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8권, 제4호 Volume8, Number4

MeSH를 확장한 한국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 연구
: 대한의료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권애경, 채영문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1

The Study on Subject Words of Korean Medical Informatics by Expanded MeSH :
Based 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Ae Kyung Kwon, Young Moon Chae 1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1

Abstract
In order to maintain a uniformity and consistency in terminology for constructing and searching a literature database, controlled
vocabularies should be used as key words in the journal. While most of medical academic societies have recommended MeSH
be used as key words, only 23 societies published terminology or index books. We reviewed 172 journals of JKOSMI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0, using MeSH brower. Only 11.72% of key words were completely consistent with MeSH
terminolgy and 25.56% were partially consistent.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 current status of using MeSH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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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학용어 주제어집(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책, 논문 등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
는 계층적으로 통제된(hierarchically controlled) 의학용
어 분류집이다. MeSH용어는 세계 수많은 기관에서
의료 정보와 논문, 책, 자료 색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
으며, 현재 19,000여개의 용어와 80,000개의 additional
heading(chemical)을 포함하고 있고, 해마다 수백 개의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고 있다1,2).
각 논문의 요약에 실리는 주제어는 대체로 두 가
지 목적을 가진다. 그 하나는 자신의 논문을 대표할
만한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논문의 주의미가 무엇인
지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문검색에 유용하
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 이러한 목
적 중에서 후자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
를 구조화하여 문제에 대한 문헌검색을 하고 각 문
헌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발전에 힘
입은 바가 크다3) . 이러한 근거중심의학의 발전은 논
문검색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따라서 검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제어의 중
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MEDLINE 검색에 있어서 MeSH용어의 사용은 필
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보건의료분야 학
술지, 특히 의학학술지의 대부분이 저자가 자신의 논
문의 주제어를 선정할 때 MeSH용어를 사용하도록
투고 규정에 권장하고 있다4,5). 그처럼 권고한 이유는
국제적 조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논문검색의 두 가지
방법인 원문검색과 MeSH 검색 중에서 MeSH 검색이
논문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찾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MeSH를 이용한 논문검색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6).
국내에서는 주제어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로 김병
성과 김수영(1998)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가정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무작위로 60편을 추출하여
저자가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를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선정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2명의 가정의
학 전문의가 합의하여 분석 대상 논문의 중심단어를
선정하고, 저자의 용어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판단
한 결과 17.9%라고 보고하였다7). 본 연구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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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그 규모 및 분석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연구대상을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대한의료
정보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JKOSMI)에 게재된 논문 전체로 하여 무
작위추출(random sampling)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bias)를 최소화했으며, 저자가 부여한 저자용어
(keywords)를 MeSH용어로 변환하여 논문 단위로
저자용어와 대조하여 일치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또
한, 이 결과를 기초로 JKOSMI 저자가 사용한 저자
용어가 MeSH의 15범주에서 차지하는 분포 및 저자
용어와의 밀접성등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분
야 주제어집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계
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향후 구축될‘대한
의료정보학회 표준 용어집’제정의 시발점이 될 것
이다.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JKOSMI에 1995년(제1권 제1호)부터 2000년(제6권
제4호)까지 발표된 논문 172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JKOSMI를 분석한 이유는 MeSH 사용을 권장하
는 학술지로서 용어의 표준화를 선도해야하는 학술
지이며, 창간호부터 근래까지의 전체논문을 대상으
로 할 수 있어 무작위추출시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분석대상 논문의 저자용어와 MeSH용어를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JKOSMI
에 게재된 논문정보는 보건연구정보센터(http://
www.richis.org, RICH)를 검색하여 논문별로 저장하
거나 일부자료는 수작업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였으
며, 2002년도 MeSH 파일은 PubMed(http://www.
ncbi.nlm.nih.gov/PubMed/)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다
운받아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였다.

