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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당뇨병은 사질환의 일종으로 고 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 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징후와 합병

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격히 하시킨다. 당뇨병의 방  치료를 해서는 식이, 운동, 약물 처방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체계 인 식단 리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 인 당뇨병 리를 해

서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식단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재 부분의 당뇨병 환자의 식단 서비스

는 양사나 의사의 주 인 단으로 식단을 처방하며 상황  개인의 선호도는 반  되지 않는다. 제안

하는 시스템은 당뇨식단을 계 , 날씨, 시간, 선호도에 맞추어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폰 서비스로 구 하

여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에게 시피  개인화된 식단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간단

한 조작만으로도 손쉽게 식단 변경이 가능하다. 

 
■ 중심어 :∣당뇨식단∣스마트폰∣식단관리시스템∣개인화서비스∣

Abstract

Diabetes is a type of metabolic disease presented by high blood sugar and that leads to 

significantly decrease the quality of life causing various symptoms. It is essential to manage 

a systematic menu for preventing such diabetes even though there are some ways for it 

including diet, physical exercise, medicinal prescription, and so on. This study proposes a smart 

phone based personalized menu management system for achieving the systematic diabetes 

management. At the present time almost menu systems for diabetes patients are subjectively 

prescribed by dietitians or doctors and that does not reflect current situations and personal 

preferences. Th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provides the menu for diabetes patients 

according to season, weather, time, and personal preferences. In particular, the recipe and 

personalized menu for patients can be provided without limiting any time and location based 

on smart phone services, and its menu can easily be changed or selected by th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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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우리 식생활의 서구화와 사회  스트 스 증

가는 당뇨병 환자의 발생을 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당뇨병은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의학 으로 완치

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1].

당뇨병은 제1형, 제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1형 당

뇨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제 

2형 당뇨는 인슐린 지향성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제 

2형 당뇨병은 사성 질환 에서도 흔한 질병이며, 유

 요인,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 스 등의 생활요인

으로부터 향을 받는다. 그  식이는 발병  치료에 

요한 요인이다[2]. 

당뇨병 리를 한 식사요법은 한 식사, 생활습

을 갖게 함으로써 사이상의 정상화, 합병증의 방 

는 지연시켜 환자의 건강한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한다

[3]. 하지만 의 당뇨병환자들은 내·외 인 문제로 

식사, 운동 등 규칙 인 생활을 지속 으로 리하기 

힘들다[4]. 식사요법의 올바른 실천과 리를 해서는 

환자 자신이 섭취하는 식단과 그 식단에 한 양정보

를 알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당뇨 식단 에 

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알맞은 식단 추천이 필요하다[5][6].

재 식단 추천 서비스  웹을 이용한 식단 리 시

스템은 환자의 양 목표에 맞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 등의 에 지 구성비에 한 지식 달이 가능하다

[7]. 그러나 웹을 이용한 서비스는 컴퓨터가 치한 한

정 인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 기반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의 한계가 있다.

한정 인 공간의 정보습득을 해결 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한 제약사항을 해결 할 수 있다. 한 스마트

폰은 센서와 카메라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헬

스 어 서비스 제공을 한 이 을 가지고 있다.

당뇨환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한 스마트 폰 기

반의 유-헬스 어 서비스는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식단의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Point of 

care가 가능한 건강 리 서비스이다[8][9].

본 논문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상태 여부와 개인

의 선호도 여부를 반 한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화된 식

단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헬스 어 환경의 개인

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인의 질병 상태를 반 한 후

에 식단 선호여부, 날씨, 계 을 고려하여 당뇨병 환자

에게 선호도에 맞는 식단을 제공한다.

이를 해 개인화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여 당뇨 식단

을 한 로세스를 설계하고 스마트 폰 기반으로 구  

하 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환자의 선호도 정보가 반 된 개인 맞춤

형 식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Ⅱ. 관련 연구

2.1 당뇨 환자의 식단 서비스 모델

당뇨병을 방하고 치료하기 해서는 한 체

에 따른 섭취량과 한 에 지의 섭취를 해야 한다. 

