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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이상민1), 김화선2), 조훈3)

Study on OWL-based database buil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bank
Sang Min Lee1), Hwa Sun Kim2), Hune Cho3)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체자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체자원은행간의 상호호환을 위해 온톨로지 기반
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 7,197,252개의 인체자원정보를 수집하여 고
품질 인체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1,796개의 임상항목을 분류하고 명확한
용어표현을 위해 국제표준용어체계인 SNOMED-CT와 매핑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국제표준코드에 대
해 서로 다른 용어 및 값 유형, 자료 형을 가지는 826개의 유의어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
어로 인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76개의 선호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체자원은행간의 상호호환을
위해 유의어와 선호어 간의 관계를 OWL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XML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공통된 용어체계를 가지며, 인체자원은행 간의 복
잡한 매핑 과정 없이 상호호환 할 수 있다.
핵심어 : 인체자원은행, 유의어, 선호어, 온톨로지, 국제표준용어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uild Ontology based database for efficient oper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the human resource bank. The team 7,197,252 of human resources information was
collect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lassifies the 1,796 clinical item through high quality work. For a
clear expression of clinical terminology mapping and item of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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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OWL-based database buil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bank
SNOMED-CT it was found to have 826 different synonyms of the term and value types, the data type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de. In this study, we selected a preferred term of 76 to minimize the
redundancy due to the synonyms. Als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ynonyms and preferred terms using
the OWL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human resources banks and were stored in XML and databases.
OWL-based database built in this study has a common terminology, it can be interchangeably without
complex mapping process between the human resource banks.
Keywords : human resource bank, synonym, preferred term, ontology,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1. 서론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1-3]. 인체자원은행은 예방 및 진단,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자원 샘플을 체계적으로 수집한다[4]. 이러한 인체자원은 일반적으로 질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및 생활패턴, 환경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통
계적인 분석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샘플 데이터를 사용한다[5][6].
인체자원은행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인체자원을 수집하기 때문에, 여러 집단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는 이질적이며, 용어체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규제로 인해 데이터 통합이 어렵다[5]. 즉 서
로 다른 인체자원은행에서 진단 코드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인체자원은행 간의 정보 공유를 어렵
게 한다[4][7]. 이러한 문제에 대해 Ontology Web Language (OWL)는 인체자원정보 간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비교하고 정의 할 수 있는 도구이며, 데이터 모델의 설계 및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8].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한국인체자원은행을 설립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체자원을 수집, 관리 분
양을 하고 있다[9]. 현재 17개 인체자원은행은 인체자원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통합
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인체자원은행의 임상 및 검
체 정보를 수집하고 쉽게 활용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는 15개 인체자원은행
의 임상 및 검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의하였다. 또한 국제표준용어체계인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SNOMED-CT)을 이용하여 임상항목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정의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유의어 문제가 발생되었다.
유의어(synonym)는 동일한 국제표준코드에 대해 서로 항목 명과 값 유형(value type), 자료 형
(data type)을 가지는 2개 이상 임상항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별’ 항목에 대한 유의어는 ‘성

별(Q00114.01)’, ‘Donor정보 : 성별’과 같이 서로 다른 항목 명으로 표현된다. 또한 ‘성별’ 항목은
‘(F, M)’, ‘(여, 남)’, ‘(1, 2)’와 같은 값 유형에 따라서도 유의어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의어는 인체

자원은행의 테이블 정규화 과정에서 1,796개 임상항목 중 826개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유의어 문제
가 지속되게 된다면, 향후 인체자원은행 간의 정보 통합 시 데이터의 상호호환을 어려우며,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내의 소스 데이터를 매번 수정해야 한다[7].
이에 본 연구는 선호어를 선정하여 유의어로 인해 중복된 컬럼(column)을 최소화 하고 인체자
원은행 간의 인체자원정보를 상호호환 할 수 있도록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한다. 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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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선호어와 유의어 간의 관계를 정의하며, 인체자원정보를 필요로 하는 인체
자원은행이 분양받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컬럼과 자료 형 변경 없이 호환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다.

