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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운동처방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운동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웰빙과 함께 근육질 몸매 가꾸기 붐이 일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퍼스널 트레이너 및 운동 건강관리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 교육으로 인하여전문가가 많이 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운동처방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분산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룰을 생성하여, 퍼스널

트레이너및 운동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고자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오프라

인 위주의 운동 교육시스템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운동처방 전문가 육성에 기여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IoT 기기의 연동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시스템의 기능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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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d operate an exercise prescription expert system

based on cloud computing. Recently, concerns on health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technology, increased life expectancy, and enhanced concerns on the body figure and wellbeing among

Koreans. This trend pushes up the demand for the personal trainers and exercise specialists. However,

supply of the exercise specialists are less than the demand. This study tries to develop exercise prescription

system, aggregate diverse data,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rule, and operate exercise prescription expert

system and education system. This system may assist training exercise professionals by replacing off-line

training programs into on-line training programs. Further researches are recommended to connect diverse

IoT devices an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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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

고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5년 현재 15~64세 생

산가능인구는인구의 73.4%(3,744만 명), 65세 이상고령

인구는 12.8%(654만 명), 0~14세 유소년인구는

13.8%(703만 명)인 데에비해 2065년 예상되는생산가능

인구는 47.9%, 고령인구는 42.5%, 유소년인구는 9.6%이

다[1,2,3]. [Fig. 1]은 이를 도식화한 그래프이다.

[Fig. 1] Demographic structure by age bracket

[Fig. 2]를 보면알수있듯이평균수명이늘어남에따

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ig. 2] Population composition by age bracket

서울시가 13세 이상 서울시민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사회조사’(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39.6%)”가 1위로 선정되

었다[4]. 최근에우리사회에는웰빙과건강관리, 및근육

질몸매가꾸기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면서많은사

람들이 근력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퍼스널트레이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5]. 퍼스널 트레이너가 회

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운영상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 구현한 논문이 있다[6]. 사례를 통해 미리 운동 룰

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회원에게 정해진 운동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한 논문도 있다[7]. 위 두 가지 외에

기존 연구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을 제안하는

데먼저대부분회원의관점에서사용할수있는시스템,

퍼스널 트레이너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스템, 미리 정해

진 알고리즘에 의하여 회원의 데이터 입력에 따라 운동

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스템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

한다. 먼저운동추천알고리즘및모델기반의기존시스

템은 한번 개발되면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것이었다. 회원의모든데이터를전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도 반드시 퍼스널

트레이너의 경험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개입 없이 알고

리즘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많

은관심으로인해퍼스널트레이너의수요가많아졌지만,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 교육의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로

인재양성이 제대로 이루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구현

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운동처방
Lippincott Williams &Wilkins[8]는 건강상태, 신체능

력, 연령, 운동목표등의개인적특성을고려하여대상자

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동처방시스템

을 제시하였다. 건강관련 체력활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다[9]. 운동처방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사람들

의 건강, 체력 유지 및 증진, 혹은 병적 치료가 끝난 후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각 개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의 질

과 양을 처방하여 예방의학 측면에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운동수행력은호흡기계, 심

혈관계, 근골격계 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심폐지구

력이 향상되고, 신체활동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감

소된다[10,11]. 운동처방의 요소는 운동형태(Type), 운동

빈도(Frequency), 운동강도(Inten sity), 운동시간(Time)

의 요소로 나누어진다[12].

2.2 전문가시스템
전문가시스템은인공지능분야의연구개발, 발전과정

에서특정분야의현장전문가들이경험을통해가지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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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식과문서형지식을컴퓨터에서활용할수있는규

칙(Rule)의형태로지식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신입전

문가들도이를바탕으로전문가의도움없이해당분야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다[13].

인공지능은컴퓨터가인간과같이의사결정을필요로

하는일에있어, 언어를해석하고학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1950년대부

터인공지능에대한연구는기초분야와응용분야로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분야는 탐색, 추론, 지식표현, 논

리, 학습 등이며, 응용분야는 전문가시스템, 자연어처리,

자동 프로그램밍 등으로 연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2.3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은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

스, 네트워크등의 IT 자원을임대하여사용하는 방식으

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개념이다[15].

이 용어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름에 비유하여 구름속

에서필요한작업을요청하여실행한다는것이기원이다

[16].

