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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사용자 수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사용자의 이용수준과 요구사항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게
되었으며, 이와같은많은정보중에유용한정보들을가려낼수있는새로운기술을필요로하게되었다. 건강분야
에서도의료공급자뿐만아니라의료소비자(일반인)가의학지식을포함한다양한건강관련정보를웹을통하여 활
용할수 있게됨에 따라보다정확하고 신뢰성이보장되는 양질의정보제공의 요구가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현
재의웹 검색엔진은주로단어의빈도수나어휘정보를 이용하여문서의 유사도를측정하고 순위를매기기때문에
사용자의질의와는상관없는많은문서를결과로가져올수있고이로인해사용자는불필요한정보를걸러내느라
시간을낭비하게된다. 시맨틱(semantic) 웹은메타데이터의개념을통하여웹문서에시맨틱정보를덧붙이고이
를이용하여소프트웨어에이전트가이의미정보를자동으로추출하고정보의확장이나공유를가능하게할수있
게한다. 본 고에서는웹에서 제공되고있는 건강정보의올바르고 효율적인활용을 위하여차세대 지능형웹기술
인시맨틱웹기반의건강정보활용방안에대해제시코자한다.

1. 서 론

이트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은 웹을

웹에 기반한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색측면

한편 건강분야에서도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의

에서 보면 현재의 웹 검색엔진은 주로 단어의 빈

료소비자(일반인)가 의학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도나 어휘정보를 이용하여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

건강관련 정보를 웹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

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의와는

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양질

상관없는 많은 문서를 결과로 가져올 수 있고 이

의 정보제공의 요구가 대두되게 되었다.2) 즉 웹

로 인해 사용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느라

에서 검색된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건강정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차세대 웹에서는 사람뿐

보 중 정확하고, 신뢰성 있고, 명확한 건강정보를

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자동화된

이용자의 목적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프로그램, 즉“기계”
가 사람을 대신하여 웹 상의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알아서 작업하고 나아가 이를 가공하여

검색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유용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

한 정보의 나열이 요구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을 보여줄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의 웹 기술은 사용자가 문서를 읽기 쉽도록 정보

위해서는 웹 상의 정보가 사람 눈이 아니라 컴퓨

를 보여주는 데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적·

터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용이한 의미 즉,“시맨

질적으로 변화한 웹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

틱(semantic)”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

가 있다. 본고에서는 웹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

미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자

정보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차세대

하는 것이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주된

지능형 웹 기술인 시맨틱 웹 기반의 건강정보 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맨틱 웹은 메타데

용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터의 개념을 통하여 웹 문서에 시맨틱 정보를
덧붙이고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통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2. 시맨틱웹의 개요

이 의미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정보의 확장이

미국의 ARPANET 1)이라는 실험적인 프로젝

되었다. 웹의 사용자 수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트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1989년 팀버너스-리

증가하면서 사용자의 이용수준과 요구사항도 점

(Tim Berners-Lee)가 제안한 월드-와이드-웹

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많

현재의 웹은 사실상 사용자의 목적을 만족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웹의 창시자인 팀 버

(world-wide-web:이하 웹)에 의하여 전 세계

은 정보 중에 유용한 정보들을 가려낼 수 있는

켜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상

너스-리는 1998년에 기계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

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불과 10여 년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의 문서 모양을 정의하는 정보의 외형적 표현방

하고 처리하도록 기존 웹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

의 기간동안 웹 공간상에 참여하는 웹사이트와

웹이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2000년대 들어

법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로 하는 시맨틱 웹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시맨틱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였으며, 웹사

서면서 웹은 제 2의 성장기를 맞이하여 신뢰의

1) 인터넷은 1969년 미국내 주요대학이나 연구소가 참여하는 ARPANET이라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전 세
계의 대학, 기업, 그리고 사람들을 포괄하는“DARPA Internet”
으로 발전하여 마침내“인터넷”
으로 지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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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조성

2) 류시원 등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은 질병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저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과 같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합
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과대광고 하거나 사기 등과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웹상에서 제공되는 건강
정보의 질 보장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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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을 HTML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웹을 개