당뇨병 진단 기 은 [표 1]과 같다[10].

표 1. 당뇨병 진단 기준

분류 기

정상인
공복혈당 110mg/dl 미만 or 
식후 2시간 혈당 126mg/dl 이상

공복혈당장애 110mg/dl 이상 or 126mg/dl 미만

내당능장애 140mg/dl 이상 or 200mg/dl 미만

당뇨병 환자
공복혈당 126mg/dl 이상 or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

[표 2]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한 기 사량 측정에 

Harris-Benedict 공식을 이용하 으며, 활동량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열량 도출 방법을 제시한다. 과체 , 비

만일 경우는 계산된 열량에서 250~500kcal 정도를 감하

여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약 1~2kg 

정도의 체  감소가 있다. 체 일 경우 250~500kcal 

정도를 가산하여 섭취할 경우 1개월에 약 1~2kg정도의 

체  증가가 있다. 한 활동 정도에 따른 권장 에 지 

필요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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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체 이 과체 이며 가벼운 활동이 필요한 

사람은 한 체 을 유지하기 해 기 사량으로 

부터 250~500kcal정도를 감회한다. 그리고 활동 정도에 

따른 칼로리 필요량이 30kcal/kg가 된다.

표 2. 필요 열량과 활동정도에 따른 에너지 산정 방법

구분 BMI
열량
조절
(Kcal)

활동정도에 따른 에너지 
필요량 (Kcal/kg)

가벼운 활동
(사무직)

보통 활동
(학생,주부)

심한 활동
(운동선수)

저체중 < 18.5
+ 

250~
500

35 40 45

정상 18.5~22.9 - 30 35 40

과체중 23.0~24.9 - 
250~
500

25 30 35

비만 ≥25

◦ BMI 공식
∙남자 = 키(m2) * 22, ∙여자 = 키(m2) * 22
◦ 기초대사량 공식 
∙남자=66+(13.7*체중(kg))+(5*키(cm))-(6.8*나이(yr))
∙여자=65+(9.6x체중(kg))+(1.8*키(cm))-(4.7*나이(yr))

당뇨 식단의 정량의 에 지를 해서는 에 지원

의 구성과 식품을 고려해야 하며 그 계는 [표 3]과 같

다.

표 3. 당뇨 환자를 위한 에너지원 비율

구분 1g당 에 지 구성비 식품 종류

당질 4Kcal 50~60%
설탕, 전분 등 열량을 내지 
않는 섬유소

단백질 4Kcal 15~20%
육류, 생선류, 계란, 유제
품, 콩류, 두부

지방 9Kcal 25% 이하
식용유, 마가린, 견과류, 종
실류

이 외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필수 이며 열량은 공

하지 않고, 사과정에서 인슐린이 요구된다. 정상인 보

다 요구량의 증가하지는 않지만, 1일 에 지 섭취량이 

1,200 kcal 미만인 경우 약제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

[11]. 그리고 당뇨 식단의 배분은 아침은 하루 체양의 

20%, 심 35%, 녁 35%, 간식 1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2]. 이러한 식단 배분은 일반 인 원칙

이며, 직업  생활 습  등을 고려하여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요법은 당뇨병 치료의 요한 리 방법

으로 환자가 식사요법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

과  이지만 환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야 한다[13].

본 논문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을 제공하기 

해  특성에 맞추어 식단을 도출하 으며, 당뇨병환자

의 선호도에 맞추어 식단을 제공한다.

2.2 식단관리 서비스

식단 리 서비스 종류는 기존의 병원 서비스뿐만 아

니라 웹, IPTV등을 활용한 서비스가 있다.

웹을 이용한 식단 서비스  첫 번째로, (주)엠써클의 

Hidoc은 설문을 통한 질병에 한 빠른 정보와 식이 요

법에 한 정보, 질병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4]. 

두 번째로, 칼로리 표에 의존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Welltizen은 비만환자의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을 모두 

제공한다[15].

