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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서구화된 식습 으로 인해 국내 비만 인구가 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재 출시되어 있는 애 리 이션은 단지 식단을 선택하도록 목록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 최근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 서비스에 필수 인 요소가 되었고 사용자가 직  

선택에 한 고민 할 것 없이 개인에게 맞춤된 식단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atSeceret Open-API를 사용하여 추출한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식단 선호도를 분석하

다. 그래서 식단 선호도와 업 필터링 기법을 R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다이어트 식단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키워드 : 업 필터링, 다이어트 식단

1. 서론

  비만 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하며 최

근 서구화된 음식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됨에 따라 비만율

이 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남성의 36.3%, 여성은 24.8이 비만

이라는 통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비만율은 사

상최고를 기록하고 있다[1]. 1998년 ~ 2010년까지의 한국

인 비만율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998년 ~ 2010년 한국인 비만율[1]

  비만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며 표 으로 고지 증. 

당뇨병, 염, 심 계 질환을 들 수 있고 비만 인구의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 (IITP-2018-2014-1-00720)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합병증을 앓는 인구 한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최근 다이어트에 한 심은 매우 증가했

으며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인구 한 늘어나고 있다. 연합

뉴스에서 조사한 연령 별 체 조  시도율  비만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령 별 체 조 시도율  비만율 [2]

  비만을 방 하는데 있어 식이요법으로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500 Kcal을 이면 체 이 1주일에 약 0.5kg

을 감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식이요법은 요하다[3]. 하지

만 자신에게 합한 다이어트 식단을 찾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재 ‘다이어트 코치’, ‘먹고 마시고’와 같은 다

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애 리 이션이 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애 리 이션은 단지 자신이 먹은 식단을 기록 할 

수 있고 몇 가지 다이어트 식단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

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식단을 추천 받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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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천은 데이터 서비스에서 필수 인 요소가 되어있

다. 이는 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생성됨에 따라, 서비스

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데이터에 둘러싸여 사용자

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 직  찾거나 선택하는 것보다 

서비스에서 직  어떠한 선택에 한 고민할 필요 없이 

심이 있거나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편리한 다이어트 식단 선택을 돕기 

해 Open-API를 활용하여 음식 데이터를 수집하며 개인

화 요소를 바탕으로 업필터링을 이용해 사용자의 건강

과 기호에 합한 식단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추천을 제공하기 해 업 필터링 기술

을 사용한다. 업 필터링은 기존 사용자의 선택 이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선택 이력 한 과거와 비슷한 성

향을 띄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유사 집단으로 분류하고 사용자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유사 집단의 추천 상품을 사용자에게 추천

해주는 방법을 말한다[5].

 본 논문에서 구 한 추천 시스템 시나리오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추천 시스템 시나리오

(그림 3)의 추천 시스템 시나리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먼  사용자는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앞서 회원가

입을 통해 자신의 나이, 체 , 키, 성별, 추천 식단을 입력

한다. 이 때 추천 식단은 사용자의 선호 식단 정보를 습득

하는데 사용된다. (2) 회원 가입 정보는 회원 데이터베이

스에 장되며 (3) 이 게 기입된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추천 식단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들 사이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그룹화 되어있는 그룹들과 업필터

링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4)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들 사이의 계는 R에서 지원하는 

'recommendarlab'를 이용하여 Jaccard Similarity 공식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고 업 필터링을 이용해 사용자와 

유사한 유사 그룹 Top-N List을 구성한다. (5) Top-N 

List는 사용자와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 집단을 말하며 

Top-N List의 사용자들이 추천한 식단을 사용자에게 추

천한다. (6) 이 게 추출된 Top-N List가 추천한 음식은 

Open-API에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성분과 

랜드 등의 (표 2)의 기 으로 분석하고 다이어트 식단이 

맞는지를 독하며 독된 식단  유사 그룹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음식과 사용자 본인이 추천하지 않은 식단을 

Top-3 List로 구성한다. (7) 이러한 방법으로 Top-3 List

가 추천한 식단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나리오를 갖는

다.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개인화 요소는 비만도 진단법을 기

으로 소분류 했고 사용자 분석 데이터로 사용 될 개인

화 요소들은 키, 나이, 체 , 성별로 (표 1)과 같다

(표 1) 개인화 요인 사용 요소 [6]

 

(표 1)의 개인화 요소는 회원가입을 할 때 필수 으로 입

력 받으며 사용자가 추천하고 싶은 식단 5개를 입력한다.  

이 개인화 요소는 업필터링과 유사도 측정에 사용된다.

3. 시스템의 구

  본 논문에서는 키, 나이, 체 , 성별 등 비만도 측정 요

소와 키, 나이, 체 , 성별, 직업, 활동량 등 통계청 분류

를 참고하여 구성한 개인화 요소를 9000명의 사용자 데이

터를 토 로 바꿔가며 추천해본 결과 비만도 측정 요소만

을 사용했을 때와 통계청 분류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추

천 했을 때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비

만도 측정 요소인 키, 나이, 체 , 성별을 제외한 통계청 

분류의 개인화 요소들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림 4)는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통해 측정한 유사도 측정 

결과다. (그림 5)는 통계청 분류를 포함하여 측정한 유

사도 측정 결과  가장 유사도가 높게 측정된 결과로 

(그림 4)의 요소에서 직업, 활동량을 포함한 결과의 일부

이다.

