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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세계에서 건강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체중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체중관리는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체중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식단과 운동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 스스로 먹은 식단을 

분석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복잡한 

요소들의 연관관계를 잘 표현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를 

이용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식단 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체중관리를 위해 

적절한 칼로리를 지닌 식단을 추천한다.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체중관리를 도와주는 

DietAdvisor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DietAdvisor는 사용이 쉽고 개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설계 

되었으며, 체중관리에 필요한 식단과 운동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실제 사용자들에게 체중 조절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하이퍼네트워크, 추천 시스템, 행동 인식, 지능형 

에이전트, 패턴 인식 

학   번 : 2010-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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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본문내용 시작 전 세계적으로 건강은 큰 관심사이며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중 조절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9년 OECD 가입국 과체중 인구 비율은 남성 

61.0%, 여성 51.9%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상태이다[1].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등의 원인이 되므로 체중 

조절은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2].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식단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이를 위해서 본 연구실에서는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다수의 노드를 

연결한 하이퍼에지의 가중치를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 

시키는데, 이를 통해 각 요소들의 관계가 잘 반영되도록 데이터 

전체의 분포를 학습할 수 있다.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은 

하이퍼네트워크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용자의 식단 로그를 

학습해 사용자의 식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파악된 사용자의 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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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체중조절 계획에 적절한 칼로리를 가진 식단을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더라도 이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자신의 식성에 맞고 적절한 칼로리를 지닌 

식단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DietAdvisor라는 

체중관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3]. 대부분의 체중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의 폭이 제한되었지만 DietAdivsor는 

식단과 운동 양쪽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체중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DietAdvisor는 

사용자마다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이 적게 만들었다. 

 

1.3 논문의 구성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로는 

2장에서 DietAdvisor에 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4장과 5장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제시하고 결론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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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tAdvisor 

 

본 연구진은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체중 조절에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DietAdvisor를 

개발하였다. DietAdvisor는 사용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식단 추천과 운동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DietAdvisor의 

사용자는 체중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폰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사용자의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를 줄였다. 

그리고 입력된 사용자의 정보는 사용자의 서비스를 위해 다시 

이용되므로 사용자의 자신에게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DietAdvisor는 그림1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의 세부 

절에서 각 부분을 설명하겠다. 

 

 

그림 1 DietAdvisor의 전체구조. 스마트폰의 Sensor Data와 사용자가 

입력한 user body information 및 menu input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운동 

추천 서비스와 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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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 입력 부분 

 

DietAdvisor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용자 입력과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하며 그림1의 sensors data와 user body information, 

menu input부분이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동작할 때 

나이, 성별, 키, 몸무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신체상태와 수준을 판단하여 추천 

서비스에서 이용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이 먹은 식단을 입력해야 

한다. 식단이 입력되면 Menu Information Database에서 식단들의 

정보를 찾아 저장한다. Menu Information Database는 8000여 

가지의 메뉴 아이템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칼로리와 카테고리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입력된 메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섭취한 칼로리와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Smartphone’s sensor는 가속도와 GPS센서를 이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활동 상태를 판별하는데 이용한다.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소모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다. 

 

 

2.2 운동 추천 모듈 

 

운동 추천 모듈은 사용자가 체중 관리를 위해 적절한 달리기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센서에서 얻어진 사용자의 

센서 정보는 Action recognition module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상태를 판별한다. 운동 상태가 판별되면 DietAdvisor는 아래의 

식을 사용해 사용자의 운동상태를 통해 사용자가 소모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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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orie consumption(kcal/day)

= 𝐵𝑎𝑠𝑎𝑙 𝑚𝑒𝑡𝑎𝑏𝑜𝑙𝑖𝑠𝑚 + 𝐴𝑐𝑡𝑖𝑣𝑒 𝑚𝑒𝑡𝑎𝑏𝑜𝑙𝑖𝑠𝑚 

Basal metabolism(kcal/min)

= 66.47 + (13.75 × 𝑊𝑒𝑖𝑔ℎ𝑡(𝑘𝑔)) + (5 × 𝐻𝑒𝑖𝑔ℎ𝑡(𝑚))