들 정보 자원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데는 많은

발한 시맨틱 웹의 핵심 기술이다. RDF는 다양한

같은 태그이지만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RDF

선하는 취지에서〔그림 1〕
과 웹 프로토콜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사이의 연결을 위해 의미(semantics),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RDF 스키마

하위레벨을 이용하여 다음 레벨의 개념을 정의하

현재의 웹에 새로운 매타데이터(metadata)3)의

구조(structure), 그리고 구문(syntax)에 대한

(Schema)로 해결한다. 스키마는 사전과 비슷한

는 계층구조(layered structure)를 제안하고 있

추가 및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RDF(Resource

공통적인 규칙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자

개념으로 RDF 문을 구성하는 단어(term)를 정

다. 본고에서는 시맨틱 기반의 건강정보의 활용

Description Framework)를 사용하게 되었다.

원을 교환하는 메타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용성

의하고 그 단어들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를 기술

방안으로 제시할 RDF, RDFS, 그리고 Ontology

RDF는 XML의 문제점4)을 해결하고 시멘틱(의

(interoperability)을 지원한다. 따라서 RDF 데

하고 있다. 따라서 RDF 스키마는 RDF의 속성

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안된 메타데이터이

이터 모델은 기술하고자 하는 정보자원의 속성과

및 관계성을 표현하는 RDF 자원의 계층에 대한

다. 따라서 메타데이터가‘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정보자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며 메타데이터의

정보의 집합으로, RDF 자원의 클래스에 대한 속

(data about data)’
를 의미한다면 RDF는 한마

교환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이다. RDF 데

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RDF 스키마는 RDF

디로‘웹 자원을 기술한 데이터(data describing

이터 모델은 자원(resource), 속성(property), 속

의 자원들 사이의 속성 및 관계성을 표현하는 계

웹의 출현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상에 분

web resources)’
로 정의될 수 있다. 즉 RDF는

성 값(value)으로 구성되며 자원은 식별 가능한

층에 대한 정보의 집합으로 RDF 자원의 클래스

산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

메타데이터의 기술과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모든 개체(예를 들면, 웹 페이지의 URI)를 의미

에 대한 속성을 표현한다.

었다. 그러나 웹 상의 정보량이 급증함으로써 이

W3C(World Wide Web Condortium)에서 개

하고, 속성은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자원의 유형

1) RDF

과 다른 속성간의 관계로 정의되며, 속성 값은
그림 1. 시맨틱웹의 계층적 구조

3) 온톨로지(Ontology)

특정자원과 지정된 속성에 상응하는 값으로 기술
된다.

온톨로지(Ontology: on-to-knowledge)란
‘개념’즉, 사람이 생활속의 사건이나 사물등을

Tru s t

2) RDF 스키마

P ro o f
Logic
Ontology vocabulary
R DF + rd f s c h e m a
X ML + NS + x m l s c h e m a

Unicode

URI

자료: www.w3.org/Talks/2001/07/30-swws/slide21-o.html

3)‘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로 어떤 객체나 리소스에 대한 서술적인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식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이다.
4) XML은 문서 요소 사이의 구조적 정의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리소스 사이의 의미적 관계의 정의는 내릴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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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면서 자각하는 내재된 공통특징이다. 시맨
틱 웹에서의 온톨로지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

RDF 데이터 모델에서는 XML이 가지고 있

지만 G r u b er 5)는 온톨로지를‘공유된 개념화

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즉 의

(shared conceptualization)에 대한 정형화되고

미가 리소스와 그 속성 값으로 표현되므로 같은

명시적인 명세(formal and explicit specification)

내용(의미)에 대해서는 해석(interpretation)이

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개념화란 대상으로 삼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RDF에서도

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연관된 개념

XML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태그 이름과 중첩

들을 파악하기 위한 추상적 모델을 말한다. 명시

성과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서로 다른

적이란 말은 개념의 사용유형과 사용된 유형의

태그이지만 실제로 같은 의미일 수 있고, 반대로

제약조건이 명시적으로 정의된다. 정형화는 프로

5) Gruber, T., “A translation approach to portable ontologies,” Knowledge Acquisition, Vol. 5, No. 2, 1993,
pp. 1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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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들의 역량 부족 또는 잘못된 이용 등의 측
6)

이 사용되고 있으나 네트워크상의 자료에 대해

이터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메타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온톨로지를 간단히 표현하면 단어와 관계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

서는 메타데이터마다 그 요소를 달리하고 있다.

