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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의 온톨로지를 이용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맨틱 검색은 사용자의 검색어

가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인식하고 온톨로지에서 검색어와 연 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 한 이와 같은 시맨틱 검색 기능을 구 하 다. 뿐만 

아니라 한의 온톨로지의 시맨틱을 분석해서 한의학 으로 의미 있는 검색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 시나리

오를 수행하는 로세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온톨로지에서 연결된 정보

를 검색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한의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유용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 중심어 :∣한의학∣온톨로지∣시맨틱 검색∣시맨틱 분석∣

Abstract

We in this paper propose a semantic search system based on Korean medicine ontology. 

Semantic search augments search results and improves search accuracy by understanding which 

concept denotes terms which users is trying to find. Our semantic search system also provides 

these semantic search capabilities. Moreover, search scenarios which is meaningful in Korean 

medicine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by analyzing the semantics of Korean medicine ontology. 

Therefore, our system can help users find the useful search results with respect to Korean 

medicine by providing the more meaningful information as well as the connected information i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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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차세  웹으로써 시맨틱웹이 각 을 받고 있다. 

시맨틱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리소스와 리소스들간의 

계에 한 의미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온

톨로지로 표 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공한다. 시맨틱웹에 한 연구와 

시맨틱웹 기술을 용한 사이트는 계속 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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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한 온톨로지들[1]간에 상호 연결을 통해 

온톨로지의 공유  활용을 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

다. 온톨로지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표 인 사이트는 

the Data Hub[2]가 있다. 이 사이트에는 구든지 자신

의 온톨로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오 되어 있으며, 

2012년 9월 재 4천여 개의 온톨로지  데이터 셋이 

등록되어 있다. 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온톨로지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부분 RDF/XML 형태의 

링크나 SPARQL 질의로 검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시

맨틱웹이 본래 기계가 이해하고 자동으로 처리 가능하

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RDF 형태

의 온톨로지보다는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한

다. 특히 시맨틱웹에서의 검색 애 리 이션을 시맨틱 

검색[3]이라고 한다. 구 과 같이 정보 검색 기술을 이

용하는 일반 검색은 웹 상의 문서들을 색인한 후 사용

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일치하는 문서들을 

찾아서 보여 다. 반면에 시맨틱 검색은 웹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우

선 검색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검색어와 련된 정

보들을 보여 다. 를 들어 “인삼”이라는 검색어를 입

력하면 일반 검색에서는 인삼이 포함된 문서들 를 들

어 키피디아의 인삼, 한국인삼공사등의 웹사이트가 

검색된다. 반면에 시맨틱 검색에서는 인삼이 약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삼의 학명, 효능 등 인삼과 련된 정

보를 보여 다. 이와 같이 시맨틱 검색은 일반 검색에 

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서 연

결된 련 정보들을 보여주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Jang[4]이 구축한 한의 온톨로지를 이

용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Jang의 논문에서 

언 한 것과 같이 한의학 개념  용어가 온톨로지로 

모델링되었으나 이를 해석하기 해서는 한의학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맨틱 검색은 에서 

일반 시맨틱 검색처럼 검색어가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인식하고 온톨로지에서 검색어와 연 된 정보들을 보

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내재된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유용한 결과를 사용자들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Ⅱ. 기존 연구

국내외에서는 시맨틱 검색에 해서 그 동안 많은 연

구와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구축되었다.

Mӓkelӓ[5]는 다양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semantic 
AND search"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20개의 시맨틱 

검색 연구를 찾았으며, 각 연구들을 분석하고 시맨틱 

검색 방법들의 특징들을 분석하 다. 특히 이 논문에서

는 시맨틱 검색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시맨틱 검색 방법

들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 다.

- RDF path traversal : RDF가 그래  모델이기 때

문에 RDF 그래 를 순회하면서 검색

- Keyword와 concept 매핑 : 입력된 검색 키워드가 어

떤 개념에 속하는지 매핑 (자연어 문장 매핑 포함)

- Graph Patterns : SPARQL과 같이 RDF 트리  셋 

단 로 검색하는 방법

- Logics : OWL의 기술로직 는 다른 규칙 언어를 

이용해 추론하는 방법

- Fuzzy concepts, fuzzy relations, fuzzy logics : 온

톨로지를 fuzzy annotation 방법으로 구축하고 

fuzzy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

Sujatha et al[6]은 Powerset을 비롯해서 8개의 시맨

틱 검색 엔진을 조사하고 각 엔진의 특징을 분석하

다. 시맨틱 검색 엔진들은 사용자 질의에 해서 빠르

고 정확한 검색을 제공하며, 단순한 키워드 매칭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 을 가진

다고 요약하 다.

