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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ince 1998,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s. The food intake data of individuals

in the KNHANES has also been utilized as source dataset for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via foo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intake estimation and prevent missing data for less-responded foods, the structure of integrated

long-standing datasets is significa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rge multi-year survey datasets due to

ineffective cleaning processes for handling extensive numbers of codes for each food item along with changes

in dietary habits over tim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1) cleaning the process of abnormal data 2) generation

of integrated long-standing raw data, and 3)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of consistent dietary exposure factors.

Methods: Codebooks, the guideline book, and raw intake data from KNHANES V and VI were used for

analysis. The violation of the primary key constraint and the 1st-3rd normal form in relational database theory

were tested for the codebook and the structure of the raw data, respectively. Afterwards, the cleaning process was

executed for the raw data by using these integrated codes.

Results: Duplication of key records and abnormality in table structures were observed. However, after adjusting

according to the suggested method above, the codes were corrected and integrated codes were newly created.

Finally, we were able to clean the raw data provided by respondents to the KNHANES surve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the multi-year datasets and help

improve the data production system by clarifying, testing, and verifying the primary key, integrity of the code,

and primitive data structure according to the database normalization theory in the national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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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건영)는 ‘국

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작성된 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 지정 통계 자료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국건영은 검진, 건강설문 및 영

양조사를 실시하고, 제1기(1998)부터 제3기(200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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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3년 주기로 진행되었으나, 제4기(2007~2009)부

터 연중조사체계로 개편하여 연령별 특성에 따라 소

아(1~11세), 청소년(12~18세), 성인(19세 이상)으로

나누어 매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일 기수에 해당하는 3개 년도가 각기 독립적인 3

개의 순환표본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이 될

수 있도록 순환표본조사(Rolling Sampling Survey)

방식을 사용하고, 현재는 6기 3차까지의 자료가 발

간된 상태이다.1) 이중 식이조사의 경우 24시간 회상

법을 기초로 한국인의 대표성 있는 식품 및 영양성

분의 섭취량 산출을 목적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 및 환경부와 같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의 노출량을 산정하고 위해평가 시 핵심 노출계수로

써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 등 다양한 분

야의 학술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3) 

한편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인 데이터베이스는 대

량의 자료를 입력,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는 효율적

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학문으로 현재 가장 범용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 모델이다.4)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집

합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모델로써 엑셀과 같은 파일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 불일치성을 개선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현재 Oracle (ORACLE) 및 SQL-Server

(Microsoft) 등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

그램(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 채

택하고 있다. 그 중 정규화 이론은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자료의 중복을 방지함

으로써 자료의 이상현상 (Anomalies), 즉 일관성 없

는 자료 입력, 검색 및 통계자료의 출력을 방지함으

로써 자료의 무결성(Integrity)을 지원한다.4)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6년(2010~2015년) 간의 기

수 및 연차 별로 생산된 국건영 식이조사 자료에 대

하여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기초적인 기본 키(Primary

Key)의 고유 제약조건 준수여부 및 정규화 이론을

수단으로 자료 및 자료구조의 무결성에 대하여 진단

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기수 간 자료 정제를 실시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국가 통합 식이노출계수 생산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데이터 준비 및 정제 범위

국건영 홈페이지1)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5기(2010-

2012)와 제6기(2013-2015)의 코드북, 원시자료 및 이

용지침서를 다운로드 하여 수집하였다. 해당 기간 동

안 국건영의 조사 대상자 수는 Table 1에 기술하였

다. 국건영을 비롯한 설문조사 기반의 자료는 원시

자료에서 참조하는 코딩체계를 기술한 코드북과 그

내부에 정의된 코드값에 따라 원시 데이터가 생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개인별 24시 회상조사 자

료를 정제 대상 범위로 하여 연차 별 이용 지침서

를 이용해 관련 변수들을 분석했다. 또한, 엑셀 파

일 형태의 코드북 개별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하고 원시 자료는 Oracle 11g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연차 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제 준비를 진행하였다.

