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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OD(Linked Open Data)는 데이터 공개방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서로 관련있는 데이터를 표준방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관련있는 데이터들이 LOD 형태로 구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LOD 형태의 데이터 공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학연구논문 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있는 DB들을 LOD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LOD 플랫폼 구축사례를 소개한다. 각 DB의 모든 데이터를 LOD로 연계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민간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인프라성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DB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LOD국내외 10개 사이트를 연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한 방식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중심어 : 링크드 데이터, 링크드 오픈 데이터, 데이터 개방, 보건의료 데이터 

Abstract

Linked Open Data (LOD) is rated as the best of any kind of data disclosure, and allows you to search related data 
by linking them in a standard format across the Internet.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relevant 
data are constructed in the LOD form in the global environment, but in the domestic healthcare sector, the disclosure 
of data in the form of LOD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case of LOD platform construction 
that provides services by lin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lated data by LOD method, based on the data of Korean 
medical research paper data and health care big data linkage platform. Linking all data from each DB into an LOD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is basically an infrastructure task that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in charge of rather than the private sector. In this study, ten domestic and foreign LOD sites were linked with 
only a portion of each DB, enabling users to link data from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in a convenient 
manner.

■ Keyword : Linked Data, Linked Open Data, LOD, Data Disclosure, Healthca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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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플랫폼은 보건의료분

야 공공기관 및 해외기관 보유 데이터셋을 수집,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되었다[조

18]. 2018년 현재 국내 15개 기관, 해외 5개 기관

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셋을 수집, 연계하

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관

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였다.  빅데

이터 플랫폼에서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저장, 관

리, 분석하기 위해 20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

용하고 있다[조18].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가능한)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 데이터셋은 한 기관 내의 다수 데이

터베이스들을 연계하거나 혹은 다수 기관의 데이

터베이스들을 연계하여 생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서로 연계하여 준비한 후, 사용자가 

질의어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셋을 추출해서 활용

하는 가장 앞선 방법으로 LOD(Linked Open Data)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팀버너스리는 오픈 데이터 

기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식으로 LOD를 

제시하고 있다[Tim19].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셋을 수집하

고 관리하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상

호 연계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음에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연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다[오15,조18].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

고, 연계키가 비식별화되어 제공되므로 데이터 연

계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각 병원이 

보유한 EMR 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

강검진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위해서는 IRB 심사

를 받아야 하고, 관리기관(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하여 연계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분석결과 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실제로 어렵

게 생성된 연구용 데이터셋의 재활용 체계가 구축

되지 않아 후속연구에 사용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용한 데이터셋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셋 생성자에 대한 소유권 보장과 

투명한 활용체계가 정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LOD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하는 LOD 플랫폼을 제안한다.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Kmb19]는 

연구재단 지원으로 축적하고 있는 의학연구논문에

서 사용된 용어(질병, 약품, 치료재료, 의료행위 

등)를 기반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LOD 기법으로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LOD화를 위해서는 현재 

원천 데이터의 구조를 보건의료 전문지식을 기반

으로 탈맥락화시켜 데이터 수준으로 나누고, 관련

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의 지식과 IT/빅데이터 전문

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LOD의 근간을 

이루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관성을 찾기 위하여 의학논문에서 사용된 용어

의 의학적 맥락을 MeSH를 통해 보완하고[Mes19], 

질병, 약품, 치료재료, 의료행위, 약물성분과 부작

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관 데이터를 찾아 연계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관

련연구를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LOD 구축방안

과 구축현황을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구축된 보

건의료 LOD 플랫폼의 서비스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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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LOD(Linked Open Data)에 관해 소

개한다. LOD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가 시맨틱 웹 프로젝

트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웹에 공개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것을 오픈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으로 개방하여 상호 공유하고 재

사용함으로써 웹에 공개된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

한 지식베이스로 활용하는 기술이다[Tim19]. 

