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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세계 으로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  부담이 확 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육체  활동의 감소 

 식이 리의 실패가 손꼽히고 있다. 양성분  칼로리를 기반으로 한 맞춤 식단정보 제공 시스템과는 
차별 으로 본 연구는 개인 맞춤형 기능성 식품을 추천하기 해 비만 련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정보를 활용하 다. 본 연구를 해 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인 특이 인 비만 련 SNP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  정보를 입력하여 SNP 
genoype-phenoype 정보에 따른 맞춤 식단옴을 추천하 다. 한 USDA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식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통합 Database를 구축하여 식단 추천에 

용하 다. 그 결과, 표 형 정보 BMI (Body Mass Index)는 정상 수치를 가지고 있으나, 비만 련 SNP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샘 은 유  비만 험도를 나타내어 식이 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확인하 으며, 
련 식품 정보를 제공하 다. 따라서 표 형에 따른 비만에 한 정보와 유 형 정보가 일치하는 것은 아

니며, 이는 표 형  정보만을 이용한 비만 리 식이 추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비
만외 다른 성인병들에도 용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표 형-유  통합정보를  기반 한 맞춤식이 추
천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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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esity extends the global economic burden and it causes that the failure of a reduc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diet management. In this work, nutritional information and personalized diet 
based on calorie supply system and is discriminatory utilized the obesity-related SNP information 
in order to recommend a personalized functional foods. This study performed a GWAS analysis for the 
excavation of a Korean-specific and obesity-related SNP, which utilizes genetic information were 
recommended by entering a personalized diet in accordance with the SNP genotype-phenotype 
information. In addition, we integrated Database with relation of nutrient for utilizing the USDA 
Food information and it was applied to recommend with Sickdanome. As a result, the 
obesity-related SNP information was confirmed in the sample which has the normal value BMI. 
In this study, we have recognized that the phenotype information related obesity, BMI is inconsistent with 
the SNP genotype information. This result is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personalized dietary SickdanOme recommendation based on the both pheotype-genotyp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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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genome project가 완성됨에 따라, 특정 식품

의 섭취와 건강 련 지수들의 상 계를 해석하는 실

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동안 비슷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인체 내에서 나타나는 상이 개인별로 큰 차

이가 나고,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향이 큰 

이유에 해 유 으로 해석함에 따른 것이다[1-3]. 

이는 개인별로 같은 음식을 섭취하여도 개인별 유  

차이(genotype)에 따라 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4].

개인별 유  차이에 따라 표 형  차이를 보이는 

한 로 비만을 들 수 있으며, 일반 으로 비만은 체내 

에 지가 다 소모되지 못한 잉여 에 지의 축척으로 생

기는 상이다[5]. 를 들어, 식사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지 않고 꾸 히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체

이 증가하거나, 충분한 식사를 하고도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이 평생 일정하게 체 을 유지하거나 늘지 않는 경

우를 할 수 있다[6]. 비만의 발생 기작에 해서는 아

직 완벽히 밝 지지 않았지만, 비만은 유 , 환경 , 

정식  요인 등의 복합 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최근 20-30년 내에  세계 으로 유병율

이 증가하고 있으며[7] 우리나라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8]. 2010년 국민건강 양조사(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30.8% (남자 36.3%, 여자 24.8%)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9]. 비만은 유 요인 뿐만 아니라 식이섭취 

증가와 운동량 부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

으므로 개인별 유  특이성과 식이  생활환경에 따

른 복합 인 식이 패턴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다[10].

최근에는 개인의 유 자 다형성과 질환 유병율과의 

상 계를 통해 특정 양소가 특정 질환에 여하는 

유 자들의 발 을 조 하여 질병을 방할 수 있는 

양 치료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형태의 genotype

과 체질량 지수(BMI) 정보를 이용한 유 형-표 형 정

보 기반의 개인 맞춤 식단 (식단옴, Sickdanome)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식단옴 (SickdanOme)은 

체 가능한 음식들이 포함된 여러 가지 식단군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개념용어 이다. 

한, 시스템 내에 개인 유 체 정보를 바탕으로 비만

험도 시스템이 식품 통합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되어 유

형과 련된 식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실리코푸드 

시스템을 구성하 다[그림 1].

