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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 전통 식품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분석학적 정보 이외 기능성 및 관련 질병 등에 대한 종합적이 정보제공이 

미흡한 현실에 대비하고 전통식품의 세계화 및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표준 참조 웹포탈을 

구축하였다. 식품-식자재-영양성분-효능 정보를 통합하여 한국전통식품의 영양학적, 생리학적, 질병학적 메타데이터를 웹포탈로 

제공하였다.

I. 한국식품 표준참조의 웹 포탈 구축을 
위한 시맨틱 온톨로지 설계

1. 식품-식자재-영양성분-효능 시맨틱 온톨
로지 설계

  현재까지 한식과 그 성분의 연관성을 구성한 온톨로지

(ontology)는 설계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온톨로지의 Term, Relation, Structure를 추출하여 산국

식품의 영양 성분과 효능과의 관계를 node-edgy-node의 

triple 구조로 설계하였다. 데이터의 모든 Term은 방향성 

비 순환 그래프 (DAGs, Directed Acyclic Grpahs)로 나

타내었으며, 하나의 용어는 Tree에서 다시 parent를 가질 

수 있도록 is-a 는 A is a type of B로, part of 는 

physical part of (component)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설계

되었다[1]. 계층구조는 하나의 child가 하나의 parent만 

가질 수 있는 반면, DAG는 계층구조(hierarchy)와 달리 

하나의 child가 여러 개의 parent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

의 교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XML은 계층구조의 표현은 

쉽지만 DAG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웹 메타 테이터 표준

안인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을 도입하

여 데이터를 표현하였다. 데이터의 입출력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Object-Relation-Mapping기술을 사용하였다

[2]. 온톨로지 관리자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2. 한국식품 표준참조 웹 포탈 구현

 기존의 식품 영양 성분함량 정보와 온톨로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식품의 메타 테이터를 웹 포탈로 제공하였

다. 그림 2와 같이, 한국식품 표준참조는 식품 영양성분 

함량, 식재료의 정보, 생리활성 물질 정보, 그리고 생리활

성 물질에 따른 관련된 질병정보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시맨틱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한국식품 

표준참조는 키워드 검색 및 검색결과의 다운로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PubMed 등 외부 DB 링크를 통해 정보

의 출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 그림 1. 온톨로지 관리자 시스템 구성도 

▶▶ 그림 2. 한국식픔 표준 참조 웹포탈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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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배추김 식재료-영양성분-생리활성 물질 추출 정보의 시맨틱 모델링을 통한 시각화 

  웹 포탈에서는 식품-식자재-영양성분의 기본 데이터를 

미국(USDA),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EuroFIR) 3

개국과 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정청의 식품영양 성분 

DB(FANTASY)의 통합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각 국의 

식품영양성분 통계수치는 표 1과 같다. 또한 한식의 통합 

정보를 시맨틱 모델링하여 시각화하여 표현하도록 설계되

었다.  

표 1. 유럽, 미국, 국내의 영양성분 정보 현황 

(단위:건)

구분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

식품 935 1,300 2,000 7,906 10,603

식품
그룹

110 70 80 25 18

영양
성분

80 50 50 146 153

Ⅱ. 한식의 시맨틱 모델링 결과 
   (예시: 배추김치)
 
  한국 전통 식품 중 하나인 배추김치의 영양학적, 생리학

적, 질병학적 정보를 통합하여 김치에 대한 시맨틱 온톨로

지 정보를 추출하였다: 1) 배추김치의 대표적인 식재료(배

추, 고춧가루, 양파, 마늘, 젓갈, 소금, 무, 생강)의 영양성

분별 생리활성 물질들 추출 2) 추출된 영양성분별 생리활

성 물질과 관련 있는 질병 추출.

  그림 3은 웹 포탈에서 추출된 배추김치의 식자재 별 

영양성분과 연관된 생리활성 물질들을 문헌정보의 텍

스트 마이닝을 통해 시맨틱 모델링한 결과이다. 배추

김치로부터 추출된 생리활성 물질들 중 Capsaicin은  

apotopsis[3], cell growth[4]등의 biological process에 

관여하며, 또한 neoplasms[5] 질병과도 관련이 있음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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