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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신체정

보는 건강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모바일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기본적인 신체정보인 키와 체중을 추론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때,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운동학적 센서 

데이터인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가 활용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수행하는 행동이면서 스마트폰에 

움직임을 유발하는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에 대해 

각각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혼합 회귀 모델을 학습한다. 

혼합 회귀 모델은 잠재 변수에 따른 타겟 값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모델로서, 본 연구에서 키와 체중이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표현한다. 혼합 회귀 모델에 활용되는 요인은 각 센

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평균, 표준편차 등의 통계치를 Relief-F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혼합 회귀 모델의 학습 결과 도출

되는 두 회귀 식은 단순한 가중합이 아닌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을 통해 더 적합한 값을 추론 결과로 채택한다. 

사용자 신체정보의 최종 추론 결과는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혼

합 회귀 모델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을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은 각 모델의 추론 값

을 결합기의 입력 값으로 받아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 방법이

며, 본 연구에서는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 적용 시 선형 회귀 모

델을 사용하였다. 



 

ii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실험

자 100명으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안 기법의 성능을 확

인하였다. 키 추론 결과는 기존 연구에 비해 RMSE 기준 27.25%만

큼 성능이 향상되었고, 체중 추론 결과는 28.84%의 성능 향상을 보

였다. 또한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한 경우에도 제안 기법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혼합회귀분석,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기계학습, 앙상블 

기법, 신체정보 추론 

학  번 : 2014 - 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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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인 맞춤 서비스가 발달되었다. 과거에 감상한 영화에 대한 별점을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하는 서비스[1]와 사용자

의 식당 예약 기록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음식점을 추천하는 

서비스[2]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 사회

에서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보조 수단의 기능을 넘어서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한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4]. 특히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나 노인의 경우 건강 상태를 지

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므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5, 6]. 

또한 비만이나 저체중을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7]. 

스마트폰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자동

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를 들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고도를 측정하여 소비 칼

로리를 계산해주는 연구가 수행되었고[8], 웨어러블 센서로 추출된 

가속도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활동량을 추론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9]. 이와 같이 사용자의 건강 및 운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론하여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본

적인 신체정보인 키와 체중까지 추론한다면 건강상태와 결합시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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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리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정보에 기반하여 

사용자 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

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0].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

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 서비스도 출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때, 키, 체중과 같은 사용자의 신체정보는 

모바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키와 체중은 사용자의 

체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의류나 신발 사이즈, 나아가 패

션 스타일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여

성은 높은 구두를, 키가 큰 여성은 낮은 구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추론하여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

는 패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용자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용자보다 

음식섭취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므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근접도, 음성, 소리, 이미지, 가속도, 방

향 등 다양한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측정하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11].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여러 센서들은 스마트폰 사용자

의 현재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측정한다[12]. 특히 운동학적 센

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므로 프라이

버시 침해 가능성이 작아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다. 사람들은 걷

는 등 움직일 때 주로 스마트폰을 신체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센

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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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정도가 사용자의 걸음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

여[14] 운동학적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체중 추론에 효과적인 요

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추론한다면 다양

한 서비스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라

이버시 측면에서 덜 민감한 센서 데이터만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인 신체정보를 추론하는 기법은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편화되어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가 더욱 정교해진다면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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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람의 다양한 신체정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정보인 키와 체중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와 체

중은 건강관리를 할 때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식생활, 의복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바일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

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세 가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추론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사람의 키와 체중은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독립적인 분포를 

갖는 혼합분포에 해당하며, 각 성별에 대하여 키는 정규분포를 따르

고 체중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15]. 키와 체중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성별 정보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

으로 기대되지만 개인의 성별 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걸을 때 성별에 따라 패턴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여[16]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로부터 수집된 정보

는 사용자의 성별을 암묵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성별을 잠재 변수로 취급하여 직접 활용하지 않고 혼합 모

델에서 암묵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 중 비교적 

프라이버시 침해가 낮은 움직임 관련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학적 센서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

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스마트폰 데이터에 비해 프라

이버시 침해 정도가 낮은 편이다[17].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본 연구의 신체정보 추론 모델에서는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만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움직임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운동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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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인 가속도 데이터, 자기장 데이터,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활

용한다. 사용자의 키와 체중과 같은 신체 크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만은 사용자의 걸음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4]. 이와 같이 사용자가 움직이는 

동안 신체 특성이 반영되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동학적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추론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수행하는 행동이면서 스마트폰에 

움직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

르내리기 등이 있다[13]. 가만히 서있는 경우에도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하므로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균형감각 등 행동패턴을 

반영한다[18]. 이러한 동작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행동에 따른 추론 모델을 구축하여 앙상블하면 개별 모델의 결과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이 도출될 수 있다[19]. 즉, 앙상블 기법은 모

델의 일반화 오류를 낮추는 기능을 하므로 최종 추론 성능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앙상블 기법들 중 효과

적이라고 알려진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신체정보 추

론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6 

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추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운동학적 센서인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사용하여[20]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추론한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반복하는 동작인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에 대

해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혼합 회귀 모델을 각각 학습하

고 결과를 앙상블하여 키와 체중의 최종 추론 값을 도출한다. 