− (6.76 × 𝐴𝑔𝑒(𝑦𝑒𝑎𝑟)) 

Active metabolism(kcal/min)

=  0.0175 × Duration(min) × Weight(kg) × MET 

식단 로그를 통한 칼로리 섭취량과 위 식을 이용한 칼로리 

소모량을 통해 사용자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선 오늘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사용자가 운동을 함에 따라 남은 

필요한 운동시간은 즉각적으로 변동되며, 사용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남은 시간도 변화한다. 운동 추천 모듈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체중 관리 계획에 적절한 운동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MET: Metabolism Equivalent of Task 

Task MET 

Walk 3km/h 2.5 

 4km/h 3 

Run 
7km/h 7 

8km/h 8 

표 1 사용자 활동별 MET 수치 

 

 

2.3 식단 추천 모듈 

 

식단 추천 모듈 사용자에게 체중관리에 필요한 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DietAdvisor는 3장에서 설명할 식단 



 

 6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DietAdvisor에 입력된 사용자의 식단 

로그가 기준 시간 이상 쌓이면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재학습시켜 

사용자의 식성이 변하는 것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식성에 맞춰 식단을 

추천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DietAdvisor에 기록된 하루 동안의 칼로리 

소모량과 섭취량을 통해 사용자가 한끼 식사로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적절한 칼로리를 지닌 

식단을 추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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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식단추

천 알고리즘 

 

3.1 식단 추천 기술 관련 연구 

 

사용자들의 취향을 학습하여 추천에 이용하는 기계학습 기술은 

Netflix의 영화평점 추정대회나, Amazon의 쇼핑 추천 기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사용하며[4],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식단 추천 기술은 60년대 초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Balintfy는 

적절한 영양소를 가진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개발하였다[5]. 하지만 개발된 방법은 임의성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를 내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어 

Eckstein은 임의성을 추가하여 음식의 조리시간, 영양소, 비용 등을 

따져 하나의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6]. 하지만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너무 적고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후로는 expert system을 이용한 식단 추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조리 시간, 비용,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는 rule-based expert system[7]과 사용자의 기록을 통해 

식단을 구성하는 case-based expert system이 개발되었다[8]. 

또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는데[9], 역시 

메뉴가 매우 제한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대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10].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은 추천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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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추천 기술들에 

사용되고 있다[11]. Collaborative filtering 을 사용한 식당 추천 

방법을 개발한 논문이나[12], 슈퍼마켓 쇼핑 목록을 추천해주는 

논문은 사용자 식단 추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식단 추천 알고리즘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식단 추천에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사용한 논문들이 있지만[13][14], 하나의 주 

메뉴만을 추천할 뿐이다. 일반적인 collaborative filtering의 특성상 

unconfiguable한 데이터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15]. 식단은 

주메뉴 뿐만 아니라 같이 섭취하는 다른 메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메뉴 만을 추천하는 식단 추천 방법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전문가적인 식단 구성 ontology와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식단의 구성요소를 모두 

추천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16]. 하지만 대량의 외부 데이터와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확장하거나 

응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식단의 카테고리 

정보만을 이용하고 비교적 대량의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식성에 맞고 적절한 칼로리를 지닌 식단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9 

 

3.2 하이퍼네트워크 

 

하이퍼네트워크는 다수 인자들 간의 고차원 연관 관계를 학습 할 

수 있는 확률적 그래프 모델이다[17]. 이는 기존의 일반 

그래프와는 달리 2개 이상의 정점을 동시에 연결 가능한 

하이퍼에지(hyperedge)로 모델로서 하이퍼네트워크에서 정점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인자(attribute)를 의미하며 하이퍼에지는 

가중치가 할당된 인자들간의 고차원적 조합을 의미한다. 수식적으로 

하이퍼네트워크 H 는 H = (V, E, W) 로 각각 V, E, W 는 정점, 

하이퍼에지, 가중치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하이퍼네트워크의 기본 

적인 모양은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다. k-차수(cardinality)의 

하이퍼에지를 k-하이퍼에지라 하며 모든 하이퍼에지가 k-차수 

그림 2 하이퍼네트워크 구조. 하이퍼네트워크는 정점과 에지(edge) 그리고 

에지의 가중치(weight)로 이루어진다. 에지는 여러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하이퍼에지(hyper-edge)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에지들은 가중치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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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에지들로만 구성된 하이퍼네트워크를 k-하이퍼네트워크라 

