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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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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웰니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 분석을 위해 체중, BMI, 혈압과 같은 신체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의 식사 기록
이나 운동량 기록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축적된 건강 데이터는 개인이 가진 잠재적인 질병을 예
측하거나 식사 또는 운동 패턴의 분석이 가능하다.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는 여러 명의 식이 데이터와 건
강정보를 설문을 통해 수집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여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 실험을 진행한다. 한편, 과학자들의 실험의 편리성을 위한 문제풀이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식품 영양학적으로 식이 데이터 분석의 효율적인 실험
환경을 위한 문제풀이환경을 설계한다. 제안된 문제풀이 환경은 반복적인 실험 단계를 자동화하고 순차적
인 작업을 병렬 수행 가능하도록 분산 컴퓨팅 환경에 배치하여 전체 실험의 속도를 높인다.
키워드: 문제풀이환경, 웰니스, 분산컴퓨팅, 식이데이터 분석, 병렬처리, 자동화

Abstract Recently, wellness has become an issue related to improvements in person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Data that are accumulated daily, such as meals and momentum records, in addition to
body measurement information such as body weight, BMI and blood pressure have been used to
analyze the personal health data of an individual. Therefore, it has become possible to prevent potential
disease and to analyze dietary or exercise patterns. In terms of food and nutrition, analyses are
performed to evaluate the health status of an individual using dietary data.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process the large amount of dietary data. An analysis of dietary data includes four steps, and each
step contains a series of iterative tasks that are executed over a long time. This paper proposes a
problem solving environment that automates dietary data analysis, and the proposed framework
increases the speed with which an experiment can be conducted.
Keywords: problem solving environment, wellness, distributed computing, dietary data analysis,
parallel processing,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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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문제풀이환경 설계

1. 서 론
웰니스는 사람들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
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관심을 갖는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신체 내외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많은
양의 개인 건강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측정되는 체중,
BMI(Body Mass Index), 혈압과 같은 신체 측정값뿐만
아니라 식사 또는 운동량과 같이 일상에서 매일 반복적
으로 기록되는 개인의 활동도 포함된다. 현재 개인의 건
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1-3]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고 분석의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개인의 건강 데
이터 중에서 식이 데이터와 식이 패턴 등은 식품 영양
학적으로 개인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식품
영양학에서 식이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질병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 필요하다.
축적된 개인 건강 데이터(life log, PHR (Physical
Health Record),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etc.)
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상태와 특정 질병의 관
계를 찾는데 유용하다. 개인 건강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
계적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많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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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2013～2019)[4]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에서 진
행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표준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편, 특정 분야를 대상으
로 문제풀이환경을 제안하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기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제풀이환경에
대한 연구[5]와 유체 역학 실험환경을 위한 문제풀이환
경 연구[6]가 진행되었다. Lu et al.(2011)은 클라우드
기반의 대량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
크를 제안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효과적으
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스토리지, 유용한 워크플
로우 관리, 스케줄러 엔진과 같은 컴포넌트를 활용한다.
S. Park et al.(2012)은 제안된 통합 과학적 실험 프레
임워크는 사용자가 유체 역학에 대해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 실험하는 것을 돕는다. Hongyong Yu et al.
(2012)[7]은 하둡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양의 건강 데이
터를 관리 및 분석 하는 것을 제안하고 Hbase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MapReduce와 Hive를 이용
한 데이터 분석이 효과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데이
터의 분석 방법에 대한 제안만을 제공할 뿐, 분석을 진
행하는 과학자의 편의를 고려한 문제풀이환경에 대한
설계는 부족한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이 영양학 분

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의 축

야에서 생성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

적된 개인 건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 및

에서 사용자를 고려한 문제풀이환경을 제안하였다.