표 1은 데이터 개방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정

14]. 문서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사람

이 읽기는 쉬우나 기계로 처리하여 자동화하는데

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들어, pdf 혹은 아래한글

로 작성한 문서 형식으로 개방한 데이터셋은 기

계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RDF나 LOD 형태로 

개방한 데이터셋은 기계처리가 용이하여 자동화

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특히 LOD 방

식은 웹상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한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간주하여 다양한 질의를 통해 원

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어 가장 우수한 공

개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구축

하기 위한 노력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전세계의 LOD 구축 및 연계 현황은 [Lod19]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2019년 3월 

기준 LOD 데이터 연계의 현황이다(1,239 data-

sets, 16,147 links). 이 중에서 하단의 고동색 부분

이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LOD 연계를 나타내

고 있다. 2007년 12개의 데이터셋으로 시작하여 

2017년 1,000개를 돌파하여 지속적으로 LOD에 

연계되는 데이터셋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분야별로 LOD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19,이15,조16,현14].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국

가서지 LOD(국립중앙도서관)등 11개의 LOD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그림 2참고) 연결성이 

부족하고, 온톨로지 구축 등 인프라 부재, 지속적

인 연결확산을 통한 가치창출 미흡 등으로 그 효

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구재단과 충북대학교의 의과학연구정

보센터에서 90년대 말부터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

영 중인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Kmb19]는 의학, 간호학, 치의학, 보건학 등의 영

역에서 발간되는 저널과 해외저널에서 발간되는 

문서

(파일)

개방

･기계판독 어려움

･가독성은 용이

･공급자 개방용이

･사용자는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한계

API

개방 

･기계판독 용이함

･기관/응용에 따라 상이한 

API 제공

LOD

개방

･기계판독 용이함

･사양 표준화로 연계가 

용이함

･사용자가 질의를 통해 

다수의 DB를 연계한 

데이터셋 확보가 가능함  

<표 1> 데이터 개방 방식의 특징[정14]

<그림 1> LOD 연계 현황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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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자 논문을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국내최

대 보건의료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이다. KMBASE

에는 2019년 12월 현재 720,250건의 국내논문(1,020

개의 저널)과 282,508건의 한국연구자 해외논문이 

저장되어 있으며, 키워드 검색 위주로 연구자에

게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BASE 데

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8개 기관 데이터를 LOD 

방식으로 연계하여 구축한 LOD 플랫폼을 소개

한다. 

<그림 3>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mb19]

Ⅲ. 보건의료 빅데이터 LOD 구축

본 장에서는 국내의학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국

내외 8개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관련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LOD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1 보건의료 LOD 플랫폼 구조 설계 

본 연구에서 LOD 구축의 목표는 한국의학논

문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양한 국내외 기관의 관

련 데이터를 LOD로 연계하고, 연구자가 한 번의 

검색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연구자가 여러 사이트를 개별

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데이터를 찾고, 이들을 필

터링하고 연계하여 관심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준다. 수많

은 연구자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비

용과 노력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를 위해 의학분야 논문으로부터 질병과 약품간의 

연관관계를 찾아 연계하고,질병에 대한 참고자료

(예: BioPortal의 관련 온톨로지 정보와 MeSH에

서 정의한 용어 설명 등)와 약품에 대한 참고자료

(예: 국내 약학정보원의 상세한 약품관련 정보, 

해외 PubChem, SIDER 등)를 연계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보건의료 LOD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보건의료영역 데이터 모델을 수립하여 

사실상의 국제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OWL 

(Ontology Web Language)과 RDF(Resource Definition 

Framework)로 표준 메타데이터를 정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온톨로지 모델링이라 부른다[황08]. 

온톨로지 모델링은 실세계의 사물 및 자료들

을 온톨로지로 구성하기 위하여 대상이 되는 자

료들의 공통 개념들을 추출하고 개념들 간의 상

하 관계 및 각 개념들의 속성과 개념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정의하여 대상 데이터들을 개념 중

심으로 통합 및 추론이 가능하도록 온톨로지를 

<그림 2> 국내 LOD 구축현황[공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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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클래스 정의)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LOD구축 절차는 그림 4와 같이 링크드 데이터

를 생성, 관리, 발행, 협업의 생명주기를 갖고 있

으며, 협업을 통해 새로운 링크드 데이터를 생성

하고, 이를 다시 발행하여 디지털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프19].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보건의료 분야 