신체정보 추론에 활용되는 세 가지 센서 데이터는 x축, y축, z축

을 기준으로 수집된다. 이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통계치를 계산하

여 요인을 추출하고, Relief-F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성이 높은 요인

들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요인들을 활용하여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혼합 회귀 모델을 학습한다. 혼합 회귀 모델은 

특정 정보를 추론할 때 잠재 변수에 따른 타겟 값의 차이를 암묵적

으로 반영하여 다수의 회귀 식을 도출하는 방법이다[21]. 즉, 본 연

구에서는 혼합 회귀 모델을 학습할 때 잠재 변수를 2로 설정하여 

성별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두 개의 정규분포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

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모델 학습 결과 하나의 모델에 대해 두 개

의 회귀 식과 각각의 확률이 도출된다.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새

로운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예측할 때 두 회귀 식들 중 적합한 결과

를 선정하기 위해 군집화를 활용한다.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인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테스트 사

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 해당 사용자가 속한 집합의 회귀 

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세 가지 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혼합 회귀 모델을 학습하고, 



 

7 

도출된 추론 결과를 스택 일반화(Stacked generalization)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은 여러 모델로

부터 도출된 결과를 조합할 때, 각 모델의 추론 값들을 결합기의 입

력 값으로 받아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22]. 본 연구에서

는 스택 일반화 앙상블을 수행 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선형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각 행동별 모델의 추론 값을 결합하고 최종적인 키

와 체중을 추론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배경 이론과 관련 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제안 기법인 혼합 회귀 모델을 이용한 

신체정보 추론 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설계 과정

과 실험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도

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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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2.1. 신체정보 추론 

 

대표적인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인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

용자의 신체정보를 추론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3].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각각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클래스를 예

측하는 분류 기법과, 동시에 키와 체중 값을 추론하는 추론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연구의 예측 모델의 요인은 삼차원의 가속

도 데이터로부터 각 축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절대 차이, 평

균 합성 가속도, 피크 간 시간 간격, 빈 분포(Binned distribution) 

등 총 43개를 추출하였다. 도출된 요인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기반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인공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등 세 가지 모델

을 학습하였다. 총 70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수집한 가속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클래스 예측 기법은 키 클래

스 예측 정확도 85.7%, 체중 클래스 예측 정확도 78.9%에 도달한

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제안한 추론 기법의 키 추론 성능은 RMSE 

9.88(cm), 체중 추론 성능은 RMSE 13.08(kg)이다. 

위의 연구 이외에도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정보를 추론하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였다. 팔의 길이 및 두께, 다리의 길이 및 두께, 어깨 

모양 등의 신체정보의 상대적인 정보를 추론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4, 25]. 또한 비디오로 촬영된 걷는 영상을 통해 사용자의 걸음걸

이를 파악하고 옷의 색상과 체중을 추론하는 기법도 연구되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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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가속도, 빛, 오디오 등 다양한 물리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11, 27]. 특히 운동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그림 1]

과 같이 x, y, z축의 좌표계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다. 가속도 센서

는 스마트폰에 대한 가속도 값을 m/s2의 단위로 수집하며, 자기장 

센서는 스마트폰 주변의 자기장 세기를 T 단위로 수집한다. 또한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스마트폰의 움직임에 대한 각속도를 rad/s 단

위로 수집한다. 

 

[그림 1] 스마트폰의 센서 좌표계 

스마트폰 센서로 수집된 다종 데이터는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패

턴과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많은 연구에서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 [표 1]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수집하는 대표적인 

센서 데이터인 가속도, 오디오,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사용

하는 과거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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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속도 데이터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걷기, 뛰기, 계단 오르

내리기 등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스마트폰

이 움직이는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센서 데

이터는 사용자의 동적인 정보를 추론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었지만, 

정적인 정보를 추론하는 연구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표 1]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 연구 정리 

데이터 종류 추론 내용 세부적인 추론 항목 

가속도 동적인 정보 행동 인식[6, 9, 12, 13, 2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수면 탐지[29, 39] 

  장소 추론[30, 40] 

 정적인 정보 인구통계학적 정보 추론[23, 41] 

  신체정보 추론[23] 

오디오 동적인 정보 행동 인식[30, 35] 

  수면 탐지[29, 39] 

  사회적 상호작용 추론[29] 

자기장 동적인 정보 행동 인식[20, 28] 

자이로스코프 동적인 정보 행동 인식[20, 32, 33, 38]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는 행동 인식 연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6, 9, 12, 13, 2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주로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인 걷기, 뛰기, 서있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동작 상태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으며[6, 9, 12, 20, 27, 30, 32, 34, 36, 37], 추가적으로 자동차, 자

전거, 대중교통 등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지 추론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28, 29, 31, 33, 35, 38]. 또한 수면 여부를 예측하거나 

수면의 질을 평가할 때도 가속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29, 39], 



 

11 

사용자의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를 추론할 때도 사용되었다[30, 40]. 

가속도 데이터는 정적인 정보를 추론하는 연구에도 활용되었는데, 

사용자의 성별을 예측하는 연구[23, 41], 가족 수를 예측하는 연구

[41], 키와 체중을 추론하는 연구[23]에서 활용되었다.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폰 센서로 수집된 오디오 데이터도 사용자

의 동적인 정보를 추론하는데 사용되었다.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한 

걷기, 서기, 앉기 등 행동 인식 연구가 진행되었고[30, 35], 수면 여

부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도 연구되었다[29, 39]. 또한 스마

트폰 주변의 소리 정보를 통해 대화 여부를 파악하여 스마트폰 사용

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를 추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9]. 

자기장과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는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연

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자기장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가만히 있

는지, 걷는지, 뛰는지,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 지하철을 타고 있는지

에 대한 행동을 추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0, 28].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는 사용자의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앉기, 서기, 눕기 등 행

동 인식 연구에 사용되었고[20, 32], 추가적으로 자동차, 자전거, 버

스 등 대중교통 탑승 여부를 추론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3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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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합 모델 

 

혼합 모델은 개별적인 부분 모델들을 수학적으로 혼합하는 통계

적 모델링 기법이다. 실생활의 다양한 현상은 하나의 모델만으로 설

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혼합 모델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혼합 선형 회귀 모델은 여러 개의 회

귀직선이 혼합된 모델로서 회귀직선에 대한 소속 정보가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법이다[21]. 혼합 선형 회귀 모델은 기댓값 최대화 알고

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활용하여 가능도 함

수를 최대화하는 지점을 찾아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은 기댓값 단계와 최대화 단계를 

번갈아 진행하며 가능도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이며, 데이

터가 불완전한 경우에 사용된다[42]. 

