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醫史學會誌 第21卷 第2號

- 41 -

Study on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Genealogy of the formation of herbal treatments from 

Treasure Mirror of Eastern Medicines

1Lee Byung Ook, 2Jung Hoon, 3Kwon Yung Kyu

1 Study of Medical Informa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s in Daegu University,

2 College of Oriental Medicines in Daegu University, 3 School of Orient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the IT technology develops there is a service on internet in which the herbal treatments 

from medicinal classics can be found in a form of a database. If an assay, and a verification on 

individual informations on materia medica and the herbal treatments from medicinal classics is 

established, it would be an enormously efficient asset for the formation of new treatment as well 

as interpreting the basic information on the efficacy of a treatment. If asp.net is used to make 

such a system, the user can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s on materia medica and its treatment 

without having to setting up a separate system, and especially the user can attain visual 

information on the genealogy of the herbal treatments in its form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more efficient program in terms of organizing the informations on herbs and herb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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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한의학에서 여러 종류의 본초를 함께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사용한 것은 이미 西漢시기의 의서에

서 발견되며, 方劑學에 있어 비교적 큰 貢獻을 한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375首의 방제

를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煎服方法과 服藥禁忌 

* 교신저자: 이병욱,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정보학
교실, 053-770-2265, omis@dhu.ac.kr

및 加減用法 등의 內容을 기록하였다1). 또한 이러

한 2천년이 넘는 방제학의 전통 속에서 수많은 본

초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중 정형화된 것들이 방제

라는 개념으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으며, 의학에 대

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더 많은 방제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정보가 점차 방대해지고 있다2). 이에

1) 鞠潤範 외12인. 방제학. 서울. 영림사. 1999. p.22.

2) 김정훈, 이병욱. 본초 조합을 이용한 方劑의 類方分析
DB 구축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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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전체 내용 구성

방제의 다양한 본초 구성 정보와 효능 정보를 효

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3),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헌에 기록된 방제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헌에 기록

된 내용을 문자열이 아닌 개념 단위로 검색이 가

능하도록 DB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 방제의 본초 구성과 효능을 중심으로 개념

단위 검색과 방제 계보 표현이 DB프로그램 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4)5)6)7)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임상에서 새로운 조합의 처방을 사용할 경우

처방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고 DB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

고하는 바이다.

Ⅱ. 本論

본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방제

관련 정보구축의 예를 따르지 않고 다음 논문을

근거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작성하였다.

1. 시스템 구축

 1) 근거 문헌

p.124.

3) 明代 施沛의  祖劑, 淸代 張璐의  張氏醫通․祖方, 徐靈
胎의 傷寒類方이 있고, 현대에는 尹吉榮의 東醫臨床
方劑學, 鄭全雄의 張仲景方方族, 金弘敏의 東醫寶鑑
補遺 등이 있다.

4) 이병욱, 엄동명, 서부일, 김상찬. 단일개념 본초 효능 DB
를 이용한 방제해설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4).

5) 이병욱, 엄동명, 김정자, 박지하. 개념중심 용어테이블을
이용한 효능 중심 본초 검색방법 연구. 대한한의학원전
학회지. 2007. 20(4).

6) 김정훈, 이병욱. DB를 활용한 方劑의 類方分析 방법 설
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7) 김정훈, 이병욱. 본초 조합을 이용한 方劑의 類方分析
DB 구축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8) 박병선, 김은하, 이선아, 이병욱. 방제학에 기재된 방제
효능과 본초 구성을 기반으로 도출된 효능의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9) 오용택, 김상찬, 이병욱. 본초 구성을 이용한 방제 효능
예측 연구 및 본초의 효능 강도 설정안. 대한한의학원전
학회지. 2008. 21(2).

  (1) 개념중심 용어테이블을 이용한 효능 중심

본초 검색방법 연구

  (2) 단일개념 본초 효능 DB를 이용한 방제해

설 연구

  (3) DB를 활용한 方劑의 類方分析 방법 설계

  (4) 본초 조합을 이용한 方劑의 類方分析 DB 

구축 연구

  (5) 방제학에 기재된 방제 효능과 본초 구성을

기반으로 도출된 효능의 비교 연구

2. 내용 구성

본 시스템은 본초와 방제분야에 있어서 본초요

략10), 方劑學, 東醫寶鑑의 내용을 DB로 구축

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별도의 프로

그램 설치가 필요없이 (1)방제의 이름을 이용한

검색, (2)본초의 용례를 이용한 검색, (3)효능조합

을 이용한 검색, (4)본초조합을 이용한 방제 효능

분석, (5)본초조합을 이용한 방제계보 표현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1) 방제의 이름을 이용한 검색

  그림 2는 방제의 명칭을 사용자가 알고 있을

때, 방제의 명칭을 이용하여 방제구성과 관련된 정

보를 출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번 창에서 ‘소건중탕’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할

경우 방제명의 한글 표기에 ‘소건중탕’이라는 내용

10) 서부일. 본초요략. 대구. 벧엘기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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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제이름을 이용한 검색
이 들어간 경우를 2번 창에 모두 출력한다. 이는

한자표기를 기준으로 한글 표기를 동의어로 설정

하여 두가지 조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2번 창에서 ‘加味小建中湯’을 선택하면 3번 창에

해당방제 ID를 이용하여 방제의 정보를 출력한다. 

