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톨로지를 이용한 의약품 정보 지식의 구축 사례

손종수O 김도형 정인정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mis026@korea.ac.kr, gouske@korea.ac.kr, chung@korea.ac.kr

Representation of drug informations and their relations using ontology

Jongsoo SohnO  Dohyung Kim and Injeong Chung

Dep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 university

요  약

  시맨틱 웹 및 온톨로지 기술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써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정보자원이 차츰 컴
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웹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의약품 관련 정보는 정보자원에 대한 의미
적인 표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각기 다른 웹사이트들에 분산 되어, 필요한 정보들이 여러 사
이트들에 중복되어 있다. 그리고 연관이 있는 정보간의 연결이 부족하여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문가들도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우리는 의약품 정보들의 관계를 표현하여 의약품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 및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
하게 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7개의 웹사이
트에서 제공되는 23종의 의약품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그리고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웹사
이트에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의 연결성을 분석하고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 보이는 의약품 정보 및 관계의 표현은 효율적인 의약품 관련 정보 검색에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분산된 의약품 관련 정보의 통합 및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2000년  반 이후의 인터넷의 폭발 인 성장은 오

늘날 웹2.0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수 에 이르 다. 그리

고 웹을 통해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기하

수 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상 으로 웹 데이터와 서

비스의 분류  검색기법은 통 인 키워드 매칭 방법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늘어나는 자료에 비해 검색의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  버 스 리는 2001년에 

정보자원를 컴퓨터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웹

인 시맨틱 웹을 주창하 다[5]. 그 이후 시맨틱 웹은 지

식표  언어인 온톨로지와 함께 다양한 련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이에 따라 시맨틱 웹은 의료, 기업, 군사, 공

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목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의약품 련 정보는 의사, 약사, 의약

품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요한 정보로 활용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합하게 맞춰진 의약 처방

을 하는데 있어 생리학 으로 안 하고 효과 인 검색방

법으로 의약품을 도출하는 것은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건강의 측면에서 요한 의약품 

련 정보는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에 한 심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약품 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웹 

사이트가 개발되고 있다[2]. 그리고 한국식품의약품안

청에서도 의약품 종합 포털사이트 ‘이지드럭’ 등 다양한 

의약품  의약외품에 련한 정보제공 사이트를 구축하

여 운 하고 있다[7, 13, 14, 15, 16, 17].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운 하고 있는 의약품 련 사이트들은 의약품 

 그 제조사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의

약품 안 성, 의약외품정보 등 의약품 회수 폐기 정보 

등 의약품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재 제공되고 있는 의약품 련 사이트들은 

분야별로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어 의약품 

문가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하여 여러 

웹 라우  창을 새로 열어가면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

이 있으며 정보의 분류별로 연 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를 효과 으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비슷한 개

념이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복 으로 사용되거나 같은 

자료가 여러 웹 사이트에서 상이한 형태로 제공되어 이

해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자료 공간의 낭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 한 재 운 되고 있는 의약품 련 사

이트들은 사용자들의 극 인 참여가 어려운 형태로 개

발되어있어 사용자들의 참여  요구에 의해 동 으로 

콘텐츠가 진화하기를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의약품  생물학 련 분야의 지식을 표 하고 

처리하기 하여 OBO(Open Biomedical Ontologies)[4]
와 같은 온톨로지 언어가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약품 제조 기업에 한 정보

를 기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XML 기반의 표기체계

를 갖추고 있지 않아 범용성  상호운용성이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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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1) 의약품 련 정보의 체계

인 분류  연 성 확보  2) 의약품 련 콘텐츠의 

동 인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3) 상호운용성을 확보하

여 다양한 응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XML기반의 W3C 
표  온톨로지 언어인 OWL(Web Ontology Language)
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보이는 의약품 온톨로지의 생

성 과정은 총 4개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  온톨로지의 

범 를 설정하고 요한 개념을 선정하여 핵심 개념을 

확립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핵심 개념들의 클래스-
속성 계를 정립하여 온톨로지의 큰 틀을 작성하며 이들

을 서로 연결하고 부족한 클래스와 어휘를 보충하여 최

종 으로 완성된 온톨로지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온톨로지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련된 