그러나 기존 웹기반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단기

인 식단 상태나 섭취 정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맞춤

형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다. 한 사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다.

IPTV를 이용한 건강 리 서비스는 비트컴퓨터와 

KT QOOK에서 제공하는 Dreamcare TV서비스로 사

용자에게 IPTV를 통해 체 리, 질병 리, 질병정보

검색,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웹 서비스와 IPTV서비스는 입출력 장비의 제약  으

로 장소 인 한계로 인해 가용성이 낮으며, 다  사용

자의 특성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화된 식단 추천

에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은 장소 인 한계와 개인의 

특성화를 고려한 디바이스로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설계를 한 고려사항은 당뇨환자의 건강

상태화 선호도여부, 특정 식단의 추천여부 등 개인 인 

정보를 고려하며, 스마트 폰의 특성상 식단 제공 주기

를 1일로 한다. 환자는 스마트 폰의 특성을 통해 더욱 

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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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뇨관리와 식이 앱 스토어 현황

재 당뇨병을 한 앱은 경희의료원의 당뇨병 수첩

과 Chris Ross의 Diabetes Log 등이 있다. 재 상용화 

되어있는 당뇨 련 앱은 환자의 당뇨 수치를 입력하여 

당뇨를 단한 후 건강 황을 보여주며, 그래 로 보

여 다. 재 당뇨의 단 후 그 이후의 식단이나 운동 

등의 처방에 련된 앱은 아직 제공하지 않는다.

식이 련 앱은 기존의 오마이 셰 , 스토리 쿡 등 많

은 앱이 있다. 재 상용화된 앱의 부분은 개인의 정

보를 고려하지 않고 인 음식의 시피를 제공하

며, 특정 질병에 의한 맞춤형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 당뇨질병에 해 식단을 추천하는 앱은 아

직 살펴보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기본정보, 당뇨정보와 개인정

보를 통해서 당뇨 환자를 한 개인화된 식단을 추천하

며, 음식과 련된 시피와 동 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단 관리 시스템

개인별 필요 열량  에 지원 비율을 도출하고 개인

의 선호도가 반 된 당뇨병 리를 해 제공되는 서비

스를 기술하며, 사용자 에서의 시나리오를 토 로 

서비스 제공 로세스를 작성하 다.

3.1 영양소비율 도출 및 개인 선호도 도출

[그림 1]은 당뇨환자의 식단 제공을 한 필요 에

지원 도출 로세스이다.

그림 1. 개인 에너지 비율 도출 프로세스

사용자의 당 수치를 입력하면 값에 따라 당뇨 정

을 한다. 비만도 평가는 데이터베이스안의 사용자의 성

별과 키, 몸무게를 입력 받아 평가하며, 후에 비만도는 

기 사량 도출에 사용된다. 에 지원 비율 도출 로

세스에서는 평가된 비만도와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입

력 받아 에 지의 필요량을 도출하고 제한되는 양소

와 필요 에 지원의 비율을 도출한다.

[그림 2]는 개인의 선호도를 반 하여 식단을 도출하

는 로세스이다. 

 

그림 2. 식단 추천 프로세스

 

필요 에 지원 비율을 이용하여 시간  별로 아침, 

심, 녁에 따른 식단 리스트를 생성한다.

개인의 식단별 선호도에 해서는 사용자가 이 에 

먹었던 식단들에 한 평가치를 이용하여 식단마다 

수화하여 추천 식단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식단 

추천에 있어서 날씨, 계 의 가 치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식단을 제공한다.

의 3가지 정보에 따라서 선호하는 식단이면서 재

의 날씨, 계 에 알맞은 시간 별 식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3. 식단변경 프로세스

제공받은 식단의 변경 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식단의 변경 방법은 체 식단 리스트에서 선택하며, 

체 식단 리스트는 가 치변경을 하여 식단들을 다시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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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서비스

기존의 웹과 IPTV 그리고 스마트폰의 특성상 고령층 

환자에 해서는 정보격차의 스트 스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는 20~50세로 제안 하 다.