3.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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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OSMI에 게재된 논문의 영문초록 및 영문주제어
를 수집하여, 1995년(창간호)에서 2000년까지 6년 동
안의 JKOSMI 논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저자가
사용한 주제어가 얼마나 MeSH와 일치하는지를
MeSH browser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부여된 저자용
어를 기준으로 논문단위별로 MeSH용어로 변환하는
작업은 표 1의 요소들을 기준항목으로 하여, 각 논문
별·항목별로 코딩한 후 통계처리 한다. 표 2는 각
논문단위별 비교파일을 구성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8).
Table 1. Description of consistency code
대분류

일치도
코드

완전일치

1

부분일치

2-1

유형 1 Entry term 사용

2-2

유형 2 단수/복수 오류

2-3

유형 4 Subheading s 사용

2-4

유형 4 전후방 일치(한단어 이상일치)

2-5

유형 5 약어 사용

불일치

일치도 설명
완전일치

3

Table 3. The number of papers and author keywords in
JKOSMI by year
연도 권 호 논문수

불일치 (저자용어 사용)

Web

Internet

Internet

Internet

Clinical
Laboratory
Information
Information
System
Systems

완전
일치 2-1
Y

Hospital

Hospital

1

6

5

5.00

1996

2

1

8

8

0

26

3.25

1996

2

2

7

5

2

17

3.40

1997

3

1

8

7

1

22

3.14

1997

3

2

18

16

2

56

3.50

1998

4

1

16

16

0

60

3.75

1998

4

2

20

20

0

65

3.25

N

1999

5

1

15

15

0

55

3.67

N

1999

5

2

10

7

3

23

3. 29

1999

5

3

21

17

4

61

3.59

2000

6

1

7

7

0

25

3.57

2000

6

2

8

8

0

32

4.00

2000

6

3

10

10

0

35

3.50

Information Information

2000

6

4

System

N

Y

미부여 저자용어수 저자용어수

7

Laboratory

Y

평균

1

주제
부분일치
불 어추
천
2-2 2-3 2-4 2-5 일치
Y

부여

부여된

1

일치도

MeSH 용어

저자용어 저자용어

1995

Table 2. Comparison of author keywords and MeSH term
저자용어

어가 부여되지 않았다.
표 3은 연도별 JKOSMI 논문수 및 저자용어수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7편에서 시작한 논문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46편, 2000년 42편으로 괄
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5
년에는 저자용어가 부여된 논문이 1편인데 비하여
2000년에 저자용어가 부여되지 않은 논문이 1편으로
논문의 형식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저
자용어수는 153편의 논문에 총546개, 평균 3.57개가
부여되었고, 권·호별 편차도 3.25～5.00를 벗어나지
않아 비약적인 논문수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MEDLINE이 부여하는 평
균 MeSH용어수인 10개와는 큰 차이가 있어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N

Systems

III. 결과 및 고찰
1. JKOSMI 연도별 논문수 및 용어수 분석
JKOSMI에 게재된 1995년(제1권 제1호)부터 2000
년(제6권 제4호)까지의 총 논문수는 172편이었다. 이
중 153편에 저자용어가 부여되었으며 19편이 저자용

계

17

16

1

64

4. 00

172

153

19

546

3.57

2. 저자용어와 MeSH용어의 일치정도
표 4는 각 논문별로 저자용어와 MeSH용어를 비교
하고, 일치도에 따른 해당 용어수의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일치율 보면 저자가 MeSH용어를 완전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단지 11.72%에 불과하며, 부분적으
로 일치하는 경우는, 단/복수오류(4.03%), entry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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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10.07%), 약어사용(0.73%)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25.56%에 불과하였다. Subheading의 경우 빈도가 많
지 않고, 두 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유형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구분한 개별통계는 사용치
않기로 한다. JKOSMI에서 나타난 subheading 및 일
치도 유형은 표 5와 같다.
Table 4. Frequency of consistency between author
keywords and MeSH term in JKOSMI
대분류

일치도
빈도
코드

완전

%

일치도 설명

1

64

11.72

부분

2-1

55

10.07

유형1

Entry term 사용

일치

2-2

22

4.03

유형2

단수/복수 오류

2-3

168

30.77

유형4
유형5

일치

2-5

4

0.73

소계

249

45.60

불일치

3

233

42.67

계

-

546 100.00

완전일치

전후방 일치
(한단어 이상일치)
약어 사용
저자용어 사용

Table 5. The type of consistency and subheadings used
in JKOSMI
Subheading

일치도

classification

2-3

classification
diagnosis
dru g therapy

빈도

전후방 일치(한단어 이상일치)

1

3

저자용어 사용

3

1

완전일치

1

단수/복수 오류

1

2-2

education

1

완전일치

1

methods

3

저자용어 사용

1

nursing

2-3

전후방 일치(한단어 이상일치)

2

rehabilitation

2-3

전후방 일치(한단어 이상일치)