그림 1. 인실리코푸드 시스템 구성도

따라서 본 시스템은 비만 험도 측, 비만유 형 

련 식품정보 제공, 식사기록 평가, 개인맞춤형 식단 추

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능동 인 식이 리 개인맞

춤형 솔루션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II. 관련기술 

1. 식단옴 추천 시스템
균형 잡힌 식단정보를 추천하기 해 2010년 개정된 

한국인 양섭취기 으로 키, 몸무게 등 개인 표 형 정

보를 기반 하여 연령에 따라 권장 칼로리별 식사패턴 

정보를 활용하 다. 권장식사패턴은 곡류, 고기류, 채소

류, 과일류, 유제품류, 유지당류 6가지 식품군별로 제공

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이는 권장식사패턴

과 한국인 양소 섭취 기 을 조합하여 식단을 추천하

도록 개발되었다. 시스템은 표 형 정보를 입력하여 권

장 섭취 칼로리를 산출하고, 목표 달성 몸무게와 기간

을 설정하여 체 변화 측 모델로부터 섭취 칼로리 산

출하여 권장식사패턴에 맞게 식단정보(Sikdanome)를 

추천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유 형 정보를 입력하

여 입력된 유 형 정보와 GWAS데이터 셋을 비교하여 

비만 험도를 계산하고, 입력된 개인 SNP와 련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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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물질, 음식 정보들을 KFSR DB를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2. 비만위험도 계산 시스템
개인 유 형 기반의 비만 험도 계산 로그램을 개

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NHGRI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DB내 비만 련 SNP 정보

와 본 연구 참여기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인 비만형질 

(BMR, BMI) 데이터셋을 비교하여 비만 험도를 계산

하 다. 비만 험도 계산을 해 확률 으로 정확한 계

산을 나타내는 각 좌 별 RR(Relative Risk)를 구하여, 

Odds ratio를 RR로 변환함으로써 특정 형질에 향이 

있는 체 좌 에 한 상  험도를 계산한 GCI 

(genetic composition index) score를 산출하 다. 각 좌

별 Odds ratio를 RR(Relative Risk)로 변환하기 해

서는 체 유 좌 의 상 험도 수 산출이 필요하

므로 <식1>과 같은 계산과정을 통해 Odds ratio를 RR

로 변환하 다. GCI 값은 한 개인의 체 SNP좌 에 

한 하나의 형질과의 련성을 수로 RR값 multiplicative 

model 계산법을 용하 다[12]. 본 시스템에서는 체 

GWAS 데이터의 odds ratio값을 이용하여 체 좌 에 

한 GCI값 계산하여 비만 험도로 산출하 다<식1>.

식 1. GCI 계산과정

이는 높은 GCI score는 하나의 질병에 해 험도가 

높다고 추정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GCI값 1.0∼2.0

은 정상범 로 간주하고, 2.0이상인 경우는 비만으로 평

가하 다.

3. 식품통합 DB 검색 시스템
국내 비만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비만

련 식품DB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만 련 식

품-식재료- 양성분 DB 구축과 기존에 구축되어진 식

품 기능/ 양 DB를 통합하여 신뢰성 있는 DB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오믹스, 질병 등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온톨로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식품 통합 DB 시스템을 구축하 다. USDA 

식품 양성분 (SR24), 식품 생리 활성 물질  양성

분 효능 정보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정보를 추

출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 다. 식품 통합 DB에

는 총 1,500만 건의 단일 노드정보와 2,700만 건의 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만 험도 계산 산출값에 

따라 개인별로 련된 비만 마커 SNP좌 들은 식품통

합 DB와 연동되어 유 자, 사물질, 식품정보들을 검

색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그림 2].

그림 2. 식품 통합 DB 검색결과

4. 유전형-표현형 정보를 이용한 개인 맞춤 식단
옴 추천 시스템

개인 유 형 기반의 비만 험도 모델을 기반으로 

NHGRI GWAS 데이터 셋[13][14]을 비롯하여 한국식

품연구원 GWAS 데이터 셋 [15][16] 3종을 포함한 6종

의 비만 형질 련 SNP정보를 DB화 하 다. 데이터베

이스는 한국인 20  여성 77명을 상으로 비만과 SNP

간의 상 계를 연구한 GWAS 데이터, 소아비만 118

명 상 GWAS데이터, 비만/ 사증후군 표 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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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1,332명의 GWAS데이터, 그 외 공개 GWAS 데이

터셋이 통합되어 있다.

유 형 정보는 23andMe genome 분석 툴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 으며, 유 정보는 비만 험도 모

델 시스템을 통해 GCI 값을 산출하여, 련 SNP 정보

를 제공하 다. 개인별 비만 련 SNP은 식품 통합 DB

와 연동되어 유 자, 사물질, 련 식품정보를 지원하

여 입력된 개인유 정보와 련된 식품정보를 검색하

다. 한, 키, 몸무게, 허리둘 , 엉덩이둘  정보를 

입력하여 목표 칼로리를 기반으로 5  양소의 균형 

잡힌 식단옴을 제공하여 개인 맞춤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다.   

III. 성능평가 

1. 샘플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해 서로 다른 사람의 유 형 

정보를 입력하여 한 식품정보를 추천받기 해 한

국식품연구원 내 5명의 연구원의 타액을 이용하여 

23andMe Genome 분석을 수행하 으며, 샘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된 개인 유 형 정보를 본 

시스템의 비만 험도 로그램에 용하여 GCI값을 산

출하 으며, 표 형에 따른 겉보기 비만의 정도와 유

 요인에 의한 비만 정도를 비교하 다.