한다. 하이퍼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확률적 

메모리 모델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k-하이퍼네트워크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ε(𝑥(𝑛); 𝑊) = − ∑ 𝑤𝑖
(𝑘)

𝐼(𝑥(𝑛), 𝐸𝑖)

|𝐸|

𝑖=1

 

위의 식에서는 i번째 k-차수 하이퍼에지 Ei의 가중치이고, 

x(n)는 하이퍼네트워크에 저장된 n번째 데이터 패턴이며, I(x(n), 

Ei)는 하이퍼에지 Ei 에서 x(n)의 요소 조합을 나타낸다. 이 때, 

하이퍼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은 Gibbs분포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주어진다 

P(𝑥(𝑛)|𝑊) =
1

𝑍(𝑊)
exp {−𝜀(𝑋(𝑛); 𝑊)} 

Z(W)는 부분 함수로 Z(W)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Z(W) = ∑ exp {∑ 𝑊𝑖
(𝑘)

𝐼(𝑋(𝑚), 𝐸𝑖)

|𝐸|

𝑖=1

}

𝑥(𝑛)∈𝐷

 

즉, 하이퍼네트워크는 학습을 통해 랜덤 변수 조합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이며. 모델 학습은 진화기법을 기반으로 한 

구조학습과 파라미터 학습에 의해 진행된다.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텍스트나 이미지 분석뿐만 아니라 바이오인포메틱스나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등 여러 분야로 응용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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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단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식단 데이터는 음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장되어 있다. 음식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영양청에서 

조사한 식품영양분석표의 음식 분류와 칼로리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19]. 음식 데이터베이스와 음식 정보는 그림3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 각 음식 정보들은 음식명과 음식의 카테고리 정보, 

칼로리 정보를 담고 있다. 음식의 카테고리 정보는 3단계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총 10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첫 번째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두 

번째 카테고리는 60가지, 세 번째 카테고리는 176가지로 나뉘어져 

그림 3 음식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음식 데이터의 형태. 음식 

데이터베이스는 8천여개의 음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음식은 

3단계의 카테고리를 통해 분류된다. 음식은 자신이 속한 카테고리 정보와 

칼로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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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음식의 종류는 총 7987가지 이다. 

 

 

3.4 식단추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식단 추천 알고리즘으로 

응용하였다. 하이퍼네트워크는 데이터의 인자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므로, 식단 메뉴 아이템간의 

연관관계가 중요한 식단 추천 알고리즘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식단 추천 알고리즘은 기존의 식단 로그를 학습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식단 로그가 24시간씩 새로 

쌓일 때마다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재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재학습 과정은 알고리즘1에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같이 섭취한 품목들간의 가중치를 

학습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음식들을 함께 먹는지 학습하게 되고, 

결국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학습한 하이퍼에지와 에지의 가중치를 

바탕로써 사용자의 식성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식단 추천 방법은 알고리즘2와 같이 설계되었다.  

위와 같은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추천식단은 

사용자가 즐겨 같이 먹는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의 식성을 

잘 반영한다. 또한 품목별로 기록된 칼로리를 통해 사용자가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도록 식단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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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학습방법 

1. 모아진 식단 로그 L을 하루치 식단 로그 daily_L로 분류한다. 

 

2. daily_L에서 hyper-edge e를 무작위로 반복 생성한다. 

1) 만약 H의 edgeset  E가 e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E ← E ∪ e 

2) e의 weight w를 증가시킨다. 

 

3. 2의 과정을 모든 daily_L에 대하여 반복 수행한다. 

 
알고리즘 2.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식단 추천 방법 

1.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 H와 사용자의 적정 섭취 칼로리량 c_limit을 

정의한다.  

 

2. H의 edgeset E에서 하나의 edge e를 weight W의 비율에 맞춰 무작

위로 선택한다. 

1) 선택된 e에서 하나의 아이템 i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2) 추천된 메뉴 M에 i를 추가한다. 