객체와 속성을 OWL 온톨로지로 기술하고 도식화하여 

보인다.
  본 논문에서 보이는 OWL 온톨로지 기반의 의약품 

련 정보 분류와 속성의 연결을 이용하면 재 여러 사이

트로 분산되어있는 의약품 정보의 체계화에 활용이 가능

하며 효율 인 의약품 련 정보의 검색에 있어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처리  

추론기능을 활용하면 의약품 지식 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진  확 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의약품 

 그 련 사이트들의 통합  개선에 활용이 가능하

다.
2. 배경  련연구

2.1. 의약품 련 사이트에서의 정보 제공

  재 식품의약품안 청에서는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통

한 결과물로 의약품  그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많은 정보가 한국식품의

약품 안 청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종합 포털사이트 ‘이
지드럭’[7]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복되거나 유사한 

메뉴와 정보가 산재되어있다. 한 일반 사용자, 기업, 
의약품 문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와 정보 사이의 연결성이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아 어려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검

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여러 의약품 련 사이

트들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한국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7개의 

웹 사이트[7, 13, 14, 15, 16, 17, 18]와 23종의 의약품 

련 정보들을 기반으로 의약품  기업정보, 화장품 정

보, 생약정보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계를 설정한다.
2.2. 시맨틱 웹  온톨로지

  시맨틱 웹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웹 상의 많은 정

보들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  버 스리(Tim Berners-Lee)가 제안한 시스

템이다[5]. 시맨틱 웹은 컴퓨터가 스스로 정보의 의미를 

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며 이러한 시맨

틱 웹의 핵심 기술 의 하나가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정보를 개념화하기 해 명시

으로 정형화한 명세[6]이며, 인터넷과 같이 이기종 분

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때 자요들 사이의 

계와 의미 정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한 지식 표  방법이다.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마크업 언어들에는 여러 종

류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RDF/OWL을 사용하여 온톨

로지를 구축하 다. OWL(Web Ontology Language)[6]
은 재 W3C에서 표 으로 지정된 XML기반의 온톨로

지 언어이며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에서 지식표  언어로 

활용되고 있어 범용성이 높다.
2.3. 련 연구

  의약품  의약 분야에서 시맨틱 웹  온톨로지 기술

은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바이

오 정보기술, 의약 정보기술 분야에서 온톨로지를 이용

한 역학 계 추론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에서는 온톨로지를 활용한 의약 련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고 토의한다.
  GO(Gene Ontology)[8]는 생물의 종(種)과 데이터베

이스들의 역에 걸친 유 자와 유 자 제품 속성의 표

을 표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물 정보학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로젝트는 유 자 정보들에 근하고 

가공할 수 있는 도구뿐만 아니라 유 자 상품 특징을 설

명하기 한 어휘의 용어 리와 GO 컨소시움 구성원들

이 작성해 놓은 유 자 상품 주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GO에서는 유 자 정보에 한 온톨로지로서 의

약품과 기업에 한 계 표 은 상 으로 부족한 면

이 있다.
  OBO(Open Biological and Biomedical Ontoloies)[7]
는 생물학/의학 온톨로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어휘집이다. OBO는 생물 의학 분야에서 공동으로 이용

이 가능항 참조 온톨로지들을 만드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OBO의 어휘에는 생물학  처리, 해부, 생화학 등 여

러 분야의 인 루엔자 온톨로지, 백신 온톨로지등과 같

이 다양한 온톨로지들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 생물학  정보

나 명칭 정보들에 한 다양한 온톨로지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있다[9, 10, 11, 12]. 그러나 부분의 련 

온톨로지들은 백신  유 자정보 등 생물학  특성과 

련 약의 효능에 하여 기술되어있어 의약품의 제조 

기업  허가정보, 회수폐기정보와 같이 기업  민원과 

련된 정보의 표 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약품  기업, 민원정보들을 상으로 하여 의약품의 

명칭  성분들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에 한 정

보까지 포함하여 온톨로지를 생성한다. 
3. 의약품 정보  계의 표

3.1. 온톨로지 생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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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보이는 의약품 련 정보는 다음의 표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 한국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운 하고 있는 웹 사이트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

다. 우리는 이 의약품 련 사이트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 성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생성한다.