No. 연령대 성별 BMI
S1 20∼30 여 20
S2 20∼30 여 19
S3 30∼40 여 22
S4 40∼50 여 32
S5 50∼60 남 24

Table 1. 샘플 정보

2. 성능결과
키, 몸무게 정보를 이용하여 BMI 지수에 따른 겉보

기 비만의 정도를 분석하고, 각 샘 별 분석된 유 정

보로 유  비만 험도를 비교하 다. BMI 정상 범

에 속하는 (S1) BMI 20, (S2)BMI 19인 두 개의 샘 의 

유  요인에 의한 비만 험가능성을 계산한 결과, 

표 형 으로는 정상범 의 BMI값을 가지고 있으나, 

유 인 비만수치인 GCI의 값은 각각 차별 인 값이 

(S1: 5.26032, S2: 1.22453) 계산되었다[그림 3-5]. 즉, 

BMI상으로는 정상범 에 속하지만, 유 인 부분에

서는 S1 샘 이 유 으로 향후 비만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S1은 5개의 마커 SNP좌

에서 비만 상 험도(Relative Risk)를 나타내었으

며, S2는 4개 마커 SNP좌 에서 비만 상 험도를 나

타내었다. 한 동일한 마커 SNP 좌 라 할지라고 상

험도가 다르게 계산되었으며, 이는 유사한 겉보기

의 비만정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 으로 각 

개인별로 다양한 성향을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

므로, 개인  맞춤식이나 비만정도를 확인하기 해서

는 유  분석도구 한 필요한 부분임을 나타내다. 

그림 3. Obesity Risk Calculator 입력화면 

이러한 비만 험도 측결과들을 통해 나온 비

만 마커 SNP 좌 들은 식품 통합 DB와 연동하여 

유 자, 사물질, 식품정보를 포함한 련 SNP과

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식품 정보를 추출하

다. 유 형 정보에 따른 련 식품 정보뿐만 아니

라, 표 형에 따라 5  양소  칼로리 기반의 식

단옴도 추천하여 제공하 다[그림 6]. 표 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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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천 식단옴은 일주일간의 추천 리스트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4. BMI 20 샘플(S1)의 GCI 결과값 (Relative 
Risk =1.0은 위험도가 없음을 의미)

그림 5. BMI 19 샘플 (S2)의 GCI 결과

그림 6. BMI 20 (S1)의 비만유전자 관련 식품 리스트 및 표
현형에 따른 5대 영양소, 칼로리 기반으로 추천된 
식단옴 리스트

IV. 결 론

국내 외로 비만과 다이어트에 한 컨설 , 웹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17][18]. 그

러나 부분의 서비스들은 섭취 칼로리와 키, 몸무게를 

기반으로 비만표 형 평가  섭취 양소 평가에 국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들을 식품 

정보들과 연결하여 기존 서비스들 보다 좀 더 과학  

근거를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추천 식품정보를 제공하

다.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연구원들의 타액샘

로 분석된 각자의 유 형 정보와 표 형 정보를 비교

하 을 때 이  여성 2명은 유 형과 표 형 정보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GCI의 범 가 정상 범

에 있어 유 형 으로 정상 군에 속하 고, BMI 지수 

한 18.5∼22.9의 정상범 에 속하 다. 실험 참가자 

 유일한 남성 연구원은 GCI가 0.85로 정상 군 보다 

낮았으며, BMI 지수는 23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능평가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2명의 연구원 정보를 검토해 보

면 표 형 정보가 정상범 라 할지라도 유 형에서는 

비만 험 군에 속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S1 

연구원에게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알려  바에 따르면, 

향후 식이 습 과 비만 리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을 받았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식이 정보

를 활용하면, 유  정보와 표 형  정보를 통합한 

맞춤형 식이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어 개인별 체   

건강 리를 해 편의 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측

된다. 다만, 향후 이를 상용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한 법률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외 여러 국가들은 식품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 산

업  하나로 인식하여, 식품의 양성분 정보들을 비

롯한 생리활성, 양 유 체학, 기타 오믹스 정보 등을 

축 하여 정보화 시스템 개발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19][20], 재 국내에서도 식품 DB로 식품의약

안 처에서 FANTASY DB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오믹스 정보 연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다

양한 식이 리  개인 맞춤식이 추천을 해서는 식품

통합 DB내에 한국 식품 콘텐츠 확보가 우선 으로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유 자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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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서비스 시장이 확 되고 있으므로 향후 SNPs 

검사를 통한 개인의 질환 유병률을 진단하고 특정 기능

성식품을 추천하여 매하는 서비스 시장도 확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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