저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는 여
러 명의 식이 데이터와 건강정보를 설문을 통해 수집하
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
석 실험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 다뤄지는 식이
데이터 분석 실험의 효율적인 환경을 위한 문제풀이 환
경을 설계한다. 문제풀이환경은 많은 양의 식이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하여 실험자의 편리성을 돕는다. 제안된 문제풀이환경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식이 패턴 분석을 가속화하고 식
품 영양학 적으로 식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건강
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 설계한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식품 영양학적 시
나리오를 통해 설계한 시스템을 설명하고, 마지막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3.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 설계
식품 영양학에서 식이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제풀이환
경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거친다. 1. 가설 설정
및 계획, 2. 데이터 클리닝, 3. 데이터 분석, 4. 결과 해
석. 그림 1은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의 4
단계를 나타낸다.
먼저, 사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준비한다. 가공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된 데이
터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구성된다. 데이터 클리닝 단
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데이
터 정제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값에 대해 데이
터가 누락된 경우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
는 해당 값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수정하거나 제거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몇몇 연속적인 값들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몇 개의 범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특정 조건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연속적인 데이터를 적절한 범주로 나누는 과정을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 병렬 및 분산 클라우드와 그리드 컴

한다. 따라서 데이터 클리닝 단계는 전체 분석 과정에

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돕는 플랫폼에 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용자의 노동력이 요구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AP(Collaborative Analytics

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분석을 위한 데이터 클리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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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 4단계
Fig. 1 Four steps of the problem solving environment
to automate dietary data analysis

에서의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돕는다. 데이터
클리닝 단계가 완료된 후, 사용자는 정의한 가설을 분석
하기위한 적절한 데이터를 얻게 된다.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가설을 얻기 위해 다
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 여러 통계적 분석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

그림 2 식이데이터 분석 문제풀이환경 수행 흐름도

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Fig. 2 Flow chart of the problem solving environment
for automate dietary data analysis

걸리고 각 분석에는 반복적인 작업이 포함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동일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
을 적용하는 것을 병렬 처리하여 보다 빠른 분석을 수

리닝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 결과 해석 단계로 이루어

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실

진 SAS 코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식이 데이터를

험 결과를 해석하여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도출해 낸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과 병렬 수행이 가능

제안된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한 작업이 분산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전체 분석과정을

기 위한 자동화된 문제 풀이 환경을 제공한다. 각 반복
적인 작업은 분산되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식품 영양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 분석 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4. 사례연구

스템 SAS[8]를 활용한다. SAS가 설치되어 통계 분석

그림 3은 식품 영양학 시나리오에 따라 식이데이터의

을 수행하는 머신이 독립된 머신으로 서로 디스크를 공

분석을 자동화하는 문제풀이환경의 4가지 처리 단계를

유하지 않는 환경으로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

보여준다. 사용자는 가설 설정 및 계획 단계에서 “한국

산 환경에서 대량의 식이 데이터를 각 머신이 수행하고

성인의 BMI와 고혈압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가설을

중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세운다.

사용한다. 또한 Python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분산 컴

실험에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9]의 2007년부터 2012

퓨팅 환경에서 일련의 단계를 병렬 수행 가능하게 한다.

년까지 각 연도별 미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연도별

독립된 분산 머신에서 병렬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크기는 07년도(53.9MB), 08년도(114MB), 09년

분석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를 사용가능한 머신 수에

도(123MB), 10년도(70MB), 11년도(66.6MB), 12년도

따라 균등분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63.0MB)이다. 분석에 사용되기 위해 연도별 데이터는

그림 2는 식이데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에서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병합된다.

병합된

데이터는

Python 코드와 SAS 코드를 이용하여 분산 및 병렬 수

50,405명의 측정 데이터를 갖는다. 입력 데이터는 데이

행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각 머신에 사용되는 입력데이

터 클리닝 단계에서 가설 검증을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

터는 머신 수에 따라 균등분할 되어 사용된다. Python

를 제거 하는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어 암에 대한 데이

코드는 3개의 SAS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머신에 SSH

터는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과 관련 없는 데이터이기 때

접속을 통해 SAS 코드를 수행하는 배치 파일을 실행시

문에 사용자는 특정 조건을 입력하여 불필요한 관련 데

킨다. 각 SAS 프로그램은 각 머신에 분할된 데이터에

이터를 제거한다. 또한 알코올 섭취 및 혈압, 흡연량과

대해 분석 4단계의 가설 설정 및 계획 단계, 데이터 클

같은 연속적인 변수들에 관해서는 분석을 위해 적절한

식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문제풀이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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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의 처리 단계
Fig. 3 Processing steps for the problem solving environment in the food & nutrition domain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안된 프레임

에 앞서 하나의 데이터로 합병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

워크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값을 처리하는

터 클리닝 단계에서는 각 머신에서 클리닝된 데이터를

것과 특정 변수에 대해 파라미터 값을 나누어 절적한

합병하기 위해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에 처리한 데이터

범주를 나누는 것을 자동화 한다.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를 저장하여, 각 머신이 이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합한

마친 후, 가공된 18,220 명의 건강 데이터가 가설 분석

후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가설 검증을 진행

에 사용된다.

