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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사용자의 신체 정보는 개인의 주요한 특징으로, 맞춤화된 모바일 마   고에 

활용될 수 있고 건강 리 애 리 이션 내에서 신체 정보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동 상황에서 수집된 스마트폰 물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장과 체 을 군집

화와 딥 러닝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 소지 치나 사용자의 이동 수단과 방식에

도 제약을 두지 않는 등 기존 연구에서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추론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여러 상황에서 수집된 데이터  신체 정보를 추론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군집화 기반의 

선별 방법을 제시한다. 한,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딥 러닝 기반의 순환 신경

망 모형을 이용해 추론 성능을 높이고자 했다. 자체 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으로 피실험자 26

명으로부터 실제 생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신체 정보 추론, 다종 센서 데이터, 물리 센서 데이터, 군집화,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Abstract A smartphone user's biometric information, which can represent the individual, is useful 

for customized mobile marketing and advertising, and also be used in health-care applications for 

personalized servic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based on clustering and deep learning to 

infer the height and weight of a smartphone user by using multimodal sensor data in various moving 

situations. Our method handles data collected under relaxed conditions compared to previous work, in 

that the position of a smartphone, and the user’s way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are not limited. 

A clustering-based data selection method is presented to filter data helpful for inferring biometric 

information. Furthermore, a recurrent neural network, which has been successful in human-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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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is adop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We collected smartphone sensor data from 26 users 

in their actual living environment with a self-developed application, and our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Keywords: biometric information, multimodal sensor data, physical sensor data, clustering, LSTM 

1. 서 론

개인화 기기인 스마트폰에는 가속도계, 자이로스코  

등 여러 가지 정교한 물리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에, 이

러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스마트폰 사용자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 등의 정보를 추측할 수 있다. 걷기, 뛰기, 

앉기 등의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1,2], 더 나아가 성별, 나이, 신장, 체  등의 사용

자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추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

행되었다[3-5]. 이때, 신장, 체 과 같은 사용자의 신체 

정보는 개인의 주요한 특징으로[4], 마   고에 

활용될 수 있다. 한, 건강 련 애 리 이션들의 경

우,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량에 따른 소비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개인별 운동 지침을 제시하는 데

에 활용이 가능하다[5].

기존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한 신체 정보 추론 연

구[4,5]는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을 사용

했기에 실제 상황에 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4]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걷는 

상황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하 고, [5]에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상태로 걷기, 가만히 서 있기, 계단 오르내리기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

은 항상 손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특정 주머니

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치가 통제되

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센서 데이터만으로 걷는 상황

을 뛰기, 자 거 타기, 차량 이동 등의 다양한 이동 상황과 

구분하는 것 한 쉽지 않기에[6], 제약이 완화된 설정 

하에서도 기존 모형이 잘 작동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동 상황에서 수집된 스마트

폰 물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장과 체  두 가지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군집화와 딥 러닝 기법을 활용하

여 추론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 소지 치나 사

용자의 이동 수단과 방법에도 제약을 두지 않는 등 기

존 연구에서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모

형을 학습하고 검증한다. 이때, 군집화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상황에서 수집된 데이터  신체 정보를 추론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 군집을 선별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한,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딥 러닝 기반의 순환 신경망 모형[7,8]을 이용해 추론 

성능을 높이고자 했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과정을 살펴

보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검증하는 실험 설계 과정

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5장에서는 

결론 도출을 도출한다.

