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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Diseases of Mind Diagnosis Support System Using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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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agnosis support system for diseases of mind so that users can make effective decisions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by developing efficient knowledge system and utilizing ontology with which questions and logic inference 

are possible to diagnose diseases of mind. Furthermore, this diagnosis support system could be applied to supplement previous diagnosis 

method which depends on experiences by activating the diagnose of mind diseases thru ontology and determining state of mind effectively 

without technical knowledge. As a result of this experiment, diagnosis support system for diseases of mind was found to be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consulting instructions and show additional relevance thru utility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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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  사회는 컴퓨터, 통신기술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응용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복잡한 문제 역에 하여 전문가
의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추론을 통해 전문가와 동등한 수
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게 되
었다1). 이러한 시스템은 전자진료부와 결합되어 의사의 의
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격진료나 의료상담에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음의 병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로서의 
진단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추론과 탐색에 관한 연구이다. 
전문가 시스템2)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응용
분야 중의 하나이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인위적
으로 컴퓨터에게 부여하여 그 방면에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러한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하여 상호 화를 통하여 원
하는 결과를 얻는 일종의 상담형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 의료 역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컴
퓨터에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온톨로지(Ontology)는 원래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IT분야에서는 특정 역의 개념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
하는 명세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3). 

온톨로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실세계를 표현하는 
데이터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값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
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
다4).

한의학 역에서는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하는 
과정과 그 지식을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모델링 하는 것이
므로, 우리가 구축한 진단온톨로지는 진단과정을 개념적 구

1) 김성인, 황준오, 류현정, 배준, 송승욱. 그림을 통한 심리진단의 전문가 시스템 방법론. 한국미술치료학회. 2004.
2) 신용섭. 8체질의학을 위한 진단 전문가 시스템 개발 및 고찰. 경희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3) 노상규, 박진수. 인터넷 진화의 열쇠 온톨로지. 서울 : gods Toy. 2007.
4) 부수일, 문재우, 백도현, 김성우, 위광복, 차병준. 보건의료정보학. 서울 : 계축문화사. 2003: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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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변환하고 다시 논리적인 구조를 통하여 데이터를 구
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의 병을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지식베
이스로 구축하고 구축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마음의 병 
진단보조시스템을 설계한다.

마음의 병 진단보조시스템 개발은 고급 정보의 상호소통
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의 추출을 위해서 정보의 구
조를 서로 공유가능 하게 만든다. 이러한 협력적 구성은 마
음의 병 지식의 재사용 및 지식베이스 병합을 가능하게 하
여 마음의 병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온톨로지를 이용한 기존 연구
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마음의 병을 클래스로 구분하여 
Property와 Individual설정을 통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 구축 
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구축된 마음의 병 온톨
로지를 바탕으로 마음의 병 진단보조시스템을 모듈별로 설
계한다. 5장에서는 마음의 병 진단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
하고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마음의 병 진단에 필요한 확장
된 공리를 평가한다.

Ⅱ. 관련 연구

온톨로지란 용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일종의 
사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5). 온톨로지는 어휘의 정의
를 다른 어휘와의 논리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
(primitive) 어휘부터 파악해 나가는(bottom-out) 구조를 
통해 나타낸다. 이는 지식 표현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거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특정적(domain-specific)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념규정을 말하며 용어와 용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공식 규정을 
의미한다. 온톨로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 목적, 
관점을 반 한다. 따라서 온톨로지의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해석과 의미의 한계를 정하는데 있다6). 

이러한 의미에서 온톨로지는 사용되는 어휘 사이의 논리적 
형식보다는 어휘의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된다고 할 수 있
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 및 통합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웹이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지 않다
는 점이다.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지에 한 것만 
컴퓨터에게 제공할 뿐 그 정보의 의미가 무엇이고 관계된 
속성이 무엇인지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7). 따라서 
웹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8). 
그러나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문제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엔진을 주로 이용한다. 최근 검색엔진들에서 지식검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웹이 처음 두되었을 때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웹 검색은 키워드 매칭 방법을 이용
하고 있다. 키워드 매칭 방식의 정보검색은 해당 키워드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찾아줄 수는 있지만 그 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검색엔
진에 의해 찾아진 방 한 자료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
야하는 수동적으로 이차적인 가공을 할 수 밖에 없다9). 예
를 들어 Tree를 검색했을 때 식물 Tree를 의미하는지 전산
학에서 자료를 저장하는 기법 중의 하나를 말하는 Tree인
지 구분이 불가능 하다. 이와 같은 검색방법은 두 개의 문
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객체를 구
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
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맨틱 웹이 등장하 다. 
시맨틱 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
는 데이터의 표현, 즉 지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같은 지식
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
에는 지식이 공유될 수 없는 것처럼 시맨틱 웹에서도 표준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표현 언어가 있어야 한다. 이러

