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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목  : 경 , 침구 온톨로지의 연계율을 높이기 한 연구를 시행하 다.

방법 : 성(효능) 용어와 치법 용어를 최소 의미 단 로 분해하여 상호 연계하 다.

결과 : 성(효능)과 치법의 연계가 증가함에 따라 경 , 침구 온톨로지 간 연계성이 증가하 으며, 확장 

연계되는 로퍼티의 수와 로퍼티 간 노드의 수도 증가하 다.

결론 : 성(효능) 용어와 치법 용어의 최소 의미 단 로의 연계를 통해 온톨로지의 연계율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온톨로지의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혈성용어∣효능용어∣치법용어∣온톨로지∣침구온톨로지∣

Abstract

Objectives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percentage of linkages between an 

acupuncture point ontology and an acupuncture treatment ontology.

Methods : Terms of the effect from acupuncture points and terms of the treatment method 

from diseases are selected in the ontologies. We have disassembled the terms into minimum 

meaning units and then linked them again.

Results : By linking terms of the effect and terms of the treatment method, the meaninful 

information on the acupuncture point and treatment ontology is increased.

Conclusions : The links between points for acupuncture points and treatment methods for 

diseases could improve the information in the ontologies. This also enables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for the use of acupuncture points with accompanied symptoms, causes of disease, 

and treat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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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간이 흐르면서 질병들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에 

련된 연구도 다양해졌으며, 그에 한 치료 방법들도 

다양해졌다. 질병의 증가로 인해 의사들이 획득해야 하

는 정보와 지식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따

라서 의학 정보에 한 체계 인 지식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온톨로지를 통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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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2]. 한의학 분야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보

개발운 그룹에서 한의학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의학 온톨로지는 크게 약재, 처방, 병증, 

경 ⋅침구 온톨로지로 구성되어 있다[3].

이  경  온톨로지는 명, 이명, 주치, 성(효능), 

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구 온톨로지는 

병명(변증명), 치료 경 군, 수반증상, 치법 등의 항목으

로 구성되어있는데[3], 온톨로지 뷰어 로그램인 gruf

f1를 이용하여 병명 氣脹의 로 살펴보면 [그림 1][그

림 2]와 같다. 그림에서 DI2는 병명, AR3은 침방, EP4와 

MP5는 경 명, MO6는 치법, EF7는 성(효능), FO8는 

처방을 의미하는 약어이다.

그림 1. 온톨로지 구조의 예(DI氣脹)

온톨로지에서 병명, 경 명, 성(효능), 치법 등과 같

은 각 항목들은 각기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

1 http://www.franz.com/agraph/gruff/

2 병명(Disease)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

정한 클래스 식별자

3 침방(Acupuncture Principle)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정한 클래스 식별자

4 기경 (Extra Meridian Point)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정한 클래스 식별자

5 정경 (Main Meridian Point)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정한 클래스 식별자

6 치법(Method Of Treatment)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정한 클래스 식별자

7 성(효능)(Effect)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

로 지정한 클래스 식별자

8 처방(Formula)을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

정한 클래스 식별자

은 의미를 갖는 항목은 하나로 표 된다. 를 들어 각

기 다른 경 명에 속해있는 주치, 성(효능)이라고 하

더라도 만약 그 의미가 같다면 하나의 항목으로 표 되

는데, [그림 2]에서 성(효능) EF寬胸理氣나 EF寧心

安神은 경 명 MP內關과 MP郄門 모두에 각각 연계된 

항목이지만 그 문자열이 같으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표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한의학 온톨로지 데이터의 

검색과 활용 가능성 제고를 해 기본 으로 같은 문자

열의 데이터에 해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

하 기 때문이며, 문자열이 같지만 문맥 상 다른 의미

를 갖는 데이터에 한 연구는 향후에 반드시 수행되어

야 할 연구 과제로 단하고 있다.

