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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비거니즘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채식 인구의 증가에 수반되어야 하는 채식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구축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가공식품 성분 표를 분석하여 채식주의자 단계에 맞는 대체식품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먼저, 가공식품의 원재료들이 표기되어 있는 성분 표를 분석하여 사

용자의 채식주의자 단계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합하지 않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공

개 API를 이용하여 해당 가공식품과 제품 유형이 같은 식품을 검색하고 그 결과로부터 사용자의 채식주의자 

단계에 적합한 원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추천해준다. 

키워드: 채식주의자(Vegetarian), 가공식품(Processed Food), 

대체식품(Alternative Food), 추천(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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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 환경보호, 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비거니즘(Veganism)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또한 매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채식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구축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을 

구매할 경우 성분 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원하는 

가공식품이 사용자의 채식주의자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일 경우 

대체하는 식품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대체식품 추천 관련 기존의 연구로는 [1] 등이 있으나 이 연구는 

가공식품의 인공 첨가물 및 알레르기 관련 연구이며 또한 채식주의자

를 위한 원재료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성분 표에 명시되어 있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채식주의자 단계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판별하고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_HACCP 제품이미지 및 포장지표기정보’ OpenAPI[2] 등을 활용하

여 식품유형에 따른 식품을 검색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대체식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기존 채식 관련 서비스로는 [3~4] 등이 있다. [3]은 가공식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앱이

다. [4]는 가공식품들의 성분표를 분석하여 식품 첨가물들이 좋은 

성분인지 나쁜 성분인지 식품의 성분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위의 앱 모두 채식주의자를 단계별로 판별하여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대체식품을 추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의 

채식주의 단계 데이터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OpenAPI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식품군과 동일한 식품군 중에서 사용자의 채식주의자 

단계에 적합한 식품을 제공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시스템 구조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5]를 기반으로 하며 Fig. 1과 

같이 어플리케이션과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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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architecture

전체 시스템은 크게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 분석(Image Analysis) 

부분과 서버의 채식주의자 단계 확인(Vegetarianism Level 

Matching)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미지 분석 부분에서는 가공식품의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를 하면 제품의 원재료명 

사진으로부터 NAVER CLOVA OCR[6]를 통해 텍스트를 추출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채식주의자 단계 확인 부분은 유효 텍스트 추출(Valid Text 

Extraction) 모듈, 채식주의자 판별(Vegetarian Distinction) 모듈, 

그리고 대체식품 추천(Alternative Food Recommendation) 모듈로 

구성된다. 유효 텍스트 추출 모듈에서는 가공식품 성분표 사진으로부

터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의 세부내역을 텍스트로 추출하

고, 채식주의자 판별 모듈에서는 그 결과와 사용자가 설정한 채식주의

자 단계를 비교하여 해당 식품이 사용자의 채식주의 단계에 적합한 

식품인지를 판별한다. 만약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대체식품 추천모듈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OpenAPI를 

이용하여 동일한 식품유형 중 적합한 식품을 추천한다.

2. 대체식품 추천

본 시스템은 Table 1의 채식주의자 7단계에 따라 다르게 동작한다.

식품류

단계

과일 

/채소
유지류 난류 어패류 가금류 육류

비건 O X X X X X

락토 O O X X X X

오보 O X O X X X

락토오보 O O O X X X

페스코 O O O O X X

폴로 O O O O O X

플렉시테리언 O O O O O O

Table 1. Foods that can be eaten by vegetarian level

채식주의자 7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Table 1의 식품류와 원재료

명의 관계를 매핑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류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베이컨, 햄 등이 포함되며, 가금류에는 조류고기를 

의미하며 닭고기, 오리고기가 포함되고, 어패류는 어육, 생선살, 해산

물,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한 식품유형 분류 기준(Table 2)을 이용한

다. Table 2는 제품의 원료, 용도, 섭취형태, 성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통 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표이다. 

식품류 종류

식육가공품

‣ 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 동물성유지류(기타동물성유지 제외) 

‣ 베이컨 → 햄류 → 소시지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 갈비가공품 → ...)