1

계

11

표 6은 JKOSMI 논문에 많이(4회이상) 사용된 저
자 용어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용어로 가장 많이 사
용된 용어는“Internet”
이며 전체 저자용어 중 2.28%
를 차지하였다. 많이 사용된 용어 중 “Hospital
Information System”
,“Medical Record”
는 복수로 표기
해야 옳은 MeSH용어이나, JKOSMI 저자들은 대개
의 경우 단수로 표기하였다.“Standardization”과 같은
용어는, 직접적인 MeSH용어는 아니지만 그 어휘로
검색하면 MeSH용어인“Reference Standards”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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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되어 검색되는 entry term이다.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어진 용어인 Neural Network의 경우, Neural
Network 자체만으로는 MeSH용어도 entry term도 아
니다. 올바른 MeSH용어는 Neural Network (Computer)이다. 이처럼 다수의 저자가 사용한 용어
중 MeSH용어에 없는 용어(entry term 포함)는 Data
Mining, Security, Health Information 등이 있다. 이러
한 예들은 JKOSMI 저자들이 키워드 선정시 MeSH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용어를 선
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MeSH에 대한 저자들의 기본적인 이해 및 저자용어
선정시 MeSH browser를 통한 확인등을 통하여 해결
이 가능할 것이다.
표 7은 JKOSMI에 저자가 많이 사용한 MeSH용어
(5회이상)이다. MeSH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또한 저자 용어와 동일하게“Internet”
임을 볼 수 있
으나 횟수가 현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많이
사용된 용어의 수를 비교해보면 저자용어의 경우 4
회이상 사용된 용어가 67개(12.27%)인데 비하여,
MeSH용어의 경우 5회이상 사용된 용어가 188개
(34.43%)로 저자용어에 비하여 용어의 통일화가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eSH의 기본적 속성
인 통제어로서의 성질이 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용
어수를 한정하므로 자연스러운 통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Table 6. Frequency of selected keywords in JKOSMI over
4 times
횟수

%

Internet

저자용어

13

2.28

누적 % MeSH용어
2.28

Ye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8

1.47

3.85

Entry Te rm

Neural Network

7

1.28

5.13

Standardization

7

1.28

6.41

Entry Term

Telemedicine

6

1.10

7.51

Yes

Multimedia

5

0.92

8.42

Yes

Data Minin g

5

0.92

9.34

Medical Reco rd

4

0.73

10.07

Security

4

0.73

10.81

Health In formation

4

0.73

11.54

Nursing D iagnosis

4

0.73

12.27

소 계

67

12.27

24.54

All others(4회미만) 479

87.73

16.07

Entry Ter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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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st of MeSH term appeared in JKOSMI over 5
times
MeSH용어

어로서의 구조적 성격과 함께 중요한 척도로 쓰인다.

횟수

%

누적 %

Internet

23

4.21

0.77

Reference Standards

19

3.48

4.25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12

2.20

6.45

1 A. Anatomy

10

9

Computer Communication Networks

12

2.20

8.65

2 B. Organisms

4

14

Databases

11

2.01

10.66

3 C. Diseases

22

8

Eq uipment and Supplies

11

2.01

12.68

4 D. Chemicals an d Dru gs

9

10

Me dical Info rmatics

11

2.01

14.69

5 E. Analytical, Diagnostic and Th erapeu tic

Neu ral Networks (Computer)

9

1.65

16.34

Techniques and Equipment

114

3

Comp uter-Assisted I nstruction

8

1.47

17.80

6 F. Psy chiatry and Psychology

39

6

Multimedia

8

1.47

19.27

7 G. Bio logical Scienc es

85

4

Hospital Commun ication Systems

7

1.28

20.55

8 H . Ph ysical Sc iences

67

5

In formatio n Systems

7

1.28

21.83

9 I. An thropology , Edu cation, Sociolo gy

Telemedicine

7

1.28

23.12

37

7

Nursing Diagn osis

6

1.10

24.21

10 J. Techn ology and F ood an d Beverages

9

11

Nursing Records

6

1. 10

25.31

11 K. Human ities

In formatio n Storage and Retrieval

6

1.10

26.41

12 L. Information Sc ie nce

Medical Records Systems, Computerized

5

0.92

27.33

13 M. Persons

Diagn os tic Imaging

5

0.92

28.24

14 N. Health C are

Mining

5

0.92

29.16

15 Z. Geog raphical L ocations

Comp uter Sec urity

5

0.92

30.08

Automatic Data Proc essing

5

0.92

30.99

소 계

188

34.43

65.42

All others(5회미만)