그림 2. 온톨로지 구조의 예(EF寬胸理氣, EF寧心安神)

온톨로지는 많은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보

를 장하고 이용하는데 좋은 도구이며 한 온톨로지 

내 지식간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추론

하기 좋은 도구이다[4-6]. 다만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려면 각 온톨로

지 간 연계가 잘 되어있는 것이 요한데, 한의학 지식

은 련 문헌들에서 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의

학 용어이므로 사용되는 용어 체계가 방 하며, 오랜 

세월 경험  지식이 추가 되는 형태로 지식이 계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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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때문에 기술된 용어가 상당히 복잡한 특징을 지녀 

온톨로지간 연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의학 온톨로

지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온톨로지의 활용 목

에 따라 다양한 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일반 으

로 약재, 처방, 병증, 경 ⋅침구 각 온톨로지가 문헌 상 

표 된 문자열 일치를 통한 연계 뿐 아니라 문가들이 

직 으로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기반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한의사가 문헌 내 처방의 주치 정보를 활

용할 때에는 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문지식을 

활용하여 상 병, 증상, 병인, 병기, 효능 등의 복합

인 주치내용을 정제, 분석을 한 후 련 병증과 연계하

는 일련의 과정을 직 으로 종합 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치정보를 문헌의 원문 그 로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고 활용하고자 하면, 복합 구조의 주치 용어

와 병증 용어 간 문자열 일치율이 낮기 때문에, 처방과 

련된 병이나 증상과의 연계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처

방의 주치 정보를 의미단 로 정제하고 분해하여 연계

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7]. 이와 련하여 김[7] 등

은 약재, 처방 온톨로지의 주치 데이터와 병증 온톨로

지의 수반증상 데이터의 정제, 분해를 통해 약재, 처방 

온톨로지와 병증 온톨로지 간 연계율을 높이고자 하

으며, 오[8] 등은 약재, 처방 온톨로지의 효능 데이터와 

병증 온톨로지의 치법 데이터의 정제, 분해를 통해 두 

온톨로지 간 연계율을 높이고자 하 다.

경  온톨로지와 침구 온톨로지를 연계할 수 있는 항

목으로는 명-치료 경 , 주치-수반증상, 성(효능)-

치법 등이 있으며, 이  효능과 치법은 두 온톨로지를 

연계하는 요한 고리  하나이다[8]. 경  온톨로지의 

성(효능) 데이터와 침구 온톨로지의 치법 데이터는 

각각 약재, 처방 온톨로지의 효능 데이터와 병증 온톨

로지의 치법 데이터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약재, 

처방과 경 , 침구는 그 배경 이론이 달라 사용되는 술

어나 명사도 다르므로 경  온톨로지와 침구 온톨로지

의 연계가 잘 되기 해서는 기 연구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한 향후 약재, 처방, 병증 온톨로지와 경 , 

침구 온톨로지를 연계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  온톨로지의 성(효능) 데이터와 

침구 온톨로지의 치법 데이터를 정제, 분해하여 최소 

의미 단 로 만듬으로써, 두 온톨로지의 연계율을 높이

고자 하 다.

Ⅱ. 본론

연구 방법
1. 경혈, 침구 온톨로지의 혈성(효능), 치법 데이터 

현황
경 , 침구 온톨로지의 성(효능) 련 데이터는 침

구학[9] 상권의 성, 학경락경 학[10]의 효능, 침구

학[9] 하권의 치법, 침구의학[11]의 치법으로 되어 있으

며 각 서 에서의 데이터 추출과 데이터 황은 다음과 

같다.

