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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 를 통틀어 건강은 인류에게 요한 문제

이다. 특히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건강

에 한 심이 높은데, 그것은 우리나라도 외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  리는 건강과 직 으로 련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이에 맞춰 많은 

체  리용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

만 부분의 어 리 이션은 그  사용자의 입력을 기록하

고 보여  뿐 사용자에게 한 식단과 운동을 추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자동화 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성향에 맞춰 개인화된 정

보를 추천할 수 있는 체  리 어 리 이션인 DietAdviser

를 개발하 다. DietAdviser는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장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사용자의 식성에 맞는 식단을 추천한다. 체  조

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DietAdviser를 이용하여 체  조 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을 약할 수 있다.

키워드 : 행동 인식, 하이퍼네트워크, 추천 시스템

Abstract Health is important for everyone. In parti-

cular,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are more concerned 

about health. It’s a fact that South Korea’s medical expenses 

are growing up. In this situation, diet is essential problem 

in health and many people are not free of worry about 

diet. There are many diet applications to meet many 

people’s expectations. But, a lot of applications only log 

and show user’s input. They can’t recommend proper 

exercise and menu. So, our team develop DietAdviser that 

person can easily use and be recommended personalized 

menu and exercise. DietAdviser automatically log user’s 

information using smartphone’s sensors and recommend 

personalized menu using logged information. Diet needs a 

lot of time and effort, but DietAdviser users can save 

time and effort.

Key words : Action recognition, Hypernetwork, recom-

mendation syste

1. 서 론

 세계 으로 건강은 큰 심사이다. 우리나라도 

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규모는 성장을 거듭하여 1980년 1.4조원에서 

2009년 73.7조원으로 증가하 다.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

라 GDP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7%

로 6.9%로 증가하 으며,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건간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체  조 은 부분의 사람이 가

장 흔하게 하는 요한 건강 문제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9년 OECD 가입국 과체  인구 비율은 남성 

61.0%, 여성 51.9%로 인구의 반 이상이 과체  상태

이다[2]. 과체 이나 비만은 고 압이나 당뇨등의 원인

이 되므로 체  조 은 건강 리에 매우 요한 부분

이다.

체  리를 해서는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 식단

과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하

지만, 식단과 운동 계획은 아무나 세울 수 없으며, 설사 

계획이 있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계획에 맞춰 행동 했는

지를 아는 것은 힘들다. 사람은 그날 자신이 무엇을 먹

었는지 모두 기억할 수 없고, 자신이 먹은 음식의 칼로

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찾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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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신이 오늘 얼마나 운동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하지만 스마

트폰을 사용하면 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

용자는 스마트폰에 자신이 먹은 음식을 즉시 기록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면 스마

트폰을 지니고 있는 사용자가 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등 운동 상태를 악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폰의 특성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악하고 사용자의 식성에 따른 식단 추천이 

가능한 어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3]. 본 연구실에

서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사용자의 운동량을 자동으

로 악하고 개인화된 식단 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DietAdviser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

는 개발된 DietAdviser 어 리 이션의 사용방법을 설

명하고, 각 부분의 구조와 핵심 인 모듈에 하여 설명

하겠다.

2. 련 연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 리 어 리 이션은 많은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체  조  어 리 이

션은 건강 리 어 리 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분의 어 리 이션이 그  사용자가 입력한 

식단을 기록하고 각 식단의 칼로리를 계산하는 정도의 

서비스나 운동량을 측정하는 수 에 그치고 있어 사용

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4].

경희 학교에서는 u-DailyCare 시스템을 설계하여 사

용자의 입력뿐만이 아니라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건강 리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설계 하 다

[5].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외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와 연결해 사용자가 가진 질

병을 체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문 인 

도움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에 제한이 있으

며,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춰진 개인화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설명할 DietAdviser 어 리 이션은 사

용자에게 식단 추천과 운동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여 사

용자가 건강을 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수 있으

며, 사용자의 입력과 사용이 간단하고 각 사용자 별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게 

하 다.

