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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화된 양정보의 제공을 
한 새로운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기존 양정보 제공 방식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개인화된 양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표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양정보를 제공
하기 한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사용자의 페이스북 게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양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하 다. 연구의 목 에 따라,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  군집화를 수행하 다. 사용자 데이터에 한 
군집분석 결과, 나트륨과 당류가 사용자의 식단에서 요한 변수로 추출되었다. 추가 으로 
매원/제조원에 따라 사용자의 식단과 련하여 변수의 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Personalized data of users at social network service can be used as a new resource for 
providing personalized nutrition information. Although providing personalized information 
for nutrition using social data, there are a few studies on providing personalized nutrition 
information with customized user preference based on social network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the clustering of data analysis with collected personal data of 
Facebook users. To find out the method for providing personalized information, this study 
described an effective method for providing nutrition information by analyzing web posting on 
Facebook that can be called a typical social network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clustering, sodium and sugars were important variables from diet of user.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elements of user’s diet has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vendor/manuf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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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TV, 신

문, 서 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정보 

습득을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의 용량 정보를 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7, 9, 17, 20]. 모바일 환경과 이동통신 

기기의 확산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공하 다.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의 데이터는 개인화 서비스  정보의 제

공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활용을 원활하

게 한다는 에서 콘텐츠 산업의 이 을 제

공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가 제

공하는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재의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 서

비스는 단순 키워드 검색  최신 인기 태그

를 제공해주는 정도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종인 양정보 제

공 서비스는 문가의 정보 습득을 통한 서

비스라는 에서 실시간 서비스는 아직 제공

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별 맞춤화 양정

보를 추출해내기 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으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양정보의 도출  사용자 별 

제공은 필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명확히 연구

되지 않았다[3, 12, 19].

본 연구는 개인화된 양정보를 실시간으

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하여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

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그

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개인의 성향에 기반을 둔 정보의 추출

이 가능한가? 둘째, 추출된 양정보를 바탕

으로 사용자에게 합한 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2. 련 연구

2.1 기존 양정보 제공 방식

섭취한 음식의 양정보를 제공하는 통

인 방법은 개인의 음식 섭취량에 따라 섭취 음

식의 양소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8]. 이 

방식은 음식의 일일 섭취 권장량을 바탕으로 

총 섭취량과 과다 섭취량의 정보를 그래 로 

보여 다[6, 10]. 이와 련된 양정보를 제공

하는 표 인 사이트는 건강길라잡이의 건강

다이어리, inPHR 등이 있다. 기존에 활용되어

온 다양한 양정보 제공 방식은 주로 일일 섭

취량 기 에 따른 일 인 양정보를 제공

한다[5]. 따라서 개인의 에서 련 정보들

은 본인의 정보와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에

서 활용도가 낮다. 특히, 필요한 시 에서 실

시간 정보의 제공이 어렵다는 에서 개인의 

양정보 분석  제공에 한 분석 방식이 개

발될 필요가 있다[13, 22]. 

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건강

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는 사용자들

의 친 도 분석, 생성된 데이터 간의 계, 집

단 내에서의 의견 공유 등 다양한 역에서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키피디아(Wikipedia), 

페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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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의 자발  참여를 통

하여 개인 간 계성 확보, 자기표 의 극

화, 정보교류 등의 장 을 보유하고 있다[14]. 

특히,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데이

터의 분석  반 이 가능하다는 은 정보

의 분석  제공의 에서 매우 유의미한 

랫폼으로 활용가치를 보유하고 있다[2, 16, 27].

그  페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는 표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는 다양한 건강 리 사이트에 연결되어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Patients-

LikeMe, DailyStrength와 같이 소셜 네트워

크의 역할을 하는 건강 리 웹사이트들도 운

되고 있다. PatientsLikeMe는 유사한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 건강 상태  질병 증

상, 치료법 등에 해 정보를 공유하며 경험

과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DailyStrength는 자가 건강 리를 해 정보

를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HUG’를 부여

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이처럼 의료정보 제공

자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해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와 양 리 서비스를 목하려

는 시도로 만성질환의 리와 연결한 시스템

의 연구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15]. 그러

나 지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양정보 서비스는 서로 간의 단순 정보공유

를 목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2.3 소셜 네트워크 기반 분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얻어진 정보는 

사용자의 특성을 악하는 데 요한 원천이

다[4, 11, 24]. 특히 데이터마이닝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에서 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1, 23, 26].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는 사

용자들이 게시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텍스

트마이닝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이

후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분석 방식을 

목해야 한다[18, 21, 25].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기반의 양정보 제공 방식은 개

인 생활의 정보를 추출  분석한 개인화 

양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에서 요도

를 가진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 다. <Figure 1>과 같

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입력한 데이터를 

음  단 로 분리한 후 수집된 데이터에 포

함된 개인별 음식의 정보를 바탕으로 양정

보를 종합하기 하여 식품의약품안 처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 조리식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음식의 양정보를 정리하 다. 