LOD 구축의 개념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

자가 KMBASE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논문 뿐 아

니라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

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5개 기관, 해

외 5개 기관을 연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각 기

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므로 이

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LOD 구축이 필요하다. 그

러나 해외의 경우 많은 사이트에서 이미 LOD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 

3.2 LOD 구축 데이터셋 현황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플랫폼

의 데이터 소스 중 한국의학연구센터의 KMBASE, 

국내 표준질병코드(KCD), 약품수가 테이블과 통

계청 마이크로 사망원인 데이터 그리고 질병관리

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데

이터의 지표 통계,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에서 

집계한 통계 그리고 해외의 NCBI, MeSH, Bioportal, 

PubChem, SIDER 등 유용한 공개데이터를 유연하

게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연계하는 서비

스로 구축하였다. 

<그림 4> LOD 라이프싸이클 

<그림 5> 보건의료 LOD 구축 개념도[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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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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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의 약품정보

Pub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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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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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관련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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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OD 구축 대상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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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 2에 기술한 데이터셋을 대상

으로 LOD를 구축한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여 LOD

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시간과 비용이 허용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보건의료 LOD 서비스 

본 장에서는 LOD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검색 

및 연계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향후, 계속하여 관

련 데이터 연계를 추가해 나감으로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1 연구자용 API 

의학연구논문을 검색하면서 그 논문과 관련된 

질병과 약품을 기반으로 관련된 국내외 데이터셋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에 관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연구자가 KMBASE에 특정질병(예를들어, 장 

감염질환, A00-A09)을 포함하는 의학논문을 검

색하면 486건의 논문이 검색된다.

<그림 6> 의학연구논문 검색 (KMBASE)

LOD 플랫폼은 KMBASE에서 장 질환에 대한 

논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연관된 정보를 함께 

링크로 연결하여 서비스한다. 

(1) “장 감염질환”과 연관이 있는 약품정보를 

추출하여 링크로 제공한다. 

<그림 7> 관련 약품정보 연계 서비스(LOD 플랫폼)

(2) 제공된 약품목록의 자세한 정보는 약학정보

원의 의약품 상세정보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수백개의 해당약품 제

조사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물론 약학

정보원 데이터베이스가 LOD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약학정보원 

데이터를 별도로 가공하여 LOD로 구축하

고, 이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의약품에 대한 상세검색 (약학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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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장감염질환으로 특정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연령대별 통계데이터를 그림 9,그림 

10과 같이 차트형태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림 9> 장감염질환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의 

연령대별 통계

<그림 10> 장감염질환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의

지역별 통계

(4) 검색한 논문과 관련된 논문 리스트를 추출

하여 mohw:relatedArticles속성의 논문 링크로 함

께 제공한다. 

(5) 해외 PubChem 사이트에서 “모사프리드시

트르산염” 관련 화학물질정보를 추출하여 

링크로 제공한다. 

<그림 12> PubChem의 약품관련 상세 정보 연계

(6) 해외 SIDER 사이트에서 아스피린의 부작용 

정보를 추출하여 링크로 함께 제공한다. 해

외 사이트는 이미 L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노력없이 간단하게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림 13> SIDER에서 약품관련 부작용 정보 연계<그림 11> NCBI사이트에서 “장 감염” 관련 논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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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용자가 논문데이터베이스에서 키

워드로 사용하는 약품, 질병, 치료재료, 의료행위 

등에 대한 검색에서 관련 논문정보와 함께 국내

외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LOD 플랫폼에서 추출

하여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사용자 서비스가 가능

하게 된다. 여기서 제공되는 관련 데이터셋은 미

리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데이터이므로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여 얻는 정보화는 품질의 수

준이 다른 것이다. 

