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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Rec 기반 달리기 심박수 예측 시스템

Prediction System of Running Heart Rate based on FitRec

김진욱*, 김광현*, 선준호*, 이승우*, 김수현*, 김진영**

Jinwook Kim*, Kwanghyun Kim*, Joonho Seon*, 
Seongwoo Lee*, Soo-Hyun Kim*, Jin-Young Kim**

요  약  사람의 심박수는 운동 강도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만약 심박수를 예측한다면 운동 중 운동
강도를 미리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tRec 기반 달리기 운동을 수행하는 사용자의 심박수
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학습을 위해 Endomondo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에 적용한다. 성능 비교를 위해 
시계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GRU(gated recurrent unit)를 사용하였다. 
FitRec에 유산소 운동 중 달리기 데이터만 학습한 결과 여러 유산소 운동 데이터를 모두 학습한 모델보다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 둘 다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Human heart rate can be used to measure exercise intensity as an important indicator. If heart
rate can be predicted, exercise can be performed more efficiently by regulating the intensity of exercise
in advance. In this paper, a FitRec-based prediction model is proposed for estimating running heart rate
for users. Endomondo data is utilized for training the proposed prediction model. The processing 
algorithms for time-series data, such as LSTM(long short term memory) and GRU(gated recurrent unit),
are employed to compare their performance. On the basis of simulation result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model trained with running exercise performed better than the model trained with several
cardiac exercises.

Key Words : Regression, Recurrent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FitRec

Ⅰ. 서  론

2020년 2월 이후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연
구에 따르면 2018년 WHO에서 발표한 신체 활동 지침
에 부합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강화 활동을 수행한 성
인은 COVID-19 감염 위험도가 20% 감소했고, COVID-19 

감염 이후 중증 진행 가능성과 사망률이 각각 60%, 80% 
이상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 미국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에 따르면, 올바
른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심박수를 최
대 심박수의 50%와 80% 사이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다[2].

최근 유산소 운동과 관련하여 심박수 예측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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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한 논문에서는 DARNN 
(dual-stage attention based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 FitRec을 통해 유산소 운동의 운동 경로 
추천과 심박수를 예측하였다[3]. 다른 논문에서는 키, 성
별 그리고 몸무게 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심박수, 고도 그리고 속도 등의 운동 정보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여 유산소 운동의 운동 
경로 추천과 심박수를 예측하는 P3FitRec를 제안하였다[4].

그러나 두 연구 모두 각각의 운동이 일정 시간마다 거
리, 속도, 심박수 등의 값이 다르지만, 운동데이터를 분
리하지 않고 하나의 유산소운동 데이터로써 사용하였다. 
그리고 운동별 운동데이터 차이를 원핫 인코딩된 운동 
id로 표현하였다. 이는 각각의 운동별 심박수 예측값 차
이를 운동 임베딩 벡터에만 의존하여 온전히 한 운동의 
심박수를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데이터 중 달리기 운
동데이터만 사용하여 달리기 운동에 대한 심박수를 예측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모델 관련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
스템 모델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확인
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 짓는다.

그림 1. 순환 신경망 모델 구조.
Fig. 1. Structure of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그림 2.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 구조.
Fig. 2. Structure of 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 model.

Ⅱ. 관련 알고리즘

1. 순환 신경망
순환 신경망이란 은닉층으로 순환하는 층을 이용하여 

이전 상태의 은닉층 출력이 현재 상태의 은닉층 입력으
로 들어가 연산에 포함되는 구조를 의미한다[5]. 그림 1은 
순환 신경망 모델 구조를 보여준다. t 시점에서의 입력 x
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층으로 나올 때 t-1 시점에서
의 은닉 상태가 추가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tanh       (1)

     (2)

(1)은 t 시점의 은닉 상태를 나타내고, (2)는 t 시점의 
출력값을 나타낸다. 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 중 하나이
다. t 시점의 은닉 상태는 t 시점의 입력값 와 t-1 시

점의 은닉 상태   이 활성화 함수인 tanh 함수를 통

과한 값이다. t 시점의 출력값 는 t 시점의 은닉 상태 

가 활성화 함수 를 통과한 값이다.

2.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는 은닉층을 장단기 메모리 블

록으로 이용하는 네트워크로 순환 신경망의 종류 중 하
나이다[6]. 순환 신경망 모델은 시점이 길어질수록 앞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하며 이 문제를 보완한 구조를 장
단기 메모리라고 한다. 장단기 메모리는 망각 게이트, 입
력 게이트, 그리고 출력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 구조를 보여준다. 