3. 사용 방법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DietAdviser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먼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림 2의 

기본 정보 화면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입력한 정보와 자

 

그림 1 기본화면(좌) 식단 입력(우)

 

그림 2 운동 추천(좌) 식단 추천(우)

신이 오늘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고 섭취 했는지 한번

에 확인할 수 있다. 한 사용자는 식단 입력기를 이용

하여 자신이 먹은 식단을 입력해야 하는데, 그림 1의 식

단 입력 화면과 같이,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 항목을 통

해서 자신이 먹은 음식을 찾아 입력 할 수 있다. 카테고

리로 찾기 힘들 때를 비하여 검색 버튼을 르면 검

색을 통해 자신이 먹은 식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 게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식단 추

천 서비스와 운동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운동 추천 

서비스는 그림 1의 기본 화면에서 추천 항목의 운동 버

튼을 클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버튼을 클릭하면 그

림 2의 운동 추천 화면과 같이 자신이 섭취한 칼로리와 

소모한 칼로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한, 사용자는 운동하는 간 간

에도 자신의 칼로리 소모상태와 추천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단 추천 서비스는 그림 1의 기본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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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ietAdviser의 체 구조

추천 항목의 식단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1의 식단 추천 화면으로 넘어가

는데, 사용자의 식성과 체 조 에 한 칼로리를 고

려하여 알맞은 식단을 추천한다.

4. 설 계

DietAdviser의 체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체 으

로 크게 데이터 입력 부분, 사용자 데이터 리 부분, 

서비스 제공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데이터 입력 부분

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거나 스마트폰 센서의 입력을 받

고 장하는 부분이고, 사용자 데이터 리 부분은 장

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 지수, 사용자가 소모한 

할 칼로리 등 필요한 정보로 바꿔 장하는 부분이며, 

서비스 제공 부분은 식단 추천과 운동 추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이다. 각 부분은 핵심 인 역

할을 하는 행동 인식 모듈, 체  상 모듈, 식단 추천 

모듈을 가지고 있다.

4.1 데이터 입력 부분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입력 받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  수 있다. 먼  사용자에게 입력 받는 

데이터로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식단을 입력 받는다. 

여기서 성별, 나이, 키는 처음에만 입력 받고, 몸무게는 

하루에 한번 입력 받고, 식단은 먹을 때마다 입력 받는

다. 이 게 입력된 기록들은 스마트폰의 내부 데이터베

이스에 장된다. 한, 스마트폰 센서로부터 여러가지 

센서 정보를 받아 행동 인식 모듈을 통해 분석하여 사

용자의 행동 인식 결과를 얻어내고 이것을 데이터베이

스에 장한다.

4.1.1 행동 인식 모듈

행동 인식 모듈은 스마트폰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악하는 모듈이다. 행동 

인식 모듈이 자동 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악함으로써 

DietAdviser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수고를 일 수 있다.

행동 인식 모듈은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와 GPS 센

서를 이용하여 4 마다 사용자의 행동이 걷기와 달리기, 

멈춤  무엇인지 별한다. 이 게 세가지 항목으로 나

는 이유는 걷기와 달리기 이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칼

로리 소모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멈춤 항목에는 다른 

여러 행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용자가 

소모한 열량을 계산하는데 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멈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행동 인식 모듈이 동작하는 과정은 그림 4에 표 되

어 있다. 스마트폰에서 얻어진 x,y,z가속도를 합해 가속

도의 크기를 125ms 단 로 32번 수집하여 퓨리에 변환

하고 이 변환된 값을 SVM [7]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

동을 별한다. 직  자가 행동하며 수집한 10분의 데

이터를 실험해 보았을 때, 30 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

하고 나머지를 테스트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4.2 사용자 데이터 리 부분

사용자 데이터 리 부분은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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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꾼다. 사용자의 BMI를 계산하고, 체  

조 에 한 칼로리를 계산한다. 한, 하루 동안 소

모하고 섭취한 칼로리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얼마나 운동을 해야하는지 계산하고, 앞으로 사용자의 

체 이 어떻게 변할지 구해낸다. 이러한 계산들은 체  

측정 모듈을 통해 이 지며 얻어진 값들은 사용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사용된다.

4.2.1 체  측정 모듈

체  측정 모듈은 사용자의 신체 수치와 칼로리량을 

계산해주는 역할을 한다. 체  측정 모듈을 통하여 사용

자는 식단 추천과 운동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DietAdviser는 식단 추천과 운동 추천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2

( )
( )

Weight kgBMI
Height m

=

의 식에 사용자 신체 정보를 입해 사용자의 BMI

를 계산하여 사용자가 체 이 어떤 상태인지 단한다. 

