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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신호 데이터의 의미와 그들 간의 연 계를 정의하여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링방법으

로 온톨로지가 제시되고 있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를 지속 으로 리함으로써 생체 신호 데이

터의 체계 이고 논리 으로 표 이 가능하고, 이는 나아가 의료정보,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 으로 향

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는 지식 자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재로는 생체 신호간의 연  계 요성에 비해

서 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체 신호간의 연 계를 찾아서 정의하고, 생체정보간의 

의미표 이 필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다양한 생체정보간의 연  계를 통해 체계 이고 구조화 된 정보를 만드

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정보를 체계 이고 구조화 된 도메인 지식으로 활용하기 한 모델로써 온톨로지를 이용하

여 생체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생체정보 온톨로지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ABSTRACT

In order to acquire new information and biological meaning of the signal data by def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new modeling 

technique, ontology, has been proposed. The data of bio-signal can be represented as a systematic and logical to manage continuously 

bio-signal data using ontology .Furthermore, knowledge of which resources are utilized to provide improved service quality in medical 

information, health services in various fields. However, relevant studies have not been performed actively to compar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between bio-signals. Therefore semantic representa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should be by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o-signals.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bio-signal ontology to use as a model for using domain knowledge. We verified the usefulness of the 

ontology by using scenarios.

키워드

온톨로지, 생체신호, 자가진단시스템, 지식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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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리뿐만 일상생활에서의 지속 인 건강 리가 

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뿐만 아

니라 질병 방에 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에서의 건강

리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인의 일상 속에서 시간, 비용, 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에게 맞는 체계 인 건강  리가 쉽지 않다. 시간이

나 장소 등의 제약 없이 일상에서 꾸 히 개인의 질병  

건강 상태를 리할 수 있는 건강 리 지원 서비스가 요

구되고 있다. 

생체신호는 생체 기 의 특징 인 상태를 신호로 측

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악하는데 이용된

다. 심 도(ECG), 근 도, 뇌 도 등의 신호를 기본으로 

맥박, 압 등의 다양한 생체 신호의 측정이 가능하다. 

생체신호를 측정한 생체 정보는 개인의 질병 는 건강 

상태를 악할 수 있는 기 인 정보 요소로, 문 인 

질병의 치료· 리가 이루어지는 의료 기 에서뿐만 아

니라 최근에는 개인 으로 건강·질병 리를 한 정보

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문 인 지식 없이도 쉽게 생체 

신호의 측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휴  장치가 소개됨에 

따라 생체 신호를 활용한 건강  질병의 리가 더욱 쉬

워졌기 때문이다.

생체 신호를 측정한 결과는 지속 인 질병  건강

리를 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 인 리가 요구

되고 있다. 생체 신호를 측정한 상황과 시간, 장소 등 여

러 가지 환경 인 요소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 생체 신호 

데이터를 지속 으로 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에는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의 의

미와 그들 간의 연 계를 정의하여 새로운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기 한 방법으로 온톨로

지(ontology)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1,2]. 온톨로지를 이

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를 지속 으로 리함으로써 

생체 신호 데이터의 체계 이고 논리 으로 표 이 가

능하고, 이는 나아가 의료정보,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질 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는 지

식 자원으로 활용된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를 정의하기 

해서는 생체 신호간의 연 계를 찾아서 정의하고 

생체신호의 의미 표 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정보를 체계 이고 구조화 된 도

메인 지식으로 활용하기 한 모델로써 온톨로지를 이

용하여 생체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통

해서 생체정보 온톨로지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구축

한 온톨로지는 생체정보간의 연  계를 찾아내 정의

하고 생체신호를 의미 으로 표 하고자 하 다. 이는 

나아가 이벤트와 상황  정보를 포함하여 지속 인 

리가 되는 건강 정보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로 완성함

으로써 개인의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건강 련 상황을 

인식하는 유비쿼터스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지

식베이스가 된다.