IT 트랜드 변화는 1980년대 메인프레임(Mainframe)

시대, 1990년대 PC 분산처리시대를거쳐서 2000년대후

반부터는클라우드컴퓨팅시대로접어들고있다[17]. 클

라우드 컴퓨팅은 신기술의 출현이 아닌 기존의 구현된

그리드컴퓨팅, 분산처리시스템, ASP등의장점들이접목

된것이라할수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클라우드컴퓨

팅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Iaas, Paas,

Saas 로 구분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사업자가서

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PaaS(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한다[18].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아키텍처
이 논문에서 [Fig. 3]은 제안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중 초록색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은 두 가지

로 나뉜다. 첫 번째 운동관리시스템은 회원등록, 설문정

보, 측정정보, 운동정보, 운동지식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 때 회원의 사례는 저장이 되고, 이 사례는 점검을 통

해교육용으로사용할수있는콘텐츠인지판단을한다.

두번째운동교육시스템은전문가가교육수강을생성한

다. 이때 문제를 선택하여 교육에포함시킬수 있다. 이

를 통하여 특정 부위만 교육하는 특강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교육 등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회원 사례 검토를

하고, 만약 사례를 바탕으로 생성된 룰이 이상하다고 판

단되면 룰을 수정할 수 있다.

[Fig. 3] System Architecture

3.2 시스템 기능도
[Fig. 4]은 시스템기능도를그린것이다. 초록색부분

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이다. 시스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나누어진다. 신입퍼스널트레이너의기능과전문

가의 기능이다.

먼저 신입의 기능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내 공부방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습한 운동관리 리스트를 통하여 운동관리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세 운동관리를 볼 수 있고, 홈과

운동관리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수강을 등록하

고교육을받는부분이이부분에포함되어있다. 운동검

색은말그대로현재시스템에서쓰이고있는운동을검

색하는 것이다. 이 운동검색의 결과물은 위키형태로 제

공되며, 운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뿐만 아니라 운동과 관

련된부위, 효과등을함께보여주도록한다. 마지막으로

토론방이 있다. 토론방은 일종의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 부분 또한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예상

하는토론방의게시글의형태중하나는신입퍼스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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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너가 본인이 한 운동관리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

을 물어보는 게시글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운동관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조언 및 충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받

아들여 본인의 수준을 올릴 수 있다.

[Fig. 4] System Function Diagram

다음은전문가의기능이다. 전문가의기능은크게 2가

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운동관리 교육 시스템 부분

이다. 이부분에서전문가는수강을생성및관리, 통계를

볼수있다. 수강생성시회원의운동관리사례가교육으

로적절한지수강점검을할수있고이부분에서인공지

능에 쓰이는 룰 수정이 가능하다. 다음은 운동관리 시스

템 부분이다. 운동관리 시스템에서 접수 및 설문 부분은

회원이 방문 시에 접수를 하고 회원의 설문정보를 받는

기능이다. 측정부분은 회원에게 맞는 운동관리를 하기

위해 회원의 기본 신체 측정을 입력하는 기능이다. 운동

관리부분은실제로퍼스널트레이너가회원에게맞춤형

운동관리를하는곳이다. 이때, 미리사례를통해생성된

인공지능 룰을 통하여 특정기간(약 8주차) 정도의 운동

계획을추천해주기도하고, 현재회원과유사케이스가했

던 운동계획 리스트를 추천해주기도 하며, 상황정보(컨

디션, 사용기구등)에 따라다른운동을추천해주기도한

다. 하지만전문가의직관에따라이추천을무시하고새

로운운동을내릴수도있다. 히스토리기능은회원이지

금까지운동관리를받은이력을볼수있는기능이다. 운

동검색 기능은 신입의 운동검색기능과 동일하다.

