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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모델

System Modeling for Analysing Exercises

Using Data Mining

이 순 근*․임 영 문*

Abstract

Globally, smart phones have been rapidly distributed, which has led to changes

in people's life cycle. Most people who are under 60 are supposed to use smart

phones. Additionally, as the ratio of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physical exercise

is increasing, some applications for smart phones can manage dividual's exercise

with the web servers. However, most of them can only check how much individual

works out and cannot compare other's body type and life environment. Moreover,

users cannot share their own data with others. This paper proposed the system

which can resolve those kinds of problems through data mining techniques. The

suggested model will have ability to figure out the relation between body type and

the amount of exercise, find out if his work is proper from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and can pick out the features which is common to people who have

similar body type and the amount of workout by applying data mining techiques.

This model also will be able to recommend the proper amount of workout to each

individual in order that they keep good health state efficiently.

Keywords : Data Mining, System Modeling, Exercis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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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그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2007년도 10.5%에

서 2013년도 38.5%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1], 국내의 스마트폰 가입

자수도 2012년 11월 기준으로 3천 2백만여 명을 넘어섰다[2]. 이는 국내 총 인구의

62%에 해당되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60세

이하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또한, 스마트폰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어플

리케이션 중에 사람들의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

고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운동량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을 통해 웹서버에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언제든지 본인의 운동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서버에 저장된 이러한 개인의 축적된 운동량 및 개인

신체 정보들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

고 한다. 제안된 시스템 모델에서는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신체 조건과 운동량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 분류분석을 통해 본인의 운동량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군집

분석을 통해 동일한 운동량이나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을 통해 각 개인에게 맞는

운동량을 설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경연구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1960년대 이래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데이터베이스

의 발전으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더 진보적인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다[4].

2.1 연관규칙 마이닝

연관규칙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데이터 간의 관련성과 잠재적인 연

관성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이다[5][6][7]. 연관규칙은 발견되지 않은 관계성을 찾

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예측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11]. 많은 연관규칙 마이닝 알고리즘들이 제안 되었으며 가장 대표

적인 연관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으로는 Apriori 알고리즘[6]이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들은 대부분이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들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상기에서

설명한 알고리즘들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게 되면 엄청난

수의 규칙을 생성하게 된다[6]. 트랜잭션 데이터가 아니고 연속적인 값을 갖는 데이터

에 대해 연관규칙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ARCS(Association Rule Clustering

System)이 있다[6].



2013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395

2.2 분류와 예측 마이닝

분류 마이닝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류 모델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분류모델을 새

로운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여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에 근거하여 이미 정

의된 분류들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데 사용된다[12]. 클래스와 분류의 형

태에 따라 분류에 대한 접근방법은 결정 트리, 신경망, K-최근접 이웃, 베이지안 신뢰

네트워크 등등의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9].

3. 운동량 분석을 위한 마이닝 시스템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운동량 분석을 위한 마이닝 시스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운동량 분석을 위한 마이닝 시스템 모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모델은 신상정보입력모듈, 운동량관리모듈, 전

처리기와 데이터마이닝 모듈과 사용자 정보와 마이닝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

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3.1 신상 정보 입력 모듈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가입자 신상정보 입력화면을 통해 스마

트폰이나 웹브라우저를 통해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도록 한다. 입력받는 데이터로

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받고 마이닝의 대상이 될 신체에 관한 정보, 즉 키, 나이, 몸무

게 등이고 병력사항이 있으면 그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운

동량 관리 및 데이터 마이닝의 기초 자료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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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동량 관리 모듈

각 가입자는 매일의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를 통해 입력하게 된다. 달리기,

도보, 자전거 등과 같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할 수 있는 운동 등은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센서를 통해 운동시간과 운동 거리 등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운동량이 계산되며, 계산된 운동량을 사용자의 확인을 통해 운동량 관리 모듈로 전송

하게 된다. 상기의 운동 외, 즉 스마트폰을 휴대하고는 할 수 없는 운동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운동 종류와 운동 시간을 입력받고 각 운동 시간에 따른 평균 운동량을

바탕으로 운동량을 계산하여 운동량 관리 모듈로 전송하게 된다. 운동량 관리 모듈은

전송받은 운동량, 운동거리, 운동종류, 및 운동시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운동량 테이블

에 각 사용자 별로 관리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각 사용자의 각 운동에 대한 운동

량의 추이 등을 여러 형태의 도표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보여줌으로써 각 사용자가 본

인의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3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전처리기

데이터베이스의 신상정보 테이블에는 가입자로부터 입력받은 정보 중 키, 몸무게,

나이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값은 마이닝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데이터 마이닝하는데 적당한 값 즉, 이

산적인 값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담당하는 것이 전처리기이다.