들로 구성된 어휘사전으로 어느 특정 도메인

되어 온 건강정보 질 관리에 대한 연구로는 건강

특히, 건강정보의 검색에 있어서의 메타데이터의

(domain)에 관련된 단어들을 계층적 구조로 표

정보의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연구와 평가방법에

사용은 질 평가를 거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현하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규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평가기준에 대한 개

건강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의미기반 정보를

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온톨로지를 표현하기 위

발은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된 건강정보 사이트의

선택적으로 검색하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맨틱 웹 기반기

7)

4. 시맨틱웹 기반 건강정보 활용방안

해 스키마와 구문구조 등의 정의한 언어가 온톨

평가기준 을 토대로 국내 건강정보사이트를 평

맨틱 웹 기반의 건강정보 검색에서 필수 요소로

술의 도입은 RDF와 같은 메타데이터와 온톨로

로지 언어(ontology language)이다.

가하는 기준8)을 마련하였다.

서 제안되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정보 메타데이

지를 통한 지식서술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할

터에 관한 연구로는 류시원 등(2003)은 URL,

수 있다. 시멘틱 웹 기반의 건강정보의 제공은

제목, 목적, 질병의 종류, 건강위험요인, 대상연령

웹상에서 존재하는 정보들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 사이트 우편주소, 최종확인일자, 검색어와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이해하고 해독하기 쉽게

3. 인터넷건강정보관리 현황

2) 건강정보 메타데이터 개발

인터넷 건강정보의 관리는 건강정보의 질

메타데이터(metadata)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적합성, 최종갱신일자, 경고문구, 이용형태, 재정

하며, 기존의 웹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한 가상공

(quality)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 개발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혹은 전자자원을 기술하

적 출처, 피드백, 도움말 제공, 검색기능제공, 사

간에서의 위치적 연결을 넘어서 웹 자원(웹 페이

과 올바른 정보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개발에

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요소로서 최근에는 주로

이트맵제공, 질관리 방법, 개인보호정책, 운영체

지)의 내용적 의미와 웹 자원간의 유기적인 관계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네트워크자원의 레코드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

계설명, 법령준수, 제공정보의 출처, 제공정보 주

를 표현함으로써 통합화된 정보 공유체계를 이룰

되고 있다. 인터넷과 웹을 비롯한 각종 정보처리

체, 이해관계 명시, 신체부위 등의 25개의 메타데

수 있다. 본고에서는‘건강정보 사이트의 안내’
,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데이터로 기술되는 자원의

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영철 등(2002) 등은

‘웹 페이지간 연결’
, 그리고‘건강정보사이트의

유형과 이들 자원의 접근방법이 다양해졌으나

사이트명, URL, 사이트운영, 목표, 대상, 내용, 정

웹 페이지 내용에 대한 지식서술’
에 대한 시맨틱

웹을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은 많은 장점에도

현재 웹에서 전문을 대상으로 한 로봇색인은 그

보제공자(기관), 정보원, 사이트제작일, 정보갱신

웹의 기술 적용을 제시하였다.