Chen[7]은 의학 온톨로지(TCM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8]를 기반으로 시맨틱 e-Science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의학 온톨로지는 본 논문의 한의학 온톨

로지와 유사하게 국의 약재, 처방, 병증 등의 통의

학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e-Science 시스템은 온톨로

지 스키마 매핑, 시맨틱 검색, SPARQL 인터페이스, 서

비스 발견  통합 등의 모듈을 가지고 있는 통합 시스

템이다. 이  시맨틱 검색 모듈에서는 구 과 비슷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검색어에 한 단순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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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로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상용 시스템으로는 네이트 시맨틱 검색

[9]과 솔트룩스의 IN2 랫폼[10]이 존재한다. 네이트의 

시맨틱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에 

한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검색어와 연 된 키워드를 

보여 다. 연  키워드는 단순히 검색어와 유사한 키워

드가 아니라 의미 으로 연결된 키워드들을 제시함으

로써 시맨틱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솔트룩스의 

IN2 랫폼은 정보 검색,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등

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상용 시맨틱 검색 랫폼이

다. 한 시맨틱 검색과 련해서 몇몇 연구들이 제안

되었다. KISTI에서는 온톨로지를 장, 검색하고 추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OntoFrame[11]을 개발

하 다. 특히 OntoFrame은 용량 온톨로지에 해서

도 효율 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맨틱 

서비스 조합[12]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유[13]는 온톨

로지 기반의 호텔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시스

템에서는 호텔과 련된 지식을 정형화해서 호텔 온톨

로지로 구축하 으며, 호텔 이용자들에게 시맨틱 검색

을 제공하기 해서 다양한 추론 규칙을 SWRL로 구축

하 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이 자신의 기호에 합한 

호텔을 검색할 수 있는 시맨틱 호텔 검색 시스템을 구

축하 다. 한 송[14]과 오[15]는 개인 정보를 이용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송의 연구에서는 개

인 정보를 RDF 로 일의 형태로 구축하고 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이 게 구축된 개인화 로 일

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  검색해주는 시맨틱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 다. 오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모바일 

라이  로그가 기록되는 시맨틱 네트워크에서 연  정

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특히 시맨틱 네트워

크를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 선택 인 연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시맨틱 검색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메인 지식에 해서 구축되고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까지 한의학 도메인에 해

서 구축된 연구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학 

온톨로지와 유사한 의학 온톨로지  시스템이 존재

하긴 하지만 논문으로만 나와 있을 뿐 온톨로지가 공개

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도 속이 안 되어 활용이 불가

능하다. 지식 도메인의 차이는 단순히 데이터가 다른 

측면도 있지만 도메인 지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

일한 검색이나 추론 방법을 용할 수 없다. 한 도메

인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시나리오가 다르다. 를 

들어 한의학 도메인에서 한의사들은 환자가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이 어떤 병증의 증상들인지 검색하는 것을 

원한다. 한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해서 어떤 처방

과 어떤 약재들이 당한지 지능 으로 검색해주기를 

원한다. 자의 경우 여러 개의 증상을 입력하고 검색

하면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재나 처방보다는 증상을 많

이 수반하는 병증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증상은 병증뿐

만 아니라 약재나 처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자

의 경우 여러 가지 검색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우

선 병증 검색의 경우와 유사하게 여러 약재들을 입력했

을 때 약재들을 포함하는 처방을 검색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도 약재들과 치료 계로 연결된 병증들이 존재하

지만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식들이다. 한 

한의학에서는 약 (처방에서 주로 같이 사용되는 약재

들에 한 분석 정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환자 처방

시 이 약  정보를 고려해서 처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마황에 대한 약대 검색 예제

[그림 1]은 마황의 약  정보 의 일부를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

에서는 마황과 약  계인 약재가 갈근, 천궁, 방풍 등

으로 검색되며 마황과 갈근은 126개의 처방에서, 마황

과 천궁은 75개의 처방에서 마황과 방풍은 62개의 처방

에서 같이 사용된 것으로 검색되었다. 