망각 게이트는 얼마만큼의 장기 정보를 삭제할지 결정
하는 게이트이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3)

(3)에 따르면 망각 게이트는 t 시점의 입력값 와 

t-1 시점의 은닉 상태   가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여 
출력된 값이다.

입력 게이트는 기억할 단기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게
이트이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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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종류

input

distance sequence

altitude sequence

user id categorical

target heart rate sequence

표 1. 학습에 사용할 특징.
Table 1. Feature used in training.

  tanh       (4)

(4)를 통해 입력 게이트는 t 시점의 입력값 와 t-1 

시점의 은닉 상태   가 활성화 함수를 지나 값을 출
력한다.

기존 순환 신경망 모델이 t-1 시점의 은닉 상태가 t 시
점에 추가되었다면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은 셀 
상태가 추가되었다. 셀 상태 또한 은닉 상태처럼 t-1 시
점의 셀 상태가 t 시점의 셀 상태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다. t 시점의 셀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     ⊙  (6)

(5)에서 t시점의 입력값 와 t-1 시점의 은닉 상태 

  이 tanh 함수를 지나서 를 출력한다. (6)에서 망

각 게이트에서 출력한 와 t-1 시점의 셀 상태   를 

원소 간 곱으로 계산하고, 입력 게이트에서 출력한 과 

(5)에서 출력한 를 원소 간 곱으로 계산한 두 식을 더

하여 t 시점의 셀 상태 를 출력한다.

출력 게이트는 t 시점의 입력값 와 t-1 시점의 은닉 

상태   이 활성화 함수를 지난 값이다. 이 값과 t 시

점의 셀 상태 를 이용하여 t 시점의 은닉 상태를 결정
한다. 출력 게이트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7)

   ⊙ tanh   (8)

(7)을 통해 출력 게이트의 값을 구하고 (8)을 통해 t 
시점의 셀 상태의 값이 tanh 함수를 지나 출력 게이트의 
값과 연산이 되어 t 시점의 은닉 상태를 구할 수 있다. t 
시점의 은닉 상태는 t+1 시점의 입력층과 t 시점의 출력
층으로 보내진다.

3. GRU (Gated recurrent unit)
GRU는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long short term 

memory: LSTM)의 장기 의존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유지하면서, 은닉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계산을 줄였다[7]. 
LSTM과 달리 셀 상태가 없고 출력, 입력 그리고 망각 게

이트 대신에 업데이트, 리셋 게이트가 존재한다. GRU의 
구조를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10)
 tanh  

 ⊙      
(11)

  ⊙       ⊙  (12)

(9)는 리셋 게이트, (10)은 업데이트 게이트를 나타낸
다. (11), (12)는 (9), (10)에서 구한 리셋 게이트와 업데
이트 게이트의 값을 통해 그림 3에서처럼 연산하여 은닉 
상태 을 출력한다.

그림 3. GRU 모델 구조.
Fig. 3. Structure of GRU model.

Ⅲ. 시스템 모델

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Endomond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3]. 원본 데이터는 253,020개의 운동데이터
가 있으며 1,104명의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운동데이터 중 학습에 사용할 feature를 정리한 표이다. 
표 1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학습에 사용할 feature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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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altitude, user id 그리고 heart rate이다. 학
습 입력값에 distance, altitude, user id를 출력값에 
heart rate가 들어간다. feature 중 user id를 제외하고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user id는 범주형 데
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데이터 중 달리기의 심박수
를 예측하기 위해 달리기 데이터만 사용하여 총 37,841
개의 운동데이터를 사용한다. 37,841개 중 학습에 
30,064개, 검증에 3,753개 그리고 테스트에 4,024개를 
사용한다.

2. 제안한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유산소 운동에서의 심박수를 예

측하는 것이 아닌 달리기 운동에서의 심박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FitRec 모델에서 sport id 
feature가 빠졌으며 시계열 feature를 처리할 RNN에 
LSTM과 GRU를 각각 사용하여 두 모델의 비교 성능을 
확인한다.

그림 4. 제안한 심박수 예측 모델.
Fig. 4. Proposed heart rate prediction model.

제안된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입력값은 두 가지의 종
류로 구성되어 있다. 시계열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시계열 데이터인 고도(altitude)와 거리(distance)는 RNN
을 통해 user id는 임베딩을 거쳐 연결(concatenate)된
다. 연결된 값을 input attention과 RNN으로 구성된 
인코더와 temporal attention과 RNN으로 구성된 

decoder를 거쳐서 심박수를 예측한다.

3. 손실 함수
본 논문은 제안한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MSE(mean 

squared error)를 손실 함수로 사용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13)

(13)에서 은 입력 데이터 수를 나타내며, 는 실제

값을 나타내고, 는 예측값을 나타낸다.