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국건영 자료의

명명방식

국건영 자료는 코드북은 엑셀파일 형식으로 원시

데이터는 통계파일 형식인 SPSS 및 SAS로 제공한

다. 코드북과 원시데이터 모두 열과 행의 형식으로,

열은 조사변수를 행은 해당 열에 해당하는 조사결과

값을 나타내고 연도별로 각각의 파일로 제공된다. 이

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한 파일에서

변수들의 집합 및 자료형식(예, 숫자/문자)은 테이

블, 조사변수는 컬럼, 그리고 조사변수별로 상응하

는 하나의 행을 이루는 결과값은 레코드로 명명한다.

3. 기본키의 제약조건 충족 및 위반 검정

기본키는 모든 테이블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하

기 위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상의 특별한

Table 1.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raw data in KNHANES V-VI 

KNHANES V (n=31,596) VI (n=29,319)
Total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articipants 10,938 10,589 10,069 10,113 9,701 9,505 60,915

Raw data 473,549 447,249 415,443 472,354 446,753 444,612 2,69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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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혹은 컬럼의 조합)으로써, 다음의 원칙을 만족

해야 한다.

첫째, 기본키는 데이터의 각각의 레코드 대하여 유

일 값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키는 널(null)값을 포함시킬 수 없다. 

기본키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일반적으로 코드

(code)로 부르는 값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건영

원시자료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코드북의 식품코

드 체계에 대하여 상기 기본키 제약조건 원칙의 충

족여부를 검토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현재 국

건영의 코드북 내 식품코드 체계는 세 개의 계층 구

조(소분류-1차, 중분류-2차, 대분류-3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키로써 적용될 수 있는 컬럼은 Table 2

에서 1차 식품코드(N_FCODE) 및 1차 식품명

(N_FNAME)이고, 2차와 3차 식품코드(N_FCODE2,3)

및 식품명칭(N_FNAME2,3)의 경우 각각 제1차 및

제2차의 중복을 제거한 후 상기 2가지 원칙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Table 3의 구조상 기본키는

N_FCODE로 보이며 N_FNAME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보인다. 그러나 N_FNAME외에는 달리

Table 2. Variables list in food code table of coding book in KNHANES

No. Variable name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 type(**Length)

1 N_FCODE Food code (1st) C(5)

2 N_FNAME Food name (1st) C(80)

3 N_FCODE2 Food code (2nd) C(5)

4 N_FNAME2 Food name (2nd) C(40)

5 N_FCODE3 Food code (3rd) C(5)

6 N_FNAME3 Food name (3rd) C(40)

7 N_RDA_CODE Food code of RDA C(11)

8 N_WT Weight conversion factor N(10.3)

*Variable type: data type estimated from raw data structure

- C : text type composed of characters 

- N : numeric type composed of decimal or integer

**Length: maximum storage size 

- for C : The maximum allowed one text size

- for N (x.y) : The maximum allowed size of decimal point

 · x: the maximum size of the whole number part

 · y: the maximum size of the fractional part

Table 3. Variables in food intake survey table of raw dataset in KNHANES

No. Variable name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 type(Length)

1 ID Participants ID C(10)

2 N_FCODE(*FK) Food code (1st) C(5)

3 N_FNAME(FK) Food name (1st) C(80)

4 N_KINDG1 Food group 1 C(2)

5 N_KINDG2 Food group 2 C(2)

6 N_FCODE2(FK) Food code (2nd) C(5)

7 N_FNAME2(FK) Food name (2nd) C(40)

8 N_FCODE3(FK) Food code (3rd) C(5)

9 N_FNAME3(FK) Food name (3rd) C(40)

10 NF_INTK Food intakes N(10.2)

…

*FK (Foreign Key): variable referred from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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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설명할 수 있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 개념의 동명이식품(同名異

食品)은 있을 수 없으므로 Fig. 1의 (a)처럼 N_FCODE

와 N_FNAME의 모든 레코드는 동일한 수의 1:1 매

핑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기본키의 제약조건 충

족의 예시로, (b), (c)와 같은 경우는 위반 예시로써

검정하였다.