이와 같이 한의학 도메인의 사용자들은 일반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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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명을 제외하고 인스턴스의 한글명만 표시함. 프로퍼티명은 영문을 사용하며 프로퍼티의 한글명은 영문을 해석한 이름임. 붉은
타원은 병증과 증상, 초록 타원은 처방, 파란 타원은 약재, 주황 타원은 효능, 보라색 타원은 과명, 검은색 타원은 기원 클래스를
표시함)

그림 3. 한의 온톨로지 RDF 그래프 예제 

맨틱 검색뿐만 아니라 한의학 도메인에서 의미가 있는 

검색 시나리오를 요구한다. 다른 시맨틱 검색 시스템들

은 한의학 온톨로지에 해서 일반 인 시맨틱 검색 기

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와 같은 시맨틱 검색을 제공

할 수는 없다.

Ⅲ.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

1.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16]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온톨로지는 Jena TDB 

v0.8.10[17]에서 리된다. Jena TDB는 시맨틱웹 애

리 이션을 한 자바 임워크인 Jena를 기반으로 

RDF를 장하고 질의하기 한 방법을 제공한다.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은 스 링 임워크 v3.0.5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 질의가 입력되면 검색어에 

한 온톨로지 클래스를 매핑시키고 SPARQL을 생성

해서 Jena TDB에 질의를 수행한다. 검색된 결과는 결

과 생성기에서 처리되며 일부 정보는 구  차트를 통해 

차트로 보여진다. 한 약재의 경우 약재 이미지 일

이 존재하며 약재 검색시 같이 보여 다.

그림 2.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 구조

2. 시스템 특징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은 한의학의 

내재된 의미를 해석해서 유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목 을 해서 본 연구의 시스

템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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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인삼”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

첫째, 한의 온톨로지의 시맨틱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를 들어 한의 온톨로지의 약

재 클래스는 기원, 과명, 효능, 주치(치료병증)등의 로

퍼티를 가지는데, 약재 인삼을 검색했을 때 인삼의 기

원, 과명, 효능, 주치(치료병증)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

라 인삼의 효능 는 주치를 가지는 다른 약재 는 처

방들도 추가 으로 보여 으로써 인삼과 유사한 약재

나 처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

면 인삼의 효능인 안신, 고탈생진, 보원기 그리고 주

치인 건망, 훈, 두통 등을 보여  뿐만 아니라 박, 

복신목등도 안신의 효능을 가지며 갈근, 반하, 자소엽등

도 두통의 주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맨

틱 검색 기능은 4장의 한의 온톨로지 시맨틱 분석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둘째,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온톨로지에서 검

색어를 포함하는 인스턴스 이름들을 추천해 다. 이는 

일반 검색엔진의 검색어 추천과 유사한 기능이지만, 단

순히 많이 사용되는 검색어가 아니라 온톨로지에 존재

하는 인스턴스를 추천해주는 이 다르다.

셋째, 검색어가 온톨로지의 어떤 개념(클래스)에 속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검색 결과를 보여 다. 

즉, 검색어가 온톨로지 인스턴스와 일치하는 경우, 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인삼을 검색하면 인삼이 약재라

는 것을 인식하고 인삼에 한 상세정보를 바로 보여

다. 이는 일반 검색과 다른 시맨틱 검색 기능으로써 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해서 연 된 정보

를 같이 보여  수 있다. 하지만 병증 클래스의 두통과 

증상 클래스의 두통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

상의 검색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것

을 검색할지 선택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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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맨틱 검색 프로세스

넷째, 검색어가 여러 개이고 모두 같은 클래스의 인

스턴스인 경우 인스턴스의 각 필드를 테이블 형태로 비

교한 결과를 보여 다. 일반 검색에서는 검색어가 여러 

개인 경우 검색어가 동시에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문서

들을 보여주지만, 시맨틱 검색에서는 정확한 검색 결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검색 결과에서 각 항

목들을 비교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3. 검색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의 검색 로세스는 [그림 5]

와 같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우선 검색어를 

포함하는 인스턴스 이름이 온톨로지에 존재하는지 검

사한다. 만약 존재하면 [그림 6]과 같이 인스턴스의 한

명(한자명)[출 ], 클래스의 형태로 최  15개까지 검

색어로 추천해 다.