‣ 식육추출가공품 ( → 식육함유가공품 )

유가공품

‣ 우유류 → 산양유 → 분유류 → 농축유류 → 

발효유류 → 가공유류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믹스류

‣ 유크림 → 버터류 → 버터유류

‣ 치즈류 → 유당 → 유청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전분, 

당류 및 

그 가공품

‣ 개별유지 : 식물성유지류 → 기타동물성유지

‣ 혼합유지 : 혼합식용유 → 향미유

‣ 유지가공품 : 쇼트닝 →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

성크림 → 가공유지

유지류 및 

그 가공품

‣ 개별유지 : 식물성유지류 → 기타동물성유지

‣ 혼합유지 : 혼합식용유 → 향미유

‣ 유지가공품 : 쇼트닝 →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

성크림 → 가공유지

어육 및 

그 가공품

‣ 어육가공품류 : 어육살 → 연육 → 어육반제품 

→ 어묵 → 어육소시지 → 기타어육가공품

간편식류
‣ 시리얼 → 면류 → 만두류 → 생식류 →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간식류

‣ 코코아가공품류(기타코코아가공품 제외) → 빙

과 → 초콜릿류 → 과자류(떡 → 빵 → 과자, 캔디, 

껌) → 기타코코아가공품

Table 2. Food Type Classification Criteria

[2]의 API의 식품유형은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식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세부 품목까지 구분하지 않는다. [2]의 API에서 검색 가능한 

‘식품유형’으로는 ‘돈까스’, ‘피자’, ‘만두’, ‘국수’, ‘조림’ 등이 있다. 

제품명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빵류’, ‘조림류’와 같이 ‘류’가 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므로 ‘류’라는 문자열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유탕면’,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과 같이 제조방법에 따라 표현된 

식품유형의 경우 제품명API를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대체식품 추천 모듈의 세부 구조도는 Fig. 2와 같다. 대체식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2]의 API를 통하여 해당 가공식품과 ‘식품유

형’이 동일한 제품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가 추출되는 경우, 원재료 

표준코드(Raw Material Standard Code) API[7] 및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원재료명 API[8]를 통해 검색 결과로 나온 대체식

품의 원재료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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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ternative food recommendation module 

IV. Implementation

1. 구현 방법

제안 시스템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_HACCP 제품이미지 및 

포장지표기정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

하는 OpenAPI로 제품명의 일부만 입력하여도 검색이 가능한 공공데

이터 포털 API이다. 가공식품의 식품유형을 요청 변수 옵션 중 제품명

에 이용한다. 이 옵션으로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출력 결과로는 제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형명, 

제품이미지 URL 등을 알 수 있어 같은 제품군인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고 채식주의자 단계를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제품명과 사진 

등을 제공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 구현 결과

Fig. 3은 ‘빼빼로’의 성분표 사진으로 식품 유형(초콜릿가공품) 

및 원재료명(밀, 대두, 우유, 땅콩 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성분표 사진을 입력으로 하여 이미지 분석과 채식주의자 단계 

확인 과정을 수행한다.

Fig. 3. Example of raw materials and contents

Fig. 4는 해당 제품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식품인지를 판단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채식주의자 단계가 ‘비건’인 

경우 원재료명에 ‘우유’가 포함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채식주의

자 단계에 따라 부적합한 원재료명을 출력한다.

Fig. 4. Screen shot for invalid food by vegetarian level

Fig 5는 ‘빼빼로’의 대체식품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빼빼로’의 

식품유형이 ‘초콜릿가공품’이므로. API 제품명 요청변수에 ‘가공품’

을 제외한 ‘초콜릿’이 입력이 되고 ‘초콜릿’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모든 가공식품 중에서 비건에게 적합한 식품이 추천이 된다.

Fig. 5. Screen shot for alternative foods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공개 API를 활용하여 

채식주의자 단계에 따른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가공식품의 식품유형과 원재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채식주의자 단계에 해당 가공식품이 적합한지를 판별하고 사용자 

채식주의자단계와 적합하지 않을 시 대체식품을 제공해 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34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원재료들이 들어 있는 제품들로 

대체식품을 필터링 해줌으로써 사용자 채식주의자 단계에 맞는 제품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로는 

대체 식품 추천 시 사용자의 알레르기 정보도 입력 받아 사용자의 

다양한 식생활에 적합한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식품류,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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