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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식품
선도기업, 디이프
D.iF INTRODUCTION 2018      LEADING DATA FOOD COMPANY



D.iF는 생명현상을
컴퓨터로 이해하는 사업
Bioinformatics를 통해
출발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98%가 1년 이내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98%의 새로운 조직은 우리가 늘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변화, 섭취하는 음식의 구성과 영양성분 등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화 한다면
인간과 타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작은 오류를 막아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디이프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해 iF® Core(InsilicoFood Core)를 구축하였고,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iF® Core를 중심으로 DNA, Data, Design을 결합하여 건강한 삶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Dream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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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프  D.iF, Inc.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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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식품 콘텐츠 제공, 데이터 모델링, 플랫폼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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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는 데이터 식품으로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사명과 디지털 약식동원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물정보 전문기업 ㈜인실리코젠의 자회사입니다.
11년간 식품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를 구축해 왔던 ㈜인실리코젠의 데이터 식품 핵심 기술력과 지적 재산권 및 멤버십을 스핀오프하여 데이터 식품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부문을 분리하였습니다.

맞춤 항암제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인 맞춤형 식품 분석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제공방법 
특허 등록

데이터 식품 컨텐츠
(iF® Core 구축)

iF® 식품 추천 알고리즘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맞춤형 식품  추천 시스템 
공동 개발
(한국식품연구원)

iF® OBESITY 서비스 제품
GBC 와디즈 펀딩 (1,365%)

맞춤 식품 데이터베이스 설계 
(식품의 과학적 정보화)

iF® 건강검진 카트리지
DB 구축 및 서비스 런칭

개인 맞춤형 식품 분석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제공방법 
특허 출원

건강검진기관 식품 분석
서비스 확대

iF® OBESITY 제품 개발 및 
식품 분석 서비스 런칭
(iF® 1.0)

D.iF 스핀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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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r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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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MANAGEMENT SYSTEM

01

VALUE PYRAMID      BUSINESS GOAL & PRACTICES      BUSINESS STRATEGY      ORGANIZ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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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DIGITAL 藥食同源       SLOGAN 식품의 Data化, Data의 식품化

VALUE PYRAMID

데이터 식품으로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LEADING DATA FOOD COMPANY 
데이터 식품 선도기업

DATA FOOD

건강, 열정, 도전, 인내

MISSION

VISION

CORE VALUE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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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OAL & PRACTICES

관찰하기PRACTICES

GOAL

상상하기 단순화하기 실행하기

Data Food의 대중화

Observe angle-right angle-right angle-rightImagine Simplif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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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는 DNA, Data, Design의 통섭을 통해 인간의 삶이
한 단계 더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Dream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D4의 내재화를 통한 ALLIANCE

BUSINESS STRATEGY

DNA Data Dream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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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STRUCTURE

D.iF의 핵심 비지니스 전략인 D4의 내재화를 통한
Alliance를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DNA Lab.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실Data Lab. 사업본부

유전자 검사실 서비스 디자인실서비스 플랫폼실
미래전략실

경영지원실

D.iF의 핵심가치인 식품 데이터를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정보들과 의미론적으로 연결하여 정
밀 식품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D.iF와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통합 브랜딩 전략(IBC)을 펼쳐 나갑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로 식품 복잡계 데이터
에서 의미를 보완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웹
과 모바일로 가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식품의 가치를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고 소비자에게 최종 콘텐츠를 인터랙
티브하게 전달하는 비즈니스 첨병의 역할을
합니다.

최첨단의 유전자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암 및 
일반질환에 대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당신의 유
전자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경험, 기술의 균형 있는 디자인
을 추구합니다.

모바일 앱 통합, SNS 연동, AI서비스 데이터 
분석, 테스트/학습 자동화 도구의 개발/ 
운영관리 위에 고객의 새로운 Need를 더해, 
서비스를 실현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식품 추천 서비스와 미래 비전을 
위해 데이터 식품에 대한 사업 전략을 기획합
니다.

경영진의 철학과 비전을 조직 전체와 공유하고 
발전적 경영활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DNA DesignDat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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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02

MA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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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ERVICES

정밀 의학을 위한
개인 맞춤 식품 추천 서비스

기업 맞춤형 데이터 식품
콘텐츠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맞춤 식단 추천 서비스

데이터 식품
플랫폼 서비스

식품의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와 인간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DNA에

최적화된 식품 추천 서비스

식품, 화장품, 제약, 바이오 소재 기업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식품 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서비스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맞춤형 데이터 푸드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 컨설팅,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을 포함하는 Turnkey 솔루션 서비스

의료 및 건강검진 센터

유전자 검사 기관

의료 기관, 건강검진 센터, 의료재단 웰니스 센터

국내 300여 검사 기관

빅데이터 활용 기업

헬스케어 관련 기업

유통 및 프렌차이즈, IT 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피트니스 센터

빅데이터 활용 기업

헬스케어 관련 기업

식품 회사, 제약 회사, 화장품 회사, 소재 회사, 국가기관

4차 산업 관련 기업, 피트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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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Y