Ⅱ. 련연구

2.1 온톨로지

온톨로지에 해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Grube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An ontology is a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satio -n’, 이는 “특정 분야에

서 용어들과 그들 간의 계를 명시 이고 정형화한 명

세”라는 뜻으로[3] 온톨로지가 공유하고자 하는 개념을 

형식 이며 명시 으로 표 함으로써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

을 실 하기 한 핵심 요소로 시맨틱 웹에서 온톨로지

는 특정 도메인에 련된 단어 는 특정 역에 련된 

단어들이 계층 으로 표 되어 있어 이들 특정 역의 

지식들과 련된 개념들은 개념과 개념간의 연 을 지

어 질의,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개념

을 추출해내는 추론이 가능하다[4,5]. 

이러한 온톨로지를 일컬어 지식베이스라고도 한다. 

지식베이스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경험  

지식과 형식화하기 힘든 지식을 사실과 규칙 등을 이용

해서 표 한다[6]. 지식베이스는 시소러스(Thesaurus), 

온톨로지(Ontology), 의미망(Semantic Network) 등이 있

다. 이들을 이용해서 주로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로 처리

하기 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

연어처리, 의료, 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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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체신호 온톨로지

다양한 분야에서 온톨로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체신호와 련하여 

수행된 연구에 해서 살펴본다. 생체신호 온톨로지

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 도 온톨로지에 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생체신호 외에 기타 의학 분야에서도 온톨로지는 의

료정보의 지식표 이 가능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질

병, 증상 등의 의학 정보를 체계 이고 논리 으로 표

함으로써 의료정보에 정확성을 부여하고, 질 으로 향

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는 지식 자원이다. 이

게 체계화 된 의학 온톨로지는 의학 지식 데이터베이

스로써 진단보조시스템의 기반이 된다[8].

Veruska Zamborlin 등의 Codification and Application of 

a Well-Founded Heart-ECG Ont -ology 연구[9]와 김기

의 심장계 질환 발견을 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연구에서 심 도와 심장 련 질환에 한 지식을 이용

하여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심장병의 유무

를 측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 다. 이들 연구에

서는 심 도의 다양한 형을 온톨로지로 모델링하는

데 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에서 좀 더 정확한 

질병 측을 해서는 도메인에 한 지식 구축이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10].

Bernardo Goncalves 등은 An  Electrocardiogr -am 

Domain Ontology 연구에서 심 도 도메인 온톨로지를 

제안하 다[11]. 심 도가 헬스 어 분야에서 새로운 정

보를 창출해내는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헬스 어 서비

스에서 심 도가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하 다. 

한, 생체 데이터들이 다양한 시스템에서 결합되어 사용

될 때 시맨틱 정보들간의 의미  호환성이 부족하여 의

료 환경을 해시키므로 온톨로지 기반의 다양한 생체 

데이터 간의 의미  호환성에 한 필요성을 강조하

다[11]. 

이들 련연구는 심 도에 한 온톨로지를 구축한 

연구로 기타 생체 정보간의 연 성에 해서는 제시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 도 외에 다양한 생

체 정보들 간의 연  계를 정의하고, 의미를 표 함으

로써 건강 리를 해 필요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한다.

Ⅲ. 생체신호의 의미표  개념 모델

3.1 생체신호 데이터

생체신호는 인체에서 발생하여 측정될 수 있는 신호

로 개인의 건강에 한 상태를 손쉽게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그 종류로는 심 도, 근 도

(EMG), 뇌 도(EEG), 안구 도(EOG) 등의 신호와 맥박, 

압 등의 다양한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 으

로 생체신호는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일상생활이나 운

동  는 진단을 목 으로 측정하거나 최근에는 옷에 

칩을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검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들은 운동처방과 진단 등을 할 때 기

정보로 이용되고 있지만, 부분 개별 으로 측정되

고 활용되고 지속 으로 리되는 데이터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측정되는 생체신호 데이터들은 

서로 유기 인 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어떠한 진단을 내리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

기 해서는 요소간의 계를 구조화 시키고 정확한 의

미 표 , 그리고 추론을 통한 새로운 정보 추출을 한 

구조로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회성의 생체신호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  요소의 표 으로 생체정보를 

지속 으로 리함으로써 의미표 을 통한 새로운 정

보 추출의 다양성과 지식베이스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3.2 온톨로지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생체신호 데이터를 지속 으로 리

하고 연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기 해 생체신호 데

이터의 의미 표 에 을 맞추었다. 이를 해 생체신

호, 사람, 시간을 주요 개념 요소로 모델링하 다.  