2. 제안 기법

제안하는 추론 모형은 입력 형태의 시 스로 만들어

주는 처리 단계, 군집화 기반의 시 스 선택 단계, 그

리고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 LSTM RNN)을 이용한 

회귀 모형을 거쳐 최종 으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추

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 데이터 처리 과정은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다종 물리 센서 데이터를 동일한 

타임스탬 를 기 으로 통합하고, 정규화 과정을 통해 

단 를 일정히 맞춘 다음, 일정 길이로 시 스들을 샘

링한다. 변환된 시 스 데이터는 군집화 과정을 거쳐 추

론에 유용한 패턴을 지니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LSTM 

기반 회귀 모형의 입력으로 달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폰의 소지 치나 피실험자의 이동 수단과 방법에 제약

을 두지 않았기에, 스마트폰 소지자의 신체 활동을 통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외부의 물리  충격으로 인해 발생

하는 편차를 정제하기 해 상술한 처리 과정의 군집

화가 필요하다. LSTM 기반 회귀 모형은 각 시 스 입

력에 해 사용자 신체 수치를 추측하고, 최종 으로 특

그림 1 신장/체  추론 기법 개요

Fig. 1 Overview of the proposed method for height/weight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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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용자의 신체 수치는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모든 시 스 입력에 한 수치 측치를 평균 

내어 추론한다.

2.1 데이터 처리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

면, 스마트폰 운 체제가 부하를 조 하려고 하기 때문

에, 애 리 이션 개발자가 수집 주기를 동일하게 설정

하더라도 실제 수집되는 센서 별 데이터의 타임스탬

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추론 모형이 시간에 

따른 센서 값의 변화 패턴과 다종 센서 간의 상 계

를 반 할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를 타임스탬 와 센서 

데이터 필드(field)를 두가지 축으로 가지는 이차원 형태

로 구성한다. 먼 , 가장 안정 으로 수집되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기 으로 수집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하여 그 외 다른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져

온다. 통합하고자 하는 센서 데이터 측정값 간의 수집 

타임스탬 를 일치시켜주기 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샘 링하며, 이때 해당 타임스탬  이 이면서 

시간 상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값으로 채운다.

다종 센서 테이터를 시간에 맞춰 정렬한 다음, 각 센

서의 데이터 값의 단 가 다르기에 각 센서 데이터의 

필드 별로 평균을 빼고 표 편차로 나 는 표 화

(standarization) 과정을 수행한다. 필드 별 평균, 표

편차를 구할 때는 학습 데이터만을 이용하며, 이때 구해

진 평균, 표 편차를 검증 데이터 표 화에도 동일하게 

용한다. 표 화된 데이터로부터 일정 길이를 갖는 데

이터 시 스들을 추출하여 LSTM 기반 회귀 모형의 입

력으로 사용한다. 최 의 시 스 길이는 수집 데이터 기

반의 추론 성능 실험을 통해 찾는다.

2.2 군집화 기반 시 스 선택

신체 정보를 추론하는 데에 유용한 데이터를 걸러내

어 추론 모형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해, 군집화를 이용

한 시 스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처리를 거쳐 생성된 

시 스를 군집화한 후, 각 군집의 시 스 데이터만을 이

용하여 LSTM 기반 회귀 모형을 학습하여 가장 성능이 

높은 군집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실제 

추론 과정에서 처리를 통해 시 스가 얻어지면, 이  

학습 과정에서 얻어진 군집  하나로 할당하여 해당 

군집이 최  군집일 시에 추론 모형의 입력으로 선택된

다. 본 연구에서는 k-means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 과정에서 얻어진 군집의 심들  가장 테스트 

시 스와 유사도가 높은 심을 갖는 군집으로 할당하

게 된다. k-means 기법을 용할 때 군집 개수는 수집 

데이터 기반의 추론 성능 실험을 통해 찾는다.

2.3 LSTM 기반 회귀 모형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LSTM RNN 모형은 시

그림 2 LSTM 기반 회귀 모형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LSTM based regression model

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거나 

수치 측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7,8]. 제안하는 

신체 정보 추론 회귀 모형은 두 개의 LSTM 층으로 구

성된다(그림 2). 다종 센서 데이터로부터 처리 과정을 

통해 생성된 시 스는 시간 축에 따라 분 되어LSTM 

층에 입력된다. 시 스 데이터가 순환 신경망을 시간 축 

순서 로 거치면서 신체 수치에 따라 각기 다른 표  

벡터를 가지도록 변환된다. 최종 으로, 두 개의 LSTM 

층을 거친 후의 각 축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출력 벡

터에 해, 하나의 회귀 층을 거친 뒤 추론하고자 하는 

신체 정보 수치를 산출한다.