03

DATA FOOD CONTENTS      FOOD, HEALTH-CARE, DATA MODELING TECHNOLOGY
DNA, BIG DATA BASED PERSONALIZED FOOD RECOMMENDATION TECHNOLOGY      DESIGN & BUILD FOOD DATA BASE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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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OD CONTENTS - iF® CORE

인간의 유전체, 질병, 대사체, 식품들이 연결된 바이오 복잡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iF®)
대사체를 중심으로 식품 빅데이터와 바이오 빅데이터 콘텐츠를 재구성

Diseases Metabolites Food

바이오 복잡계 연관 정보

2,730만 건

변이정보(SNP) - 지놈 연관 정보

1,500만 건

지놈 - 질병 정보

100만 건

유전자 - 대사체 정보

32만 건

케미컬 정보

14만 건

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췌장암      일반 질환  비만, 뇌졸증, 치매, 파킨슨병, 관상동맥질환, 제2형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체형 및 대사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등(DTC 고시항목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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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HEALTH-CARE, DATA MODELING TECHNOLOGY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식품 데이터와 의미론적으로 연결하는 기술
D.iF의 맞춤형 식품 추천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모델링 기술

FOOD MATERIALS

Recipe

Nutrition

- Food type
- Food group
- Food ID

- Food ID
- Ingredient ID
- Nutrient ID

- Food name
- Ingredients
- Nutrients

- Nutrientname
- Nutrient value
- Experiments

- USDA ID
- EuroFIR ID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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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BIG DATA BASED PERSONALIZED FOOD RECOMMENDATION TECHNOLOGY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유전자 타입에 맞는 대사체 및 식품을 추천하는 기술 과학문헌정보를 기반으로
D.iF만의 독자적인 식품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신뢰성 있는 식품 추천 정보 제공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인구집단 유전자 검사기관 타입별 인구집단 유전자 마커

개인 유전자
타입 검사

vial

male male male
A 그룹

[관련 유전자]

male male male
B 그룹

male male male
C 그룹

체내 지방 축척
조절 유전자

FTO

스트레스 반응 폭식
조절 유전자

BDNF

간과 췌장에서의
탄수화물을 중성지방
으로 변환하는 유전자

GCKR

대사체 A

대사체 B

대사체 C

대사체 D

유전자 조절 메카니즘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과학문헌 텍스트

마이닝 + 유전체
식품 빅데이터 분석

식품 A

식품 B

식품 C

식품 D

성
분

 함
유

권장 대사체 경로 제한 대사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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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BUILD FOOD DATA BASED PLATFORM

개인 유전형, 표현형, 마이크로 바이옴, 개인 라이프로그, 메타데이터 및 환경 데이터 맞춤형 정밀 식품 분석 플랫폼

디바이스 데이터 연계 플랫폼 맞춤형 식품 추천 플랫폼 건강관리 기관 연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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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 PRESS RELEASE 

04

PUBLISHED PRODUCTS & SERVICES      BUSINESS ACHIEVEMENTS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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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ODUCTS & SERVICES

2018
2017

데이터 식품을 활용하여 정밀 의학,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식품 추천 서비스 출시
기업 맞춤형 식품 콘텐츠 및 데이터 식품 플랫폼 서비스 출시

건강검진 및 일반질환
식품 분석 서비스

더 알아보기 >

식품 바이오 복잡계
데이터베이스

체형관리 유전자 분석 및
맞춤 식품 추천 서비스

더 알아보기 >

더 알아보기 >

체형 및 대사 감수성
식품 분석 서비스

피부 감수성
식품 분석 서비스B2B, B2C

서비스용 플랫폼
식품 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

https://genolifecare.com/
https://genolifecare.com/gs/
http://if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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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HIEVEMENTS

- 개인 표현형 맞춤형 식품 추천 시스템 개발
- 비만 위험도 예측 서비스 제공

- 항노화 관련 분자 네트워크 정보 제공 서비스
- 항노화 연구의 의미론적 결과 도출

Achievement 2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맞춤 식단 추천 서비스

Achievement 3

기업 맞춤형 데이터 식품
콘텐츠 서비스 

Achievement 4

데이터 식품 플랫폼 서비스

정밀 의학을 위한
개인 맞춤 식품 추천 서비스

Achievement 1

- 암 및 질환 맞춤  식품 분석 : 200건 달성
- DTC 유전자 맞춤 식품 분석 : 414건 달성

- Crowd Funding : 1,365%

건강검진 기반
식품 분석

DTC 맞춤
식품 분석 

비만 인실리코푸드
시스템 구축

연구 및 서비스 기획

항노화 분자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 iF DB 기반 건기식 복잡계 DB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신제품 개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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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유전자 분석, 식생활 컨설팅 도입
2018-09-06 중앙시사매거진

이젠 네이버 지식iN에서 
‘맞춤형 식품영양 정보’ 검색 가능 
2020-05-04 중앙시사매거진

유전체·식품정보로 ‘약식동원(藥食同原)’
비즈니스
2017-11-23 Forbes

식품 정보로 유전체 분석시장 잡는다.
2017-11-27 이코노미스트

식품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2018-06-18 식품외식경제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발표 동영상(강병철)

유전체 데이터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 관리
와 미용·식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활용될…
2018-08-23 Forbes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2751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735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19070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8878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3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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