당뇨병 리를 한 식단제공 서비스는 사용자가 선

호하는 식단을 추천하며, 식단에 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표 4]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표 4. 제공 서비스

구 분 내  용

신체정보 및 
당뇨 판정

∙사용자의 신체 정보 및 질병정보 파악 후 에너지 비율 
및 신체 상태 정보 제공

개인화
식단 추천 
서비스

∙계절, 날씨, 기호도와 보유식품, 사용자의 건강 및 영
양 상태, 따라서 선호하는 식단의 추천 가능

∙사용자가 제공된  식단에 대한 불만족 시 식단에 반영
된 계절, 기호도, 날씨의 가중치를 조절을 통해 새로운 
식단 제공

∙보유하고 있는 식품을 기반으로 식단 추천(추후 예정)

레시피 제공 
서비스

∙건강, 영양에 따라 추천된 식단에 대한 영양 정보 제공
∙음식에 대한 레시피와 동영상 서비스 제공

식단 즐겨찾기 
추가

∙사용자가 선호하는 식단에 대해 즐겨찾기에 추가 가능

3.3 서비스 시나리오

스마트폰을 이용한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제공하기 

해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서비스 흐름도를 구축하

다. 서비스 흐름도를 설계하기 해 사용자 시 에 맞

추어서 시나리오를 작성 하 으며 사용자 심의 서비

스 시나리오는 [표 5]와 같다.

표 5.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시나리오

1. 저녁 4시 30분 나건강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위해 스마트폰을 통
해 서비스를 실행 한다. 

2. 계절, 날씨, 선호도 등 나건강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오늘 저녁의 추천 
식단이 제시된다. 

3. 나건강은 맞춤 식단이 제공된 이유에 대한 안내를 확인한다. 
4. 제공된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건강은 식단을 수정하기 위해 이전

에 보관하였던 식단을 검색한다. 
5. 보관 식단에서 알맞은 식단을 선택하지 못한 나건강은 식단을 바꾸려

고 한다. 
5-A) 현재 식단을 선호도의 설정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식단을 제공 

받는다. 
5-B) 계절, 날씨, 선호도에 따른 우선순위별 선호도를 변경한 후, 대체 

식단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식단을 제공 받는다. 
6. 대체 식단을 선택한 나건강은 새로운 식단을 확인한다. 
7. 새로운 식단의 재료와 조리법을 확인한 나건강은 동영상을 보면서 아

침 식사를 준비한다.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흐름도는 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 하 으며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서비스 제공 흐름도

추후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유 식품 여부를 설정하여 

식단을 제공하게 되며, 식품의 구입을 해 온라인 마

켓을 연동할 정이다. 한 당뇨병 환자의 식단 처방

을 한 상담 서비스도 구축할 정이다.

본 논문은 당뇨환자의 식단 리 모델을 정의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의한 뒤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당

뇨 환자의 식단 리 시스템을 설계 하 다.

Ⅳ.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구성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은 Smart Device와 Server로 구성된다. 

[그림 5]는 식단 리 시스템의 서비스 시스템 구성

도이다.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Smart Device와 Server간의 데이터 송은 3G망과 

Wi-fi 망을 통해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송한다[8]. 

Smart Device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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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선호도 값과 가 치를 입력받으며, 입력 데이터

를 고려한 식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

용자의 기본정보와 제공받은 식단을 Device에 보 을 

할 수 있다.

Server에서는 Smart Device로 부터 요청 서비스에 

해, 식단 정보와 음식 정보 그리고 식품 정보가 장

되어있는 Food D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피와 동

상등의 데이터가 있는 Contents DB를 이용하여 제공 

식단에 한 정보  피드백 서비스를을 제공한다.

4.2 개발 환경

본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은 [표 6]과 같다.

표 6. 제공 서비스

구 분 모델명 운 체제 개발 환경

Device
iPhone 3GS 

32GB
iOS 3.2

Objective-C 
2.0

Server IBM System 
x3650 M2 

7947

Windows 
Server2003

ASP, XML

DBMS MSSQL 2003

스마트폰 환경의 데이터 송은 Device와 DBMS간

의 데이터 송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Server의 ASP 

환경을 이용하 다. DBMS는 ASP를 통해 Server와 연

동되며, Device는 XML을 통해 Server와 연결 된다.