 3번 창에서는 해당 방제의 출처, 이명, 본초구

성, 효능정보를 출력한다. 효능정보는 본초구성을

바탕으로 본초의 효능들을 조합하여 ‘A’효능을 가

진 본초 ○가지, ‘B’효능을 가진 본초 ○가지 하는

형태로 방제를 분석한 정보를 표현한다. 그리고 방

제를 구성하는 본초를 선택할 경우 4번 창에 해당

본초의 정보가 출력된다.

 4번 창에서는 본초의 이명, 문헌에 기록된 효능

정보, 단일개념으로 해석한 효능정보가 출력된다.

(2)본초의 용례를 이용한 검색

그림 3은 특정 본초명을 활용하여 해당본초를 포

함하고 있는 방제를 문헌에서 찾아 방제의 본초구

성과 효능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번 창에서 ‘생강’을 입력하면, 동의어 목록에

‘생강’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본초 리스트를 2번

창에 출력한다.

 2번 창에서 ‘生薑皮’를 선택하면, 3번 창에 ‘生薑
皮’를 본초 구성으로 가지는 방제명을 출력한다.

 3번 창에서 방제명을 선택하면, 4번 창과 5번

창에서 각가 방제DB와 본초 DB로부터 방제와 개

별 본초의 정보를 출력한다.

(3)효능조합을 이용한 검색

그림 4는 효능용어 조합을 이용하여 해당 효능을

가진 본초 혹은 방제 리스트를 출력하여 본초와

방제의 자세한 내용을 출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번 창에서 ‘거풍산한’이라는 효능용어를 검색하

면, 2번 질의어 창에 ‘去風’, ‘去寒’이라는 새로운

효능용어 질의어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는 ‘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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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효능조합을 이용한 검색

그림 3 본초의 용례를 이용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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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본초조합을 이용한 방제 효능분석

산한’이라는 용어가 단일 개념이 아닌 風邪를 제거

한다는 개념과 寒邪를 제거한다는 2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효능용어에 대하여

단일 개념단위로 분류하여 새롭게 조건을 추출하

는 용어테이블을 이용하여 질의어를 새롭게 생성

하였다.

 3번 창에서는 2번 창에 나타난 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방제명과 본초명을 출력한다. 이 과정에서

도 앞 단계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조건 만족 여

부를 파악한다. 즉, 문헌상에 ‘거풍산한’이라고 기

재되어 있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하다.

(4)본초조합을 이용한 방제 효능 분석

그림 5는 사용자가 스스로 새로운 약물 조합을

만들었을 경우 기존의 방제와 본초구성의 비교 및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번 창에서 수치정보를 포함한 본초 조합을 검

색조건으로 입력하면, 본초 이명 관리 테이블을 거

처 표준 본초용어가 2번 창에 출력된다. 즉, ‘감초’

라고 입력하지 않고 ‘國老’라고 입력하더라도 ‘甘
草’를 출력한다.

 3번 창은 2번 창에 출력된 본초 조합에서 본초

각각의 효능 정보를 추출하여 효능정보를 계산하

여 제공한다. 즉, 桂枝, 甘草, 芍藥, 大棗, 生薑의

조합은 ‘去寒, 發汗하는 효능을 가진 본초가 3개, 

去風하는 효능을 가진 본초가 2개를 포함한다’와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창은 2번 창에 출력된 본초 조합과 시스템

에 입력된 방제의 본초조합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하여 차이점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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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본초조합을 이용한 방제 계보의 표현

(5)본초조합을 이용한 방제계보

그림 7은 방제의 본초 조합을 수학의 집합 개념

으로 해석하여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방제를 화면

상에 출력하고 방제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상의 내용은 사용자가 제시한 본초초합인 桂
枝, 甘草, 生薑, 芍藥, 大棗는 3.桂枝湯의 조합이며, 

이는 0.桂枝甘草湯, 1.溫脾湯, 2.芍藥甘草湯의 본초

구성에 각각 3가지 본초를 추가한 구성이다. 또한

3.桂枝湯의 본초구성은 4.小建中湯, 5.桂枝附子湯, 

6.桂枝湯2, 7.桂枝紅花湯, 8.陽旦湯의 부분집합이

며, 4.小建中湯의 본초구성은 14.陶氏桂枝湯의 부

분집합이고, 8.陽旦湯의 본초구성은 12.葛根解肌湯
2와 13.柴胡桂枝湯1의 부분집합임을 표현한다.

이로써 사용자의 새로운 본초조합이 기존의 방제

구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4) 과제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본초구성 정보에 있어서

본초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효능에 관한 정

보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본초

조합에 따른 효능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본초 효능

정보에 있어서도 하나의 본초에 특정 효능의 강도

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최신연구11)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11) 오용택, 김상찬, 이병욱. 본초 구성을 이용한 방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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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1. 문헌에 기록된 본초와 방제에 관한 개별적인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개념단위로 분석하여 조합하

여 해석할 경우, 새로운 처방의 생성 및 효능해석

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

다.

2. asp.net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인

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

램 설치가 필요 없이 본초와 방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본초구성을 이용한 방제의

계보에 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본초와 방제의 효능정보에 대하여 좀 더 효용

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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