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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개인별로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 종교적인 이유나 알레르기로 먹지 못하는 음식 등 다양한 기호가 존재한

다. 외국인이 한국의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일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OCR, 번역 API를 사용하여 한국 음식점을 찾은 외국인이 자신이 

먹지 못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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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00년대에 들어서고부터, 국내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매우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 관광서비스 만족도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시 불만 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주로 언어 소통, 교통혼잡, 비싼 

물가, 음식 등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

인들의 관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OCR 및 번역 기능을 

사용하여 외국인이 음식 선별 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음식 정보 제공 웹앱 “YouCanDoEat”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의 음식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 ‘Taste 

Korea'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해당 

음식 맛집 정보를 알려준다. 사용자의 경우에 맞게 음식을 선별에 

도움을 주는 본 논문과는 주 기능이 다르다.

‘MUFKO(MUslim Friendly KOrea)'는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본 논문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 음식을 스캔했

을 때 해당 음식의 재료를 표시함으로써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선별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사용자층이 무슬림으로 제한돼서 먹으

면 안 되는 음식이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음식들로 고정되어 있다.

2. OCR(광학문자인식)

한글을 모르는 사용자가 특정 메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문자 인식이 필요하다. 

OCR(Optimal Character Recognition)은 인쇄 자료 속 문자, 

기호 등을 빛에 비춰 반사 광선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문자들을 

입력받는 원리로 동작한다. 입력받은 문자들은 딥러닝 기반으로 글자

를 구분하는 특징을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컴퓨터가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Kakao OCR API를 통해 이 OCR 기술을 사용한다. 

III. YouCanDoEat

1. 전체 시스템 구조

“YouCanDoEat”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웹앱은 

크게 회원 관리, 개인 기피 음식 설정, 음식 판독 및 번역,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구분된다. 회원 관리는 Google Firebase Authent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개인 기피 음식 설정은 자체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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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음식 판독 및 번역 기능에서 음식 판독은 

Kakao OCR API, 번역은 Papago API 서버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음식 판독 및 번역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Papago API 서버와 자체 Database 서버를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

Fig. 1. 전체 시스템 구조

2.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자체 Database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피 음식 데이터, 음식 레시피 

등을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피 음식 데이터는 21가지 

알레르기를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음식 레시피는 크롤링을 통해 

확보하였고 탐색 및 추가, 삭제가 용이하도록 사전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음식이 기피 음식에 해당하는가를 판별하기 위해 

filterbit라는 자료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진 

연산을 사용하였다.

Fig. 2. filterbit

3. 기능 상세

로그인한 사용자가 섭취하고 싶지 않은 식자재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DB로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후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메뉴판의 사진을 촬영

하여 특정 메뉴를 Cropping 한다. 

이후 Kakao OCR API를 통해 선택한 메뉴의 문자를 인식하고 

Papago API를 통한 번역한 결과와 해당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DB로부터 불러와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기피 음식이 

재료에 포함된 경우 붉은 글씨로 강조하여 사용자의 음식 선별에 

도움을 준다. 

선택한 메뉴에 대한 인식이나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자체적인 번역을 

지원해 의사소통을 돕는다.

추가로 DB에 모든 음식의 정보가 없을 것을 고려해 사용자들끼리의 

의사소통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Fig. 3. 기피 음식 선택 및 음식 정보 제공 화면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섭취할 때, 기피 하거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종교적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자재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웹앱을 제안했다. 100가지 메뉴들

에 대해 평가해 본 결과 약 80%에 대하여 Database 탐색이 성공했다. 

이러한 성능으로 볼 때, 한국 식당을 찾은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충분히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선 과제로는 선택할 수 있는 음식 재료를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는 기능과 지도 API를 사용한 위치에 따른 식당별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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