5) Sowa, J. ｢Knowledge representation: logical, philosophical, and computational foundations｣. MIT Press. 2000.
6) 신효필. 지식기반(Knowledge Base)으로서의 온톨로지(Ontology)와 시맨틱웹(Semantic Web). 한국정보처리학회 학회지. 2004. 11. 64-75. 
7) 이훈, 유상봉. 효율적인 온톨로지 저장과 처리를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한국정보기술학회. 2010. 8(9). p143-151.
8) Gruber, T. ｢Toward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Ontologies Used for Knowledge Sharing｣.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Formal Ontology. 

International Journal Human-Computer Studies 1993. 43. 907-928.
9) Borst, W. ｢Construction of Engineering Ontologies｣. University of Tweenty. Enschede, The Netherlands - Centre for Telematica and 

Information Technolog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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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 볼 때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의 요소 중 하나
로서 매우 중요하다10). 온톨로지는 공유하고자 하는 개념
을 형식적이며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각 정보간의 상속이나 관계를 표현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의 병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설계 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마음의 병 진단보조
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손쉽
게 마음의 병 정비에서 나온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추가, 삭
제, 수정함으로써 체계화되고 정리된 지식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해 질것이다. 이는 나아가 지식이 반 되어 생성된 마
음의 병 온톨로지를 합성 및 병합을 통하여 하나의 마음의 
병 온톨로지로 통합하고, 통합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전문
가시스템 구현 및 지식의 체계적 공유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Ⅲ. 마음의 병 진단 보조시스템을 위한 

온톨로지 설계

본 절에서는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방법에 
해서 다룬다. 마음의 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마음
의 병에 관한 원인, 증상, 상담, 치료법을 온톨로지를 이용
하여 지식베이스로 구축하 다. 마음의 병에 관한 요소를 
원인, 증상, 상담, 치료법 클래스를 구성하고 계층별 분류와 
관계를 형성하 으며 속성에 한 상세 정의와 마음의 병 
온톨로지 구성요소의 이름을 명명하 다. 마음의 병 온톨로
지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도구는 Protege 4.1 버전을 이용
하 다.

1. 마음의 병 자료 수집 및 분류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구성하기 위해 마음의 병과 관련
된 우울증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사례에 한 자료를 수
집하 다. 사용된 데이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 진술문
을 참조하여 현재 마음의 병 중 우울증의 증상과 가능한 
원인, 필요한 조치, 관련 조치를 조사하여 총24가지 상황에

서 97가지의 가능한 원인과 치료를 데이터로 수집하 다. 
표 1은 내담자가 생활하는 중 마음의 병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병과 관련한 원인과 치료법 관련 문제를 보여주
고 있다.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상실로 인한 고통스런 순간
에 발생한다는 1가지의 현상과 이에 따른 가능한 원인 3가
지, 그 원인에 한 3가지 조치 방법과 3가지의 관련된 문
제를 보여주고 있다. 마음의 병 치료 사례를 참조하여 수집 
및 분류한 우울증 현상과 관련된 증상, 가능한 원인을 분류
하 다.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톨로지 요소인 class, 
individual, property를 정의하고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설
계하 다.

증상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식욕 감소나 체증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죽음이나 자살에 한 생각, 자살 기도

원인 치료
스트레스 상담, 음악요법
실의, 비탄 상담, 명상과 호흡
욕구불만 상담, 아로마 테라피

관련 치료법
상담, 아로마 테라피, 음악요법, 한방 암시 요법, 
한방 색체 요법, 명상과 호흡, 미술심리치료

표 1. 마음의 병 치료 지침

2. 마음의 병 온톨로지 범위 설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마음의 병 온톨로지 범위를 설
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 증상, 상담, 치료법으로 나
누어 온톨로지를 구성하 다. 마음의 병 관련 증상이 많기 
때문에 모든 증상을 온톨로지로 구성하기는 무리가 있어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온톨로지로 구성하 다.