사용자가 추천된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바로 해당 인

스턴스를 검색해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며, 아닌 경우 

입력된 검색어가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몇 개가 입력되

었는지 체크한다. 만약 검색어가 1개인 경우 검색어가 

온톨로지의 인스턴스명과 일치하고 정확히 한 개만 존

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를 검색해서 상세 정보

를 보여 다.

그림 6. 온톨로지 검색어 추천 화면

[그림 4]는 온톨로지의 약재 클래스의 인삼을 검색한 

결과 화면이다. [그림 4]와 같이 검색 결과 화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왼쪽 메뉴는 검색된 인스턴스

를 로퍼티값으로 가지는 클래스를 보여주며, 메뉴를 

클릭하면 검색된 인스턴스를 로퍼티값으로 가지는 

인스턴스들을 보여 다. 각 클래스마다 로퍼티가 다

르기 때문에 검색된 인스턴스의 타입에 따라서 메뉴 항

목도 다르게 나타난다. [표 1]은 검색된 인스턴스의 클

래스에 따라서 나오는 메뉴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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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검색어와 일치하는 인스턴스가 1개 이상인 예제

검색어 클래스 메뉴 항목

약재 약재, 연관 처방, 연관 병증
병증 병증, 연관 처방, 연관 약재
처방 처방, 연관 약재, 연관 병증
효능 효능, 연관 약재, 연관 처방
증상 증상, 연관 병증

표 1. 검색어 클래스 타입별 메뉴 항목

약재 클래스인 인삼을 검색하는 경우 [그림 4]와 같

이 약재, 연  처방, 연  병증의 세 개의 메뉴가 나온

다. 약재 메뉴는 인삼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며, 연  처

방 메뉴를 클릭하면 인삼을 구성약재로 가지는 처방 리

스트, 연  병증 메뉴를 클릭하면 인삼을 치료약재로 

가지는 병증 리스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은 검색된 인

스턴스가 가지는 로퍼티값들을 보여 다. [그림 4]에

서 인삼의 검색 결과인 설명, 기원명, 과명, 분류, 귀경, 

성, 미, 이명, 약용부 , 효능, 주치등은 모두 약재 클래

스의 로퍼티들이다. 약재의 경우 약재의 사진이 같이 

보여지는데 이는 온톨로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서버에 

별도로 장된 사진을 링크로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은 [그림 4]의 결과는 [그림 5]의 인스턴스 검

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림 7]은 이 단계의 세부 

로세스를 보여 다.

우선 입력된 검색어를 가지고 온톨로지 인스턴스의 

한 명, 한자명, 문명에서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검사

한다. 만약 존재하면 해당 인스턴스의 로퍼티와 로

퍼티값을 검색한다. 한 검색한 인스턴스가 약재 클래

스의 인스턴스이면 약  정보를 추가로 검색하고 처방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구성 약재와 분석과 유사 처방 

t

그림 7.“인스턴스 검색”세부 프로세스

검색을 추가로 수행한다. 약  검색 단계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약재와 연결된 처방 그리고 처방과 연결된 약

재를 모두 검색해서 검색된 결과를 보여 다. 구성 약재 

검색 단계에서는 처방 구성약재가 가지는 분류, 귀경, 

성, 미를 추가로 검색하고 이를 분류해서 차트로 보여  

수 있도록 구성한다. 유사 처방 검색 단계에서는 처방의 

구성약재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처방을 검색해서 구성약

재가 일치하는 개수 로 처방을 정렬하게 된다.

검색어를 포함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검색어와 일치하지만 온톨로지에 검

색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인스턴스가 1개 이상 존

재하는 경우, 그리고 검색어가 2개 이상인데 모두 온톨

로지에서 동일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

림 8]와 같이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을 리스트로 보여주

고 사용자가 어떤 것을 검색할 건지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검색어가 2개 이상 입력되는 경우에는 모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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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삼 마황을 검색한 결과

톨로지에 존재하고 모두 같은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각 검색어에 한 인스턴스를 검색하고 인스턴스의 각 

필드들을 테이블 형태로 비교  정렬해서 한 에 

악이 가능하도록 보여 다. [그림 9]는 “인삼 마황”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나온 비교 검색 결과로써, 인삼을 

클릭하면 [그림 4]와 같이 약재 하나에 한 검색 결과

를 보여 다. 한 [그림 9]에서 병증  처방 메뉴를 클

릭하면 인삼과 마황을 구성약재로 가지는 처방 리스트

와 치료약재로 가지는 병증 리스트를 보여 다.