2. 관련 연구
2.1 유의어와 선호어
유의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2개 이상의 항목을 의미하며, 선호어는 중복되는 항목을 대표하
는 고유한 항목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의어로 인해 중복되는 항목은 선호어를 선정함으로서 항목
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10]. 본 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 15개 인체자원은행의 인체자원정보를 수
집하여 상세화, 분류화, 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인체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15개 인
체자원은행은 각 인체자원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인체자원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용어를 정의하는 용
어체계가 달랐다. 이로 인해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항목이 서로 다른 용어 표현으로 유의어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정규화 과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명
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1,796개의 임상항목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용어체계인 SNOMED-CT
의 concept id와 매핑하였다. 매핑 결과, 용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concept id를 가지는 항목들
이 발견되었고, 이들 항목 중 같은 concept id를 가지는 항목을 유의어 그룹으로 정의 하였다. 하
나의 concept id에 많게는 50개의 중복된 자료가 제거되었으며, 1,796개 임상항목 중 826개 유의어
항목을 발견 되었다. 유의어를 분석한 결과, 유의어 항목 간에 값 유형과 자료 형이 다양하게 정의
되어 있었으며, 값 유형과 자료 형이 다른 경우 항목이 표현하는 값이 달라지므로 서로 다른 항목
으로 정의하였다. 하나의 유의어는 최대 8개의 값 유형이 있었으며, 비슷한 값 유형 간에 둘씩 묶
고 값 유형과 자료 형이 다른 경우에 구분하여 최대 4개의 그룹으로 표현이 하였다. 이러한 유의
어 항목 중 값 유형을 가장 많이 표현 할 수 있는 항목을 선호어로 선정하여 ‘성별’, ‘흡연력’과 같
이 76개의 항목이 분류되었고, 선호되는 값 유형과 자료 형에 따라 101개로 구분된다(Fig. 1).

[그림 1] 임상 항목의 선호어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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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eferred term selection process of clinical item

2.2 Ontology Web Language
OWL는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다른 언어에 비해 표현력이 가장 뛰어난 시멘틱 웹 온톨로지 언어

이며, 서로 다른 기종의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웹 기반의 지식을 처리한다[11][12]. OWL은 OWL
Lite, OWL DL 및 OWL Full과 같은 세 개의 하위 언어가 있으며, 후자로 갈수록 표현력이 높지

만 효율적인 추론이 어렵다. OWL DL과 OWL Full은 불 연산자를 통해 복잡한 객체의 형태를 정
의하고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을 정의할 수 있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OWL Full은 표현력이
가장 높은 반면 추론기능을 완벽히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현재 OWL DL을 가장 많이 사용
한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표현 언어로 OWL DL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인체자원은행마다 용어를 분류하는 용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 대상이 되는 모든 인체
자원은행의 용어체계를 습득하여야 하며, 인체자원은행에 맞게끔 용어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WL DL을 이용하여 인체자원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정의한 용어체계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하나의 통합된 용어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OWL 기반의 통합된 용어체계
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정보 교환 시 용어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며, 효과적
인 인체자원은행 관리 및 상호호환이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게 한다.

2.3 관련 연구 동향
인체자원은행이 수집하는 인체자원정보는 개별적으로 수집되고 인체자원은행마다 임의의 데이
터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통합이 어렵다[7]. 특히 의학 용어는 넓고 복잡한 개념을 다루
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필요하다[14]. 이에 따라 다수의 인체자
원은행에서는 인체자원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용어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OWL를 이
용한 개발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National Center for Biomedical Ontology (NCBO) Resource
Index는 수집된 인체자원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에 의해

공개된 200여개의 온톨로지 집합을 사용하였다[15]. Nottingham 대학 병원 NHS Trust에서는 단위
은행으로부터 수집된 인체자원을 코호트기반의 연구를 위해 인체자원은행의 임상 정보 모델을
OWL/XML 기반으로 개발하였다[16].