의약품 정보 제공처 정보의 내용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제품 정보

http://ezdrug.kfda.go.kr 업허가 번호

http://www.kfda.go.kr 행정처분업체정보

http://www.kfda.go.kr 행정처분품목정보

http://www.kfda.go.kr 안 성유효성 심사결과

http://addrug.kfda.go.kr 첨가제 정보

http://addrug.kfda.go.kr 첨가제 안 성 정보

http://addrug.kfda.go.kr 첨가제 국내 사용 황

http://addrug.kfda.go.kr 첨가제 국외 사용 황

http://ezdrug.kfda.go.kr 임상정보

http://ezdrug.kfda.go.kr 임상시험정보

http://ezdrug.kfda.go.kr 임상시험기 정보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재심사 정보

http://betest.kfda.go.kr 생동성 시험 정보

http://ezdrug.kfda.go.kr 회수 폐기 의약품 정보

http://ezdrug.kfda.go.kr 제네릭 의약품 정보

http://opendrug.kfda.go.kr 의약외품 정보

http://opendrug.kfda.go.kr 의약외품 원료 규격

http://ezcos.kfda.go.kr 화장품 제품정보

http://ezcos.kfda.go.kr 화장품 업체정보

http://ezcos.kfda.go.kr 화장품 원료 기  정보

http://ezcos.kfda.go.kr 화장품 보고제품 정보

http://herbmed.kfda.go.kr 생약 정보

표 1 의약품 정보 제공처  그 내용

3.2. 온톨로지의 설계  생성

  본 논문에서는 의약품  의약품 민원 상태, 의약품 

제조 기업에 한 지식을 효과 으로 기술하기 하여그

림 1과 같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림 1 온톨로지 생성의 4단계

1단계 : 온톨로지의 범  설정

  본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온톨로지는 의약품 정보 

 의약품 제조 기업, 의약품 련 민원 정보에 한 온

톨로지이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7개의 

웹 사이트에서 23종의 의약품 련 정보를 수집하 다. 
그리고 수집한 의약품 정보에서 복되는 정보를 통합하

여 다음 표 2와 같이 분류하 다.
  표 2에서 보이는 정보의 분류는 2차분류를 기 으로 

각각 온톨로지에서 하나의 클래스로 표 하며 이들간의 

공통분모를 모아 1차분류를 만들고 세부 인 정보를 3차

분류로 표 한다. 1차분류에서 의약품 공통정보는 의약

품 민원사항과 련하여 공통 으로 지니는 항목을 보인

다. 그리고 1차분류의 의약품은 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생약을 모두 포함한 개념의 의약품이며 1차분류  기업

은 의약품 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공통정보를 보

인다.

1 차분 류 2차분 류 3차분 류

의약품 공통정보 제조코드

허가번호

허가분류

분류번호

성상

허가날짜

보 방법

의약품 이름 국문

문

보험정보 단

표

보험액

검사기간

함량

문/일반정보

제조분류

재심사

제품분류

주의사항

신약

포장단

재검사여부

효능효과

제네릭의약품 제네릭의약품

조약

기업 기업명

기업분류

화번호

주소

허가번호

표자명

표 2 의약품 정보의 분류 

2단계 : 핵심개념 확립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보인 의약품 정보의 분류를 

기 로 가장 핵심 인 개념을 그래 로 나타내어 표 한

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차 분류에 해당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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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해 클래스 계를 설정한다. 그림 1은 1차분류 

에 의약품 공통정보에 해당하는 개념의 계표 도 이

다.
  그리고 1차분류에서 의약품은 두 개의 3차분류를 가진 

클래스가 있지만 이는 국/ 문이름, 보험정보의 속성 등

으로써 클래스 계보다는 속성 계이다. 따라서 2단계 

핵심개념 확립에서는 의약품에 한 3차분류는 제외하며 

이는 3단계에서 보인다. 그림 2와 3은 의약품에 한 

계표 이며 그림 4는 기업에 한 계표 이다.

그림 2 의약품 일반 정보

그림 3 의약품 정보

그림 4 기업 정보

3단계 : 클래스-속성 계 설정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보인 핵심 개념에서 보이지 

않았던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속성 계를 보인다. 아래

의 그림 4는 약품과 화장품의 속성 계를 표 한 제를 

보인다. 화장품은 공통정보에서 정보를 이양받으며 약품

은 성분정보와 보험정보를 각각 속성(hasAttribute)으로 

갖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약품에는 조약의 복제약

인 제네릭 의야품, 조약, 일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

므로 약품의 하 클래스(subClassOf)로 조약과 제네릭

의약품을 설정한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5의 좌

측 하단부에서 기업 클래스는 화장품과 약품의 생산자이

므로 ‘producedBy' 계임을 보인다.

