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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식품’이라는 용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08년 12월에 실시한 신기술(emerging techno-

logy) 발굴에 관한 내부세미나를 통해 바이오나

노연구단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다. U-식품

은 기존에 소개되어 있는 U-유통, U-물류, U-

안전, U-건강 등과는 대상과 범위를 달리 한다.

U-식품이란 용어는 아직 국내외에서 거론된

바가 없어 정의가 공인된 상태는 아니나 여기

서 그 정의를 ‘식품산업을 위한 모바일 웹2.0

기반의 NBT 융합기술’이라고 내려 보고자 한

다. 여기서 웹2.0은 데이터의 생산, 가공 및 해

석에 대해서 쌍방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U-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식품(유비쿼터스-식품)이란 유무선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하여 식품 측면에서는 안전성을

포함하는 품질 정보, 인간 측면에서는 영양, 건

강, 기호 정보, 그리고 생산 및 유통 측면에서는

생산이력정보를 포함하는 식품 마케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식품 콘텐츠 기술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U-식품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의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다만, 각 영역의 핵심기술에 포함되

는 세부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

해 소개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첫째, U-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콘텐츠 기

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인 영양·건강·기

호에 관한 콘텐츠, 식품 소비자행태학적 콘텐

츠, 식품안전에 관한 콘텐츠, 식품이력추적에 관

한 콘텐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U-식품 네트워크용 단말기 기술이 요

구된다. 여기에는 식품의 품질측정, 건강바이오

마커측정, 식품안전측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U-식품 마케팅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

어야 한다. U-식품을 통해 개인과 산업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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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어야만 사회적 시스템으로 작동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편익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미래사회는 잘 발달된 통신망을 통해서 목적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이룰 수 있는 새로

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U-건강

(health)을 예로 들면, 그 핵심은 ‘point of

care’이다. 즉, U-건강에서는 개인휴대 단말기

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건강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나아가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

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부 상

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U-식품 시스템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식

품을 매개로하여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고, 산

업체는 쌍방향 소통의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

만족 및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

회적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건강하고 건전

한 미래사회를 더욱 앞당겨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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