첫 번째 요소인 생체신호는 생체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신호를 측정해서 얻은 정보로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그 에서 심 도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인 신호로 이용된다. 특히, 다양한 

생체신호간의 연  계를 통해 의미를 정의하고 표

할 경우 의료 분야  헬스 분야의 요한 지식베이스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할 상으

로 사람을 의미 개념으로 표 하 다. 사람은 이름, 나

이, 성별, 키, 몸무게, 병력, 가족력과 같은 개인 이력 정

보를 가지고 있어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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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요소는 측정한 시간 요소의 표 이다. 생체신호

가 언제 측정되었는지 표 하기 해 시간 요소의 의미 

표 을 포함한다. 각각의 생체신호 데이터는 시간에 따

른 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생체신호를 정의할 때 

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 시간과 날짜 요소의 표

은 OWL의 Time 온톨로지를 참고한다[12].

본 논문에서는 생체신호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해 

그림1과 같이 건강과 질병에 련이 있는 심 도, 맥박, 

압, 체온, 당의 생체신호를 요소로 사용하 다. 

한, 이러한 생체정보와 함께 이름, 나이, 성별,키. 몸무게, 

병력, 가족력의 개인 이력 정보를 포함시켜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그림 1. 생체신호의 개념 모델
Fig. 1 Bio-signal Concept Model

Ⅳ. 생체신호 온톨로지

본 장에서는 개인 건강  질병 리의 주요 척도인 

압, 당, 심 도 등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의미에 기반

을 두고 표 하기 한 개념 클래스와 개념 클래스 간의 

계를 설명한다. 생체신호를 심으로 질병, 개인의 건

강 이력, 건강 상태 등과의 의미 계를 OWL로 표 하

다. 

4.1 개념 클래스와 속성

생체신호 데이터의 의미 표 은 생체호의 의미 개념

뿐만 아니라 생체신호가 데이터로서 개인의 질병과 건

강 상태, 긴  상황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연 된 개념 클래스를 명시 으로 표 하는데 

을 맞추었다. 이를 해 생체신호에 한 개념 클래

스를 정의하 다. [표 1]은 생체신호 개념 클래스의 몇몇 

를 나타낸 것으로, 생체신호를 통칭하는 개념 클래스

와 심 도, 압, 당 등의 개별 생체신호를 나타내는 

개념 클래스를 포함한다.

표 1. 생체신호 개념 클래스 
Table. 1 Example of bio-signal concept class

개념 

클래스
설명

연

클래스

cSignal

생체신호를 통칭하는 개념 

클래스

cECG(심 도), 

cBloodPressure( 압), 

cBloodSugar( 당), 

cPulseRate(맥박) 등 개별 

생체신호를 나타내는 클래스의 

상  클래스

cECG

심 도를 나타내는 개념 클래스

생체신호의 한 종류 (cSignal 

개념클래스와 kindsOf 계)

cWave, 

cSegment, 

cInterval

cBlood 

Pressure

압을 나타내는 개념 클래스

생체신호의 종류  하나 

(kindsOf cBioSignal)

cBloodSugar

당을 나타내는 개념 클래스

생체신호의 종류  하나 

(kindsOf cBioSignal)

cPulseRate

맥박을 나타내는 개념 클래스

생체신호의 한 종류 

(kindsOf cBioSignal)

생체신호에는 심 도, 맥박, 압, 당, 체온 등이 있

다. 이들을 생체신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개별 클래스로 

정의하 다. 그리고 각 생체신호가 나타내는 특성을 표

하고자 속성 정의를 한 연  클래스를 정의하 다. 