LSTM 기반 회귀 모형은 각 시 스 입력에 한 회

귀 추측치와 실제 해당 시 스가 수집된 스마트폰 사용

자의 신체 치수와의 오차의 제곱을 손실 함수로 삼아 

학습한다. x를 실제 신체 치수(신장, 체 ), 를 회귀 추

론 값, 를 회귀 모형의 학습 가능한 가 치로 나타낼 

때, 단일 시 스 인스턴스에 한 오류 l은 식 (1)과 같

이 정의한다.

(1)

미니 배치의 크기를 N이라고 할 때, 미니 배치에 속

하는 N개의 인스턴스의 실제 신체 정보   와 회귀 

결과    에 한 회귀 결과 오류 L은 식 (2)와 같

이 정의한다.

(2)

식 (2)와 같이 계산된 미니 배치 오류 L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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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ADAM 알고리즘[9]을 사용했다.

3. 실험

3.1 데이터셋

총 26명의 피실험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물리 센서 

데이터를 2주간 수집하 다. 수집에 사용된 물리 센서는 

가속도계(accelerometer), 력 가속도계(gravity sensor), 

선형 가속도계(linear accelerometer), 회  벡터 센서

(rotation vector sensor), 자기계(magnetometer), 그리

고 자이로스코 (gyroscope)이다(표 1). 피실험자들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와 에 수면, 식사, 음주, 수업, 공부, 

이동, 기타  하나의 상황에서, 임의로 수집 애 리

이션을 통해 해당 행동 상황 버튼을 러 데이터를 수

집하도록 하 다. 이때 피실험자의 자세, 스마트폰의 

치 등의 제약은 없도록 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량은 가속도, 력 가속도, 선형 

가속도, 방향계, 자기장 센서는 1인당 평균 3.80시간, 자

이로스코 는 2.46시간이며, 모두 50Hz 주기로 수집 애

리 이션을 설정하여 수집되었다. 피실험자들의 성별, 

신장, 체 에 한 정보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 으며 남

자는 16명(61.5%), 여자는 10명(38.5%)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장의 평균은 172.8cm, 표 편차는 8.0cm이고. 

체 의 평균은 69.9kg, 표 편차는 18.6kg이다.

표 1 수집에 이용된 센서 종류

Table 1 Sensor types for data collection

Sensor
Number of

features
Data description

Accelerometer 3
Acceleration force on 3 

physical axes

Gravity sensor 3
Force of gravity on 3 

physical axes

Linear 

accelerometer
3

Acceleration force on 3 

physical axes including 

the force of gravity

Rotation vector 

sensor
6

Values of sin and cos on 

3 rotation vectors

Magnetometer 3
Ambient geomagnetic field 

for 3 physical axes

Gyroscope 3
Rate of rotation around 

each of 3 physical axes

3.2 군집화 설정

군집화 기법을 용할 때 시 스 간의 유사도를 계산

할 요인으로 가속도 센서 데이터 시 스로부터 기 통

계량들을 산출했다. 가속도 센서 데이터 x, y, z축 값에 

한 L2-Norm값을 구한 후, 시 스 내에서의 시간 축

에 한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앙값, 최댓값과 10, 

25, 75, 90백분 수 등 총 아홉 가지 통계치를 비교 요

인으로 사용했다. k-means 용 과정에서는 얻어진 시

스 통계치 벡터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 기반 유사도를 

이용했다.

3.3 평가 지표

본 연구는 3-fold 교차타당화 평가 방법을 사용하

다. 신체 정보 추론 모형은 회귀 모형으로, 평가 지표로 

평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와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사

용하 다. 

