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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의학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한의학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한한의학회에서는 우리나

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학 용어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표 화하여 표 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 한의학용어집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 다.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는 표  한의학 용어와 해설을 찾아보고 용어의 해설에 한 의견을 모아서 

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표 용어와 시맨틱 검색 결과와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 한의학 표 용어를 다양하게 비교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로그를 분석하여 검색 

기능 개선, 홍보 활용, Open API 제공 등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 다. 로그를 통해 일 된 방문자와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올해 6월을 기 으로 검색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표 화된 한의학 용어는 국내 학술연구, 한의 임상은 물론 한의학 국제 표 화에도 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표준용어∣한의학∣표준한의학용어집∣의견제안∣로그분석∣ 

Abstract

In the field of Korean medicine (KM), KM terms has been mixed used for a long period. After 

the Society of KM had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KM terms used in our country, the book 

for the Korean medical standard terminologies was publish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online service based on the book. The online service provides various useful functions for 

searching the terms and their commentary and collecting users’ opinions. Users can also 

compare the standard terms with their semantic search results and naver’s knowledge search 

results within our system. By analyzing logs of our system, we suggested several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earch functions, advertisements, and the 

provision of open APIs. In the future, our online service might provide the important information 

on clinics, academic research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 keyword :∣Standard Terminology∣Korean Medicine∣Collaboration∣Lo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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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한의학용어집 1.0

I. 서 론 

한의학 용어는 한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

안 소멸되고 생성된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의사소통  정보 공유에 혼

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한의

학 용어를 수집하고 체계 으로 정리하는 등 한의학 용

어 표 화가 필요하다.

한한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의학 용어를 체계 으로 정리하여 한의학교육, 한방진

료  각종 공문서 작성의 표 화를 해, 2000년도부

터 2005년도까지 6년 동안 표 한의학용어제정사업을 

수행하여 표 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하 다[1].

그런데 한한의학회 표 한의학용어집은 책이나 

일형태로 제공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용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검색

어가 포함된 용어를 검색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 용어와 련된 기존 연구들 역시 표  한의학 

용어에 한 검색 서비스 제공 보다는 용어를 수집하고 

리하는데 이 맞춰져있다[2-4]. 차[3]와 김[4]의 

연구는 표  한의학 용어가 아닌 일반 한의학 용어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용어를 수집하고 리하는 연구이다.

이에 표  한의학 용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쉽고 

상세하게 검색을 지원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 표  용어에 한 의견을 제안할 때 온

라인으로 제안하고 취합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

고 기존 연구의 사용 상이 용어를 구축하는 사용자로 

제한되지만 일반사용자가 표 한의학용어를 검색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표 한의학용어집 온

라인 서비스[5]를 구축하 다. 첫째, 표  한의학 용어

집을 온라인에서 쉽고 상세하게 검색해서 열람하고 활

용하고자 한다. 둘째, 표  용어에 한 의견을 제안하

고, 제안된 의견은 체계 으로 장하고, 리자가 의견

을 최종 반 하는 일련의 로세스를 설계하고 구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약 7개월분의 표 한의학용어집 

서비스를 사용한 로그와 한의 용어 기반의 지식정보 서

비스 연계 확장을 통해 향후 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 한의학용어집 콘텐츠를 바탕으로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 다. 이를 

해 표 한의학용어집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한 

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 다. 한 향후 발  방

향을 도출하기 한 로그 분석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

한 2015년 2월 1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기간을 

상으로 하 다.

Ⅲ.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

1. 표준한의학용어집
1.1 표준한의학용어집
2006년도에 발간된 표 한의학용어집은 [그림 1]과 

같이 제공된다. 이를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표 한의학

용어집 버  1.0이라 정의하겠다. 2015년 2월에 표 한

의학용어집을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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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 다. 이를 편의상 표 한의학용어집 버  2.0이

라고 정의하겠다. 표 한의학용어집 버  2.0은 새로운 

용어가 추가 되거나 버  1.0에 포함된 용어의 세분류

나 정의설명이 많이 바 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버  1.0과 버  2.0에 있는 용어를 표제어가 같더라도 

개별용어로 구분한다. [표 1]과 [표 2]는 표 한의학용

어집의 용어 시이다. 표제어 ‘가(瘕)’를 버  1.0과 2.0

에서 살펴보면 정의설명이 ‘뱃속에 기(氣)가 울체(鬱滯)

되어 덩어리를 생기게 하는 병증이다.’로 보완된 것을 

알 수 있다. ‘가한(假寒)’의 경우는 세분류가 병리에서 

변증으로 바 었으며, 정의설명이 보완되고 문이 추

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표 한의학용어집은 표

제어, 정의설명을 기본으로 버 , 세분류, 국문/ 문으

로 정보가 리된다.

