시 사

용자와 같은 BMI 그룹에 속한 타 사용자들이 주로 선

택한 운동 기구를 알려줌으로써 세 번째 추천인 운동 

기구 추천이 이루어진다. PHP는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

이션과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다. PHP는 하

드웨어가 없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이므로 질의만을 진

행하게 설정하였다. MySQL 데이터베이스는 Android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로그인 데이터, BMI 지수, 

BMR 수치, 운동 기구 데이터, 칼로리 데이터를 저장하

고 있다.

시스템의 흐름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서 시스템

이 시작되고, 자신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여 BMI 지수

를 확인한 뒤 운동 기구를 추천 받으면서 시작된다. 또

한 사용자의 신체 정보와 운동 레벨을 기반으로 BMR 

수치를 분석한 뒤 사용자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기

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알려주고 일반적으로 사용

자의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의 운동량에 대해

서 알려준다. 사용자는 이러한 정보들을 인지한 뒤 상

체 운동, 하체 운동, 부위별 운동 3가지 중 선택을 하게 

된다. 운동 기구를 선택한 뒤 사용자가 운동을 시작하

면 센서 제어 메커니즘에 의해 근접 센서와 가속도 센

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사용자의 운동이 

끝난 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를 전송 및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들은 추천 알고리

즘에 의해 분석된 뒤 사용자의 현재 BMI 지수에 따라 

그룹화를 진행한다. 다음 로그인 시 사용자가 마지막

에 로그인 했던 시기의 체중과 사용했던 상체 운동 기

구, 하체 운동 기구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자신이 속

한 BMI 그룹의 타 사용자가 사용했던 운동 기구들도 

Toast 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해당 BMI 지수의 사람

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 기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추천해준다.

2.2. 추천 알고리즘

그림 3은 피트니스 시스템의 첫 번째 추천 알고리즘 

흐름도이다. 

Fig. 3 First Recommendation Algorithm

그림 4는 두 번째 추천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Fig. 4 Second Recommendation Algorithm

그림 5는 세 번째 추천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Fig. 5 Third Recommend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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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신장과 체중을 입

력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BMI 지수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BMI 지수에 적합한 운동 강도를 추천한다. 

강도는 Level로 표현하였으며 1, 2, 3이 있다. BMI 그룹

이 저체중일 경우 Level 1의 운동 강도를 추천하고 정상

체중, 과체중일 경우 Level 2의 운동 강도를 추천하고, 

비만, 고도비만일 경우 Level 3의 운동 강도를 추천하게 

된다. 두 번째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BMR 수치와 

운동 수준을 고려하여 하루에 진행하기 적합한 양의 운

동량을 추천해준다.

세 번째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BMI 지수에 따라 

분류한 BMI 그룹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가 

상체 운동, 하체 운동, 근육 부위 별 운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뒤 운동 기구를 선택하게 되면 같은 BMI 그룹

에 속해있는 타 사용자가 사용했던 운동 기구들을 

Toast 메시지로 알려준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운동을 하여 소모

한 칼로리 값을 보여주며 향상되는 근육 부위도 명시하

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Ⅲ. 시스템의 구현

본 장에서는  피트니스 시스템의 구현을 다룬다.

3.1. 어플리케이션 구현

그림 6은 어플리케이션의 Activity 흐름도이다.

Fig. 6 Application Activity Flow

Start Activity에서는 사용자의 로그인을 확인하고 

Register Activity는 새로운 사용자의 등록을 수행한다. 

Main Activity에서는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입력 및 분

석하여 운동의 강도를 추천해준다. 상체 운동 기구의 

North Activity, 하체 운동 기구의 South Activity, 근육 

부위의 Muscle Activity가 있고 각 Activity에서는 운동 

기구들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3.2. 구현 화면

표 1은 구현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Develop Environment

Environment Description
Server PC Windows 7

Smart Phone
Galaxy S5
Galaxy S6 Edge

Tools
Eclipse
APM Setup

사용한 Server PC는 Windows 7 운영체제이고 CPU 

i5-4690, RAM 8G이다. 스마트 폰은 Galaxy S5와 

Galaxy S6 Edge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툴은 스마트 폰

을 제어하기 위해 Eclipse를 사용하였고 Server PC와 스

마트 폰을 연동하기 위해 APM Setup을 사용하였다. 그

림 8과 9는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분석하는 화면이다.

Fig. 7 Screen of BMI Index Check

 그림 7은 사용자가 입력한 신장과 체중을 분석하고 

첫 번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운동 

강도를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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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reen of BMR Value Check

그림 8은 분석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추천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사용자의 기초대사량

과 대사량을 알려주고 신체에 적정 수준의 운동량을 알

려준다. 

Fig. 9 Screen of Select Machine

그림 9는 사용자가 운동 기구를 선택했을 시 화면이

다. 사용자와 같은 BMI 그룹에 속한 타 사용자가 선택

했던 운동 기구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된 운동 기구를 알 수 있게 된다.

3.3. 고찰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분석하고 

적합한 운동 강도와 적정량의 운동량을 추천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BMI 지수와 BMR 수치를 분석하고 이

에 따른 결과를 산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타 피트니스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정확

히 분석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BMI 지

수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이

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효율적인 운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

구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은 타 피트니스 시스템들이 갖

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사용ㅈ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와 적정량의 운동량을 추천해줌으로써 사용

자의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Ⅳ. 결 론

개발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

이션과 서버 PC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있다. 어플

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 및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한 사용자가 운동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가 운동으로 소

모한 칼로리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로 소모된 칼로리 값을 전송한다. 데이터

베이스는 사용자의 ID, Password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 정보, BMI 그룹, 최근 사용한 운동 기구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한다. 저장된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 및 추천

하는 것이 제안하는 시스템의 메커니즘이다. 어플리케

이션의 사용자 신체 정보 분석 메커니즘은 3가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는 근력 운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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