그림 1은 마음의 병 온톨로지 관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음의 병이라는 상위 컨셉의 하위항목으로 마음의 병에 
관련된 원인 클래스, 증상 클래스, 상담 클래스, 치료법 클
래스로 구분하 다.

10) Brandy E. king and Kathy Reinold. ｢Finding the Concept, Not Just the Word: A Librarian's Guide to Ontologies and Semantics｣. Oxford : 
Chandos Publish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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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음의 병 온톨로지 관계도.

3. Property와 Individual설정

본 절에서는 수집한 마음의 병 자료를 바탕으로 마음의 
병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우울증을 이용하여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우울증 문제로 13개의 클래스를 
구성하고 우울증의 원인으로 하위 항목 포함 31개의 클래스
를 구성하 다. 그림 1은 마음의 병 온톨로지 관계도를 보이
고 있으며 작성된 우울증 클래스 계층을 바탕으로 Property, 
Individual을 결정하고 우울증 진단을 위하여 개념들 간의 
의미관계를 정의 하 다.

Property는 속성으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및 개체와 
마음의 병 관련 문제 데이터 값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Individual은 클래스의 인스턴스 개체들 즉 마음의 병 관련 
문제와 우울증 원인, 증상, 상담, 치료법 과 속성을 통해 상
호관계를 맺는다.

마음의 병 온톨로지의 개체 속성을 표현하는 Property설
정은 6개 항목으로 설정하 고 표 2는 해당 Property를 보
여주고 있다.

Property  Range Description
hasPart String 클래스 포함 관계를 표현
hasValue any 클래스 값을 표현

hasNumber int 클래스 고유번호를 표현
hasTherapyType String 마음의 병 관련 치료 Type을 표현

hasState String 클래스 상태를 표현
hasTime Time 클래스 시간을 표현

표 2. 마음의 병 온톨로지 property와 설명 

Property인 hasPart는 마음의 병의 상 하위 관계를 기술
하기 위해 범위를 String으로 설정하 다. hasValue의 Range

는 마음의 병 치료, Part가 가지는 다양한 데이터 값을 표현
하기 위해 모든 Value Type을 가질 수 있는 any로 설정하

다. hasNumber는 우울증 증상 및 문제의 고유번호를 설
정하기 위해 범위를 int형으로 설정하 고 hasTherapyType과 
hasState는 범위를 문자열로 설정하고 시간 관계를 표현하
기 위해 hasTime 프로퍼티를 설정하고 Range를 Time으로 
설정하 다.

Individuals Name Upper Class Related Property

Counsel_Therapy Therapy 
hasValue

hasNumber 
hasTherapyType

hasState

Music_Therapy Therapy
hasValue

hasNumber
hasTherapyType

hasState

Art_Therapy Therapy
hasValue

hasNumber
hasTherapyType

hasState

Aroma_Therapy Therapy
hasValue

hasNumber
hasTherapyType

hasState

Stress Cause
hasValue

hasNumber
hasState
hasPart

Disappointment Cause
hasValue

hasNumber
hasState
hasPart

Frustration Cause
hasValue

hasNumber
hasState
hasPart

표 3. 마음의 병 온톨로지 Individuals

다음 단계로 마음의 병 온톨로지의 마음의 병 원인과 마음
의 병 치료에 한 individual을 설정하 다. 표 3은 마음의 
병 온톨로지 Individuals 네임과 상위 클래스, 관련된 프로
퍼티를 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속도 센서는 상위 클
래스 Therapy의 하위 항목이며 관련 Property는 hasValue, 
hasNumber, hasTherapy Type, hasState 4개 항목을 가진
다. 속도 센서의 다양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 hasValue를 사
용하고 문제의 고유번호를 표현 하기위해 hasNumber를 사
용하 다. 또한 hasTherapyType은 우울증 문제의 문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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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표현하고 hasState는 우울증 문제의 현재 상태를 표현
하기 위한 Property이다. 구축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바
탕으로 4장에서 마음의 병 진단 보조시스템을 설계하 다.

