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과거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 진단 데이터나 보험 
정보, 사고 이력, 사용자에서 측정한 데이터 등만
을 이용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에 적용해 
체성분 분석이나 심전도 검사, 식습관 개선, 질병
에 걸릴 확률 등을 산출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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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인 인체치수데이

터를 활용해 체지방율을 군집화하여 분류하는 모
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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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심전도 
검사, 체성분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맞는 프로세스를 제
공할 수 있다.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의 개입이나 비지도학습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하기 쉬운 가슴둘레, 허리둘
레와 같은 치수 데이터를 이용해 성별과 나이에 따른 군집별 비지도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CNN으로 분
류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데이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7차 인체치수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체형관리 서비스나 비만 분석 등 다양한 응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as various cases of using deep learning in the health-care field are increasing, functions such as 
electrocardiogram examination and body composition analysis through wearable device can be provided to provide 
rational decision-making and a process tailored to the individual. In order to utilize deep learning, it it most important 
to secure refined data, and this data is being made through human intervention or unsupervised learn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hat conducts unsupervised learning by cluster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using human body 
data such as chest and waist circumferences, which are easy to measure, and classifies them with CNN. For data, the 
7th human body data provided b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was used. Through this, it it thought 
that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 cases such as personalized body shape management service and obes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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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인체치수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197

8년부터 한국인들의 인체 치수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한국인이 쓰기에 편한 제품 제작이
나 인체공학적 제품, 의상 디자인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신 자료는 2014년에 측정을 시작해 2015년에 발
표한 제7차 인체치수데이터이다.

기존의 연구로는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
해 의상 디자인이나 치수 변화를 나이와 성별에 
따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4].

2.2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 설계
먼저 인체치수데이터는 치수 데이터 항목이 너

무 많으므로 9개의 항목으로 잘라서 진행했다. 9개
의 항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Figure of 9 human body size selected

기존 9개의 항목에 관해 K-means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지도학습인 CNN 분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라벨링에 이를 활용하였다. 가장 높은 체지방율 군
집부터 가장 낮은 체지방율 군집까지 5개로 분류
하기 위해 값은 5로 하였다. CNN 분류 모델은 
Google 사에서 개발한 Inception-v2 모듈을 인체치
수데이터에 맞게 변형해 사용하였으며 아래 그림 
2가 해당 모듈에 관한 구조이다[5].

그림 2. CNN classification model

2.3 모델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최적화 기법(optimizer)은 Adam, 훈련 반복 횟수

(epoch)는 100으로 진행하였다. 배치 크기(batch 
size)는 1000으로 하였다. 손실 함수는 범주형 크로
스 교차 엔트로피(Categorical Cross Entropy Error)
를 사용하였고, 성능 지표는 정확도(accuracy)와 정
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을 사용하였다.

OS Windows 10
CPU AMD Ryzen 7 2700x (3.70 Ghz)
GPU Nvidia Geforce GTX 1660TI
RAM 16GB
Storage SSD 500GB & HDD 2TB

표 1. System specification

2.4 학습 결과
그림 3부터 6까지는 각각 20대에서 60대까지 남

성에 해당하는 정확도와 정밀도, 재현율, 손실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축은 반복 횟수가 된다.

그림 3. Accuracy for men in their 20s to 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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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ecision for men in their 20s to 60s

그림 5. Recall for men in their 20s to 60s

그림 6. Loss for men in their 20s to 60s

Ⅲ. 결  론

헬스케어 시장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
고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와 관
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체형분석 모델을 이용해 정확도, 정밀도, 재현
율 모두 90%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비
만 분석이나 체형관리 서비스 등 헬스케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에서 적은 수의 데이터를 이용해 군집
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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