4. 실험 결과

4.1 시 스 길이와 군집 개수 탐색

이 에서는 LSTM 기반 회귀 모형의 입력으로 사용

될 시 스 길이와 k-means 군집화 기법을 용할 때 

사용되는 심 의 개수에 따른 추론 성능을 살펴본다. 

군집의 개수는 3, 5, 7 세 가지와, 시 스 길이는 150 (3

), 300 (6 ), 450 (9 ) 세 가지 각각을 조합한 설정

에 해 제안 기법으로 신장 추론 모형과 체  추론 모

형을 학습하여, 이에 한 결과를 표 2와 표 3에 각각 

나타냈다. 신장 추론과 체  추론 각각에 해 가장 좋

았던 설정을 이후 제시되는 실험 과정 반에 반 하 다.

표 2 시 스 길이와 군집 개수에 따른 신장 추론 MAE 성능

Table 2 MAE of height inference according to sequence 

length and the number of clusters

Sequence length 3 clusters 5 clusters 7 clusters

150 5.33 4.58 4.56

300 5.18 4.50 4.41

450 5.31 4.57 4.44

표 3 시 스 길이와 군집 개수에 따른 체  추론 MAE 성능

Table 3 MAE of weight inference according to sequence 

length and the number of clusters

Sequence length 3 clusters 5 clusters 7 clusters

150 11.51 10.65 10.40

300 11.99 11.21 11.15

450 11.57 11.32 11.57

4.2 센서 조합에 따른 성능 비교

다음은 어떤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론 

모형을 학습했을 때 성능이 높은지 알아보기 해, 수집

한 여섯 가지 센서 종류  최소 하나 이상부터 여섯 

개 이하를 포함하는 센서 조합에 해 추론 성능을 비

교했다. 표 4와 표 5는 센서 조합에 따른 신장/체  추

론 모형의 성능 측정 결과로, 최  여섯 열에 해당 센서가 

모형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O/X로 표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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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센서 데이터 조합별 신장 추론 모형 성능

Table 4 Performance results of height inference by using 

different sensor data combinations

O X O O O O 4.68 3.82 1

O O O O O O 4.94 4.04 2

O O O X O X 5.03 4.10 3

X X O O O O 5.16 4.12 4

X X X X O O 5.03 4.12 5

O X X X O O 5.32 4.22 6

O O X X O X 5.39 4.25 7

O X O X O O 5.20 4.27 8

O O X O O O 5.33 4.28 9

O O X O O X 5.35 4.32 10

표 5 센서 데이터 조합별 체  추론 모형 성능

Table 5 Performance results of weight inference by using 

different sensor data combinations

X X X X O O 13.13 10.27 1

O O O X O O 13.01 10.43 2

O X O X O O 13.23 10.44 3

O O O O O X 13.22 10.45 4

O X X X O O 13.28 10.52 5

X O O O O O 13.63 10.52 6

X O X X O O 13.29 10.54 7

O X O O O O 13.66 10.59 8

O O O O O O 13.77 10.81 9

X O O X O X 13.67 10.81 10

총 63가지의 물 조합  MSE 기 으로 성능이 높은 

10가지 조합을 나열하 다. 

비교 결과, 신장 추론과 체  추론 양쪽에서 상  10

가지 센서 조합이 모두 선형 가속도계를 포함하는 조합

이었다. 선형 가속도는 가속도에서 력을 제거한 힘으

로, 스마트폰이 사용자와 력 이외의 환경에 의한 힘에 

한 데이터가 신체 수치 추론에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

는 것으로 보인다. 선형 가속도계 이외에는 회  벡터 

센서 한 상  성능을 기록한 센서 조합에 여러 번 포

함되어, 선형 가속도와 회  벡터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MAE 기 으로 신장 추론에서는 다섯 번째로, 체  추

론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한, 센서를 한 

가지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센서들을 조

합했을 때 상 으로 나은 성능을 보 다.