 

3. E에서 i를 포함하는 edge를 찾아 E_sub로 정의한다. 

 

4. E_sub에서 W 비율에 맞춰 하나의 e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5. e에서 i이외의 아이템을 j로 정의한다.  

1) 만약 j가 M에 이미 있다면 4로 돌아가 새로운 j를 선정한다. 

2) j를 M에 추가하고, j를 새로운 i로 정의한다.  

 

6. M의 item 들의 칼로리 합이 c_limit을 넘는지 체크한다.  

1) 넘는다면, 추천된 식단으로 M을 제공한다.  

2) 넘지 않는다면, 3으로 다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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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단 추천 알고리즘 성능평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10명의 사용자를 통해 식단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자 10명을 20일동안 자신이 섭취한 

음식을 모두 식단 로그로 기록하였다. 실험 참가자중에 7명은 남자 

3명은 여자이고, 1명은 채식주의자 9명은 일반인이다. 수집된 

데이터 중에 1명은 초기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9명을 통해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이 실험자의 식성을 잘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추천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신의 식단 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 추천 받는 

식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로그를 학습하여 사용자의 식성을 반영한다면, 

사용자가 식단 로그를 전혀 입력하지 않은 초기에는 모든 사용자가 

비슷한 메뉴를 추천 받을 테지만 사용자의 자신의 식단 로그를 

입력함에 따라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변화해 사용자의 특징이 

드러나는 식단을 추천 받게 될 것이다. 먼저 개발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스타일을 얼마나 따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험 

자가 입력하는 식단과 그에 따라 추천 받는 식단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보았다. 그림 4 은 4번 실험자가 식단을 입력하는 

날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이 입력한 식단과 추천 받은 식단의 

스타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바 형태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입력받거나 추천받은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를 나타낸것이고, 

세로축은 각 카테고리의 비율이다. 하나의 카테고리의 왼쪽 바는 

입력받은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 오른쪽 바는 추천된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를 나타낸다. 5개의 그래프중 첫번째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0일째, 그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 5일째, 1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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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날짜별 입력 식단과 추천 식단의 분포. 실험자4의 날짜별로 

사용자가 입력한 식단과 추천 받는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식단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함에 따라 입력 

식단과 추천 식단의 분포 모양이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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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째, 20일째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순서에 따라 그래프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을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각 날짜 

별로 입력한 식단과 추천 받은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의 거리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입력한 

식단과 추천 받은 식단간의 거리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사용자가 입력한 식단을 학습하며 

변화하는 것을 그림 6에서 변화하는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실험자 한명에 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중요 하이퍼에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 학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식성에 맞춰 학습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변화하는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사용자 취향에 맞는 식단을 추천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별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얼마나 추천  

그림 5 실날짜별 입력 식단과 추천 식단의 분포 차이. 그림4에서 보여준 

실험자 4의 입력 식단과 추천 식단의 분포 차이를 날짜 별로 나타낸 

것이다. 분포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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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날짜별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주요 에지들의 변화. 실험자의 

데이터가 입력됨에 따라 에지들은 변화하며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해간다. 

변화된 에지들은 사용자의 이전보다 더 사용자 취향에 맞춘 식단 추천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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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자 간의 추천 식단 

거리를 계산하였다. 추천된 식단간의 거리는 추천된 메뉴를 세번째 

카테고리로 치환하여 치환된 각각의 세번째 카테고리끼리의 L1-

distance로 정의하였다. 식단 추천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는 추천 

식단은 확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실험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복 실험의 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두명의 식단 추천 

결과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 결과를 100개씩 모아 

평균하여 평균된 추천 메뉴끼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평균된 추천 메뉴끼리의 비교 또한 임의성을 줄이기 위해 100번의 

반복 비교 결과를 평균내었다.  