Ⅳ. 마음의 병 진단 보조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는 마음의 병 진단을 위해 3장에서 구축한 마
음의 병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마음의 병 상태 진단시스템
을 설계 하 다. 마음의 병 진단 시스템은 마음의 병 온톨
로지를 이용하여 추론 엔진, 질의 처리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 등 총 4개 부분 모듈로 나누어 구성하 다.

그림 2. 마음의 병 진단 보조 시스템 전체 구성도.

그림 2는 마음의 병 상태 진단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추론엔
진 모듈과 질의 처리 모듈에 해서 기술하 다.

1. 추론 엔진 모듈

추론엔진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다. 온톨로지 생
성기에서 생성된 온톨로지를 로드하고 Description Logic, 
Horn Logic, First-Oder Logic을 기반으로 작성된 마음의 
병 온톨로지에 한 추론을 한다. 추론 결과로 해당하는 
Identifier를 반환한다11).

그림 3. 추론 엔진의 처리 과정.

그림 3은 추론 엔진의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추론엔진
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다. 온톨로지 생성기에서 생
성된 온톨로지를 로드하고 Description Logic, Horn Logic, 
First-Oder Logic을 기반으로 작성된 마음의 병 온톨로지
에 한 추론을 한다. 추론 결과로 해당하는 Identifier를 
반환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추론 엔진은 Jess7.1 엔진을 사용하
다. Jess 추론 엔진의 특징은 선언적 규칙 형태로 제공되

는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는 능력을 갖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추론과정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추론 규칙을 적용하여 결과를 질의 처리 모듈 전송한다.

2. 질의 처리 모듈

질의 처리 모듈은 질의어들 중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
에서 질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개념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10][16].

그림 4. 질의 처리 모듈.
11) I. Horrocks and U. Sattler. ｢Ontology Reasoning in the SHOQ(D) Description Logic｣. Proc. of 17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IJCAI01), 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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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논리(Description Logics)는 개념 정의에 필요한 논
리적 정의 표현들로 Concept과 Concept사이의 관계를 표현
할 수 있는 정의언어(Definition Language)를 포함하고 있
다12). 표현논리는 논리적 수식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데이
터와 스키마의 서술적 표현에 용의하다. 그림 4는 본 연구
의 질의 처리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질의어 관리기에 ‘Therapy And Stress Some Disappointment’
이 입력되었을 경우 DL 질의어 생성기에 의해 And, Some, Only
가 추론엔진으로 전달된다. Therapy, Stress, Disappointment
등 제 1키워드는 OWL 온톨로지 생성기에 의해 처리된다.

Ⅴ. 실험 및 평가

실험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3장과 4장에서 구축한 마음
의 병 온톨로지와 마음의 병 온톨로지 SWRL Rule을 추론 
엔진을 이용하여 구현된 온톨로지와 규칙이 제 로 동작 
하는지 테스트 하 다13). 실험에 사용한 도구는 온톨로지 
개발 도구인 Protege4.1를 이용하 고 jess 7.1 추론 엔진
을 이용하여 Individual 값과 Property 값에 임의 값을 입력
하여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시스템 평가를 하

다.
표 4는 마음의 병 온톨로지 SWRL Rule을 보여주고 있

다. 위의 Test set중 9번의 실제 SWRL은 다음과 같다.

hasState(Stress_Temp_Therapy, ?curVal) ∧ 
wrlb:greaterThan(?curVal, 5) → inSituation(User_1, 

Stress_Temp_High)

Expression
1

hasValue(Mood_Level_Therapy, ?curVal) ∧
swrlb:lessThan(?curVal, 1)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does_not_begin)

2
hasValue(Start_sensibilities, ?curVal) ∧
swrlb:equal(?curVal, false)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does_not_begin)

3
hasValue(Mind_Temp_Therapy, ?curVal) ∧
swrlb:lessThan(?curVal, 20)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does_not_begin)

4
hasState(Sensibilities, ?curState) ∧
swrlb:notEqual(?curState, "Change")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does_not_begin)

5
hasState(Energy_level, ?curState) ∧
swrlb:equal(?curState, "PoorQuality")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Temp_High)