4.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이론에 따른 정규형 충

족 및 위반 검정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방법론은 크게 제1정규형

(1NF, the First normal form), 제2정규형(2NF, the

Second normal form), 제3정규형(3NF, the Third

normal form), 보이스-코드 정규화(BCNF, the Boyce-

Codd normal form), 제4정규형(4NF, the Fourth

normal form) 및 제5정규형(5NF, the Fifth normal

form) 등이 있으며 기술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수행된다. 제1정규형이란 테이블의 도메인

이 원자 값만으로 이루어진 관계, 제2정규형은 제1

정규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컬럼이 기본키에

완전히 기능적으로 종속된 형태를 말하고, 제3정규

형은 제2정규형이면서, 기본키가 아닌 컬럼 간에는

완전히 기능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형태이다4
. 또한

각각의 정규형의 요건을 벗어날 경우 이를 정규형

위반으로 표현한다. 통상적인 관계형 데이터 모델 설

계에서는 제3정규형까지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정규형까지의 관점에서 HNYR_24RC

(YR: 10~15년) 코드북 및 원시자료의 정규형 충족

및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고 세부적으로 테이블 및

변수들을 검토하였다(Table 2, 3). 

5. 국건영 5기 및 6기 검정 및 정제를 위한 단계

적 접근 방법

식품은 그 특성상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가능성과 신규 식품의 생성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

습관의 변화는 조사 대상 식품의 목록 및 코드의 변

화의 요인이 되므로 5기 및 6기 각 3차년의 총 6년

간 자료에 대하여 앞 절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검

정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제를 실시하였다(Fig. 2).

1단계, 5기 및 6기 단일 기수내 차수별 식품코드

를 검정한 후 정제한다.

2단계, 1단계 정제된 식품코드를 최근 기수를 기

준으로 병합하여 코드간의 상이점을 비교하고 정제

하여 통합코드를 생성한다. 

3단계, 정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코드를 대상으

로 정제 전 코드가 적용된 원시자료내의 레코드들에

대하여 최종 정제 작업을 진행한다.

III. 결 과

1. 기본키의 제약조건 충족 및 위반 검정 결과

기본키의 제약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

~3차 식품코드 및 식품명에 해당하는 N_FCODE,

Fig. 1. Cases for N_FNAME and N_F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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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FNAME, N_FCODE2, N_FNAME2, N_FCODE3

및 N_FNAME3 컬럼을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하였

다. 일단 모든 기본키에 NULL값은 전혀 없으므로

제약조건의 2번째 원칙은 충족하였다. 

첫번째 원칙과 관련된 분석을 위하여 5기와 6기의

연도간 N_FCODE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5기에서 연도간 N_FCODE의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으나, N_FCODE와 N_FNAME의 개수가 상

이하였다. 이는 고유키의 고유성 제한조건 위반에 해

당하고, N_FNAME을 기준으로 그룹핑하여 원인을

파악한 결과, 13개 식품에 대하여 총 31건 [케이크,

생크림케 (파리바게뜨) 2건; 꿀, 아카시아꿀 2건;

꿀, 잡화꿀 3건; 타로토란, 토란대, 삶은 것 2건; 어

패류액젓, 참치액젓 2건; 들기름 3건; 간장, 양조간

장 2건; 고추장, 초고추장 4건; 된장, 일본된장 2건;

소금, 죽염 2건; 식초, 양조식초 3건; 피자, 콤비네이

션 2건; 아이스크림, 바닐라&아몬드 (Haagen-Daz)

2건]의 중복이 존재하였다(Table 5).

다음으로, 6기 (2013-2015)의 연도간 N_FCODE를

비교한 결과, 2014년의 N_FNAME이 동일 기수 내

다른 연도 (2013, 2015)보다 6개 [라면, 용기면; 우

동, 인스턴트, 생면, 건면; 과일야채, 주스; 돼지고기

Fig. 2. Stepwise process for data cleaning food codes and raw datasets.