그림 5 속성 계의 표

4단계 : 온톨로지의 생성  보완

  4단계에서는  1에서 3단계까지의 결과물을 통합하

고 보완한다. 이를 하여 2단계에서 보인 핵심 개념들

을 연결하며 3단계에서 보인 속성 계를 포함시킨다. 그

리고 핵심 계 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 상세 정보  

의약품의 국 문 명, 성분정보를 추가하여 완 한 형태

의 온톨로지를 생성한다. 그림 6는 4단계에서 온톨로지 

생성  보완을 통해 생성된 의약품 온톨로지의 체 그

래 이다.
4. 구

  본 논문에서 보인 의약품 온톨로지는 Protege4.1을 이

용하여 개발하 다. Protege는 미국 스탠포드 학교에서 

개발한 온톨로지 제작 도구로써 온톨로지의 제작 뿐만 

아니라 SparQL, DLQuery 등 다양한 온톨로지 질의언어

를 제공하며 내장 추론기를 탑재하여 온톨로지 추론에 

있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7은 Protege를 이용

한 의약품 온톨로지 생성의 제를 보인다.

그림 7 Proteg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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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약품 온톨로지

  본 논문에서 보인 온톨로지는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

(http://iis.korea.ac.kr/kfda/ontology/KFDA01.owl)하여 

의약품과 련된 다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의약품 온톨로지의 클래스  속성 상세에 

한 상세 페이지(http://iis.korea.ac.kr/kfda)를 제공하

여 구나 온톨로지를 활용한 의약품 정보 연 성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 그림 8은 의약품 온톨로

지의 상세문서이다.

그림 8 의약품 온톨로지 상세 문서

5. 결  론

  오늘날 의약품  의약품과 련된 기업, 보험 정보 

등은 의약품 문가나 련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게도 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많은 정부기   민간단체에서는 의약품과 그 효능  

성상에 한 정보를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엣 제공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 웹 

사이트에서는 분야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 되고 있

어 정보가 분산되고 복되는 정보가 일 으로 리

되지 못한 채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의약품과 그 련된 정보들에 한 정리를 보 으

며 이를 토 로 의약품 온톨로지를 개발하 다.
  우리가 개발한 의약품 온톨로지는 온톨로지의 범 를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핵심개념을 확립하고 클래스 

속성 계를 정립하여 온톨로지를 생성하는 네 개의 단

계를 거쳐 생성되었다. 이 네 단계를 순차 으로 진행하

여 의약품 온톨로지를 서로 복이 되는 의약품 정보를 

최소화시켰으며 정보자원간의 계를 체계 으로 정립

하 다. 그리고 개발된 의약품 온톨로지는 웹 사이트를 

통해 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온톨로지의 클

래스와 속성에 한 상세에 한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다른 연구자  개발자들에게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보인 의약품 온톨로지는 XML 형식으로 

기술되지 않은 GO와 그 련 연구들과는 달리 XML기

반의 W3C 표  온톨로지 언어인 OWL을 활용하여 의

약품과 그 련 정보를 기술하 다. 그리고 다른 생물

학, 의학 분야에서 개발된 온톨로지들과는 달리 의약품

의 제조 기업에 한 정보  그 민원처리에 한 정보

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수 

있도록 하 다.
  XML 기반의 OWL 온톨로지 언어는 XML의 장 을 

그 로 이양 받아 로그래  언어에 계없이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종류  버 에 계없

이 사용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그리고 OWL은 클래

스와 클래스 간의 계와 속성표 을 명시 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SparQL, DL Query 등과 

같은 기술로직 기반의 질의 언어를 활용하여 지식을 추

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보

인 의약품 온톨로지를 활용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계

를 갖고 있는 의약품 련 정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효율 인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한 향후 식품

의약품안 청의 정보시스템 통합  개선에 있어서 정

보제공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웹2.0 기반

의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토 로 활

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보인 온톨로지의 생성 과정과 그 결과물

을 향후 온라인 온톨로지 공유 시스템 DBpedia[19]의 

데이터와 연동시켜 더 풍부한 어휘를 갖는 온톨로지로 

발 을 시키기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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