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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이러한 욕구를 총족하기 위해 

Arduino 기반의 다이어트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음식(과일, 채소 등)이 각각 서로 다른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무게 센서(Weight sensor)와 LCD를 이용하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센서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섭취한 칼로리를 누

적시킨 후,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날 섭취한 칼로리를 보여주고 당일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운동(달리기 등)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표시하여 사용자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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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시스템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식(과일, 채소 등)의 저항값을 읽어와서 

어떤 음식인지를 판별하고 무게센서위에 올려두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칼로리를 계산하여 섭취한 칼로리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시

키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날 섭취한 칼로리를 LCD에 표시해주고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운동(걷기, 달리기 등)을 얼마나 해야하

는지를 보여주고, 향후에는 앱으로 만들어서 LCD뿐만이 아닌 휴대폰

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II. 본 론

1. 요구분석을 통한 시스템 적용 범위

  본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의 도출을 위해 주변 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 부분들을 조사하였고, 비슷한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하여장단점을 도출하여 종합된 결과들을 반영하

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2. 개발목적

인터뷰 결과 기존 유사 시스템에 비해 불만 사항과 부족한 점을 

최소화 하고 완벽한 푸드 디텍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시스템 동작 플로우차트

Fig. 1. 시스템 동작 플로우차트

그림 1은 음식에 점퍼선을 꽂아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각 음식들이 

지니고 있는 저항값을 측정하여 어떤 음식인지를 판별하여 아두이노에 

그 값을 전달, 특정 무게당 음식의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무게센서를 

통해 음식의 무게를 아두이노에 전달 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그날 먹은 음식종류와 열량값을 누적시키며 동시에 LCD에 표현해준

다.

3.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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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시스템의 구성

그림 2는 그림 1의 시스템 동작 플로우를 기반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완성한 개발시스템이다.

4. 개발 시스템

Fig. 3. 음식 열량값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화면

그림 3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제공된 음식 열량값표 와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데이터 연동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은 음식(과

일, 채소 등)의 100g당 열량을 저장해놓은 것을 조회한 결과 화면이다.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무게센서로 입력받은 값을가지고 먹은 

음식의 열량값을 계산하여 별도의 테이블에 누적시키게 된다.

Fig. 4. LCD에 표시된 결과 화면

그림 4는 음식을 판별하고 무게센서 위에 올리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이용하여LCD에 표시되는 결과 화면이

다.

III. 결 론

본 개발 시스템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음식(과일, 채소 

등)을 판별해주고, 해당 음식의 정보(열량 등)를 LCD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먹은 음식을 무게센서에 올려서 섭취한 열량을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시켜 그날 섭취한 총 열량을 월 단위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다이어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해당 정보들을 휴대폰

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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