통계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의 패

키지 Flexmix에는 혼합 모델의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43]. 혼합 

모델은 데이터가 매개변수적 분포를 따르는 𝑛개의 클래스로 구성되

었다고 가정한다. 각 클래스는 일반적인 관찰 값이 해당 클래스에 

기인할 확률 값을 포함하며, 클래스별 도출된 추론 결과는 가중합을 

통해 최종 결과에 이른다. 대표적인 혼합 모델의 예시로, [그림 2]는 

Flexmix 패키지에 포함된 가공 데이터인 NPreg의 분포를 나타낸다. 

NPreg에서 두 암묵 클래스는 각각 선형 분포와 이차원 분포를 이

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각 클래스의 회귀 식은 식 (1)과 식 

(2)로 표현된다. 

 𝑦𝑛 = 5𝑥 +  𝜖 (1) 

 𝑦𝑛 = 15 + 10𝑥 − 𝑥2 +  𝜖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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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로 다른 분포를 갖는 모델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 

모델을 활용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두 암묵 클래스를 갖는 혼합 회귀 모델 예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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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 회귀 모델을 이용한 

신체정보 추론 기법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세 가지 행동별 추론 모델을 학습하고, 개별 결과를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에 적용하여 신체정보를 추론하는 기법을 제안한

다. [그림 3]은 제안 기법의 세부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하며, 개별 

모델을 구축할 때 기준이 되는 세 가지 행동은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이다. 제안 기법은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키와 체중

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 혼합 회귀 모델을 이용한 신체정보 추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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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제 정의 
 

3.1.1. 성별에 따른 키와 체중 

사용자의 키와 체중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또는 로그정규분포

를 따르며 성별에 따라 각각 분포를 형성하므로 두 분포가 공존하는 

혼합 모델에 해당한다[44]. 그러므로 식 (3)과 같이 두 개의 독립

적인 선형 회귀모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𝑦𝑖 = {
𝑥𝑖

𝑇𝛽1 + 𝜀𝑖1 𝑤𝑖𝑡ℎ 𝑝𝑟𝑜𝑏𝑎𝑏𝑖𝑙𝑖𝑡𝑦 𝜋1

𝑥𝑖
𝑇𝛽2 + 𝜀𝑖2 𝑤𝑖𝑡ℎ 𝑝𝑟𝑜𝑏𝑎𝑏𝑖𝑙𝑖𝑡𝑦 𝜋2

 (3) 

 

𝑛명의 사용자가 존재할 때 𝑦𝑖  (𝑖 = 1, … , 𝑛)는 실수 값을 갖는 종

속 변수로서 𝑖 번째 사용자의 키 또는 체중 예측치를 의미한다. 

𝑥𝑖
𝑇 (𝑖 = 1, … , 𝑛)는 독립 변수 벡터로서 𝑝개의 요인을 갖는 경우 (𝑝 +

1)차원 벡터의 전치행렬을 나타낸다. 𝛽𝑗 (𝑗 = 1, 2)는 𝑗번째 그룹의 회

귀모형 리그레서(Regressor) 벡터를 표현하며, 각 성별에 대하여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된다. 𝜋𝑗 ( 0 <  𝜋𝑗 < 1 for all 𝑗 = 1, 2 and ∑ 𝜋𝑗𝑗 =

1)는 𝑗번째 그룹의 혼합 확률로서 해당 그룹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

한다. 𝜀𝑖𝑗(𝑖 = 1, … , 𝑛;  𝑗 = 1, 2)는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𝜀𝑖𝑗 ~ 𝑁(0, 𝜎𝑗
2)

을 만족하는 무작위 에러를 나타낸다. 

 

3.1.2. 로그 가능도 함수 최대화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도출된 독립 변수 벡터는 모델의 매

개변수를 학습할 때 활용된다. 이때, 로그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함

으로써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앞서 정의된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키와 체중에 대한 정의를 통해 로그 가능도 함수는 식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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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의된다. 

 𝐿(𝜃|𝑥1, … , 𝑥𝑛, 𝑦1, … , 𝑦𝑛) = ∑ 𝑙𝑜𝑔 (∑ 𝜋𝑗∅𝑗(𝑦𝑖|𝑥𝑖)

2

𝑗=1

)

𝑛

𝑖=1

 (4) 

 

이때, 𝜃 는 로그 가능도 함수의 매개변수 집합이며 𝜃 =

 (𝜋1, 𝜋2, 𝛽1, 𝛽2, 𝜎1
2, 𝜎2

2)로 정의된다. 여기서 𝜋1, 𝜋2는 각 그룹에 속할 확

률이며, 𝛽1, 𝛽2는 각 그룹의 회귀모형 리그레서 벡터, 𝜎1
2, 𝜎2

2는 각 그

룹별 무작위 에러의 분산을 나타낸다. 또한 ∅(𝑦𝑖|𝑥𝑖) (𝑖 = 1, … , 𝑛)는 

단변량 정규분포의 밀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로그 가능도 함수 

𝐿(𝜃|𝑥1, … , 𝑥𝑛, 𝑦1, … , 𝑦𝑛)의 기댓값을 최대화시키는 𝜃가 혼합 회귀 모델

의 매개변수로 채택된다. 

  



 

17 

3.2. 방법론 개요 

 

3.2.1.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 기반 혼합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혼합 회귀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로그 가능도 함수가 최대화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회귀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 기법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최소제곱법과 최

대가능도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가능도방법의 대표적

인 알고리즘인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델의 매개변수

를 추정한다. 

사용자의 키와 체중은 성별에 따라 분포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

지만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로 사용자의 성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불완전한 데이터에 해당한다.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은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으로써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별을 반영하여 (𝑥𝑖, 𝑦𝑖 , 𝑧𝑖)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𝑥𝑖는 독립 변수인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𝑦𝑖는 종속 변수인 

사용자의 키와 체중, 𝑧𝑖는 잠재 변수인 사용자의 성별을 나타낸다.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은 크게 E (Expectation) 단계와 M 

(Maximization) 단계로 구성되며, 두 단계가 번갈아 반복적으로 수

행된다. E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매개변수 추정치를 활용하여 Q 

함수를 계산한다. 𝜃(𝑟)을 𝑟번째 단계에서의 매개변수 추정치라고 할 

때 Q 함수는 식 (5)과 같이 정의되며, 로그 가능도 함수의 조건부 

기댓값을 나타낸다. 이때, 𝑛은 사용자의 수를 나타내고 𝐽는 잠재 변

수인 성별을 나타내어 2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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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𝑄(𝜃, 𝜃(𝑟)) = ∑ ∑ 𝑤𝑖𝑗
(𝑟)


𝑗
(𝑦𝑖|𝑥𝑖)

𝐽

𝑗=1

𝑛

𝑖=1

 (5) 

 

여기서 𝑤𝑖𝑗
(𝑟)
은 식 (6)와 같이 표현되며, 𝑟번째 단계가 끝난 후 𝑖

번째 관찰 값이 𝑗번째 그룹에 포함될 사후확률을 의미한다. 