4. 한의 온톨로지 시맨틱 분석
본 연구에서 구 한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은 다른 

시맨틱 검색 시스템들과 같이 검색어가 어떤 개념인지

를 인식하고 온톨로지에서 연 된 정보를 검색해서 보

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른 시맨틱 검색 시스템과의 차이 은 한의 도메인

에 한 시맨틱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의 온톨로지

에는 한의학 인 시맨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

맨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한의 온톨로지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

들에게 유용한 검색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구 하 다.

- 효능별, 주치별 유사 처방과 약재 검색

약재와 처방은 효능과 주치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로퍼티를 가진다. 이 에서 효능과 주치 정보는 

다른 로퍼티와 달리 환자 진단시에 확인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동일한 효능과 동일한 주치를 가지는 약

재  처방을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 치법별, 처방별 치료 병증 검색

효능별, 주치별 유사 처방과 약재 검색과 같이 병증 

클래스가 가지는 치법과 처방에 해서 치법별, 처방

별 치료 병증을 검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처방의 구성약재에서 분류, 귀경, 성, 미별 구분

약재는 분류, 귀경, 성, 미 정보를 가진다. 시맨틱 검

색에서 이 정보별로 약재를 검색하는 기능을 구 할 

수는 있으나 검색 결과는 한의학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신 처방의 구성약재에 한해서 분류, 귀경, 성, 

미별로 구분을 하면 구성약재의 특성을 악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 유사한 약재 구성을 가지는 처방 검색

처방의 개수는 무한 이지만 구성 약재는 수 백개 정

도가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처방이라도 유사한 약

재 구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처방 검색시 검색된 

처방과 유사한 구성약재를 가지는 처방들을 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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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여 다.

- 처방에서 같이 사용되는 약재 검색

한의학에서는 약 라고 해서 처방에서 주로 같이 사

용되는 약재들에 한 지식들이 존재한다. 즉, 여러 

처방들을 보니 인삼은 어떤 약재들과 많이 사용된다

는 것인데, 처방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약

에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다. 신,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의 처방을 분석해서 약재를 검

색했을 때 약  정보까지도 제공한다.

- 2개 이상의 약재로 구성되는 처방 검색

의 유사한 약재 구성을 가지는 처방 검색과 처방에

서 같이 사용되는 약재 검색 기능은 모두 하나의 약

재나 처방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다. 이와 달

리 처음부터 어떤 약재들을 구성약재로 가지는 처방

을 검색하고 싶을 때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하면 바

로 검색 결과를 보여 다.

- 2개 이상의 증상을 수반하는 병증 검색

두 개 이상의 증상을 검색하면 입력한 증상들을 수반

하는 병증들을 검색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맨틱 검

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시맨틱 검색은 사용

자의 검색어가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자동으로 해석하

고 온톨로지를 이용해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시맨틱 검색 시스템 

한 이와 같은 일반 인 시맨틱 검색 기능을 구 하

다. 뿐만 아니라 한의 온톨로지에 존재하는 한의학 인 

시맨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검색 시나리오를 추가로 

정의함으로써 한의학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유용

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알려

져서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시스템의 기능도 요하지

만 검색 시스템의 성능도 요한 요소가 된다. 검색 시

스템의 성능은 여러 가지 요소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요한 요소 의 하나는 데이터를 장하고 검색하는 데

이터베이스의 성능일 것이다. 한의 시맨틱 검색 시스템

은 재 RDF 장소의 오  소스  하나인 Jena TDB

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맨틱 검색 시스템들

은 각기 다른 장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에 직 인 비교는 힘들다. 향후에는 이에 한 연구

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 온톨로지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지식을 가지

고 있다. 재 온톨로지는 한의학에 한 시맨틱을 내

포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 특히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지식을 체계 으로 가지지 않는다. 한 온톨로

지에 나오는 지식은 모든 환자에게 용될 수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시맨틱 검색 결과는 온톨로지

로 구축된 한의 지식을 검색  공유하고 활용하기 

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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