그림 7에서 실험자 8와 실험자 9간의 비교 결과와 실험자 8와 

실험자 6간의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자 8와 실험자 9 

실험결과는 실험자 8와 비교한 모든 사람중에 가장 차이가 큰  

그림 7 날짜별 실험자 6 & 8와 실험자 8 & 9 간의 추천 식단 

거리차이. 실험자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실험자 6 & 8의 결과와 달리 

실험자 8 & 9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천 받는 식단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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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실험자 6,8,9의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변화. 실험자 6&8의 경우 

136,490,491 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퍼에지 연결을 중심으로 비슷한 

음식들이 주요 에지들로 연결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험자 

9는 136,490,491을 중심으로 하는 연결 이외에도 다른 음식들로 

연결되어있는 하이퍼에지 그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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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 490 491 851 5472 

음식명 쌀밥 배추김치 깍두기 김 두유 

표 2 그림 6과 8의 주요 에지 음식명 

 

그림 9 사용자 별 추천 식단 분포. 실험에 참여한 모든 실험자들의 각 

20일째 추천 받는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분포의 식단을 추천 받음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이고, 실험자 8와 실험자 6의 실험결과는 가장 차이가 작은 

실험결과이다. 실험자 8와 실험자 9의 실험결과는 메뉴간의 거리차이가 

1.59에서 3.44로 총 1.84만큼 변화하였고, 실험자 8와 실험자 6의 

실험결과는 메뉴간의 거리차이가 1.59에서 2.40로 총 0.81만큼 변화하였다. 

두 결과를 통해 고안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 될수록 

사용자의 식성에 따라 추천하는 식단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비슷하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실험자 6, 8,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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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실험자 별 타 실험자와의 추천 식단 거리 차. 그림 9의 사용자별 

추천 식단 분포그래프에서 실험자 별 타 사용자와의 분포 차이를 합한 

것이다. 실험자 9가 다른 모든 사용자와 가장 다른 식단을 추천 받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이퍼네트워크의 에지들을 그려놓은 것으로 실제로 실험자 6 & 

8이 비슷하고, 실험자 8 & 9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자 

6과 8은 490번 노드와 136번 노드를 중심으로 여러 노드들이 

크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실험자 

9는 490번 노드 이외에도 851번 노드를 중심으로한 다른 집단의 

연결이 발견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실험자들의 식단 추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9과 

같다. 각 실험자 별로 입력한 식단과 추천받은 식단의 카테고리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실험자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실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실험자의 특성에 맞춰 식단을 추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은 그림 9의 실험자 별 추천 식단 

그래프를 바탕으로 어떤 실험자가 타 실험자들실 비교하였을 때 

가장 다른 식단을 추천 받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험자 9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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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실험자 8(좌)와 실험자 9(우)의 추천 식단 예제. 실험자 8과 

9의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받는 식단을 캡쳐한 것으로, 실험자 

9가 추천 받는 식단은 채식주의자로서 육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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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용자들에 비해 다른 식단을 추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실험자 9는 채식주의자로써 다른 실험자들과 달리 홀로 

육식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장 다른 식단을 추천 

받는다. 그림 11에서 실제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채식주의자인 

실험자9과 일반적인 실험자의 하나인 실험자 8의 식단 추천 결과 

예시 화면이다. 실제 추천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자 9의 경우 

채식주의자 답게 추천 받은 식단에 육류가 없어, 다른 사용자의 

추천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자신이 먹은 

식단을 입력함에 따라 사용자의 식성에 맞춰 식단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학습한 하이퍼네트워크모델을 통하여 데이터 

분포의 특성을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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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선 체중 조절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식단을 분석하고, 적절한 

칼로리의 식단을 추천하는 것은 매우 요원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설명한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자신의 식단을 입력하면 자신의 식성을 잘 표현하며 적절한 

칼로리를 지닌 식단을 추천 받을 수 있다. 개발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자신의 식단을 꾸준히 입력하면 사용자의 

식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화된 식단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후로는 사용자의 피드백과 자신과 비슷한 

타인의 데이터를 같이 이용하여 식단 추천에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식단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한 DietAdvisor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체중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 번거로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DietAdvisor는 현재 안드로이드os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DietAdvisor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bi.snu.ac.kr/Research/DietAdviso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etAdvisor는 사용자들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지만 추천되는 운동이 걷기와 달리기로 제한되고,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해야하는 불편함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캠을 통한 사용자의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25 

연구하여, 외부센서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유비쿼터스적인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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