 𝑤𝑖𝑗
(𝑟)

=  
𝜋𝑗

(𝑟)


𝑗
(𝑦𝑖|𝑥𝑖)

∑ 𝜋𝑗
(𝑟)


𝑗
(𝑦𝑖|𝑥𝑖)

𝐽
𝑗=1

 (6) 

 

다음으로, M 단계에서는 Q 함수를 최대화하는 매개변수 추정치

인 𝜃(𝑟+1)를 갱신한다. (𝑟 + 1)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의 예측치는 식 

(7)와 식 (8)으로 정의된다. 

 𝜋𝑗
(𝑟+1)

=  
∑ 𝑤𝑖𝑗

(𝑟)𝑛
𝑖=1

𝑛
 (𝑗 = 1, … , 𝐽) (7) 

 𝛽𝑗
(𝑟+1)

= (𝑋𝑇𝑊𝑗𝑋)−1𝑋𝑇𝑊𝑗𝑌 (𝑗 = 1, … , 𝐽) (8) 

 

여기서 𝑋는 𝑛 × (𝑝 + 1) 크기를 갖는 예측 변수 행렬이며, 𝑊𝑗는 

 𝑛 × 𝑛의 크기를 갖는 대각 행렬로서 대각선 원소는 𝑤𝑖𝑗
(𝑟)

 값을 갖는

다. 또한 𝑌는 𝑛 × 1의 크기를 갖는 응답 변수이다. 

특정 수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E 단계와 M 단계를 반복 수행

하여 혼합 회귀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한다. 

 

3.2.2. 군집화 기반 사용자 집합 예측 

혼합 회귀 모델의 추정 결과 도출되는 확률 값 𝜋1과 𝜋2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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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분포에 근거하여 해당 사용자의 잠재 변수인 성별에 대한 

잠재 변수 확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용자가 등장하면 기존 학습 모델의 클래스에 반영되지 못

한다. 이 경우 혼합 회귀 모델에서는 잠재 변수의 단순한 비율이 확

률 값으로 도출되므로 테스트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지에 대

한 정보는 도출되지 않는다. 

제안 기법에서는 혼합 회귀 모델의 추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군집화 기법이 활용된다. 군집화의 대표적인 기법인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특정 인스턴스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인스

턴스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 𝑘개의 인스턴스를 선정하여 그들의 특

징을 반영하는 기법이다[45]. 본 연구에서는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

즘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가 두 개의 클래스 중 어디에 속할지 군집

화한다. 구체적으로, 학습 데이터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와 가장 유

사한 특성을 갖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찾아서 해당 인스턴스의 잠재 

변수 값을 테스트 데이터의 잠재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𝑘-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서 𝑘 = 1인 경우에 해당한다.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두 인스턴스의 근접도를 

계산할 때 코사인 유사도와 절대 거리 및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

로 한다.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학습 데이터의 사용자들 중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크거나, 유클리디안 거리 또는 절대 거리가 

가장 작은 사용자를 유사한 사용자로 취급한다. 즉, 테스트 데이터

의 잠재 변수는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가장 유사

한 인스턴스의 잠재 변수 값을 따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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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요인 

 

3.3.1. 요인 추출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추론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폰 센서 데

이터 중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가속도 센

서, 자기장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데이터는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속도, 방향 및 행동 방식을 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센서 데이터이

다[20, 30].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키와 

체중을 예측하는 혼합 회귀 모델의 요인을 추출한다. 

[표 2]는 세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혼합 회귀 모델에 사용될 

각각의 요인들을 나타낸다. X, Y, Z축 대하여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Q1, Q3, 중앙값 등 7가지의 통계적인 요인들을 추출한다

[20]. 결과적으로 각 데이터에 대하여 21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총 

63개의 요인이 생성된다. 이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시간 범위

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해당 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한다. 

[표 2] 센서 데이터의 혼합 회귀 모형의 요인 

요인 이름 종류 설명 

{X,Y,Z}Min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최솟값 

{X,Y,Z}Max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최댓값 

{X,Y,Z}Avg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평균 

{X,Y,Z}Std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표준편차 

{X,Y,Z}Q1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Q1 

{X,Y,Z}Q3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Q3 

{X,Y,Z}Med 실수 수집된 데이터의 {X,Y,Z}축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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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요인 선정 

추출된 요인들 중 혼합 회귀 모델에 활용될 요인을 Relief-F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한다. Relief-F는 통계적인 요인 선정 알고리

즘으로서 추출된 요인들 중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선정해주는 역

할을 한다[46]. 