Table 4. Summary of no. of total and error cases of food codes and name by annual survey in KNHANES V-VI

KNHANES V (2010-2012) KNHANES VI (2013-2015)

1st 2nd 3rd 1st 2nd 3rd

N_FCOD

E

[*Err]

N_FNA

ME

[†Dupl]

N_FCOD

E2

N_FNA

ME2

N_FCOD

E3

N_FNA

ME3

N_FCOD

E3 [‡Add]

N_FNA

ME

[‡Add]

N_FCODE

2 (†Dupl)

[‡Add]

N_FNAM

E2 (†Dupl)

[‡Add]

N_FCOD

E3

N_FNAM

E3

5,105

[31]

5,087

[31]
1,088 1,088 793 793

5,120

[6]

5,120

[6]

1,074

(46)

[1]

1,117

(74)

[1]

819 819

*Err: Error N_FCODE
†Dupl: The number of duplicated N_FNAME or N_FCODE
‡Add: The number of added N_FNAME only in the 2nd survey in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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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 소시지, 홈소세지; 조미김; 요구르트, 호상

(마시는 요구르트), 가당]가 더 많았다. 또한, N_

FNAME2의 중복 (n=46) [가리비; 가자미; 게; 고둥

/골뱅이; 꼴뚜기; 동자개; 문어; 미더덕; 백합; 복어;

볼락; 새유/패류, 젓; 성게; 순대; 아귀; 어수리; 오징

어; 죽; 커피, 음료; 키조개; 팽이버섯; 해삼; 홍합/진

주담치 각 2건] 및 N_FCODE2의 중복 (n=74) [02025

2건; 06999 9건; 07099 10건; 08197 2건; 11303 2

건; 11999 35건; 17099 12건; 95004 2건]이 존재하

였다. 

마지막으로, 5기와 6기 전체에 대한 비교를 진행

한 결과, N_FCODE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N_FCODE가 약 300개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N_FNAME을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N_FNAME2

가 약 70개, N_FNAME3는 약 50개 차이를 보였다.

2.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이론에 따른 정규형 충

족 및 위반 검정 결과

코드북 테이블의 경우(Table 3), N_FCODE는 기

본키이고 나머지 컬럼은 기본키가 아닌 컬럼으로 간

주할 수 있다. 국건영 식품코드체계에 따르면(Table

6), N_FCODE는 총 5자리 문자로 첫 번째 자리가

데이터 출처(0~6)를 구분하는 동시에 앞의 2자리가

식품군을 나타낸다(자료 분석 결과 첫 자리가 0내지

1인 경우는 식품성분표 자료에 해당). 이 경우, 하나

의 컬럼이 혼용된 도메인(데이터 출처와 식품군)의

의미를 가지므로 N_FCODE는 제1정규형에 위반된다.

또한 N_FNAME 중 [메밀국수/냉면국수(마른것),

메밀생면(풀무원)]의 경우 메밀국수/냉면국수는 식품

품목을, 마른것은 식품의 상태를, 풀무원은 제조사를

나타낸다. [닭 부산물, 모래주머니, 구운것]의 경우에

도 모래주머니는 식품 부위를, 구운 것은 가공방법

을 나타낸다. 즉, N_FNAME 컬럼은 내용상 식품품

목, 부위, 상태, 가공방법 및 제조사 등 서로 다른

도메인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정규형 위반으

로 사료된다.

제2정규형 및 제3정규형은 하위 충족 요건에 해당

하므로 이미 제1정규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추가

적인 검정은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제1정규형 충족

을 가정했을 때, N_FCODE에 나머지 컬럼들이 모두

종속되어 제2정규형은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제3정규형의 경우 기본키가 아닌 N_FCODE2

와 N_FCODE3가 N_FNAME2, N_FNAME3에 종

속되므로 정규형 위반에 해당한다.