3.3 시스템 화면
여기서는 실제 시스템 화면을 통해 기능을 설명하도

록한다. 현재시스템은아직상용화되지않고, 프로토타

입으로 개발하여 기능만 표현한 것이므로, 추후에 상용

화 시킬 경우에 UI는 바뀔 수 있으며, 상세 데이터 내용

이나 글은 가상의 텍스트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기능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Fig. 5]는 신입이 로그인 했을 시 처음으로 뜨는 홈

화면이다. 가장최근학습한운동관리사례하나를볼수

있고, 관련기사를 스크랩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

다. 뿐만아니라실제전문가가운동관리했던사례를검

색하는기능을통해수강을신청할수도있고, 수강이외

에사례하나만을가지고스스로공부할수있도록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Fig. 5] New Trainer - Home Screen

[Fig. 6]은내공부방기능이다. 이곳에서는최근학습

한 운동관리 리스트들을 볼 수 있고, 선택 시 상세 운동

관리정보도볼수있다. 오른쪽은내가팔로우하는전문

가라는메뉴로내가배우고싶은롤모델전문가가있으

면그전문가를선택하여그전문가가했던운동관리리

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Fig. 6] New Trainer – My stud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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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전문가가교육메뉴에서수강생을관리하는

기능이다. 먼저 수강별 교육자 보기를 통해 수강인원 및

목록을 볼 수 있다. 또한 수강별 점수 통계를 통해 수강

생들이얼마나수강을완료했는지에대한진도율과운동

관리 교육 시 얼마나 실제 사례와 일치하였나를 판단하

는 일치율을 그래프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강

이력보기를통해각각개개인이어떤사례를가지고교

육을 하였으며, 운동관리 교육에 대한 일치율이 얼마인

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7] Expert - Student Management

[Fig. 8]는 전문가가 회원의 측정정보를 입력하는 화

면이다. 현재는 간단히 인바디 정보만을 추가해 놓았지

만 향후 다른 항목들도 추가하여 다양한 측정정보를 수

집할 예정이다.

[Fig. 8] Expert - Measurement Information

[Fig. 9]은 수강관리기능이다. 이곳에서는수강을생

성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수강 생성 시 문제은행을 통

해 검증된 회원의 실제 사례 케이스를 선택하여 수강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포함된 사례 케이스는 신입

퍼스널 트레이너가 교육화면에서 선택하여 가상운동관

리를해보거나전문가의운동관리를따라해보고스스로

학습하도록 한다.

[Fig. 9] Expert - Course Management

[Fig. 10]는신입그룹을관리하는기능이다. 실제로신

입 퍼스널 트레이너를 교육할 때는 그룹으로 묶어서 관

리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만든 추가기능이다. 신

입그룹 관리를 통해 신입그룹을 생성하고, 그 그룹이 의

무적으로 수강을 하게 할 수도 있다.

[Fig. 10] Expert - New Group Management

[Fig. 11]은 전문가가회원접수및설문을받는화면이

다. 회원이방문하였을때, 왼쪽인적정보를통해이름을

조회해보고 기존에 있는 회원이면 선택하고, 새로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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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면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눌러

등록한다. 오른쪽의달력은방문이력이나설문이력을나

타내는데 달력 위쪽에 보면 설문하기 버튼을 통해 미리

등록해놓은 설문을 회원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설

문을했을경우, 자동으로달력에오늘날짜에표시가된다.

[Fig. 11] Expert - Reception and Survey

[Fig. 12]는 전문가가운동관리를하기위해회원의정

보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전문가는 회원의 운동관리를

위해설문정보와측정정보, 운동이력들을참고하는데이

중설문정보와측정정보를조회하여보여주는화면이다.

[Fig. 12] Expert - Exercise Management

[Fig. 13]은 전문가가 회원의이전운동이력을보여주

는 화면이다. 전문가가 운동관리를 할 때 참고하는 정보

중의 하나가 회원의 이전 운동이력인데 이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Fig. 13] Exercise History Management 

[Fig. 14]는 회원의히스토리정보를보여준다. 전문가

자문시, 필요에따라회원이지금까지했던운동관리리

스트를 모두 조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히스토리 메뉴이다. 회원의

지금까지의 모든 운동관리 리스트를 볼 수 있다.

[Fig. 14] Expert – History  

[Fig. 15]는 운동관리결과를보여주는화면이다. 회원

이 처음에 목표한 차수만큼 운동관리를 받았다면 종결

되고운동결과에표시되며운동관리했던리스트를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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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ercise Outcome Management

[Fig. 16] Detailed exercise management

[Fig. 16]은 전문가가회원운동관리를하는화면이다.