우선, 학습 데이터에서 인스턴스들의 표본을 선정한다. 각 인스

턴스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 near hit과 near miss에 해당

하는 인스턴스를 찾는다. Near hit은 해당 인스턴스와 같은 클래스 

내에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가장 짧은 인스턴스를 의미하며, near 

miss는 해당 인스턴스와 다른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들 중 유클리

디안 거리가 가장 짧은 인스턴스를 의미한다. 초기에 0으로 설정된 

가중치를 near hit과 near miss 정보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특정 요인이 해당 인스턴스와 near miss를 잘 구별

한다면 유의미한 요인이므로 가중치를 높인다. 반면, 해당 인스턴스

와 near hit을 구별하는 요인은 가중치를 낮춘다. 표본으로 선정된 

모든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한 이후, 가중치가 

특정 기준보다 같거나 큰 요인을 최종 요인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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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체정보 추론 

 

본 연구의 제안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행동별 혼

합 회귀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와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추론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4] 신체정보 추론 기법의 세부 과정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센서 데이터인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동별 모델을 학습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취하는 행동이면서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행동은 대표적으로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있다[13].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 기반 혼합 회귀 모델을 학습하여 

행동별 추론 결과를 도출한다. 이때, 각 혼합 회귀 모델의 학습 결

과 잠재 변수에 의해 두 값이 도출되는데, 둘 중 더 적합한 값을 선

정하기 위해 군집화 기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군집화 

방법인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유사한 학습 데이

터를 찾고, 그것의 잠재 변수 값을 채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음은 각 행동별 모델에서 도출된 키와 체중의 추론 값을 앙상

블하여 최종적으로 키와 체중을 추론하는 단계이다. 여러 모델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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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블 할 때 그들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는 

스택 일반화(Stacked generalization) 앙상블 기법을 사용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스택 일반화 앙상블을 수

행한다. 즉, 세 가지 행동별 모델로부터 도출된 추론 결과를 입력으

로 받아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키와 체중을 추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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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4.1.1. 데이터 수집 

사용자의 신체 정보 추론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로, 자바 언어로 누구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용으로 두 개의 스마트폰만을 사

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동일한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시

된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S3(SHV-E210)와 삼성 갤럭시 노트

2(SHV-E250)를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였다. 

직접 제작한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스

마트폰을 손에 쥔 상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 데이터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3]과 같다. 세 종류의 데이터는 모두 실수 형태이며, 삼차원 축

을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표 3] 수집 데이터 상세 

데이터 종류 형태 설명 

가속도 Double 움직임에 따른 3축의 가속도 정보 

자기장 Double 
자기력의 변화에 따른 3축의 자기장 

정보 

자이로스코프 Double 
3개의 회전축 변화에 따른 회전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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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센서 데이터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

용자는 센서 버튼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신의 실험 번호를 부여 받

는다. 주어진 동작을 수행할 준비가 완료되면 각 동작의 시작 버튼

을 누른 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데이터 수집을 종

료한다. 이후 수행해야 하는 모든 동작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앞서 활성화시켰던 센서 

버튼을 비활성화시켜 해당 실험 번호에 대한 실험을 종료한다. 

사용자는 실험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개인당 총 10MB의 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만히 서있기, 

실내에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세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센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마다 가만히 서

있기는 2MB, 실내에서 걷기는 4MB, 계단 오르내리기는 4MB만큼

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앞선 세 동작은 매일 대부분의 사람에 의

해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27]. 스마트폰 센서 데

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예측한 우수한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하여[13, 30], 키와 체중 추론 모델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용자의 동작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되는 키와 체중 추론 모델

을 활용하여 키와 체중을 추론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주기는 50Hz이며 각 행동마다 수집을 시작한 시점

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결과 총 

100명으로부터 1,592,670개의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피실험

자 100명 중 남자는 66명, 여자는 34명으로 실험 데이터의 성비는 

불균형하다. 사용자의 세 가지 동작에 따라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개수는 [표 4]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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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집 데이터 종류 및 개수 

동작 형태 

가속도 

데이터 

(개수) 

자기장 

데이터 

(개수)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개수) 

가만히 서있기 97,566 85,870 93,983 

걷기 195,156 187,173 183,380 

계단 오르내리기 190,770 174,240 171,593 

전체 483,492 447,283 448,956 

 

가만히 서 있는 동작은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에 비해 움직임

의 변동성이 작으므로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각 

센서별 수집된 데이터의 양을 비교하면 가속도 데이터, 자이로스코

프 데이터, 자기장 데이터 순으로 수집된 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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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데이터 특성 

본 연구에서는 100명의 사용자로부터 키와 체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키는 cm 단위로 수집하였고, 체중은 kg 단위로 수집하

였다. [그림 5]는 피실험자들의 키 분포를 나타내고, [그림 6]는 피

실험자들의 체중 분포를 나타낸다. [44]에 의하면 남녀 각각에 대해 

키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체중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림 5] 피실험자들의 키 분포 

 

[그림 6] 피실험자들의 체중 분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신체정보인 키와 체중을 추론하기 위해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스

마트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개의 실험용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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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험을 수행하였고, 수집된 데이터 중 성별이 다른 두 대표 사용

자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7]은 키 180cm, 체중 

75kg인 남성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가속도 x, y, z축 값을 나타내고, 

[그림 8]은 키 164cm, 체중 52kg의 신체정보를 갖는 여성 사용자

의 행동에 따른 가속도 x, y, z축 값을 나타낸다. 가만히 서 있는 경

우, 남녀 사용자 모두 가속도 값이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걷는 행

동의 경우, 남성 사용자는 z축 값의 변동량이 컸으며 여성 사용자는 

x축과 z축의 변동량이 컸다.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을 

수행할 때 남성 사용자는 y축 값이, 여성 사용자는 x축 값이 지속적

으로 음수에 머무르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세 행동에서 모두 여

성 사용자에 비해 남성 사용자의 가속도 값의 변동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남성 사용자의 행동별 가속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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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성 사용자의 행동별 가속도 데이터 

다음으로, 수집된 자기장 데이터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x, 

y, z축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9]는 키 180cm, 체중 75kg인 남성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자기장 x, y, z축 값을 나타내고, [그림 10]은 

키 164cm, 체중 52kg의 신체정보를 갖는 여성 사용자의 행동에 따

른 자기장 x, y, z축 값을 나타낸다. 가만히 서 있는 동작의 경우, 남

성 사용자는 y축의 값이 가장 작았으며 여성 사용자는 z축의 값이 

가장 작은 경향을 보였다. 걷기 행동을 수행할 때 남성 사용자는 z

축의 값이 대부분 음수, 여성 사용자는 z축의 값이 양수에 머무르는 

것이 관찰되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의 경우에도 z축 값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남성 사용자는 z축의 값이 -55.38T에서 