획득한 데이터는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갱

신되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수집되었으며 

30명의 사용자를 상으로 ID1～ID30의 구분

기호를 부여하 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을 이용하 다. 이를 바탕

으로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입력

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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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 후 해당하는 음식 양정보를 

획득하 다. 이후 획득된 음식들의 양정보

를 바탕으로 패턴을 추출하기 하여 분석 방

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 다. 군집

화는 유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특성

에 따라 군집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 활용한 양정보의 군집을 구분함으

로써 사용자들의 양정보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Figure 1> System Diagram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입력한 내용을 바

탕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한 이후 데이터

에 포함된 음식의 양정보를 획득하 다. 분

석에 사용한 양정보에는 식품유형, 제품명, 

매원/제조원,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콜 스테롤, 나트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K-평균에 사용된 입력 변수

는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콜 스테롤, 나트륨으로 7개의 입력 값을 가

지며 티션을 매원/제조원에 따라 군집화

를 수행하 다. 티션을 추가하여 해당 변수

에 따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매원/제조원을 티션으로 이용한 K-평

균 군집화로 입력 변수는 7개이며 군집은 4개

로 구분되었다. 군집의 품질은 응집  분리

의 실루엣테스트를 측정한 결과 1.0이 가장 

좋은 실루엣일 때 0.7로 좋게 나왔다. 군집의 

크기는 군집 1로 가장 컸으며(50.0%) 군집 4 

(25.0%), 군집 2(12.5%), 군집 3(12.5%)순으로 

나타났다.

매원/제조원 정보를 이용하여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는 나트륨, 단백질, 탄수화물, 지

방, 당류, 콜 스테롤, 트랜스지방 순으로 입

력 변수  매원/제조원으로 학습  군집

화를 수행한 결과 사용자들의 양정보에서 

나트륨, 당류가 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군집화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유형에 

따라 군집이 어떻게 나뉘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군집 1은 조리식품이 많이 포함된 

군집의 특성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군집 2

는 유탕면 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집 

3은 햄버거가 상 으로 더 포함되어있었으

며 군집 4는 당류가 높은 콜릿 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K-평균을 이용하여 군집화 결과가 각 군

집에 포함된 30명의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의 

분포를 나타낸다. 군집 1에는 다른 군집보다 

비교  비슷한 개수의 음식을 각 아이디마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 2

는 음식의 수가 게 포함된 군집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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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odium(mg) Distribution of 

K-mean Clustering 

(Vendor/Manufactures)

<Figure 3> Sugars(g) Distribution of 

K-mean Clustering(Vendor/ 

Manufactures)

<Figure 4> Calorie(Kcal) Distribution of 

K-mean Clustering(Vendor/ 

Manufactures)

할 수 있었으며 군집 3은 ID1에 음식 수가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군집 4는 ID3의 음식 

수가 많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의 군집화 결과를 바탕으로 입

력 변수  나트륨에 한 군집 분포를 나타

낸다. 군집 1의 경우 나트륨이 은 음식들이 

주로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군집 2는 나트

륨양이 많은 음식들로 이루어진 군집임을 알 

수 있다. 군집 3은 군집 1과 군집 2 간 정

도의 나트륨양의 분포를 이루는 군집이다. 군

집 4의 경우 군집 1과 비슷하지만 은 양의 

나트륨을 포함한 음식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력 변수  당류에 한 군집 분포는

<Figure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군집 1의 

경우 은 양의 당류를 포함하는 음식이 주

로 포함된 군집임을 알 수 있다. 군집 2는 

은 양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의 개수

가 은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3은 군집 1～

군집 4에 포함된 음식의 당류  간쯤의 

당류량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4는 당류가 높

은 음식을 포함하고 있다.

<Figure 4>는 군집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정보에 포함되어 있던 열량 변수를 활

용하여 군집화 결과와 열량의 계를 확인

한 것이다. 군집 1은 400Kcal 미만의 음식들

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군

집 2는 200Kcal 이상 800Kcal 미만의 음식

이 고르게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 

3은 200Kcal 이상 600Kcal 미만의 열량을 가

진 음식들이 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군

집 4는 군집 1과 비슷하지만 군집 1보다 열

량이 높은 음식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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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건

강정보를 제공에 그 목 이 있다. 그에 따라 

사용자의 게시정보에 한 텍스트 정보를 분

석하고 개인별 양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이

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매원/제조원에 따라 양소의 군집화를 

수행하 으며 각각 나트륨과 당류가 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에 포함된 양소와 

매원/제조원, 식품유형 등 사이의 패턴을 추

출하기 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

를 사용하 고 이를 데이터마이닝 기법  

군집화 방법을 이용하 다. 군집화 결과로 분

석에 사용한 데이터사이의 나트륨과 당류가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지만 분석 기법에 따른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군집화를 해 사용한 데

이터는 한정 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패턴을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용량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입력한 문장들에서 추출

된 양정보로 음식 간 종속 계를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연 규칙 방

법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 한 군집화에 사

용한 샘 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 규칙을 이용하여 음식들의 연 성과 종

속 계를 확인할 정도의 샘 수를 통하여 향

후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의 데이터

는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군집화를 수행하기 때문

에 개인이 자발 으로 공개한 정보 외의 정

보를 모두 취합할 수 없었으며 페이스북 이

외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데이터에 

한 결과비교의 측면에서는 불충분한 부분

이 다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이 을 최 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기 하여 자동화된 양정보 제공 체제

를 지속 으로 정립하는 것은 요하다. 따

라서 양정보 추출  이해를 한 임

워크의 정교화와 함께 향후 다양한 건강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양정보를 제공해주던 방

식과 다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양정

보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둘째, 추출

된 양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용자의 양 

섭취 패턴을 추출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

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정보 

추출을 통한 문가 조언과는 다르게 사용자 

별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정보를 추출

하고 개인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로세

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의 실무  공헌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분석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양정보 제공자들이 사용자들의 개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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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한 양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

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자의 정보 추출  활용 임워크를 제시

함으로서 향후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양정보 제공자가 개

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본인

의 정보를 쉽게 추출  분석된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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