1.1 데이터 추출

1) 침구학 상권의 성 512개(문자열 복제거)

   12정경, 기경 8맥의 경  별 穴性이라는 항목하의 

데이터

2) 학경락경 학의 효능 456개(문자열 복제거)

   각 경  별 解說 항목의 소제목 데이터

3) 침구학 하권의 치법 172개(문자열 복제거)

   각 질병명 별 침구치료 항의 治療原則 는 治法 

데이터

4) 침구의학의 치법 397개(문자열 복제거)

   각 세부 질병명 별 辨證治療항의 각 변증명 별 治法

   각  질병명 별 치법항의 原則

   각  질병명 별 침구치료항의 治法  治法에 해

당하는 용어

   각 세부 질병명 별 침구치료항의 변증시치 별 治法

   각 세부 질병명 별 [附-辨證論治] 항의 변증명 별 

治法

   각 세부 질병명 별 침구치료항의 침구처방 별 치법

1.2 데이터 황

성 원문은 2156개 (경 학 성 675개, 학경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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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성(효능)
强骨 理氣 舒氣 消瘀 淸肝
强筋 利機關 舒宗筋 消癰 淸肝火
降氣 理氣機 舒暢氣機 消癰腫 淸氣火
降痰氣 利膽 宣氣 消凝疼 淸腦
强膝 利頭 宣泄諸陽之熱 消積 淸膽
强腎 利面 宣泄太陽熱氣 疏巓頂風邪 淸頭
降逆 利膀胱 宣泄風熱 疏調大腸 化痰濕
降逆氣 利三焦 宣疎肺熱 疏調二腸 化痰涎
强腰 利小便 宣耳竅 疎調肺氣 化痰熱
强要脊 利水 宣通氣機 疏調玄府 化濕熱

표 3. 분해된 혈성(효능) 데이터의 예

학 성 1481개), 치법 원문은 740개 (침방 온톨로지 

치법 199개, 침구의학 치법 541개)이며 이 원문을 각각 

복 제거하면 성 909개, 치법 439개이고, 이  일치

하는 데이터는 77개이다[그림 3].

그림 3. 분해 전 혈성(효능)과 치법 비교

2. 혈성(효능) 용어와 치법 용어의 정제
정제는 항목에 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

를 삭제하고, 항목에는 하나 서술형으로 되어있는 

용어는 명사형으로 바꾸고, 용어의 의미에 향을 주지 

않는 조사는 삭제하는 등으로 시행되었다.

데이터 정제 내용

肋間神經痛
月經不調
舌紅脈數

經絡氣血을 疏調
陽明經을 淸熱시키고
風熱을 解散시키면서

久痢則補益脾胃
...

혈성이 아님. 삭제.
혈성이 아님. 삭제.
치법이 아님. 삭제.

疏調經絡氣血
淸陽明經熱
解散風熱
補益脾胃

...

표 1. 용어 정제의 예

3. 복합 혈성(효능), 치법 용어의 단일 개념으로 분해
경 , 침구 온톨로지 간 연계율을 높이기 해, 련 

연구[8]에서 본 , 처방, 병증 온톨로지의 효능, 치법 데

이터 분해에 사용한 방법을 경 , 침구 온톨로지에도 

용하여 두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성(효능), 치법을 

최소 의미 단 로 분해하 다.

원문 분해1 분해2 분해3

强健脾胃
强健腰膝
開關通絡
凉血止血

健脾祛濕利水
...

强健脾
强健腰
開關
凉血
健脾
...

强健胃
强健膝
通絡
止血
祛濕
...

利水
...

표 2. 복합 용어 분해의 예

Ⅲ. 결과

분해 결과 최소 의미 단 의 경  성(효능) 1583개, 

침방 치법 1109개의 데이터를 얻었으며 이를 복 제거 

한 결과 각각 669개, 321개의 데이터를 얻었다[표 3][표 

4].

얻어진 데이터를 온톨로지에 용한 결과, 용 에

는 복 제거한 성 개념 총 909개와 치법 개념 총 439

개  서로 일치하는 것이 77개 으나 용 후에는 분

해 후 복 제거한 성 개념 총 644개와 치법 개념 총 

316개  서로 일치하는 것이 137개가 되었다[그림 4]. 