4.3 제안 모형의 최종 성능

앞서 설정한 최  시 스 길이, 군집 개수, 그리고 수

집 센서 조합을 사용하여 신체 정보 추론 모형을 학습

한 성능은 표 6, 표 7과 같다. Weiss 모형[4]과 point 

estimation의 성능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 비교하 다. 

여기서 비교된 Weiss 모형은 평균, 표 편차 등의 기

통계량을 요인으로써 추출하여 k-최근  이웃 알고리즘

(instance based nearest neighbor algorithm)을 사용

한 회귀 모형으로, 해당 모형을 제안한 연구[4]는 사용

자의 신장과 체 을 추론하는 최근의 연구들 ,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에서 본 연구와 비슷하기

에 비교 상으로 삼았다. 해당 연구[4]에서는 걷는 동

안에 수집한 가속도 센서 데이터만을 사용했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공정한 비교를 해 동일한 센서 조합으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Point estimation은 학

습 데이터에 사용된 피실험자들의 신장 는 체 의 평

균값을 추론 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point estimation 

비 성능 향상도를 추론 능력에 한 지표로써 비교하

다.

비교 결과, 제안 모형의 추론 성능이 신장과 체  모

두에서 다른 모형들의 성능보다 앞섰으며, Weiss 모형

은 point estimation에 비해서도 성능이 조했다. 기존 

연구[4]는 사용자가 걷는 상황의 데이터만 입력으로 받

는 상황에서 것을 가정했기에, 본 실험에서처럼 걷기 외

의 다양한 이동 상황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 모든 사람에 해서 동일한 수치로 추정하는 point 

estimation의 성능에 못미칠 정도로 큰 성능 하가 발

생했다. 반면에 제안 모형은 다양한 패턴을 지니는 데이

터에 해 처리하고 군집화하여 추론에 유용한 데이

표 6 최종 신장 추론 모형의 성능

Table 6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for height 

inference

Evaluation 

metric

Point 

estimation
Weiss [4] Ours

RMSE (cm) 7.93 9.15 (-15.38%) 4.68 (40.98%)

MAE (cm) 6.63 7.36 (-11.01%) 3.82 (42.38%)

표 7 최종 체  추론 모형의 성능

Table 7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for weight 

inference

Evaluation 

metric

Point 

estimation
Weiss [4] Ours

RMSE (kg) 18.21 20.50(-12.57%) 13.13(27.89%)

MAE (kg) 15.00 16.76(-11.73%) 10.2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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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만을 걸러내어 사용함으로써 성능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스마트폰 물리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화와 딥 러닝을 활용한 

신장  체  추론 기법을 제안하 다. 여러 가지 이동 

상황에서 스마트폰 치에 한 제약 없이 수집된 센서 

데이터로부터 신체 정보를 추론하기 해, 군집화에 기

반을 둔 데이터 선별 과정을 용하고 시 스 패턴 학

습에 강 을 지닌 LSTM 기반 회귀 모형을 이용하

다. 실험 과정에서는 시 스 길이, 군집 개수, 그리고 수

집 센서 조합을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비교하 다.

실험 결과, 최종 인 신장 추론 모형은 3-fold 교차 

타당화 검증에서 point estimation 비 RMSE는 40.98%, 

MAE는 42.38%의 성능 향상 비율을 보 으며, 체  추

론에서는 point estimation 비 RMSE는 27.89%, 

MAE는 31.53%의 성능 향상 비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 방법으로는 k-means 알고리즘

을 사용하 고 군집화 요인으로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

에 한 아홉가지 통계량을 이용했었다. 이에 추가 으

로 다양한 군집화 요인 추출 방법과 군집화 알고리즘을 

시도해 볼 정이다. 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응용하여 신장, 체  이외의 다른 종류의 사용자 

신체 정보를 추론하는 기법으로 발 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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