신상정보 테이블의 나이, 키, 몸무게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산화 된다.

구분 연령대

소년 13세∼17세

청년 18세∼29세

중년 30세∼49세

장년 50세∼69세

노년 70세∼

[표 2] 나이에 대한 이산화 기준

키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4]에 따르

면 한국인의 나이별 평균키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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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3년과 2010년 남자 연령대별 키 평균

[그림 3] 2003년과 2010년 여자 연령대별 키 평균

소년, 소녀의 경우 해마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각 평균키를 다음과 같이 수식에 의

해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소년 : 5*나이 + 90

소녀 : 3.7*나이 + 107

청년, 중년 및 장년 남자의 평균 키는 약 175 cm 이고 노년의 경우는 약 165 cm 이며

여자의 경우 청년, 중년 및 장년의 평균 키는 약 160 cm 이며 노년의 경우는 155 cm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나이별, 성별에

따른 키의 이산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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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작음 작음 정상 큼 매우 큼

소년
5*나이+80

이하

5*나이+80

∼

5*나이+85

5*나이+85

∼

5*나이+95

5*나이+95

∼

5*나이+100

5*나이+00

이상

청년,중년,장년 165이하 165∼170 170∼180 180∼185 185이상

노년 155이하 155∼160 160∼170 170∼175 175이상

[표 3] 남자에 대한 키의 이산화 기준

구분 매우 작음 작음 정상 큼 매우 큼

소녀
3.7*나이+97

이하

3.7*나이+97

∼

3.7*나이+102

3.7*나이+102

∼

3.7*나이+112

3.7*나이+112

∼

3.7*나이+117

3.7*나이+117

이상

청년,중년,장년 150이하 150∼155 155∼165 165∼170 170이상

노년 145이하 145∼150 150∼160 160∼165 165이상

[표 4] 여자에 대한 키의 이산화 기준

체중도 키와 같은 방법으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과 같이 이산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체에 대한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산화를 수행한다.

3.4 연관규칙 모듈

연관규칙 모듈에서는 전처리기에 의해 처리된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들과 운동량 테

이블에 있는 운동량, 운동거리, 운동종류 및 운동시간을 각각의 항목으로 보고

ARCS(Association Rule Clustering System)[6]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 조건과 운동

량 간의 규칙을 찾아낸다. 이렇게 찾아진 규칙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운

동 방식이 다른 가입자들의 운동방식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5 군집분석 모듈

군집분석 모듈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용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대해

군집분석을 수행함으로서 각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신체조건, 운동에 관한 특징들

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각 사용자의 운동특징과 대비하여 보여준다. 각각의 사

용자는 각각의 신체조건을 나타내는 속성들과 운동과 관련된 속성들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사용자는 혼합형 변수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용

자을 대표하는 속성들에 대한 상이성은 속성값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9].

운동시간, 운동량, 운동거리 등과 같이 속성 f 가 구간에 기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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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min

i f

여기서 xif 는 사용자 i의 속성 f 에 대한 속성값을 나타낸다. h는 속성 f 에 대하여

결측치가 아닌 모든 사용자에 해당하며, maxhxhf 와 minhxhf는 속성 f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9].

나이, 키, 운동종류 등과 같이 속성 f 가 이항형이나 범주형인 경우

if xif = xjf then 
 = 0

else 
 = 1

이상과 같이 각 속성에 대한 상이성을 계산한 후 각 사용자 간의 상이성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9].




 







 








여기서 p 는 속성의 개수를 나타내며, 
 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9].

if 속성 f 가 이항형 or xif = xjf = 0 then 
 = 0

else 
 = 1

이상에서와 같이 각 사용자에 대한 상이성 척도를 바탕으로 k-means 군집 알고리

즘을 수행한다.

3.6 분류 모듈

전처리기에 의해 처리된 사용자들의 신체조건과 운동량, 운동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분류모듈은 베이지안 네트워크[8][10]에 기반한 분류기를 생성한다. 이

를 선택한 이유는 운동량이나 운동시간, 운동거리 등은 이산화 데이터가 아닌 연속적

인 데이터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사결정 귀납 모델을 이용한 분

류기를 생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처리기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

의 90%을 훈련 집합으로 활용하여 10%는 검증 집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성된 분

류기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조건과 운동량, 운동시간, 운동종류, 운동거리 등이 다른 사

용자와 비교했을 때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사용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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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

폰과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의 출현으로 이를 활용하여

신체단련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운동량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모델은 사용자들 스스로가 신체 조건과 운동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본인 운동량의

적정성 및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갖는 사람들의 운동과 관련된 특징점을 파악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개인의 신체조건에 맞으면서

도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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