(그림 4) 키, 나이, 체 , 성별을 이용한 유사도 측정 결과

(그림 5) 키, 나이, 체 , 성별, 직업, 활동량을 이용한 

유사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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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업필터링을 통해 추출 된 사용자와 유

사한 집단인 Top-N List가 추천한 식단을 사용자에게 추

천하기에 앞서 추천 식단을 분석하기 해 Open-API로 

식단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했다. Open-API는 정보를 얻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가 용이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

한 Open-API  FatSeceret에서는 음식 칼로리와 1인분 

분량의 무게, 성분정보, 랜드 등을 데이터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5000여개의 음식 정보를 API서비스로  얻을 수 있

도록 무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FatSeceret에서 제공한 Open-API를 활용하여 수

집했다[5].

(그림 6)은 Open-API를 통해 수집한 식품 데이터베이스

의 일부이며 (표 2)는 FatSeceret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목록이다.

(그림 6) 식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표 2) FatSeceret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목록[4]

데이터 타입 설명

food_type
랜드제품인지 일반제품인지 여

부

brand_type
제조, 스토랑, 슈퍼마켓과 같은 

생산 종류

calories 칼로리

carbohydrate 탄수화물

protei 단백질

fat 지방

trans_fat 트랜스지방

cholestero 콜 스테롤

sodium 나트륨

potassium 칼륨

fiber 섬유질

vitamin_a
2000칼로리 기  일일권장비타민 

a비율

vitamin_c
2000칼로리 기  일일권장 비타

민 c비율

calcium 칼슘

iron 철

weight_type 측정 단 별 무게

  기존의 사용자들은 서로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서 N개의 

유사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 이 그룹들과 사용자 사이에 유사도 측정을 

통해서 유사 그룹인 Top-N List를 추출하는데 이때 

Top-N List의 사용자들이 추천한 식단  가장 많이 추

천 되었으며 추천을 받는 사용자가 추천하지 않은 식단을 

Top-3 List로 추출한다. 하지만 이 때 추천 받는 식단이 

다이어트에 합하지 않은 식단인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Top-N List가 추천한 식단과

Open-API로 제공 받은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표 2) 기

으로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합한 다이

어트 식품인지를 찾는다. (표 3)은 User1의 Top-N list가 

추천한 식단을 분석하여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식단의 일

부이다. (표 3)에서는 1인분 기  칼로리, 포함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의 합한지를 별한다.

(표 3) User1 제외 식단의 일부

(표 3)의 식단과 같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식품들을 제

외하며 사용자에게 합한 다이어트 식품  Top-3 List

를 구성하며 식단을 추천한다. (그림 7)은 기존의 방법으

로 추출 했을 때와 식단 분석을 통해 다이어트 식단 추출 

후 추천한 방식을 평가하기 해 facebook, instagram 설

문 조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97명에게 만족도를 검사를 

진행한 결과이며 다이어트 식단 추출 후 추천한 방식이 

사용자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여 다.

(그림 7) 사용자 만족도 조사

  R은 무료소 트웨어재단의 GNU/GPL을 따르는 소 트

웨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통계분석 

library와 강력한 그래픽 기능을 가지고 있다[7].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R에서 제공하고 있는 'recommenderlab'를 

이용하여 Jaccard Similarity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

자와 기존의 사용자 그룹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했고 업

필터링을 이용해 유사 그룹을 형성한다. (그림 8)는 

Jaccard Similarity 공식이다.

∪
∩

(그림 8) Jaccard Similarity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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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card Similarity 공식은 사용자가 1일 때 유사도를 측

정하고 1과 근  할수록 사용자와 유사도가 높다고 단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사도를 측정해 얻은 상  그룹을 

Top-N List로 구성했다.

  이 게 추천된 음식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구  

된 애 리 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식단

의 사진과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는 User1과 

User2의 개인화 요소이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

하는 에뮬 이터를 통해 추출한 user1의 식단 추천 결과 

화면은 (그림 10)과 같다. 한 (그림 10)의 식단은 (표 3)

의 식단은 제외한 후 Top-3 List를 추출하여 추천하 다. 

user1의 식단과 user1과 같은 방식으로 추천 된 user2의 

추천 식단은 (그림 11)와 같다.

(그림 9) user1과 user2의 개인화 요소

(그림 10) user1의 추천 결과

(그림 11) usser1과 user2의 추천 식단

(그림 11)을 보면 (그림 9)의 user1과 user2의 추천 결과

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

가 다르며 추천 식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사 그

룹에 속했기 때문이다. 본 시스템은 이 처럼 개인에게 맞

춤된 다이어트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식단 조 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맞춤된 

식단을 제공하기 해 업필터링을 이용하 고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개인화 요

인과 Open-API에서 추출한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다이어트의 합한 식단을 분석했고 이러한 추천 방식이 

사용자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 다. R을 통해 유사

도 측정을 했으며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는 기존의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때 발생하

는 Cold start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정확한 추천이 가능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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