358

65.57

65.57

3. 한국 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 범주 설정
(1) JKOSMI에 부여된 MeSH용어의 범주별 분포
도 분석
표 8은 JKOSMI에 부여된 MeSH용어가 MeSH 15
범주 내에서의 차지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L.Information Science가 총267건, 28.34%로 가장 많이
분포했음을 알 수 있으며, 두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
인 N.Health Care는 265건, 28.13%로 L.Information
Science와의 빈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 번
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E.Analytical,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ques and Equipment의 경우 114건,
12.10%로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본 연구에서 표 8의 범주간 상관성 분석 결과는
MeSH 범주 내에서 한국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관련
범주를 재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MeSH의 통제

Table 8. Distributi on of MeSH term used in JKOSMI with
MeSH category
MeSH 15개 범주

and Social Ph enomena

계

횟수 순위

7

13

267

1

6

12

265

2

1

15

942

(2) MeSH 중 L. Information Science 이외의 범
주와 보건의료정보 관련분야 설정
표 9는 MeSH 중 L.Information Science 이외의 범
주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분
야를 MeSH에서 조사·검색한 후, 재추출한 결과이
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의 JKOSMI를 저자가 사용
한 MeSH용어의 분포도와 유사하게 N.Health Care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는 E. Analy
tical,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ques and
Equipment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는 한국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를 제시
될 부분을 설정하기 위하여, MeSH의 기본구조인 계
층적으로 통제된 트리구조(hierarchically controlled tree
structure)를 활용하고 확장(explosion)개념을 적용하
여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첫째,‘Complete consistency’
는 검색되어진 단어만
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되어지는 용어수가 25개에 불과한 협의의 방법
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선택치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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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List of possible MeSH headings that were not included in‘Information Science’category
Complete consistency
MeSH Heading
National Health Planning

Tree Number

Narrower
MeSH Heading Tree 개수
Number

Broader
MeSH Heading

I01.409.275.300.650.790.525 Government

I01.409 30 Social Scienc es

Ac cess to In formation

I01.880.604.473.352.500.500 Sociology

I01.880 201

Informed Consent

I01.880.604.473.650.718

Informed Consen t

I01.880.604.583.427

Drug Info rmation Se rvices

N02.421.668.320

Clinical Pharmacy

N02.421.668.320.200

Tree 개수

Number

I01

376

Information Center

He alth Services

N02.421 228 Health Care Faci liti es, N02 433
M anpo wer, and Ser vices

Information Systems
National Health Planning

N03.540.427.300.650.790.525 Organizations

N03.540 74 Health Care E cono mics N03 345

Information Cen ter

and Organizations

Informed Consen t

N03.706.437.650.312

Social Control,

In forme d Co nsent

N03.706.535.489

Formal

N03.706 82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N04.452.442.452

Organiz ation and N04.452 221 Healt h Ser vices

Clinical Pharmacy

N04.452.442.452.200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In formation Systems
Operating Room

N04.452.442.452.600

Information Systems
Rad iology Information

N04.452.442.452.760

Systems
Managemen t Information

N04.452.515

Systems
Amb ulatory C are

N04.452.515.050

Information Sy stems
Clinical Laboratory

N04.452.515.080

Information Systems
Clinical P harmacy

N04.452.515.095

Info rmation Sy stems
Hospital Information Sy stems

N04.452.515.360

Ambulatory Care

N04.452.515.360.050

Information Sy stems
Clinical Laboratory

N04.452.515.360.110

In formation Systems
Clinical Pharmacy

N04.452.515.360.250

Information Systems
Operating Room

N04.452.515.360.555

Information Systems
Radiology Information Systems N04.452.515.360.750
Personnel Staffing and