만약 사용자가 과체 이라면 DietAdviser는 LWF(Lose 

Weight Factor)를 설정한다. LWF는 사용자의 체  감

소를 해 필요한 하루치 총 열량의 합으로 기본 으로 

체  감소를 목 으로 하므로 음수이다. LWF는 사용자

의 BMI수치가 높을수록 어진다. 만약 BMI수치가 28

이 넘는 고도비만의 경우 LWF는 -770.0kcal이고, BMI

수치가 23을 넘는 경도비만의 경우 LWF는 -256.66kcal 

이다. 사용자는 하루에 주어진 LWF만큼 체내의 칼로리

를 소모함으로써 계획 으로 체 조 을 할 수 있다. 하

루 동안의 칼로리 증감량은 칼로리 섭취량에서 칼로리 

소모량을 빼면 구할 수 있다. 칼로리 섭취량은 사용자가 

기록한 식단의 각 품목별 칼로리를 합하여 구할 수 있

고 칼로리 소모량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칼로리소모량=기본칼로리소모량+활동칼로리소모량

기본 칼로리 소모량은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

는 칼로리이며, 활동 칼로리 소모량은 걷기나 달리기 등 

인간의 특별한 행 에 의해 소모되는 칼로리이다.

그림 4 행동 인식 모듈

66.47 (13.75 ( )) (5 ( )) (6.76 ( ))
3.5 ( ) ( )

200

Weight kg Height m Age year
MET Weight kg Duration time

=
+ × + × − ×

× × ×

기본칼로리소모량(kcal)

활동칼로리소모량(kcal)=

MET은 에 지 소비도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행동을 

할수록 커진다. DietAdviser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단하여 사용자의 행동이 달리기라면 7.5 걷기라면 2.75 

멈춤이라면 1.3의 값을 가진다.

주어진 LWF와 사용자의 칼로리 소모량과 섭취량 계

산식을 통해 DietAdviser는 사용자가 체 조 을 해 

얼마나 음식을 섭취하고 얼마나 운동해야 하는지 계산

할 수 있다.

4.3 서비스 제공 부분

DietAdiviser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

동 추천 서비스, 식단 추천 서비스이다.

운동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그날 섭취한 칼로리와 

소모한 칼로리, 칼로리 소모 권장량을 통해 한 체  

조 을 해 필요한 운동 시간을 계산한다. 사용자는 운

동 추천 서비스가 알려  운동 시간에 맞춰 운동을 하

여 체  조 에 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으며, 운

동을 하는 간에도 칼로리 소모량이나 운동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4.2.1 식단 추천 모듈

본 논문에서는 식단 추천 모듈은 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천하는 식단을 결정하는 모듈이다.

식단 추천 모듈은 이제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식단을 

이용하여 식단을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취향이 반 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기 해 하이퍼네트

워크를 사용자의 취향 학습에 사용한다. 하이퍼네트워크

는 다수의 노드를 연결한 하이퍼에지들과 하이퍼에지 

각각 가 치를 가지며, 이 하이퍼에지들은 유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데이터와 비교하여 가 치 값을 변화시

킨다. 하이퍼네트워크는 이 게 학습된 하이퍼에지와 가

치를 통해 데이터의 체 분포를 표 한다[6].

하이퍼네트워크는 동시에 먹은 음식의 가 치를 높임

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고 어떤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같이 먹는지를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사용자의 음식 취향을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게 학습된 하이퍼 에지를 통해 의사코드 1과 같이 식단 

추천 기능을 수행한다. 먼  학습된 하이퍼에지 에 가

치의 비율에 맞춰 임의의 에지를 선택한다. 선택된 에

지에 포함된 음식 에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시작으

로 메뉴에 넣는다. 그 후에 계산된 한 칼로리를 넘

지 않는 선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음식을 포함하는 

다른 에지들 에 하나의 에지를 가 치 비율에 맞춰 

임의로 선택한다. 선택된 에지에 포함된 다른 음식을 메

뉴에 추가한는 과정을 반복한여 식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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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인의 식단 추천 결과(좌), 채식인의 식단 추천 결과(우)

의사코드 1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식단 추천 방식

그림 5는 일반 인 식습 을 가진 사용자와 채식주의

자인 사용자의 식단 추천 모듈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채식주의자인 사용자의 식단 데이터는 고기류가 포함되

어 있지 않아, 고기류 음식을 추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인의 건강을 해선 체  조 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체  조 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여 

구나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DietAdviser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는 

다면, 손쉽고 하게 체  조 에 한 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해 DietAdviser는 식단 추천 서비스와 

운동 추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약하기 해 직  입력하는 부분을 최 한 

게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동화 하 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해 과거의 데

이터를 장하여 사용자 개개인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

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운동의 종류가 걷기와 달리기로 

제한되고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남아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키넥트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자

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여, 외부 센

서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유비쿼터스 인 건강 리 어

리 이션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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