6
hasState(Energy_level, ?curState) ∧
swrlb:equal(?curState, "OutofPlace")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Temp_High)

7
hasState(Physical_condition, ?curState) ∧
swrlb:equal(?curState, "PoorQuality")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Temp_High)

8
hasState(Physical_condition, ?curState) ∧
swrlb:equal(?curState, "OutofPlace")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Temp_High)

9
hasState(Mind_Temp_Therapy, ?curVal) ∧
wrlb:greaterThan(?curVal, 80) →
inSituation(User_1, Disappointment_Temp_High)

10
hasState(Behavior, ?curState) ∧
swrlb:equal(?curState, "PoorQuality") →
inSituation(User_1, Mind_Depressed)

표 4. 마음의 병 온톨로지 SWRL rules

위 Rule은 원인 클래스의 Individuals중 하나인 스트레스
의 지수 값이 5보다 높으면 ‘스트레스 지수 상승’이라는 사
실을 SWRL Rule로 표현하 다. 총 10개의 Rule에 임의 값 
입력하여 실제 결과가 마음의 병 진단 지침서 상의 예상 
결과와 일치함을 테스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총 10개의 SWRL Rule을 추론 엔진 Jess 7.1을 이
용하여 추론하 다. 사용된 Individuals는 총 12개의 항목 
중 중복을 허용하여 26회 사용되었다. 그 결과 Inferred 
Axioms가 Start_Depressive와 Disappointment의 관계에서 
1개, Disappointment_does_begin의 상황에서 Start Depressive
가 일어났을 때 역시 작동하는 경우 1개, 총 2개가 생성되
었다.

12) Wang, Y., You, J. H., Yuan, and L. Y. ｢The loop formula based semantics of description logic programs｣.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v.415. 2012. pp. 60-85. 

13) Bak J., Jedrzejek C., Falkowski M. ｢Usage of the Jess Engine, Rules and Ontology to Query a Relational Database｣. In Proceedings of the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Rule Interchange and Applications (RuleML '09), Guido Governatori, John Hall, and Adrian Paschke 
(Ed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09. pp. 2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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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red Axioms는 설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 안에 아
직 추가되지 않은 지식이 SWRL과 추론 엔진을 통해 새롭
게 추가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마음
의 병에 지식베이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원인 클래스, 증
상 클래스의 Individuals의 적용 횟수 보다는 Individuals를 
포함한 SWRL rule의 정의 횟수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또한 확장된 공리를 이용하여 확장 전 진단 시스템 
DL Query를 비교 하 다. 그림 5는 마음의 병 상태 증상 
시스템 내에서 실제 DL Query를 이용하여 원인 클래스의 
Start_Depressive와 증상 클래스의 엔진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한 질의를 ‘and’ 이용하여 공리 확장 전 후에 
한 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리 확장 전에는 두 객체
의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리 확장 후 두 객체의 
관계성이 마음의 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5. Inferred Axioms 후 변화된 질의 결과.

Ⅵ. 결론 및 제안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마음의 병 도메인에 
한 개념과 속성, 관계, 추론 규칙 등, 정보를 활용 가능하

게 함으로써 의미적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마음 상태 모니
터링 시스템을 제안 하 다.

구현을 위해 마음의 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류하
고 마음의 병 상태에 하여 데이터로 사용가능한 원인, 증
상, 상담, 치료법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온톨로지로 제작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음의 병 진단에 관련된 10개의 
SWRL Rule 이용하여 온톨로지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예상
결과와 100% 일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Jess7.1 추론 
엔진을 이용하여 추론한 결과 2개의 확장된 공리가 생성되
었다. 확장된 공리를 이용하여 공리 확장 전 후를 DL 질의
어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마음의 병 온톨로지 객체의 확
장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마음의 병 
상태 진단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그 현상에 한 원인, 증
상, 상담, 치료법을 쉽게 도출해 내는 마음의 병 진단 시스
템을 목표로 하 다. 이에 하여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게 예방적 효과를 제공하며 증상을 조기 감지하고 이에 
한 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과 더불어 생
체신호 정보, 진단 상황정보, 같은 내담자들의 상호 데이터 
교환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한다면 좀 더 지
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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