를 들어, 심 도는 크게 형(wave), 분 (segment), 간

격(interval)으로 심장의 신호를 측정한다. 심 도의 

형에는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P , 심실의 탈분극

을 나타내는 QRS , 심실의 재분극에 의한 T 와 U 가 

있다. 이들 형과 형 사이를 나타내는 간격과 분 을 

바탕으로 심 도의 정상/비정상을 별할 수 있다[13]. 

이와 같은 심 도의 특성을 심 도 클래스(cECG)와 속

성 표 을 한 연  클래스(cWave, cSegment, cInterval)

를 정의하고, 심 도 클래스의 속성을 표 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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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설명

Domain Range

hasMeasurem

entValue

생체신호의 측정값을 표 하기 한 

property

cBioSignalRecord cMeasurementValue

hasValue
측정 수치를 나타내는 property

cMeasurementValue float

hasUnit

생체신호 측정값의 단 를 나타내는 

property

cBloodPressure
Diastole, Systole 

(Enumeration Value)

hasBlood 

PressureType

압의 측정 시기별 유형(이완기, 수축기)

을 나타내기 한 property

cBloodPressure Diastole, Systole

는 생체신호  심 도의 속성(attribute)을 표 하기 

한 로퍼티(property)들을 나타낸다.

표 2. 심 도 속성 로퍼티
Table. 2 Property (ECG)

Property
설명

Domain Range

hasWave

심 도의 형(Wave) 속성을 표 하기 한 

property

cECG cWave

hasSegment

심 도의 분 (Segment) 속성을 표 하기 

한 property

cECG cSegment

hasInterval

심 도의 간격(Interval) 속성을 표 하기 

한 property

cECG cInterval

hasWave 

Type

심 도의 형(Wave) 종류를 표 하기 한 

property

cWave
P, QTS, T, U

(Enumeration Value)

hasWave 

From

심 도의 분 (Segment)이나 간격(Interval)

의 시작 에 해당하는 형을 표 하는 

property

cSegment,

cInterval

P, QTS, T, 

U(Enumeration Value)

hasWaveTo

심 도의 분 (Segment)이나 간격(Interval)

의 끝 범 의 형을 나타내는 property

cSegment,

cInterval

P, QTS, T, 

U(Enumeration Value)

hasTemporal

Point

심 도에서 분 이나 간격의 특이 을 표

하기 한 심 도 형의 시 을 나타내는 

property

cSegment, 

cInterval
value

심 도 이외에도, 맥박, 압, 당, 체온 등 생체신호

를 표 하는 의미 클래스와 그 속성을 각각의 생체신호

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으로 정의하 다. 

를 들어, 압의 속성으로 압 측정값을 나타내

는 hasMeasurementValue라는 로퍼티를 정의하고, 

압의 이완기 수치와 수축기 수치를 구분하기 해 

BloodPressureType을 정의하 다. [표 3]은 맥박, 압, 

당 등의 생체신호가 가지는 속성을 정의하기 한 

로퍼티의 를 나타낸다.

표 3. 생체신호 속성 로퍼티
Table. 3 Property (Bio-signal)

4.2 의미 계  제약 조건

생체신호 데이터는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얻은 값과 

측정값의 단 가 기본 구성요소이며, 생체신호의 측정 

시각과 측정 방법, 부  등을 표 할 수 있도록 생체신호

마다 제약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압, 당, 

심 도, 체온 등 생체신호는 각기 특징 인 신호를 측정

한 것이므로 각기의 특성이 다르다. 한편, 생체신호 데이

터는 생체신호를 측정한 값이라는 측면에서 측정값과 

측정값의 단 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는 생체신호의 개별 인 특성과 생체신호 데이터의 공

통된 특성으로 각 생체신호를 명시 으로 표 하는 제

약 조건을 정의하 다.