그림 2. 표준한의학용어집 2.0

표제어 세분류
국문
/ 문

정의설명

가(瘕) 병증 국문 뱃속에 기(氣)가 울체(鬱滯)되어 
덩어리가 생기는 병증.

가한(假寒) 병리 국문
병의 본질은 열(熱)인데 겉으로
는 오히려 한증(寒證) 비슷한 가
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진
열가한증(眞熱假寒證)

표 1. 표준한의학용어집 1.0 용어 예시

표제어 세분류
국문
/ 문

정의설명

가(瘕) 병증 국문 뱃속에 기(氣)가 울체(鬱滯)되어  
덩어리를 생기게 하는 병증이다.

가한
(假寒) 변증 국문

병의 본질은 열증인데 겉으로는 
한증  비슷한 거짓 증상이 나타나
는 것

가한 변증 영문 false cold;  pseudo-cold

표 2. 표준한의학용어집 2.0 용어 예시

1.2 표제어와 세분류
표 한의학용어집은 버  1.0과 2.0을 합쳐서 국문 

12,298개와 문 3,589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표

제어는 서 이나 장부 가운데 어떤 항목을 찾기 편리하

도록 풀이해 놓은 말이며 경락, 경외기 , 경 , 기공, 

변증, 병증, 본   방제, 생리, 진단, 체질, 치법, 침구, 

해부 등 세분류로 분류되어 있다.

버 국문/ 문 표제어 개수 체

2.0 국문 3,412
15,887영문 3,589

1.0 국문 8,886

표 3. 표제어 수

버 세분류 종류 개수

2.0 기타용어, 변증, 병증, 본초 및 방제, 생리, 진단, 체질, 
치법, 침구, 해부 10

1.0
경락, 경외기혈, 경혈, 기공, 기구, 기타, 변증, 병리, 
병증, 사상, 생리, 약물, 약재, 약침, 예방, 운기, 증상, 
진단, 추나, 치법, 침구, 포제

22

전체
경락, 경외기혈, 경혈, 기공, 기구, 기타, 기타용어, 변
증, 병리, 병증, 본초 및 방제, 사상, 생리, 약물, 약재, 
약침, 예방, 운기, 증상, 진단, 체질, 추나, 치법, 침구, 
포제, 해부

26

표 4. 세분류 정보

1.3 요구사항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 앞서 [표 5]

와 같이 요구사항을 도출하 다. 요구사항을 토 로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를 설계  구축하 다.

NO 요구사항

1 용어에 대한 의견 추가 기능. 이때 적절성, 활용성, 중요성을 
1-5단계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2 용어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3 신규용어 제안 기능
4 내가 제안한 의견 및 신규 용어 조회 기능
5 특정 용어의 제안된 의견 전체 히스토리 조회 기능
6 사용자 등록은 대한한의학회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서 진행 

(회원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님)
7 제안된 의견은 대한한의학회에서 검토 후 반영

표 5. 서비스 요구사항

2.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
2.1 화면 구성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의 메인 화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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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과 같다. 용어검색 페이지를 첫 화면으로 구성하

다. 상단은 한한의학회 로고와 한한의학회 표 한

의학용어집 제목과 공지사항이 보이도록 배치했다. 좌

측에 메뉴목록이 존재하며, ‘내의견/제안보기’ 메뉴는 

사용자가 제안한 신규 용어나 의견을 볼 수 있는 화면

이며, ‘신규용어제안’ 메뉴는 용어를 신규로 제안할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3. 메인화면

2.2 용어 검색
검색은 표제어, 정의설명, 표제어와 정의설명에 해 

버 , 세분류, 국문과 문으로 가능해 검색의 효율성을 

높 다. 세분류는 [그림 4]와 같이 버  1.0과 2.0에 

해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병증’을 버

1.0과 2.0에서 각각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병증에 해당하는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볼 수 

있으며 ‘가(瘕)’나 ‘가취(瘕聚)’의 결과처럼 버  별 세분

류, 국문/ 문, 정의설명에 해 악할 수 있다. 