N04.452.515.800

Scheduling Information Systems
Radiology I nformation

N04.452.515.825

Systems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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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3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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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Narrower’는 상위 두 번째 단계(Tree
Number 두자리, 예: N02.421)까지를 포함한 경우이며,
셋째,‘Broader’
는 최상위 단계(Tree Number 한자
리, 예: N02)까지 확장한 것이다.
(3) MeSH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
집 제시
L.Information Science 이외의 범주에서 보건의료정
보 관련범주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MeSH와 같은 구
조적 통제어가 갖는 기본개념인 정확도(precision)와
회귀도(recall)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9는 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에 L.Information
Science 이외의 주제어를 포함하기 위하여 각 범주별
관련성을 나타낸 표이다. Inform이라는 용어를 포함
하는 MeSH용어를 ‘완전일치(complete consistency)’
로 정의한 후, 완전일치한 MeSH용어에 Broader와
Narrower를 적용한 결과이다. 완전일치한 용어수는
총 25개였고, 이 중 21개의 용어는 N.Health Care에 4
개의 용어는 I.Anthropology, Education, Sociology and
Social Phenomena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8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N.Health Care는
JKOSMI 저자들이 사용한 MeSH 용어 빈도를
MeSH 범주내에서 분석한 결과, 28.13%(2순위)로 나
타나 L.Information Science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
나, I.Anthropology, Education, Sociology and Social
Phenomena의 경우 3.9%(7순위)를 차지하였다. 즉,
N.Health Care의 경우에는 강한 밀접성을 보였고,
I.Anthropology, Education, Sociology and Social
Phenomena는 밀접성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장(explosion) 적용시 밀접성이 큰 경우
(N.Health Care)는 ‘Broader’
로, 밀접성이 적은경우
(I.Anthropology, Education, Sociology and Social
Phenomena)는‘Narrower’를 적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분야의 주제어집를 만
들기 위한 관련분야를 다음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2002년 MeSH 기준임).
첫째, 15개의 MeSH 범주 중 “L.Information
Science”
는 전체를 포함한다.“L.Information Science”
의 MeSH용어는 370개이며, entry term의 수는 1,921
개 이다.
둘째, MeSH 중 L.Information Science 이외의 범주

에서 JKOSMI를 기준으로 MeSH 범주내에서 보건의
료정보 관련분야를 재정의한 후 이를 포함하였다. 이
때 추가되어지는 MeSH용어의 수는 1,306이며, entry
term의 수는 7,892개이다.
셋째, 저자가 사용한 용어중 MeSH용어에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어를 추가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JKOSMI 1995년(제1권 제1호)부터 2000
년(제6권 제4호)까지의 전체논문 172편을 대상으로
논문편수, 저자용어등의 변화추이등을 조사하고, 각
각의 중심단어가 MeSH용어와 갖는 차이점등을 분
석한 후, 이를 기초로 2002년 MeSH 중 보건의료정
보분야에 해당하는 용어를 설정하여“한국보건의료
정보분야 주제어집”
을 제시하였다.
첫째, JKOSMI에 사용된 1995년에 7편에서 시작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46편, 2000년 42
편으로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였다. 또한, 1995년에는 1편이 저자용어가
부여된 것에 비하여 2000년에 저자용어가 부여되지
않은 논문은 1편으로 논문의 형식면에서 많은 개선
이 있었다. 그러나, 부여된 저자용어수는 평균 3.57개
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MEDLINE이 부여하는
평균 MeSH용어수인 10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개수
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저자가 설정한 영문주제어를 기준으로
MeSH browser를 통하여 저자용어와 MeSH용어의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일치율을 보면 저자가 MeSH
용어를 완전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단지 11.72%에 불
과하며,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더
라도 25.56%에 불과하였다. 이는 JKOSMI 저자들이
키워드 선정시 MeSH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조
차하지 않은 채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용어의 사용이 왜 중요한지
교육을 하고 논문의 저자가 키워드를 선택할 때 표
준용어집 혹은 MeSH용어를 참고하여 선택하도록
권고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논문 검색시스템을 구축
할 때 표준화된 용어 혹은 MeSH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JKOSMI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MeSH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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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한 한국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집을 제시하
였다. MeSH의 트리구조를 활용하고 상관성 및 확장
개념을 적용한 후 제시되어진 총 주제어수는 11,489
개였다.
국내 보건의료분야 문헌의 DB구축과 검색을 위해
서는 통제된 용어의 사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
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발행할 때 키워드 선정시부터 통제된 용어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보건의료분야 학
술지, 특히 의학학술지의 대부분이 저자가 자신의 논
문의 키워드를 선정할 때 MeSH용어를 사용하도록
투고규정에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분야
학회중 단지 23개 학회만 용어집 혹은 색인집을 발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회별 표준 용어집 구축의 일환으
로 보건의료정보분야 주제어집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렇게 구축된 주제어집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개발된 MeSH와 국내에서 새로 생성되는 용어를 추
가하는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서만 수준 있는
MeSH용어 부여 작업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유통되
는 의학정보의 생산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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