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각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나이, 성별, 연도, BMI, 혈압과

변수들은 범주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여러 번

같은 변수를 사용하여 적절한 모델을 찾기 위해, 사용자

반복을 통해 적당한 값을 선택하는 과정이 파라미터 실

에게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 선형 모

험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형과 같은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에게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적당한 값을 파라미터로

통계학적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 적용되는

입력 받음으로써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한번에

것이 나뉜다. 예를 들어 선형 회귀 분석은 오직 연속적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식이 데

인 변수에 대한 분석에서 적용된다. 통계학적 분석 결과

이터를 분석하는 본 가설에서는 크게 흡연기간과 음주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이 정의된다.

에 대한 사용자의 파라미터 조절이 필요하다. 과거 흡연

age = -13.160934*(hp1) + 0*(hp2).

자와 현재 흡연자의 흡연 기간을 1～15년으로 3머신이

이 방정식은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데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 병렬로 실행한다. 또한 음주를 섭

이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방정식이다.

취하는 빈도에 따라 구간을 4개로 나누는 부분에서 각

또한 사용자는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구간의 파라미터 값을 9가지의 경우로 다르게 수행하는

결정하기 위해서 각 모델과 p-value 값을 확인할 수 있

부분을 병렬로 실행한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한 머

다. 일반적으로 p-value값이 0.05를 기준으로 사용된다.

신 안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던 분석 모델 3가지를 각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각적

머신에서 나누어 수행한다. Machine1의 경우 일반 선형

그래프 및 테이블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를 확인한다.

모형 분석을 수행하고, Machine2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

위와 같이 일련의 순서로 실행되던 실험은 다음과 같

분석을 수행한다. Machine3은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은 부분을 병렬로 처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클

여 각 통계 분석을 나누어 병렬로 수행하였다. 실험에

리닝 단계에서 3개의 머신은 각각 2년치의 데이터를 가

사용된 머신은 CPU(Intel i5, 3.00GHz, Quard Core),

지고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거나 데이터의 필드에서

4GB ram의 같은 사양의 3대의 머신을 사용하였다.

암에 대한 값과 같이 가설과 관련 없는 값을 제거하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 진행한 실험은 그림 3에서의 식

부분을 수행한다. 각 머신에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정

이데이터 분석의 가설 설정 및 계획 단계부터 결과 해

제된 데이터는 분석 단계와 파라미터 조절을 진행하기

석 단계까지의 4단계를 전체를 수행한 수행시간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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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순차/병렬 수행 시간
Fig. 4 Sequential/Parallel execution time

그림 5 데이터 크기에 따른 순차/병렬 수행 시간
Fig. 5 Sequential/Parallel execution time according to

하여 순차(sequential) 수행과 병렬(parallel) 수행했을 때

data size

를 비교 실험하였다.
그림 4는 하나의 머신을 사용해서 식이 데이터 분석

하므로 수행시간이 감소하였다. 마지막 결과 해석 단계

의 4단계를 순차 수행(sequential)했을 때의 실행 시간

에서는 결과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시

과 제안된 분석 자동화 문제 풀이 환경에서 3개의 머신

간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을 이용하여 병렬 수행(parallel)했을 때의 실행 시간에

그림 5는 분석에 사용되는 식이 데이터의 크기에 따

대하여 각 5번씩 수행하여 계산된 평균 실행 시간을 보

른 순차(sequential) 실행과 병렬(parallel) 실행의 수행

여준다. 가설 분석을 위한 실험에 사용된 미 가공된 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수행시간은 각 데이터 사이즈