원자료 테이블의 경우(Table 3), 기본키는 3개 컬

럼들(조사대상자(ID), N_FCODE 및 N_FNAME)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고, 기본키의 구성 컬럼을 코

드북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으므로 제1정규형 및

제3정규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정

Table 5. The foot item list of duplicated N_FNAME and

their N_FCODE in KNHANES V

No. Duplicated N_FNAME N_FCODE

1 Perilla seed oil 14003, 50699, 51342

2 Soy sauce, brewing 16003, 50930

3 Pizza, combination 50172, 50232

4
Ice cream, vanilla & 

almonds(Haagen-Dazs)
42101, 42121

5 Cakes, cream 50108, 51245

6 Vinegar, brewing 16047, 51048, 51374

7
Red pepper paste, 

with vinegar

16012, 50971, 

50972, 50973

8 Honey, acacia 03008, 51111

9 Honey, multi flora 03009, 51114, 51115

10 Soybean paste, Japan 16020, 50988

11 Salt, bamboo 16039, 61255

12 Fish sauce, anchovy 50434, 51297

13 Taro, stem, boiled 06376, 06378

Table 6. Code structure for N_FCODE in KNHANES

N_FCODE Data source

01001~19999

Korean National Food Composition Table 

(8th edi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01~29999 Processed food database

30001~39999 Imported food database

40001~49999 Fast food database

50001~69999 New processed food database

Food group name(Food group code)

Grains (01), Potato (02), Sugars and their products (03),

Beans (04), Nuts and seeds (05), Vegetables (06), Mush-

rooms (07), Fruits (08), Meats (09), Eggs (10), Fish and

shellfish (11), Seaweed (12), Milks (13), Oils (14), Drinks

and alcohols (15), Seasonings (16), Cooked and processed

foods (17), Others (18)

▶N_FCODE code structure (5): Food group code(2) + Food
sequence numb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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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형의 경우 2가지 분류의 식품군[식품군1(N_KINDG1)

와 식품군2(N_KINDG2)]은 기본키를 구성하는 컬럼

중 N_FCODE와 N_FNAME에는 종속되나 남은 하

나의 기본키 구성 컬럼인 ID 컬럼에는 종속되지 않

으므로 이는 정규형 위반에 해당한다.

3. 자료 정제 및 기수 통합코드 생성 

원시자료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건영의 식품 코

드에서 중복 코드 부여 등 정규화 이론을 위반한 경

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섭취량 산출이 어려

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지

원하기 위해 제5, 6기의 코드를 통합한 코드를 생성

하였다.

5기와 6기간 코드북의 차이는 국건영이 연차적으

로 진행됨에 따라 코드 및 식품명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식품 목록

의 차이는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 및 식품 섭취 트

렌드의 반영으로 볼 수 있어 통합코드 생성은 가장

최근 기수인 6기의 코드북 체계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5기에는 식품코드 및 식품명이 존재하나 6기에는

부재한 경우, 전체 목록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5기

의 코드 및 식품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반대로,

5기에 식품코드 및 식품명이 부재하나 6기에 존재하

는 경우는 6기의 코드 및 식품명을 그대로 유지했

다. 또한, 5기와 6기의 식품코드 및 식품명이 유사

하나 차이를 보이는 경우, 6기를 기준으로 식품코드

및 식품명을 정리하였다. 

또한,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수 내 중복 또

Fig. 3. Examples of cleaning process for duplicated N_FNAME and N_FCODE.