90.24T까지 큰 변동성을 보였고, 여성 사용자는 음수에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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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남성 사용자의 자기장 데이터 

 

[그림 10] 여성 사용자의 자기장 데이터 

마지막으로, [그림 11]은 키 180cm, 체중 75kg인 남성 사용자

의 행동에 따른 자이로스코프 x, y, z 값을 나타내고, [그림 12]는 

키 164cm, 체중 52kg의 신체정보를 갖는 여성 사용자의 행동에 따

른 자이로스코프 x, y, z 값을 나타낸다. 가만히 서있는 행동의 경우 

두 사용자 모두 0rad/s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걷기 행

동의 경우, 남성 사용자보다 여성 사용자가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컸

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의 경우, 여성 사용자는 세 축의 데이터

가 균등하게 변동했지만 남성 사용자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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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남성 사용자의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그림 12] 여성 사용자의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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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환경  

 

본 실험은 JAVA 프로그래밍 언어와 R 프로그래밍 언어로 수행

되었다. 혼합 회귀 모델의 요인 추출 및 선정 과정에서 JAVA 프로

그래밍 언어 기반 Wek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47]. 혼합 회귀 

모델은 R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라이브러리인 Flexmix를 사용하였

고[43], 베이스라인에서 활용된 선형 회귀 기법은 R 프로그램의 내

장 함수를 활용하였다. 

요인 선정 시에는 Weka 라이브러리의 ReliefFAttributeEval 

클래스를 활용하였으며, 검색 방법은 ranker로 설정하고 다른 옵션

들은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혼합 회귀 모델은 Flexmix 라이브러리

의 stepFlexmix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모델의 매개변

수는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선형 회귀는 R 프로그램의 기본 내장 함

수를 활용하였다. 

제안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00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leave-one-out 교차타당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 개인별 성능

을 확인하는 과정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 수행하는 성능 평가 방식이

다. 추가적으로 제안 기법의 상대적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베이스

라인 모델은 더미 분류기, 선형 회귀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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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지표 

 

Leave-one-out 교차타당화 방법으로 도출된 평균 제곱근 오

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가 제안 기법의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식 (9)로 계산할 수 있으며, 실제 값과 추정치의 차

의 제곱의 평균에 대한 제곱근이다. 평균 절대 오차는 식 (10)으로 

계산되며, 실제 값과 추정치의 차의 절대값의 평균이다. 

 𝑅𝑀𝑆𝐸 =  √
∑ (𝑦𝑖 − �̂�𝑖)2𝑛

𝑖=1

𝑛
 (9) 

 𝑀𝐴𝐸 =  
1

𝑛
∑ |𝑦𝑖 − �̂�𝑖|

𝑛

𝑖=1

 (10) 

 

평균 제곱근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회귀 분석과 같이 값을 

추론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지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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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결과 

 

4.4.1. 키 추론 결과 

사용자의 행동별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요인을 추출하고 

Relief-F를 통해 10개의 요인을 선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

만히 서 있는 행동의 경우, 선정된 요인들 열 개 중 여섯 개는 자기

장 z축의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요인들이었다. 걷는 행동의 경우 자

이로스코프 데이터에서 추출한 요인이 다섯 개 선정되었으며, 계단 

오르내리기의 경우 가속도 데이터로 추출한 요인이 여섯 개 선정되

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높은 영향력을 갖는 센서 데

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키 추론 혼합 회귀 모델에 사용된 요인 

행동 데이터 선정된 요인 

가만히 

서있기 

가속도: {X축}Min {Y축}Med 

자기장: {Z축}Q3, Q1, Min, Avg, Med, Max 

자이로스코프: {X축}Q3 {Y축}Med 

걷기 
가속도: {Y축}Min {Z축}Std, Q3, Q1, Med 

자이로스코프: {X축}Min {Y축}Min, Q1, Max, Q3 

계단 

오르내리기 

가속도: {X축}Min {Y축}Min {Z축}Max, Q1, Avg, 

Med 

자기장: {Z축}Q3 

자이로스코프: {X축}Avg {Y축}Avg, Max 

 

선정된 요인들을 사용하여 행동별 혼합 회귀 모델을 각각 학습

하였다. 각 모델에서 도출된 두 개의 추론 값 중 최종 결과를 선정

할 때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활

용하였다.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서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다양한 유사도 계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35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3]은 벡터 유사도 계산 

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 결과이며, [그림 14]는 두 벡터간의 절

대 거리를 사용하였고, [그림 15]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여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수행한 제안 기법의 성능 비교 그래프이

다. 제시된 세 그래프는 각각 사용한 요인의 수에 따른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균 제곱근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로 나타내었다. 이때, 

leave-one-out 교차타당화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13] 코사인 유사도 기반 키 추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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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절대 거리 기반 키 추론 결과 

 

 

[그림 15]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 키 추론 결과 

세 가지 벡터 유사도 계산 방식에 따라 제안 기법의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벡터 유사도 계산 방식마다 가장 우

수한 성능을 갖는 최적의 요인 개수는 서로 달랐다. 코사인 유사도

는 상위 요인 5개를 사용하였을 때, 절댓값 거리와 유클리디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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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요인 8개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이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조합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

으로 상위 요인 8개를 사용한 실험이었으며, RMSE 7.1875, MAE 

5.7314를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 [23]의 추론 결과인 

RMSE 9.88, MAE 8.2보다 각각 27.25%, 30.10%씩 향상된 결과이

다. 다음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 조합은 절대값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상위 요인 8개를 사용한 경우였으며, RMSE 7.1900, MAE 

5.7752의 키 추론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 기법으로부터 도출된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의 성별 정보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라 각각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제안 모델처럼 성별을 암묵 변수로 하

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성별을 안다고 가정하였다. 실

험 수행 결과, 선정된 요인 8개를 사용한 경우, 모델의 성능은 

RMSE 5.1060, MAE 3.9851을 기록하며 제안 기법보다 성능이 약 

30%만큼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활용

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사용자의 키를 더 정확하

게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 기법의 상대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베이스라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키를 추론할 때 자신을 제

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 키를 제시하는 더미 분류기(Dummy 

classifier)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다[23]. 이는 여러 연구에서 활용

되는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높은 랜덤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두 번

째로 제안 기법에서 사용자의 행동별 모델을 구축할 때 혼합 회귀 

모델 대신 선형 회귀를 사용하여 비교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는 제

안 기법에 대해 혼합 회귀 모델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베이스

라인 모델이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행동별 혼합 회귀 모델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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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서 군집화를 수행하지 않고, 학습된 확률에 근거하여 가

중합 결과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안 기법의 혼합 회귀 모델

에서 잠재 변수의 예측 효과를 제거한 비교 모델에 해당한다. [표 6]

에서는 제안 기법과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성능이 기존 연구 [23]의 

성능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정리하였다. 