불구하고 정보의 질, 정보의 공급과다로 인한 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목록규칙에

일, 후원자(기관), 베너, 개인정보보호정책, 피드

절한 정보탐색의 어려움, 정보기술의 접근장벽,

서는 메타데이터의 요소를 규정한 다수의 표준9)

백, 편집(검토), 한계점(제한점), 경고문구의 17

1) 건강정보 질 관리 방안

1) 시맨틱 웹 기반 건강정보사이트 안내

개의 건강정보 제공자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
6) 류시원·송태민,『인터넷 건강정보게이트웨이시스템 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7) Jadad & Gagliardi(1998, 2002)는 총 51개(1998년 47개, 2002년 51개)의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의 평가 도구를 확인하여 제공하였다.
8) 강남미(1999)는 기존의 47개 평가 항목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항목(신뢰도, 내용, 목적, 디자인 및 기술 등)을 평가기
준으로 정하였으며, 손애리(2000)는 평가기준으로 내용성, 출처, 목적성, 심미성, 기능성, 피드백, 사생활보호의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정영철 등(2001, 2002, 2003)은 평가기준으로 과학적 건전성, 유해성, 유익성, 균형성, 상업성, 치료와 진
단의 이득과 위험, 충실성, 최신성의 10개를 제안했으며, 류시원 등(2002, 2003)은 평가기준으로 정보의 품질, 정보의
권위성, 공시, 현재성, 기술적인 문제, 문서형식, 네비게이션, 디자인, 접근성, 혁신성의10개를 제안하였다.
9) 데이터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자원의 기술에 필요한 일련의 데이터요소를 규정하고 이들 자원의 신속한 검색
을 목적으로 1995년 더블린(Dublin)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기존의 표준이나 프로토콜을 수정, 확장하여 네트워크자
원을 기술하고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된 메타데이터인 더블린코어(제목, 제작자, 주제/키워드, 설명,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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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한편 한국전산원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류시원 등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식별을 위한 메타데이터10)를 개발하여 현재 시

질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험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메타데

건강정보사이트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신뢰

기타제작자, 날자, 자료유형, 표현형식, 식별자, 출처, 언어, 관계, 내용범위, 권한의15개 요소)를 제안하였다.
10) 한국전산원에서는 2003년 12월 디지털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하여 URN(Uniform Resource Names)기반 식별체계를 개
발하여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다. URN 기반 식별체계는 디지털 콘텐츠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하여 8개의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의 식별 메타데이터(UCI, 제목, 구조적유형, 표현형태, 파일형식, 저적권관련자, 저적권
관련자의 역할, 기존식별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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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제안된 RDF 메타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클릭 후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하고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대하여

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함으로써

본고에서는 RDF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페

HTML 페이지 내에 사이트의 안내에 대한 메

건강정보의 질 관리를 위한 사이트의 안내가 가

이지간 연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타데이터를 메타태그(meta tag)로 표현하여 포

능할 것으로 본다.

코자 한다. 예를 들어 건강길라잡이 사이트의 질

11)

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3) 시맨틱 기반 건강정보사이트의 웹 페이
지 내용에 대한 지식서술

병과 증상 웹 페이지에서 암관련 웹 페이지를 계

본고에서는 시맨틱

웹의 메타데이터로 제안하고 있는 RDF를 사용

이지와 링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2) 시맨틱 웹 기반 웹 페이지간 연결

하여‘건강정보의 사이트 안내’
를 제안하였다.