국내외의 온톨로지 관련 연구들은 온톨로지의 추론 기능을 이용하여 질병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지능형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인체자원은행의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온톨로지 간의 매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국제표준용어체계인 SNOMED-CT와 매핑으로 발견된 유의어
항목에서 선호어를 선정하여 공통된 용어 표현을 정의하고, 각 용어가 가지는 속성 간의 관계를
OWL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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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및 구현
인체자원은행 간의 상호호환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집 대상이 되는 인체자원은행의 데이터베
이스에 구조와 속성이 반영이 되어야 하며, 의미상 동일한 항목 간에는 통합을 위해 관계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체자원은행 간의 정보가 상호호환 할 수 있도록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선행 연구에서 발생되었
던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문제에 대해 선호어를 선정하여 해결하였으며, 상호호환을 위해 유의어와
각 속성들 간의 관계를 OWL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선호어 선정을 위해 유의어 항목을 분석하
여 여러 개로 표현되는 유의어 항목과 항목이 가지는 속성들을 정리하였다(Table 1).
[표 1] ‘성별’ 항목의 속성 분류
[Table 1] Property classification of 'gender' items
SNOMED-CT Concept

preferred term

synonym

성별
patient sex

성별

sex
Donor정보 : 성별
연동성별
Recipient정보 : 성별

value type
선택(F, M)
선택(female, male)
선택(남, 여)
선택(남, 여)
선택(F, M)
선택(Male, Female)
선택(M, F)
선택(Male, Female)

data type
character
text
number
text
character
text
character
text

동일한 SNOMED-CT의 concept에 대해 최대 9개의 의미적으로 동일한 유의어 관계를 발견하였
다. 또한 유의어 항목 내에서도 값 유형과 자료 형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값 유형과 자료 형에 따라 세부 그룹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SNOMED-CT의 concept이
‘patient sex’인 경우 성별이란 항목이 가지는 값 유형이 ‘선택(F, M)’, ‘선택(female, male)’, ‘선택
(남, 여)’, ‘선택(1, 2)’에 따라 세부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의어 중 선호어의 선정 방식은 가

장 많은 값 유형을 표현하는 항목을 선호어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란 항목이 가장 많은
값 유형을 가지므로 선호어로 선정되었다.
상호호환을 위한 유의어와 선호어 간의 관계표현은 OWL를 이용하였다. SNOMED-CT의
concept과 매핑되는 유의어는 명확한 용어 표현이 되는 concept의 의미를 상속하고 여러 가지의

용어로 표현됨으로 is a 관계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SNOMED-CT의 concept인 patient sex에
대해 is a 관계에 있는 하위 계층은 ‘Donor 정보 : 성별’, ‘연동성별’, ‘성별(Q00114.01)’등의 항목들
이며, 이들은 유의어 관계이다. 유의어 간에 표현하는 속성들이 각각 다르므로 data type 속성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유의어 중 선호어 항목에 대해서는 Annotation 속성을 이용하여 선호어를
표시하였다. 항목의 구분하는 고유 식별자는 label를 이용하여 값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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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본 연구는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컬럼 간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1,796개 임상항목을 SNOMED-CT의 concept과 매핑하여 826개 유의
어 항목 중 76개 선호어를 선정하여 데이터의 컬럼 중복을 제거하였다. 또한 인체자원은행 간의
상호호환을 위해 OWL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OWL을 이용한 관계 표현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발도구인 Protege 5.0를 이용하였으며, 구현한 결과 자세한 관계 표현을 확인하고자 일부분
만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 하였다(Fig. 2). 유의어는 명확한 표현을 위해 SNOMED-CT의 concept
을 상속받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이들 간에 관계는 상속관계를 표현하는 is a 관계를 이
용하여 표현하였다. 유의어 간의 관계는 용어 표현과 값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하나의 용어는 여
러 개의 값 유형을 가진다. 이는 서로 다른 인체자원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 유형이므로 상호
호환을 위해 표현하였다. 차후 인체자원은행의 수집대상이 늘어날 경우에, 구축한 OWL은 추가 할
항목을 SNOMED-CT의 concept id와 매핑하여 유의어 항목 간에 관계와 속성 간의 관계를 정의한
다. 따라서 OWL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수집한 인체자원항목을 OWL기반으로 매핑하여 불명확한
용어표현과 항목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과정의 어려움을 줄 일 수 있다.

