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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B	 Integration	 website(tentatively	 named	 Food	
Processing	Aptitude	Information	Center,	FPAIC)	has	
been	designed	through	a	“high-value	products	devel-
opment	project(2013)”.	Basically,	the	project	aims	to	
secure	connections	between	 food	 raw	materials	and	
processing	industry,	a	variety	of	information	sources,	
and	users’s	convenience.	It	also	aims	to	build	the	in-
dustry-university-based	mutual	growth	 in	 the	 food	
industry	through	sharing	of	processing	suitability	and	
material	research	on	food	raw	materials.

FPAIC	consists	of	raw	material	story,	information	
of	sample	characteristics,	food	processing	study,	pre-
ceding	 research	data,	 food	 industry	 trends,	and	un-

derstanding	of	food	processing.	The	major	database	
of	research	on	Food	Processing	is	provided	on	infor-
mation	of	sample	characteristics,	and	 food	process-
ing	study.	Currently	the	web	site	has	36	raw	mate-
rial	stories,	380	information	on	sample	characteristics	
and	food	processing	studies,	1,600	preceding	research	
data	about	31	food	raw	materials.	The	web	site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70	useful	web	sites,	as	well	
as	77	food	industry	trends,	27	basic	information	about	
food	processing.

Keyword	:	food	processing	properties,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DB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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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합DB	웹사이트(가칭	식품가공적성	정보센

터)는	식품가공연구	결과를	DB화하여	연구자뿐

만	아니리	기업관계자와	일반인들이	식품가공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통합DB는	농림축산물	수요와	가

치	향상,	제품개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림축

산	자원에	대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사업(2013)’
을	통하여	설계되었다.	

현재	식품가공의	대내외	여건이	변화되면서	세

계적으로	고품질,	고부가	미래	식품	개발	필요성

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식품가공적성	정

보센터는	식품원료	및	가공산업	간	연계성,	수요

기반의	정보	다양성,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기

본	방향으로,	식품	원료에	대한	가공적성	및	소재

화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식품산업의	산학연	동

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있다.

II. 본  론

1. 통합 DB 웹사이트 콘텐츠 구성

식품가공적성	정보센터의	콘텐츠는	국내	유사	

DB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웹사이트	소개	및	연구	

내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2,	
5,	7,	8).
현재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원료스토리,	시료특

성정보,	식품가공연구,	선행연구정보,	식품산업

동향,	식품가공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공적성	연구결과	DB는	시료특성정보,	식품

가공연구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원료스토리는	가공연구에	활용되는	농산	·	임

산	·	특용	·	축산자원	원료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며,	가공연구에서는	가공공정	및	전

처리	기술,	가공기술	등	가공연구	내용	및	관련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논문	·	특허	·	

보고서	등	선행연구와	법령	·	고시기준	·	통계정

보	·	정책	·	시장	·	기술	등	식품가공	관련	자료	수

록하고	있다.

2. 통합 DB 구축 현황

현재	31개의	식품원료를	대상으로	원료별	스토

리	36개,	시료특성	및	가공연구결과	380개,	선행

연구	정보	1,600여	개	등이	DB로	구축되어	있다.	

구축된	DB는	식품가공적성	정보센터	메뉴별	리

스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
일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조	DB	외에도	유용한	웹사이트	70개(공

공기관	21개,	학회/협회	18개,	주요기업	20개,	해

외기관	11개)(2-9),	식품산업동향	77개,	식품가공

의	이해	27개	등	이용자들에게	식품가공	관련	정

보	제공을	위한	DB가	수록되어	있다.	식품산업

동향은	국내	식품	관련	주요	이슈를	참고하여	DB
를	구축하고	있으며(7,	9),	이	밖에도	국내	식품	

관련	주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공지사항을	식

품가공적성	정보센터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도

그림ᆞ1.ᆞ식품가공적성ᆞ정보센터ᆞ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한국식품연구원·㈜트리마란,ᆞ식품
가공적성ᆞ정보센터ᆞ홈페이지(베타버전)(2016.05.13ᆞ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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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공하고	있다(3,	4,	6).

III. 결  론

최근	국민소득	증가	·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	

사회	·	문화적	여건으로	인해	농식품의	소비구조

는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세계	식품산업은	현재	‘식품전쟁의	시대’,	‘음식

전쟁의	시대’라	불릴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업

그림ᆞ2.ᆞ통합DBᆞ웹사이트ᆞ서비스ᆞ메뉴ᆞ구성(안)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한국식품연구원·㈜트리마란,ᆞ식품가공적성ᆞ정보센터ᆞ홈페이지(베타버전)(2015.12.31ᆞ접속)

그림ᆞ3.ᆞ원료스토리ᆞDBᆞ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한국식품연구원·㈜트리마란,ᆞ식품
가공적성ᆞ정보센터ᆞ홈페이지(베타버전)(2016.01.13ᆞ접속)

그림ᆞ4.ᆞ가공연구ᆞDBᆞ리스트ᆞ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한국식품연구원·㈜트리마란,ᆞ식품
가공적성ᆞ정보센터ᆞ홈페이지(베타버전)(2015.12.31ᆞ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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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자체	R&D	역량이	부족하여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사이트는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루베리,	오

딘,	삼채,	와송	등	식품가공에	활용될	수	있는	원

료의	품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

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본	웹사이트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DB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는	정식	오픈	후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식품가공연구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웹사이

트에	필요한	DB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식품산업	및	농림축산업	발달

을	위한	연계	협력	기반	환경	조성에	기여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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