층적인 RDF 스키마로 표현하면〔그림 3〕
과같

시맨틱 웹 기반의 웹 상의 지식 서술 기술로는

다.〔그림 3〕
에서 클래스(Class)‘암’
을 정의하며

온톨로지의 활용이 가능하다. 온톨로지는 건강정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

하나의 건강정보 사이트에는 수많은 웹 페이지

subclass인‘일반건강정보’
, ‘의학상식’
, 암관리

보의 특정 도메인을 지식용어로 표현하고 용어들

는 건강길라잡이의 사이트의 안내를 위하여 더블

가 존재하며 각 웹 페이지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

정책’
이 정의되고, 클래스‘일반관리정보’
는

간의 의미적 연결과 추론 규칙을 포함한다. 건강

린코어 메타데이터를 적용하여 R D F 구문

미디어 컨텐츠(text, image, video, link 등)로 구

subclass‘암이란?’
,‘우리나라의 암발생’
,‘암의

관련 도메인의 온톨로지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

(syntax)으로 기술하면〔그림 2〕
와 같다. 따라서

성되어 있어 기존의 웹 검색 방법으로는 수많은

원인’
,‘암의 예방’
을 가지며, 클래스‘우리나라의

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류체계인 M e S H

암발생’
은 subclass‘암등록사업’
,‘성별 암발생’
,

( M e d i c a l S u b j e c t H e a d i n g s), M E D L I N E

그림2. 건강정보사이트안내를 위한RDF 모델
<rdf:RDF>
<?xml version=
“1.0”?>
<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rdf:description rdf:about=
“http://healthguide.or.kr/index.html”>
<rdfs:title>건강길라잡이</rdfs:title>
<rdfs:creator>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fs:creator>
<rdfs:subject>
<rdf:Seq>
<rdf:li>건강생활</rdf:li>
<rdf:li>질병과 증상</rdf:li>
⋯
</rdf:Seq>
</rdfs:subject>
</rdf:description>
</rdf:RDF>

‘장기별 암발생’
을 정의할 수 있다.〔그림 3〕
을
RDF 구문으로 표현하면〔그림 4〕
와 같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그림 4〕
와 같은 RDF

(Medical Document Retrieval System)에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그리고 미국병리학회에서 사
용하는

임상전문영어인

SNOMED

스키마를 검색함으로써‘성별 암발생’
의 웹 페이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지가‘우리나라의 암발생’페이지에 링크되어 있

등을 활용하여 온톨로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국내

고, 최종적으로는 최상위 클래스인‘암’초기페

에서 K M - T r e e(K o r e a n M e d i c a l S u b j e c t

그림3. 건강길라잡이(질병과증상)사이트의RDF 스키마를위한클래스 계층

✽ 본 예제에서는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중 title, creator, subject에 대해서만 기술함.

11) 류시원 등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관리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정해진 메타태그(주제, 내용, 작성
일자, 협력기관 상태, 지정일자, 검토일자 등)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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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ubclass(성별암발생)의RDF 구문(serialization syntax)
<rdf:Description ID=
“암”>
<rdf:type resource=
“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Resource”/>
</rdf:Description>
<rdf:Description ID=
“일반건강정보”>
<rdf:type resource=
“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subClassOf rdf:resource=
“#암”/>
</rdf:Description>
<rdf:Description ID=
“우리나라의 암발생”
>
<rdf:type resource=
“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subClassOf rdf:resource=
“#일반건강정보”/>
</rdf:Description>
<rdf:Description ID=
“성별 암발생”
>
<rdf:type resource=
“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subClassOf rdf:resource=
“#우리나라의 암발생”/>
</rdf:Description>

표 1. 질병정보중 신생물의건강정보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질별정보

신생물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등

Heading) 시소러스가 있으나 MeSH의 단순한

그림5. 질병정보중 신생물의 온톨로지
<Ontology>
<OntoDef>
<OntoName> 질병정보</OntoName>
<Features/>
<Relation/>
<Constraints/>
<OntoDef>
<OntoName>신생물</OntoName>
<Features>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Features>
<Relation/>
<Constraints/>
<OntoDef>
</Ontology>

검증이나 평가절차 없이 확산시킬 수 있으며 전

이용자는 검증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

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시맨틱 웹

쉽지 않다. 따라서 웹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

기반의 건강정보제공은 건강정보 자원들 간의 의

엇보다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미적인 연결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한다.

함으로써 기존의 웹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

기존의 연구들에서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보장

통하고 정보이용자가 검색된 수많은 건강정보에

하는 방법으로 웹 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서 검증된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훨씬 감소시

질 관리를 통하여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킬 것으로 보고 있다.

4. 결 론

한국어 번역본으로 한국의 건강정보사이트의 도
메인에 적합한 온톨로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인터넷의 이용인구와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로

고에는 류시원 등의 연구에서 제안한 건강정보의

웹을 통한 건강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급속히 증

12)

주제별 분류표 의 일부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로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웹을 통해 제공되는

표현해 보았다.

건강정보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적절한

12) 류시원 등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특정주제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계층화하고 각 질병 소분류에 대한 대표
단어, 동의어 등 지식용어 목록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중분류에서는 신체부위별, 연령대별로 재 구분하여 온톨로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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