[그림 2] 온톨로지를 이용한 개념 간의 관계 표현
[Fig. 2] Represen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using ontologies

Protege 5.0으로 개발한 OWL은 XML문서로 나타낼 수 있다(Fig. 3). OWL을 XML 형태로 나타

낼 경우 데이터 표현 및 관리하기 용이하고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이 명시 되어 데이터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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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이 가능하다. OWL Class의 rdf:ID는 SNOMED-CT의 concept을 표현하고 하위 계층으로 표현
되는 subClass에는 유의어 항목이 입력된다. OWL에는 두 가지의 Property가 있으며 용어 간의 관
계표현을 위해서는 Object Properties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용어의 값 유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ata Type Properties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유의어 항목의 Data type Property는 owl:Restriction

의 내에서 표현된다. Data type Property는 XML schema의 attributes의 요소와 매핑 한다. Data
Type Properties 통해 76개의 선호어가 가지는 101개의 값 유형과 자료 형을 정의한다. domain은

표현될 데이터 용어를 나타내고 range는 용어의 속성인 자료 형을 나타낸다. Data type Property
의 ID는 값 유형을 의미하며 중복된 표현이 있으므로 1에서 101까지 코드 값을 정의하였다.

[그림 3] 선호어와 유의어를 관계를 표현한 OWL/XML 문서
[Fig. 3] OWL/XML document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red term and synonyms

OWL를 이용하여 정의된 관계는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Fig.
4). 임상항목은 t_clinical_item 테이블을 중심으로 총 11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t_clinical_item 테

이블은 각 테이블의 고유 key 값들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상항목을 SNOMED-CT와 매핑하여
SNOMED-CT의 세 가지 핵심테이블을 t_concepts, t_descriptions, t_relationships 테이블에 저장하

였다. 인체자원정보는 선행연구의 분류화 과정을 통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졌으며
t_high_class, t_middle_class, t_low_class 테이블에 각각 저장하였다. 이중 상세화된 임상항목은
t_low_class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으며, t_low_class 테이블에서 유의어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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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clinical_Item_synonym 테이블에 저장하였다. 선호어와 유의어 간의 관계가 저장된 OWL기반의

정보를

t_ontologyRelationships

테이블에

저장하였으며,

t_ontologyRelationships

테이블의

relationshipType 컬럼에는 is a와 Data type Property등등 OWL에서 정의된 관계 표현이 저장되었

다. 유의어 항목 간의 관계표현을 위해 ontologyCode1 컬럼은 domain을 ontologyCode2 컬럼에는
range를 나타내었다.

[그림 4]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Fig. 4] Design of OWL-base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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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온톨로지 언어인 OWL을 이용하면 인체자원정보 간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비교하여 정의 할 수
있으며, 인체자원정보 공유 시 인체자원은행 간의 공통된 용어체계를 가지게 한다. 이는 인체자원
은행 간의 상호호환을 가능케 하고 향후 추가될 인체자원은행과 기본 인체자원은행 간의 복잡한
과정 없이 공통된 용어체계를 통해 매핑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체자원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자원정보를 분석하여 유의
어 항목에서 선호어 항목을 정의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항목중복으로 인해 공유가 어려웠
던 문제를 OWL 기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제안하였다.
제안한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인체자원정보의 수집된 항목을 통합하기 위해 각 인체자원
은행의 항목 데이터가 선호어 항목으로 통합하고 인체자원정보 분양 시 다시 원본 항목으로 수정
없이 전송 가능하도록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매핑된 인체자원정보를 보내게 된다.
OWL 기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체자원은행의 데이터는 효율적인 데이터를 수집과

분양이 가능하고 다른 인체자원은행에서 사용하는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매핑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인체자원을 모두 공유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임상항목에 데이터만 이용하여 항목의 수가 적으며 이로 인해 정의 할 수
있는 관계 또한 적개 나타났다. 차후 연구에서는 수집대상을 늘리고 임상 및 검체항목 전체에 대
한 OW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차후연구 목표로써 항목 간의 매핑을 인체자원
은행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매핑도구를 개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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