따라서 분해 후 복 제거를 통해 성(효능)과 치법 용

어의 각 개수가 었음에도 성(효능)-치법의 연계가 

양과 비율에서 모두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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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치법
降氣 補肝 舒肝 止驚 解鬱
降逆 補氣 舒筋 止嘔 解表
强腰 補脾 疏氣 止呃 行氣
降濁 補脾氣 消痰 止痛 行水
降火 補腎 消導 止血 行濕
開結 補腎氣 疏導經氣 鎭驚 行瘀
開竅 補腎陰 消導積滯 滌痰 行血
開鬱 補養肝 安神 滌熱 化氣

開通閉塞 補養肝陰 安胎 淸肝 化痰
去痰 補養腎 養肝 淸肝火 和絡
祛痰 補益 養腎 淸降 化濕
祛邪 補益肝 養心 淸內熱 化瘀

祛散寒邪 補益氣 養陰 淸痰 和營
祛濕 補中 養正 淸膽火 和胃
袪濕 補肺 養肺 淸大腸濕熱 化飮
祛瘀 補虛 凉血 淸利濕熱 化濁
去積 宣痺 理氣 淸脾土 和表
祛風 宣肺 利尿 淸瀉肝火 和解少陽
袪風 泄少陽火 利膽 淸瀉肺熱 和血
祛風邪 泄熱 利小便 淸暑 豁痰
祛風寒 泄火 利水 淸泄濕熱 活絡
祛寒 攝血 利濕 淸泄胃火 活血
健脾 疏肝 利咽 淸泄積熱 回陽
健運 疎肝 理肺 淸胃熱 ...

표 4. 분해된 치법 데이터의 예

降胃逆 利濕 宣通鼻竅 消腫 化濕滯
降陰火 利乳 宣通乳絡 消滯 化瘀
强脊 利二便 宣通肺氣 疏齒風邪 和熱
降肺氣 利咽 宣通下焦 疏太陽經邪 和營
降火 理腸 宣肺 疏通經絡 和營血
開關 利腸胃 宣下焦氣機 疏表邪 化鬱
開竅 利肛 宣胸脇氣滯 消風 和胃
開神竅 理肛 泄肝火 疏風 和胃氣
開心竅 理血 泄氣火 疎風 和腸
開音 利喉 泄膽火 疏風邪 和腸胃
開瘖 明目 泄利濕滯 疏下焦 化積
開耳竅 發表 泄瀉熱 消化 和中

祛經絡風濕 發汗 泄邪熱 消胸膈痰凝 和中焦
祛痰 防病 泄熱 束骨 化中焦濕滯
祛邪 排膿 泄肺熱 束筋 化中焦積滯
祛水濕 培補下元 泄火 束帶脈 化滯
祛濕 培腎 攝血 肅上焦肺氣 化滯積
袪濕 培元 醒腦 升陽 和衝脈

擧陽氣下陷 補肝 醒神 熄肝陽 化寒濕積滯
祛瘀 補氣 疏肝 熄肝風 和解肌膚
祛風 補勞損 疎肝 息風 和解少陽
祛風氣 補脾土 疏肝氣滯 熄風 和血
祛風冷 補脾虛 疏降上焦逆氣 熄風陽 豁痰
祛風邪 補腎 疏經 室精宮 活絡
祛風濕 補腎氣 疎經 安神 滑絡

祛下焦寒濕 補腎陽 疎經絡氣火 安神志 活血
擧陷 補腎元 疏經絡濕滯 安心 回厥

祛血室邪熱 補營血 疎經邪 安營 回厥逆
健骨 補益腎氣 疏口風邪 養心 回陽
健腦 補益元氣 疏筋 凉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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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해된 혈성(효능)과 치법 비교