그림 4. 세분류 선택 화면

그림 5. 세분류 ‘병증’으로 검색한 결과

한 OR 검색, AND 검색,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 검

색 등 상세하게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 할 수 있다. 

로 소양인과 음허에 해 검색을 할 경우 검색어 입력 

방법에 따라 다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공

백으로 구분하여 ‘소양인 음허’로 검색할 경우 ‘소양인’ 

는 ‘음허’를 포함하는 내용을 검색해 다. 두 번째로 

‘+’를 붙여주어 ‘소양인 +음허’로 검색하면 ‘소양인’과 

‘음허’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검색해 다. 세 번째로 

“”로 감싸주어 “소양인 음허”로 검색하면 ‘소양인 음허’

를 포함하는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검색해 다.

구분 방법 비고

OR 검색 공백으로 구
분 소양인 음허

'소양인' 또는 '음
허'를 포함하는 내
용

AND 검색 +를 붙여줌 소양인 +음허
'소양인'과 '음허'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

정확히 일치
하는 단어/문
장 검색

" "로 감싸줌 "소양인 음허"
'소양인 음허'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표 6. 검색어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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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장허한증으로 검색한 결과 화면

2.3 검색결과
검색결과는 검색조건에 따라 표제어, 버 정보, 세분

류, 국문/ 문, 정의설명이 나타난다. 한 표 한의학

용어집 내 콘텐츠 검색은 물론 한의학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 결과와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를 함께 

보여 다. 

[그림 6]은 ‘ 장허한증’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표제

어와 정의설명에 장허한증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결과는 

장불고(大腸不固) [V1.0][병증][국문], 장불고증(大腸

不固證) [V1.0][병증][국문], 장허랭증(大腸虛冷證) 

[V1.0][병증][국문], 장허한증(大腸虛寒證) [V2.0][변

증][국문], 장허한증(大腸虛寒證) [V1.0][병증][국문], 

장허한증 [V2.0][변증][ 문], 장허불고증(腸虛不固

證) [V1.0][병증][국문]이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에서 

장불고(大腸不固), 장불고증(大腸不固證), 장허랭

증(大腸虛冷證), 장허불고증(腸虛不固證)이 장허한증

(大腸虛寒證)의 동의어이며 버  2.0에서 삭제된 용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허한증(大腸虛寒證)

의 정의설명이 버  2.0에서는 ‘하 의 양기 부족으로 

장에 한탁(寒濁)이 응취되어 나타난 병증.’으로 수정

되었으며 세분류가 병증에서 변증으로 수정되고 문

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장불고(大腸不固), 

장불고증(大腸不固證), 장허랭증(大腸虛冷證), 

장허한증(大腸虛寒證), 장허한증, 장허불고증(腸虛不

固證)의 시맨틱 검색과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한 화

면에서 볼 수 있어 표  용어와 비교하거나 추가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검색한 용어에 해 변경된 내용

과 제안된 의견과 시맨틱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등 다

양한 결과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 표  한의학 용어

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참조할 수 있다.

2.4 의견 제안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한 사용

자는 검색 결과에 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볼 수 있다.

용어에 해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7]과 같

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검색된 표제어에 제

안하는 방법이다. 표제어 오른쪽에 의견추가 버튼을 선

택하면 [그림 8]과 같이 검색 결과에 해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규 용어에 해 제안하는 방법

이다. 신규용어제안 메뉴를 선택하여 [그림 9]와 같이 

표제어, 국문/ 문, 성, 활용성, 요성, 표제어 설

명을 입력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림 7. 용어 제안 프로세스

그림 8. 특정 표제어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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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규용어를 제안하는 화면

용어에 해 제안된 의견은 [그림 10]과 같이 검색된 

표제어의 오른쪽에서 제안된 의견 개수를 알 수 있으

며, 다른 사용자나 자신이 제시한 의견을 볼 수 있다.

그림 10. 특정 표제어에 대한 제안된 의견 조회

이와 같이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에서 용

어에 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이 게 제시한 의견은 정기 으로 취합·분

석되어 한한의학회의 검토를 통해 반 된다.

그림 11. 의견 제안 및 반영 프로세스

Ⅳ. 표준한의학용어집 서비스 사용현황 분석

서비스를 개시한 후 사용자의 사용 황을 분석하기 

해서 로그를 분석하 다. 로그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

시한 2015년 2월 1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약 7개

월분을 분석 하 다.