4.3 실행 결과

3장에서의 시나리오상의 흐름과 내용에 맞추어 식단 

제공 서비스를 실행한 화면이다.

그림 6. 추천 식단 및 설명

[그림 6]의 왼쪽 화면은 계 , 날씨, 선호도 등 사용자

의 재 상태를 고려한 녁 식단을 추천하는 화면이

다. 오른쪽 화면은 추천식단에 한 양 분석 화면이

다.

제공 식단이 기호에 맞지 않는 경우, 체 식단 버튼

을 클릭하여 다른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7. 대체식단 리스트 및 가중치 조절

[그림 7] 의 왼쪽 화면은 다른 식단을 선택하기 한 

체식단리스트 이며, 사용자는 식단을 기호에 맞게 선

택 할 수 있다. 오른쪽 화면은 식단의 가 치 값을 설정

하는 화면이며 가 치 값을 통해 체 식단 리스트를 

제공한다.

체 식단을 통하여 새로운 식단을 제공 받을 수 있

으며, 식단의 음식을 만들기 한 시피 서비스는 [그

림 8] 과 같다. 왼쪽 화면은 음식에 한 시피 데이터

이며, 오른쪽 화면은 시피 동 상 서비스이다.

그림 8. 음식 레시피 및 동영상 서비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정보

에 한 당뇨 리 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개인맞

춤형 식단과 시피를 제공한다. [표 7]은 기존의 앱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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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앱 서비스에 대한 비교

구분 당뇨 앱 시피 앱
제시하는
시스템

사용자 
건강상태 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특정 서비스 
제공 여부

당뇨 기록일지 레시피 보관
당뇨 판단에 따른 

식단 추천

레시피 제공 
여부

미반영 일부 반영 반영

부가적 정보 
이용 여부

미반영 일부 반영
계절, 날씨, 
선호도

한, 기존의 웹 서비스방식, IPTV, 병원에서의 문

의와의 상담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방식에 한 

비교는 [표 8]과 같다.

표 8. 시스템에 따른 서비스 방식에 대한 비교

구분 웹 기반 IPTV 문의 상담 스마트폰

선호도 반영 
여부

일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반영

특정 식단 추천 
여부

특정 식단 
시퀀스 추천

특정 식단 
시퀀스 추천

일반적 제약 
사항만 추천

영양상태 
파악 후 식단 

추천

식단 추천 주기
1주 혹은 그 

이상
1주 혹은 그 

이상
1개월 1일

사용
가용성

보통 보통 낮음 높음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화된 식단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식단 리 시

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기존의 당뇨병과 식단과 련된 앱 어 리 이션의 

경우에는 각각 당뇨의 수치 입력을 통한 리를 목 으

로 하며, 일반 인 시피 제공을 목 으로 한다. 제안

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당뇨정보, 부가 인 정보를 

통한 식단과 시피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식단 리 시스템은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기존의 당뇨병 식단서비스에서의 어 리 이션 사용의 

근성을 제고하 으며, 제공 식단에 재의 계 , 날씨 

정보를 반 하여 고객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 다. 한 

고객의 식단 선호도 정보를 반 하여 개인화된 식단 추

천도 가능하 다. 이 게 제공받은 추천 식단은 본 서

비스의 식단보  기능을 통해 추후 식재료 구입 때 활

용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폰 환경의 제약으로 다양한 

식단 처방 시나리오 보다는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개발하 다. 사용자는 식단에 

한 양설명을 바탕으로 식단의 선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 가 치를 조 하여 체 식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보유식품 리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 기능을 추가하여, 조리 가능하고 좀 더 실 인 

식단 리 시스템의 개발하겠다. 한 연령 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친화 인 UI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 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할 정

이다. 추후 여러 사용자들에 한 건강 유지  향상에 

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본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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