[표 6] 기존 연구 대비 제안 기법의 키 추론 성능 향상 비율 

분류 
더미 

분류기 

선형 회귀 

모델 

가중합 

모델 
제안 기법 

RMSE 

향상 비율 
24.33% 25.63% 27.12% 27.25% 

MAE 

향상 비율 
25.60% 29.14% 27.47% 30.10% 

 

기존 연구 [23]의 결과에 비해 RMSE와 MAE 측면에서 제안 

기법이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더미 분류기의 추론 성능에 비

해 제안 기법은 RMSE 향상 비율 2.92%p, MAE 향상 비율 4.5%p

씩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다음으로 선형 회귀 모델의 성능에 비

해 제안 기법의 성능은 RMSE 향상 비율 1.62%p, MAE 향상 비율 

0.96%p 만큼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중합 모델의 성능보다 제안 기

법의 성능은 RMSE 향상 비율에서 0.13%p, MAE 향상 비율에서 

2.63%p이 더 높았다. RMSE 향상 비율 측면에서는 제안 기법과 가

중합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 두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극

단적으로 큰 오차의 발생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MAE 향상 

비율 측면에서는 제안 기법과 선형 회귀 모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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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체중 추론 결과 

사용자의 행동별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요인을 추출하고 

Relief-F 알고리즘을 통해 10개의 요인을 선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만히 서있는 행동의 경우, 선정된 요인들 중 네 개는 자기

장 z축의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요인이며, 나머지 네 개는 자이로스

코프, 두 개는 자기장 데이터에서 추출된 요인이다. 걷는 행동의 경

우 자이로스코프 데이터에서 추출한 요인이 다섯 개 선정되었으며, 

그 중 네 개는 자이로스코프 y축에서 추출된 요인이다. 계단 오르내

리기의 경우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로 추출한 요인이 각각 

네 개씩 선정되었다. 키 추론에서 선정된 요인에 비해 선정 요인의 

데이터 종류가 편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 체중 추론 혼합 회귀 모델에 사용된 요인 

행동 데이터 선정된 요인 

가만히 

서있기 

가속도: {Z축}Q3, Med, Q1, Avg 

자기장: {Z축}Q3, Std 

자이로스코프: {X축}Q3 {Y축}Med, Q3 {Z축}Q1 

걷기 

가속도: {Z축}Med, Std, Max 

자기장: {Z축}Std, Med 

자이로스코프: {Y축}Min, Q3, Q1, Avg {Z축}Max 

계단 

오르내리기 

가속도: {Y축}Min {Z축}Max, Q1, Med 

자기장: {X축}Q1, {Y축}Q3 

자이로스코프: {X축}Med, Avg {Y축}Avg, Med 

 

키 추론 실험과 마찬가지로 선정된 요인들을 사용하여 행동별 

혼합 회귀 모델을 각각 학습하였다. 𝑘-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으며, 이때 세 가지 유사도 계

산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6]은 벡터 유

사도 계산 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 결과이며, [그림 17]은 두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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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간의 절대 거리를 사용하였고, [그림 18]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

용하여 𝑘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수행한 제안 기법의 성능 비교 

그래프이다. 제시된 세 그래프는 각각 사용한 요인의 수에 따른 제

안 기법의 성능을 평균 제곱근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로 나타내었다. 

이때, leave-one-out 교차타당화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16] 코사인 유사도 기반 체중 추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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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절대 거리 기반 체중 추론 결과 

 

 

[그림 18]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 체중 추론 결과 

세 가지 벡터 유사도 계산 방식 중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결

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벡터 유사도 계산 방식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는 최적의 요인 개수가 서로 달랐다.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 모델은 상위 요인 7개를, 절댓값 거리를 사용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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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상위 요인 6개를,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모델은 상위 요인 

10개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이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조합은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상위 요인 

7개를 사용한 실험 결과이며, RMSE 9.3078, MAE 7.7896을 기록하

였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 [23]의 추론 결과인 RMSE 13.08, MAE 

10.25보다 각각 28.84%, 24.01%씩 향상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우

수한 성능을 보인 조합은 절대값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상위 요인 

6개를 사용한 경우였으며, RMSE 9.7127, MAE 8.1082의 키 추론 

성능을 나타내었다. 체중 추론 값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키 추론 

경향과 80% 이상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안 기법으로부터 도출된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의 성별 정보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라 각각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사용자의 성별을 안다고 가정하고 모

델에 직접 사용하였다. 실험 수행 결과, 선정된 요인 7개를 사용한 

경우, 모델의 성능은 RMSE 5.1276, MAE 4.0283을 기록하며 제안 

기법보다 성능이 약 45%만큼 향상 되었다. 체중 추론의 경우에는 

키 추론보다 성능의 향상 폭이 더 컸으며, 이를 통해 체중 추론을 

할 때 혼합 회귀 모델의 성별 구별 능력이 더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기법의 상대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키 추론과 동일하

게 세 개의 베이스라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키

를 추론할 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 키를 제시하는 

더미 분류기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실험하였다[23]. 해당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는 기초적인 비교 모델로서 높은 랜덤성을 갖

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제안 기법에서 사용자의 행동별 모델을 

구축할 때 혼합 회귀 모델 대신 선형 회귀를 사용하여 비교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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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다. 이는 제안 기법에서 혼합 회귀 모델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이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행동별 혼합 회

귀 모델의 도출 결과에 대해서 군집화를 수행하지 않고, 학습된 확

률에 근거하여 가중합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안 기법의 혼합 

회귀 모델에서 잠재 변수의 예측 효과를 제거한 비교 모델에 해당한

다. [표 8]에서는 제안 기법과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성능이 기존 연

구 [23]의 성능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정리하였다. 