앞서 정의한 로퍼티들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의 개

념 클래스를 명확한 의미 개념으로 나타내기 해, 개념 

클래스 간의 의미 계  속성을 제약 조건으로 표 하

다. 생체신호의 각 개념 클래스는 생체 신호의 특성을 

바탕으로 생체신호가 표 해야 하는 요 요소를 제약 

사항으로 설정하 다. 를 들어, 생체신호  압은 이

완기와 수축기의 압으로 구분되는데, 압의 표 은 

측정된 값과 측정값이 압력임을 나타내도록 하 으며, 

이완기와 수축기의 압을 나타내도록 명시하 다. [그

림 2]는 압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압의 제약 사항

은 [표 4]와 같이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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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속성 계 시
Fig. 2 Example of property relation 

표 4. 압 클래스 제약 사항
Table. 4 Constraint of cBlood_Pressure

개념 

클래스명
제약 조건

cBlood_Pressure

hasMeasurementValue 

allValuesFrom 

cMeasurementValue

hasMeasurementValue 

mincardinality 2

hasMeasurementUnit 

allValuesFrom cmmHG

hasMeasurementUnit cardinality 1

4.3 규칙의 정의

생체신호는 개인의 건강과 질병의 리에 이용되는 

만큼 건강  질병의 상태를 악할 수 있는 정상 인 범

에 한 일반 인 정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특성을 반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인 상황에서 생체신호 데이

터로 기 인 건강 상태를 악할 수는 있다. 본 장에서

는 앞서 정의한 개념 클래스와 클래스 간 계, 그리고 

개념 클래스의 제약 사항을 바탕으로 측정된 생체신호

가 일반 인 정상 범 에 해당하는지를 단할 수 있도

록 규칙을 정의하여 응용 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생체신호의 측정값이 일반 으로 정상으로 여겨지

는지에 한 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은 생체신호 별

로 정의하 다. 를 들어, 당의 경우, 공복시 당은 

120mg/dl 이하, 식후 당은 160mg/dl 이하이면 정상

이라 단할 수 있고, 압은 140/80 mmHg이하 일 때 정

상 수치라 단한다. 그리고 맥박은 성인의 맥박수는 분

당 60~80회이고 신생아는 분당 120~140회이다. 이러한 

생체신호의 일반 인 기 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의 측

정값이 정상 범 인지를 단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

의하 다. [표 5]는 생체신호의 정상 인 범 를 단하

는 규칙의 이다. 

표 5 정상 범  단규칙 
Table. 5 Example of normal bio-signal

생체신호 규칙

압

cBloodPressure(?x) 

^ hasMeasurementValue(?x, ?y1) 

^ hasMeasurementType(?y1, "이완기“) 

^ hasValue(?x, ?z1) ^

  swrlb:greaterThanOrEqual(?z1, 80)

^ hasMeasurementValue(?x, ?y2)

^ hasValue(?x,?z2) ^

  swrlb:lessThanOrEqual(?z2, 140)

  -> isValidBloodPressure(?x)

당

cBloodSugar(?x)

^ hasMeasurementValue(?x, ?y) ^

  hasValue(?y, ?z)

^ hasMeasurementTime(?x, "공복“)

^ swrlb:lessThanOrEqual(?z, 120)

  -> isValidBloodSugar(?x)

cBloodSugar(?x)

^ hasMeasurementValue(?x, ?y) ^

  hasValue(?y, ?z)

^ hasMeasurementTime(?x, "식후“)

^ swrlb:lessThanOrEqual(?z, 160)

  -> isValidBloodSugar(?x)

Ⅴ.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생체신호를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기 한 방법으로 온톨로지

를 이용하 다. 생체신호 온톨로지 구축에 있어서 가

장 요한 요소인 생체신호 데이터의 의미와 그들 간

의 연 계를 정의하 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생

체신호 데이터를 지속 으로 리함으로써 생체신호 

데이터의 체계 이고 논리 으로 표 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지시베이스로 활용하기 해 필요한 추

론 규칙을 정의하여 생체신호 온톨로지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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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개발한 온톨로지는 의료정보, 건강서비

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 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하게 해주는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

후에는 이를 해 이벤트와 상황  정보를 포함하도록 

온톨로지를 확장하여 완성함으로써 개인의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건강 련 상황을 인식하는 유비쿼터스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지식베이스로 완성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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