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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는 현재 기업, 연

구 등 각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

지만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정도

에 그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 바

로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데이터 융합이다. 유사한 분야

의 데이터만을 결합하고 활용하는 시대를 넘어 서로 다

른 분야의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도 이 흐름에 맞추어 두 분야의 데이터들이 

결합된 융합 데이터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 세계

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있는 만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식품

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분

야를 연결 지어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식품 분야와 한의 분야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 정제하여 식품의 영양, 성

질, 효능, 질병 등이 결합된 ‘식치 데이터’ 라는 하나의 

융합데이터를 ICT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상에 구축하였다.

Ⅱ. 본론

1. 연구 방법

  식품 정보와 한의 정보가 결합된 융합 데이터를 구축

하기 앞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식품과 한의 

분야의 고문헌인 고조리서, 의서, 역사서 등을 통해 식

재료이면서 동시에 한의 재료로서 우수한 재료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논문, 특허 등의 현

대 문헌 수집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 후 데이터들 분류하고 정제한 뒤 각각의 식품 또는 

식재료에 대해 영양, 성질, 효능, 질병 등의 정보가 결합

된 하나의 융합 데이터를 시스템 상에 구축하였다. 구

축된 데이터 중 하나인 오미자에 관해 수집한 고문헌과 

현대 문헌들의 목록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집한 오미자 문헌 리스트

문헌명 저자 연도

산림경제(山林經濟) 홍만선(洪萬選) 1700년대

해동잡록(海東雜錄) 권별(權鼈) 1670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 홍귀달(洪貴達) 등 1499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許浚) 1613

본초강목(本草綱目) 이시진 (李時珍) 1596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서유구(徐有榘) 1835년경

윤씨음식법(음식법 饌法) 저자미상 1854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 서명응(徐命膺) 1771

오미자 추출물이 비만과 
관련된 장내 세균의 생
육에 미치는 영향

정은지, 이운종, 
김광엽

2009

추출 조건에 따른 오미
자 추출물의 항산화 및 
혈당 강하에 관한 연구

김순임, 심기현, 
주신윤, 한영실

2009

식품-한의 융합 식치 데이터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Food-Oriental Medicine 

Integration Data

김 유 진, 장 대 자

한국식품연구원

Kim yu-jin, Jang dai-ja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요약

4차 산업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보, 의료, 식품 분야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건강

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식품과 의료가 융합한 식치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과 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식품 또는 식재료의 영양, 성질, 효능, 질병 

등이 결합된 하나의 식치 데이터를 시스템 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조리서, 한의서, 역사서 등의 고문헌과 논문, 

특허 등의 현대 과학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화 하였다. 이후 정제된 각

각의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연결 지어 식품과 한의 정보가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식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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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 정제하여 각 식품 또는 식재

료에 대한 영양, 성질, 효능, 질병, 처방 등 식품 및 한

의 정보를 통합한 융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오미자의 

융합 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이를 시스

템 상에 구축한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표 2. 오미자 융합 데이터

오미자

영양
성분

오미자 생것 100g 기준 
에너지 78kcal, 수분 80.5g, 단백질 2.1g, 
지질 3.3g, 탄수화물 12.8g, 칼슘 21mg, 
칼륨 350mg, 철 0.7mg, 인 57mg, 
나트륨 1mg, 베타카로틴 6㎍, 
비타민 B1 0.08mg, 비타민 B2 0.04mg, 
나이아신 0.6mg
칼슘, 칼륨을 많이 함유함

성질

- 온(溫)
- 무독(無毒)
- 피육(皮肉)은 달고 신맛, 핵중(核中)은 맵고 쓴맛, 

합하면 짠맛(오미(五味))

효능

- 허로로 인한 기침, 토혈, 열, 몸이 여위는 증상 
치료 

- 갈증, 설사, 이질 치료
- 남자의 정기를 복 돋움
- 눈을 밝게 함
- 신장을 따뜻하게 함
- 음식 소화, 반위, 곽란 증상 치료
- 비만 관련 장내 유해균 증식 억제
- 혈당 강하에 도움
- 적혈구, 헤모글로빈수 증가로 항빈혈 효과
- 파골세포 발현 억제하여 골다공증 예방
- 고혈압 저해 활성 효과

관련
질병

소갈병(당뇨병), 토혈, 허로, 설사, 이질, 비만, 
용혈성 빈혈, 골다공증, 고혈압 등

처방
오미자탕, 오미자차, 오미갈수, 오미자고, 
오미자환을 달인 형태로 복용

▶▶ 그림 1. 오미자 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화면

Ⅲ. 결론

  오미자의 사례처럼 식품과 한의 분야는 식재료이면서 

동시에 한의 재료로도 사용가능한 공통 소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 소재들을 중

심으로 식품 데이터와 한의 데이터 각각을 수집하고 정

제하여 식품-한의를 연결한 하나의 식치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이러한 융합 데이터는 식품과 의료 정보를 필

요로 하는 대중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한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

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식품과 한의 및 의료 분야를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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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용혈성 빈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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