[표 8] 기존 연구 대비 제안 기법의 체중 추론 성능 향상 비율 

분류 
더미 

분류기 

선형 회귀 

모델 

가중합 

모델 
제안 기법 

RMSE 

향상 비율 
20.06% 22.12% 20.66% 28.84% 

MAE 

향상 비율 
12.24% 16.13% 13.67% 24.00% 

 

기존 연구 [23]의 모델의 성능에 비해 RMSE와 MAE 측면에

서 제안 기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더미 분류

기의 추론 성능에 비해 제안 기법은 RMSE 향상 비율에서 8.78%p, 

MAE 향상 비에서 11.76%p씩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선형 회귀 모

델의 성능에 비해 제안 기법의 성능은 RMSE 향상 비율 6.72%p, 

MAE 향상 비율 7.87%p 만큼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중합 모델의 

성능보다 제안 기법의 성능은 RMSE 향상 비율이 8.18%p, MAE 

향상 비율이 10.33%p만큼 각각 증가하였다. 체중 추론의 경우에는 

키 추론의 결과에 비해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성능과 제안 모델의 성

능 차이가 더 큰 경향이 있었다. 특히 가중합 모델과 큰 차이를 보

인 점에서 체중 추론에 있어서 군집화 기법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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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

체정보를 추론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세 동작에 대한 혼합 회귀 모델을 바탕으로, 스택 일반

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추론하였다. 이때, 

대표적인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인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여 100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 결과 신체정보를 추론한 기존 연구와 비

교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키와 체중은 성별에 따라 각각 정규분포와 로그정규분포를 이루

기 때문에, 성별을 잠재 변수로 도입하는 혼합 회귀 모델을 제안하

였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움직임을 유발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동작들에 대해 각각 혼합 회귀 모델을 학습하였

다. 혼합 회귀 모델의 학습 결과 가중합으로 도출되는 추론 값은 사

용자의 성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집화를 도입하여 

잠재 변수를 예측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잠재 변수를 예측하여 적

절한 값을 채택하는 방법이 가중합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성

능을 보였다. 

대표적인 세가지 행동인 가만히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에 대해 각각의 추론 결과를 도출하고, 스택 일반화 앙상블 기법으

로 최종 키와 체중을 추론하였다. 선형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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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앙상블 기법을 수행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앙상

블 추론 성능을 확인한 결과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이 확인

되었다. 키 추론의 경우 기존 연구[23]보다 RMSE는 27.25% 상승

하였고, 체중 추론의 경우 28.84%만큼 향상되었다. 또한, 키 추론 

결과의 MAE는 30.10%, 체중 추론 결과의 MAE는 24.00%만큼 개

선되었다. 

사용자의 성별을 안다고 가정하고 혼합 회귀모델 대신 성별에 

따라 선형 회귀 모델을 각각 학습한 결과, 키 추론의 경우에는 제안 

기법보다 약 30%, 체중 추론의 경우 제안 기법보다 약 45%만큼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제안 기법의 혼합 회귀 모델에서 암묵 변

수인 성별을 구별할 때 얼마만큼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반영한다. 즉, 

사용자의 성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오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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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발전 방향 

 

스마트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센서 이외에도 빛, 오디오, 이미지, 위치 등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특히 위치 센서인 GPS 정보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와 이동속도

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신체정보 추론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웹 브라우저 검색 기록이나 SMS, 주소

록과 같은 스마트폰 텍스트 데이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48].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추론함으로써 모델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손에 쥐고 걷는 경

우에도 기기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수집된 데이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

하는 위치와 방향이 일정하므로 센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편화된다면, 스마트폰 대신 웨어러블 디

바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안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것이다. 

사용자의 신체정보는 키와 체중 이외에도 앉은 키, 허리 둘레, 

신발 사이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키와 체중은 가장 기본적인 신

체정보이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신체정보도 추론할 수 있다면 다양한 

건강 서비스나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향후에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종류의 신체정보를 추론

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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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smartphones are recently utilized for many industries, 

interests for personalized services are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smartphone users’ 

biometric information is useful for personalized health care 

service and mobile marketing. In this study, a method for 

inferring the height and weight of a smartphone user is proposed. 

Kinematic sensor data of smartphone which consist of 

accelerometer, magnetic, and gyroscope data are collected to 

infer the height and weight of smartphone users. 

Mixture of linear regression models of 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according to the behaviors of users are 

proposed. General behaviors which lead to the movement of a 

smartphone are standing, walking, and going up and down stairs. 

As mixture of linear regression model implicitly reflec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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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variable information of a target value, user’s gender is 

treated as a hidden variable in this research. The features of the 

proposed model are selected by Relief-F algorithm among 

extracted statistic features such a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ree smartphone sensor data. Additionally, the 

inference results of height and weight are adopted by k-nearest 

neighbor algorithm from two regression lines which are 

extracted from a mixture of linear regression model. 

The ensemble method utilizes stacked generalization across 

the results of three mixture of linear regression models 

according to the behaviors of users. Stacked generalization 

ensemble method takes the result of each model as an input to 

draw a final result. Linear regression method is employed to 

perform a stacked generalization ensemble method for inferring 

the height and weight of users. 

The proposed method was evaluated by experimenting with 

actual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100 smartphone users 

with the self-developed android application. The result of height 

inference was improved 27.25% than existing research in RMSE, 

and that of weight inference was improved 28.84%. Additionally, 

the proposed method performed better than three baseline 

models. 

 

Keywords: mixture of regression, smartphone sensor data, 

machine learning, ensemble method, physical attribute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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