Fig. 4. Status summary of duplicated and cleaned codes for KNHANES V-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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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수간 충돌되는 N_FCODE 및 N_FNAME 항

목들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Fig. 2의 예시와 같은

규칙으로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N_FNAME

기준으로 검정한 결과, 총 31건 중 13건을 제외한

총 18건이 제약조건 위반임을 확인하였고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각각 대표 N_FNAME 1개만 그 값을

유지하도록 보정하였다. 그리고 N_FNAME2를 기준

으로 검정한 결과, 총 46건 중 23건을 제외한 총 23

건이 제약조건 위반임을 확인하였고 N_FNAME의

정제 방법과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각각

대표 1개만 그 값을 유지하도록 보정하였다. 또한,

N_FCODE2를 기준으로 검정한 결과, 총 74건 중

27건을 제외한 총 47건이 제약조건 위반임을 확인

하였고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각각 대표 N_FNAME

1개만 그 값을 유지하고 국건영 코드체계에 존재하

지 않는 코드체계로 N_FCODE 2를 부여하여 보정

하였다(Fig.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통합 코드 생성 결과 최종

적으로 1차 5,421개, 2차 1,140개 및 3차 839개의

통합코드를 생성했다(Fig. 4). 

IV. 고 찰

200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건영 자료를 활용

하여 발표된 논문은 국건영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739건에 해당할 정도로 국건영 자료는 활

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국건영의 식이조사 데이

터는 식품 유해물질 및 영양성분의 섭취량 산출을

통해 해당 식품 유해물질 및 영양성분에 대한 안전

노출량 산정 시 식이노출계수로 위해 평가 시 중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섭취량 산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24시간 회상법의 특성상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되는 식품의 종류가 약 5,000건에

이르기 때문에 다소비 및 다빈도 식품이 아닌 경우

섭취량이 누락되거나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다년간의 여러 기수 통합 데이터 셋의 구

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 절의 기본키의 제약조건 검정 결과에서

도 보듯 코드북 상의 기본 키가 모호하여 키의 출

력 기준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의 불일치가 우려된다.

즉, 기존 코드북의 N_FNAME 및 N_FCODE중 기

준을 서로 달리한 경우 산출된 섭취량 값의 일관성

없는 산출결과가 출력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정

규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문

헌에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Datawarehouse)와 같이

실시간 혹은 데이터 분석 성능적 관점에서 자료 조

인(JOIN) 부하 등을 들어서 비정규화(Denormalization)

전략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5) 

그러나 국건영의 경우 실시간 입력이나 분석이 요

구되는 데이터웨어하우스가 아닌 조사 자료를 연간

1회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배포하는 성격을 취하고

있으으로 정규화 전략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포되는 형식은 통계패키지 처리가 용이한 형태로

배포해야 하지만 정규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모델로부

터 생산된 리포팅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형 검정 결과를 토대

로 정규형을 충족하는 코드북 및 원시자료의 새로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구체적

으로 식품기술의 경우 식품의 부위, 제조사, 가공방

식 등 다양한 관점(facet)를 고려한 컬럼 설계함으로

써 도메인의 원자성을 해결하고 및 테이블들간의 컬

럼 재구성을 통한 정규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의

모델 재편을 제안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건영의 원시자료 중 제5기와 제6기의

식품섭취조사의 코드북, 이용 지침서 및 원시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정제를 진행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본키의 제약조건 충족 여부와 데이터베

이스 정규화 이론에 따른 정규형 충족 여부에 대한

검정을 진행한 결과, 고유키의 고유성 제한조건을 충

족하지 못한 중복 항목이 확인되었다. 특히, 데이터

베이스 내 정규형 충족 여부에서는 N_FCODE와

N_FNAME 모두 도메인의 혼용으로 제1정규형의 위

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키

의 제약조건 및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이론을 기반

으로 정제 프로세스를 확립하였고 기존 코드에 대한

정제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기수 통합 코드를

생성했다. 또한, 기존 원시 자료내에 참조된 코드들

과 본 연구에서 생성한 통합 코드를 활용하여 원시

자료에 대한 정제를 진행하였고 기수 통합 식품코드

체계 및 데이터 셋을 생산하였다. 

본 연구는 국건영 자료에서 기본키를 명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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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무결성에 대하여 검정하고 고찰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년간의 국건영 데이터 셋

을 병합한 식이노출계수 등 통합적인 통계분석 결과

에 있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산출 및 데이터베이

스 기반 생산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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