4.2 한계점 및 확장방안 

본 연구에서 구축한 보건의료 LOD는 의학논

문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질병이나 약품 중심으로 

공개된 질병의 관련 정보와 약품의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 범위에

서 LOD 트리플을 구축한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보건의료 기관 중 L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은 전무한 상황으로 본 보건의료 LOD 플랫폼은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공개 데이터는 각 기관내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LOD 구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에서는 이들 기관보유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빅데이

터 연계 플랫폼), 여기서 RDF 표준형식으로 변환한 

후 LOD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와 제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형태의 데이터로 LOD의 본

래 목적인 각 기관의 개인수준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식베이스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의 협력과 개인정보보

호법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시스템의 향후 확장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LOD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웹문서 형태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조와 달리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관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셋 간의 

혼합 또는 참조를 수월하게 제공하는 상호운용성

이 높다.

글로벌 환경에서 보건의료 LOD 사이트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LOD 사이트는 

본 과제에서 구축한 것이 처음이다. 구축된 LOD

는 일부 영역을 대상으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전

체 보건의료 영역에서 각 분야별로 LOD 구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시도로 의학연구논문의 LOD 구

축 확대를 통해 연구논문의 연구주제별, 주제와 

연관된 하위 연구주제 식별, 관련기관, 연구자 그

룹 식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기

관들이 LOD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결과

제이다. 

다음으로, 해외의 수많은 보건의료분야 LOD

와 연계할 수 있는 범용성 SPARQL Endpoint 개

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구축된 보건의료 

LOD 플랫폼은 보건의료 LOD의 첫 구축이고 

LOD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가 대부분이

므로 제한된 영역에서 (구축된 보건의료 LOD를 

검색하는 용도로만) SPARQL Endpoint만 구축하

<그림 14> 보건의료 LOD 플랫폼의 SPARQL 

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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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향후 해외의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 LOD와 

연계검색 할 수 있는 Endpoint는 구축이 필요하

다. 이와 더불어 본 보건의료 LOD 플랫폼과 해외 

LOD를 활용하기 위한 창구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의 연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연구분야별 전문가가 참

여한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온톨로지 

구축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보건의료 세부 분

야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노력해도 수년, 수십년

이 걸릴 수 있지만 정부 주도로 시작해야 할 시점

이다. 이를 통해, 질병과 유전체, 질병과 약물 및 

신약개발, 질병과 진단 및 치료, 약물과 유전체 

등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가 연계활용 되는데 바

탕이 되는 온톨로지 구축과 더 나아가 고품질 해

외 보건의료 LOD와 연계할 수 있는 기틀의 마련

이 필요하다. 

4.3 보건의료 분야 LOD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

으나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준에서 서로 연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각 기관의 파편화된 정보만으로

는 분석의 가치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보건

의료 분야 LOD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 내 분야별로 용어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온톨로지(ontology)가 LOD를 

확산시키는 관건이며, 이는 민간보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몫이다. 

-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에서 상호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LOD 데이터를 구

축하면 상호연계가 수월해진다. 따라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끼리 협력하여 

가능한 많은 기관의 데이터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OD 방식

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명품 데이

터베이스와 국내 각 기관 데이터가 서로 연

계되어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통한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LOD는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

가지만 일단 구축되고 나면 수많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

서 국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연계를 원천적으

로 막고 있는 현행의 데이터 관련 제도를 개

선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를 찾으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선진국형 데이터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장 우수한 데이터셋 공개 방

법으로 알려진 LOD 방식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셋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10개 기

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LOD 서비스는 국내의 한국의학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데이터를 토대로 한 질환자통계, 약품처방통계,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조사데이터 통계 그리

고 통계청의 사망원인 데이터를 이용한 사망원인 

통계, 약학정보원의 약품정보를 연계하였다. 그

리고 해외의 주요 보건의료 데이터 공개데이터베

이스인 PubMed, SIDER, PubChem, BioPortal의 

데이터를 연계하였다. 이러한 여러 기관 데이터

를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형태로 연결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사용자가 LOD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LOD 활용서비스를 구축

하여 일반 웹서비스를 이용하듯이 간단한 검색을 

통해 연결된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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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SPARQL 활용이 가능한 사용자를 위하여 

SPARQL Endpoint도 개발하여 질의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구축한 LOD를 더욱 다양한 조직의 데이

터베이스로 확장하는 문제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LOD가 다양한 연구

자와 정책개발자 및 민간을 위한 중요한 보건의

료 인프라임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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