한편, 성(효능)용어와 치법용어를 의미 단 로 분

해하는 연구 과정에서, 성(효능)에만 사용되는 용어, 

치법에만 사용되는 용어, 성(효능)과 치법 모두에 사

용되는 용어 리스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용어 간 

동의, 유의, 상·하  포함과 같은 용어 계 지식이 

용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경 ·침구학 서 에서 

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효능)  치법 용어에 하

여 황을 악하고, 향후 련 연구의 선행 연구 자료

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 각 성(효능), 

치법 용어의 정의나 용어 간 상호 계를 명확히 하고 

성(효능) 용어와 치법 용어 간의 공통 , 차이 을 고

찰하는 등 의학 용어 연구의 기  자료로 사용되어 의

학 용어 연구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

다. 각 용어의 는 [표 5-표 7]과 같다.

성(효능)에만 존재하는 데이터

强骨
强筋
降痰氣
降陰火
開心竅
開音
疏經
疏氣滯
消內熱
消痞
...

표 5. 혈성(효능)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의 예

성(효능), 치법 모두에 존재하는 데이터

降氣
降逆
開竅
祛痰
固本
寬中
發汗
散瘀
舒肝
泄熱
...

표 6. 혈성(효능), 치법 모두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예

치법에만 존재하는 데이터

降濁
開結
歸經
補脾
補中
補火
順氣
升淸
安胎
抑木
...

표 7. 치법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의 예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온톨로지에 존재하는 복합 

의미의 용어를 최소 개념으로 분해하여 문자열 일치율

을 높임으로서, 온톨로지 간 연계율을 높이는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온톨로지에 용한 후 

성(효능)-치법을 통한 경 , 침구 온톨로지의 연계성이 

양과 비율에서 상당히 증가하 다.

연구 결과를 앞서 본 [그림 2]의 성(효능) EF寬胸

理氣의 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를 용하기 에는 [그림 5]와 같이 EF寬胸理氣에 연

계된 항목은 경 명 MP內關과 MP郄門 두 항목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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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결과 적용 전의 EF寬胸理氣의 연계 상황

본 연구 결과를 순차 으로 용해보면 [그림 6]과 

같이 우선 EF寬胸理氣는 최소의미단 (EM9)인 寬胸과 

理氣로 나눠진다.

그림 6. 연구 결과 적용 후 EF寬胸理氣의 연계 상황(Ⅰ)

다음으로 [그림 7]과 같이 EF寬胸理氣외의 EF淸熱

寬胸, EF寬胸利膈, EF和胃寬胸과 EF和胃理氣, EF舒肝

理氣, EF理氣鎭痛, EF疏肝理氣, EF平肝理氣, EF運脾

理氣, EF理氣降 , EF理氣消滯, EF理氣健脾, EF理氣

化滯, EF理氣暢中이 각각 寬胸과 理氣의 개념을 통해 

EF寬胸理氣와 연계된다.

9 성(효능)-치법 연계를 한 최소 의미 단 (Effect-Method Of 

Treatment)를 온톨로지에서 가시 으로 표 하기 해 임시로 지정

한 클래스 식별자

그림 7. 연구 결과 적용 후 EF寬胸理氣의 연계 상황(Ⅱ)

한 EF寬胸理氣와 연계된 성(효능) 항목들은 각

각 경 명 항목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연구 결과 적용 후 EF寬胸理氣의 연계 상황(Ⅲ)

이로써 EF寬胸理氣가 문자열 일치를 통해 연계되었

던 MP內關, MP郄門 뿐 아니라 한의학  개념인 寬胸

과 理氣를 통해 문자열 일치되지 않는 다른 성(효능) 

 다른 경 명과도 연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 가시화하지 않았으나 본 연

구는 침구 온톨로지의 치법도 그 상으로 하 다.