Ⅳ. 실험 및 결과

1. 데이터 전처리
앞서 실험 데이터에서 선택된 데이터 필드에서 스포츠 

종류 중 달리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입력값으로 사
용할 거리 데이터를 위도, 경도 값을 통해 계산하였다. 
거리의 경우 위도, 경도로 구성된 2개의 지점을 
harversine을 통해 유도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8].

  sin 
  



cos cos sin 
  



  arcsin  

(14)

(14)에서 는 지점 1과 지점 2의 위도이다.  ,

는 지점 1과 지점 2의 경도이다. 는 유도한 거리이

다. 은 지구의 반지름이다.

2. 하이퍼파라미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하이퍼파라미터는 총 5개이다. 

Dropout, 학습률, 셀의 개수, 배치 크기, 그리고 epoch
이다. 각 파라미터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겠다.

Dropout은 과적합을 막기 위한 층으로 정해진 비율
로 무작위로 Dropout 층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을 0으로 
설정한다. 본 논문은 이 값을 0.1로 설정한다.

학습률은 최적화 알고리즘의 조정 파라미터이다. 학습
률이 너무 높으면 overshoot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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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률이 너무 낮으면 손실 함수의 최소화에 수렴하
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이 
값을 0.001로 설정한다.

셀의 개수는 은닉층의 셀 개수를 정하는 파라미터이
다. 셀의 개수가 커지면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고 더 복
잡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 실험을 통해 
이 값을 64로 설정한다.

배치 크기는 학습 단위를 정해주는 파라미터이다. 모
델이 학습데이터를 얼마나 받아들여 모델 내부의 변수들
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결정하는 파라미터다. 이 값은 
2048로 설정한다.

epoch는 주어진 데이터를 몇 번 반복 학습할 것인지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대체로 이 값을 증가시키면 학
습 성과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큰 값을 설정하면 
과적합에 빠져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얻기 힘들다. 본 논
문에서는 이 값을 20회로 설정한다. 추가로 과적합을 방
지하기 위해서 early stopping을 설정하여 검증 손실 값
이 3회 안에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이 중단된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하이퍼파라미터를 정리한 표이다.

Parameter Value

dropout 0.1

learning rate 0.001

number of cell 64

epoch 20

batch size 2048

표 2. 실험 파라미터.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3. 실험 결과
평가 지표는 RMSE(root mean squared error) 그리

고 MAE(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하였다[9]. RMSE
와 MAE는 예보 오류와 시계열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10]

이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15)

 


 



  
 (16)

(15), (16)에서 는 예측값, 는 실제값 그리고 은 
입력 데이터 수를 나타낸다. 표 3은 실제 데이터와 설계
한 모델 간의 오차를 (15), (16)을 통해 계산한 결과를 정
리한 표이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서 달리기 데이터만 
학습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모델 
중에는 GRU를 사용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한다. 그림 5, 6은 달리기 모델에서의 GRU, LSTM
의 학습 손실을 나타낸다. 그림 7, 8은 GRU, LSTM의 
테스트 데이터의 심박수 예측 결과 표본을 나타낸다. 두 
모델 모두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보여준다.

Model
Heart Rate

RMSE MAE

FitRec-Attn 2.783 1.695

FitRec-Attn (Run/LSTM) 2.425 1.543

FitRec-Attn (Run/GRU) 2.391 1.54

표 3. 모델 성능평가.
Table 3. RMSE and MAE of models.

그림 5. GRU 모델의 학습 손실.
Fig. 5. Training loss of GRU model.

그림 6. LSTM 모델의 학습 손실.
Fig. 6. Training loss of LST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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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RU 모델 심박수 예측 결과.
Fig. 7. Heart rate prediction result of GRU model.
 

그림 8. LSTM 모델 심박수 예측 결과.
Fig. 8. Heart rate prediction result of LSTM model.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itRec 기반 딥러닝 모델을 통해 달리
기 운동의 심박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유산
소 운동 중 달리기 데이터만 사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
하였고,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해 LSTM과 GRU 모델
을 사용하여 비교 성능을 확인하였다. 심박수 예측에 대
한 성능 지표인 RMSE와 MAE 관점에서, 제안한 모델이 
FitRec과 비교하여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LSTM 기반 모델이 GRU 기반 모델과 비교하면 향상
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더 다양한 feature 들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심박수와 연관된 키, 몸무게, 나이 등
의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지

표들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미래의 심박수를 예측하여 

예측한 심박수를 토대로 사용자의 운동 강도를 추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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