먼저오른쪽의추천운동계획에서현재회원에맞는인공

지능 추천 운동 목록을 제안한다. 전문가는 이를 선택할

수도있지만, 선택하지않을수도있다. 이때는모든운동

에서 해당 운동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여러 개의 운동을

묶어운동계획을만든다. 보통 1주차에모든운동계획을

만들어 놓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 회원의 운동이 달라

질 수도 있다. 그때는 해당 운동계획의 오른쪽 선택버튼

을눌러세부운동을수정한다. 왼쪽아래와오른쪽아래

메뉴는 인공지능의 또 다른 추천 시스템을 제공한다. 먼

저왼쪽아래메뉴는현재회원의설문및측정데이터와

유사한회원의사례케이스를불러와그회원은어떤운

동관리를 했는지 보여주고, 필요 시 그 회원의 운동관리

와동일하게할수있도록기능을제공한다. 오른쪽아래

메뉴는 현재 컨디션에 따른 추천운동을 제공한다. 원래

운동계획은오늘 A라는운동을하게되어있었는데컨디

션이 안 좋거나 해당 부위의 부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컨디션을 선택하면 그 컨디션에

따른대체가능한추천운동을보여준다. 이기능역시대

체 운동이 적절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 전문가가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안된 운동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운동을 수정할 수 있다.

[Fig. 17]은 운동을검색하는화면이다. 운동코드나명

칭을 통해 조회가능하고, 운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

준다. 신입 퍼스널 트레이너는 해당 운동을 보고 학습할

수있고, 전문가퍼스널트레이너는해당운동에대한정

보를 조회하거나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Fig. 17] Exercise Search

4. 시스템의 특징 및 평가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다른 시스

템과비교하여가지는특징은다음과같다. 먼저운동전

문가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 다른 연구에서

는대부분실제운동을하는회원을위한운동추천시스

템, 운동스케쥴링시스템등이있었다. 하지만이연구에

서 제안한 시스템은 처음부터 대상을 운동 전문가로 정

했기 때문에 접수, 히스토리 이력보기 등 운동 전문가가

현업에서 사용할 만한 기능들이 추가되어있다. 또한 인

공지능에의해운동이추천되지만기존시스템과는다르

게 고정된, 정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므로, 회원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시스템이 발전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마

음에들지않을경우추천되는운동대신직접운동을처

방 내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교육의 한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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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경험이부족한신입운동전문가를실제회원데

이터를통하여가상처방을통해운동교육을할수있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운동 전문가 입

장에서, 다른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가지고 약 30명

의 운동 전문가의 설문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는 이 시스템이 실제 회원을 운동관리 하는 것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 평균 약 3.67 점 (5점 만점)

- 나는 이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기능들이 도움을 준

다고 생각한다 : 평균 약 3.27 점 (5점 만점)

-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나의 평가는 긍정적

이다 : 평균 약 3.73 점 (5점 만점)

위 설문에서 화면 디자인적인 부분, 모바일에서의 사

용가능여부등의지적사항으로점수가낮게나온것을감

안하였을때, 만족할만한점수라고할수있다. 인공지능

기능의만족도는실제데이터가축적되면서룰이발전되

기 때문에 사용 시에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추가적으

로 몇몇 운동전문가는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존 운동추천 알고리즘

및 모델 기반의 시스템은 한번 개발되면 알고리즘을 바

꾸지 않는 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사례가 쌓

일수록 인공지능 룰이 정교하게 발전 될수 있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도 반드시 퍼스널

트레이너의 경험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개입 없이 알고

리즘만으로이를해결하려고하는문제점을, 소프트웨어

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둘

을 조합하는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려

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퍼스널 트

레이너의수가부족하기때문에 인재양성이필요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로 인재양성이

부족하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례기반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공간적인 제한 없이 신입 트레이너

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일단 현재 시스템의 기능을 더 발전시

켜실제퍼스널트레이너가사용할때불편함이없게추

가개발할것이다. 또한 IoT 기기들을통하여다양한데

이터들을 입력받아 현재보다 더 상세한 운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발전시키고, 추천 운동이 더욱 정교화

해질수있도록새로운방안연구할필요가있다. 마지막

으로이시스템의핵심내용인교육시스템을신입퍼스

널 트레이너가 효과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에서

제안한 3단계 외에 추가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

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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