용어를 분해하여 연계하면 온톨로지의 연계 양과 비

율이 증가하는 것은 무도 당연한 것이며, 한의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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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 결과 적용 전의 기창(氣脹) 관련 침방, 경혈, 치법, 혈성(효능) 연계 상황

그림 10. 연구 결과 적용 후 개선된 기창(氣脹) 관련 침방, 경혈, 치법, 혈성(효능) 연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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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창(氣脹) 관련 치법-혈성의 연계성 증가로 인해 확장 연계된 경혈(MP)

식의 에서도 이것 자체만으로는 연구  가치가 높

다고 보기 힘들다. 한, 같은 문자열이지만 문맥이나 

주변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 데이터가 존

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수 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의 

가치는 단순 물리  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 

후 지식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 있는데, 이

를 병명 氣脹의 를 통해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추

가 연계된 항목들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확장 연계됨으

로써 새로운 지식 추론과 같은 온톨로지의 활용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본 연구 결과를 용하기  기창(氣脹)의 

침방과 구성 경 , 치법 등을 나타낸 그림으로, 병명

(DI) 기창(氣脹)의 침방(AR)과 그 구성경  EP氣海, 

MP胃兪, EP中脘, MP足三里, EP膻中, MP太衝, EP建

里, MP內關이 있으며 치법은 MO調氣, MO理氣寬中임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치법과 문자열이 일치하는 

성(효능)(EF)은 없어 치법- 성(효능)간 연계성이 

낮은 상태이다.

[그림 10]은 [그림 9]에 연구 결과를 용한 것으로 

DI기창(氣脹)의 치법인 MO調氣와 MO理氣寬中이 각

각 최소 의미 단 (EM)인 調氣와 理氣, 寬中을 지나 

성(효능) EF調氣降 , EF調氣益元, EF祛風調氣鎭痛, 

EF疏經調氣나 EF化濕寬中, EF寬中利膈, EF運脾理氣, 

EF疏肝理氣, EF寬胸理氣 등과 연계되어 연계성이 높

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최소 의미 단 (EM)인 調氣와 理氣, 寬

中을 통해 연계된 성(효능)을 이용하여 확장 연계된 

경 까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9]와 비교하여 연계

되는 항목의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각 항목 간 연계의 

수도 늘어 온톨로지의 연계성이 반 으로 상승했음

을 알 수 있다.

확장 연계된 경 을 심으로 살펴보면, 문헌에서 기

창(氣脹) 침방의 구성 경 로 언 된 EP氣海, MP胃兪, 



혈성(효능), 치법 용어를 통한 온톨로지 연계 연구 565

EP中脘, MP足三里, EP膻中, MP太衝, EP建里, MP內關

외의 많은 경 들이 확장 연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를 들어 [그림 9]에서는 문자열이 달라 연계되지 않

았던 성(효능) EF舒肝理氣을 통해 MP厥陰兪가 확장 

연계되고, EF理氣止痛을 통해 MP肓門, MP外丘, MP築

賓 등이 확장 연결된다. 이 게 확장 연결된 지식을 활

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례로 온톨로

지를 활용해 진료 지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임

상 장에서 의료인이 기창(氣脹) 환자의 원인을 肝鬱

로 단한 경우 厥陰兪를 추가 경 로 추천하거나 太衝

이 요한 경 임을 상기시킬수 있고, 환자가 통증을 

동반한 경우 肓門, 外丘, 築賓 등을 추천하는 등 활용 목

에 맞는 추론 방법 연구가 동반된다면 데이터의 확장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온톨로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Ⅴ. 결론

분해  복 제거 된 성(효능) 개념은 909개, 치법 

개념은 439개이고, 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77개 으

나, 분해 후 복 제거 된 성(효능) 개념은 644개, 치

법 개념은 316개가 되었고, 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137개가 되었다. 따라서 최소 의미 단 로의 분해를 통

해 성(효능)과 치법의 연계는 양과 비율에서 모두 상

승하 고, 경 , 침구 온톨로지 간 연계성이 증가하

다.

한 본 연구를 통해 단순 물리  연계 개선 뿐 아니

라 온톨로지 간 확장 연계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거나,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맞게 온톨

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의학 온

톨로지의 활용성을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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