체 데이터 사이즈는 490MB이다. 순차 수행의 경우

별로 3번 수행한 결과의 평균 시간으로 계산되었다. 가

326.63초, 병렬 수행은 214.23초가 걸려 제안된 분석 자

설 검증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 사이즈를 490MB라고 할

동화 문제 풀이 환경의 경우 약 34.41%의 수행 시간을

때, 식이 데이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326.63초(sequ-

단축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문제풀이 환경으로 식이 데

ential)와 214.23초(parallel)가 걸린다. 또한 데이터의 양

이터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 환경을 구축하면 실험에 소

이 980MB인 경우에는 681.42초(sequential)와 461.06초

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parallel)가 소요되어 32%의 시간 감소를 보이므로, 데

식이데이터 분석 4단계에 따른 단계별 수행 시간 분

이터의 양이 증가하여도 병렬수행의 실행시간이 순차실

석은 다음과 같다. 실험은 4번의 수행 결과의 평균 실행

행의 시간보다 적게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데

시간을 측정하였다. 먼저 가설 설정 및 계획 단계의 경

이터의 양이 70MB인 경우에는 30.06초(sequential)와

우 SAS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프로그램에

46.69초(parallel) 시간이 소모되어 3개의 머신에서 병렬

업로드 및 준비 단계를 포함한다. 순차 수행의 경우 하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머신에서 수행한 경우

나의 머신에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48.25초)

의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 이는 병렬 수행의 경우 각

병렬 머신에서 균등 분할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머신에서 병렬로 처리한 데이터를 중간결과로 이용하여

(6.10초)로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 병렬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데이터로 합병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많은 시간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버헤드가

두 번째 데이터 클리닝 단계의 경우 181.29초(sequen-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양이 80MB 이후부터 두

tial)와 177.72초(parallel)이 소요되었다. 앞선 단계보다

선의 교차점이 생기고, 교차점 이후로는 제안된 병렬 실

더 오랜 시간 소요되었고, 시간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는

행이 80MB 이상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빠

데 이는 데이터 클리닝단계에서 각 머신 사이의 데이터

르게 분석하여 병렬 수행이 효과적임을 보인다.

통신의 오버헤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인

식이데이터 분석 4단계를 고려하여 70MB, 245MB,

데이터 분석 단계의 경우 45.75초(sequential), 25.93

490MB의 데이터를 가설 설정 및 계획 단계, 데이터 클

(parallel)이 소요되어 하나의 머신에서 3가지 통계 분석

리닝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

을 수행한 것에 비해 세 머신에서 각 통계 분석을 수행

다. 그림 5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70MB에서의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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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시간의 경우 병렬 수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
의 오버헤드로 인해 순차 수행(3.50초, 15.46초, 3.27초)
이 병렬 수행(1.70초, 42.72초, 2.16초)보다 더 적은 시간
을 소요한다. 한편 245MB에서는 병렬 수행(2.48초,
115.81초, 10.40초)이 순차 수행(22.45초, 93.70초, 21.10
초)보다 데이터 클리닝 단계에서 22초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3단계를 합해서 볼 때 순차 수행의 경우가 8.56
초 더 소요된다. 이는 데이터 클리닝 단계에서 병렬 수
행으로 발생한 시간 증가보다 나머지 두 단계에서 발생
한 시간의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이고, 따라서 병렬 수행
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병렬 수
행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다른 두 단계보다 데이터 클리
닝 단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가설 분석에 사용된 490MB의 경우 3단계 모두 순
차 수행(48.25초, 181.29초, 45.75초)보다 병렬 수행(6.10
초, 177.72초, 25.93초)에서 수행 시간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245MB의 경우 순차 실행보다 병렬 수행의 시간이
6.2% 감소했지만 490MB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약
23% 실행 시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양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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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안된 문제풀이 환경을 사용하면 분석에 소요되
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 식이데이터 분
석을 위한 분석 자동화 문제풀이환경을 설계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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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데이터 클리닝 단계 및 분석

안 윤 선

단계에서 각 수행되는 작업에 있어서 반복적인 작업을

2013년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
업(학사). 2013년～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 과정. 관심분야는 하
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온톨로지, 지
능형 시스템

자동화하여 분석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향후에는 식이
영양학 분야의 새로운 가설에 대한 문제풀이환경에서의
병렬 수행을 연구하고, 새로운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문
제풀이환경을 구현하여 식이 영양학 분야의 식이 데이
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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