1. 분석 대상 및 기준
1.1 분석 대상
기간 : 2015년 2월 11일 ～ 2015년 9월 21일

상 : 표 한의학용어집 서비스 로그

1.2 기준
방문자수 기 은 IP를 기 으로 하 다. 동일 IP가 같

은 날 여러 번 방문하여도 한 번 방문으로 간주하 다. 

사용자수 기 은 방문 일수에 상 없이 동일 IP를 한 

명으로 간주하 다.

2. 사용현황
2.1 방문자수 및 검색 건수
총 방문자수는 1,660명이고 사용자수는 752명, 일일 

평균 방문자수는 7.4명으로 집계되었다. 검색한 건수는 

모두 6,460건이며 일일 평균 29건, 인당 8.5건으로 집계

되었다.

　 방문자수(명) 검색(건수)
총 1,660 6,460

사용자수 752 　
일일 평균 7.4 8.5

표 7. 방문자수와 검색 건수

방문자의 사용 분류를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었다. 

첫째는 속 한 후 바로 나간 경우이고, 두 번째는 검색 

없이 공지사항 등만 본 후에 나간 경우이고, 세 번째는 

용어검색을 한 경우로 나  수 있었다. 일자별 사용 분

류별 로그수는 [그림 14]와 같이 나타났다. 세 번째 경

우인 용어검색을 한 경우가 총 로그수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며 로그수의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8월 22

일에서 24일의 로그수와 검색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한의학 표준용어집 서비스와 향후 발전 방향 577

그림 12. 일자별 방문자수 추이

그림 13. 일자별 로그수 및 방문자수 추이

그림 14. 일자별 사용 분류별 로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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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자가 다수의 검색을 한 경우 다. 이처럼 방

문자  일부가 다수의 검색을 할 경우 로그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분류에 따른 월별 로그수는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속 한 후 검색 없이 나가는 사용자는  감

소하고 있으며, 용어 검색을 하는 사용자는 2015년 6월

을 기 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 15. 월별 사용분류별 로그수

홍보에 따른 방문자수 변화를 보기 해 홍보된 날짜

를 기 으로 방문자수를 분석해보았다. 홍보된 이력은 

[표 8]과 같다. 1차 신문보도 시 하루 방문자수는 27명

으로 증가하 으나 이후 평균치를 다시 유지하 다. 2

차 신문보도 시 하루 방문자수와 로그수는 유의하게 증

가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한의학당은 3,800여명의 회원

이 있는데, 한의학당에서 표 용어집 소개 후 하루 평

균 7.4명의 방문자수가 당일 61명으로 증가하 다. 하지

만 2～3일 후 방문자수가 다시 평소와 같아졌다.

　구분 일자 비고
신문보도 2015년 2월 11일 연합뉴스, 충청일보, 민족의학신문 등
신문보도 2015년 8월 05일 민족의학신문　
페이스북 2015년 8월 31일 한의학당

표 8. 홍보 이력

이와 같이 평균 방문자수는 7.4명, 로그수는 43.3건, 

검색은 29건 정도로 볼 수 있어 사용자 수는 많지 않지

만 일 된 방문자와 검색 로그를 통해 수요와 사용자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없이 나가는 방문자

는  감소하고 있으며, 용어 검색을 하는 경우는 

2015년 6월을 기 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2차례의 언론과 페이스북 홍보 후에 몇 일간은 방

문자수가 증가하 다. 그래서 홍보를 다양한 매체에 자

주하면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상해본다.

2.2 검색 방식 분석
표 한의학용어집의 용어를 검색하는 방식에 해 

분석하 다. 검색 건수는 총 6,460건이며 이 에 용어

를 검색한 건수는 [표 9]와 같이 6,036건, 시맨틱 검색 

건수가 240건, 네이버 지식검색이 184건이었다. 방문자

가 용어를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검색

어를 직  입력하는 것이며 97.2%로 검색 부분을 차

지하 다. 다음으로 세분류를 선택해서 검색어를 입력

하거나 세분류만으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세분류를 선

택해서 검색하는 방법은 10% 정도 사용되었다. 세분류 

한 검색 조건에서 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검색어는 [표 10]과 같이 어 , 담음, 청열해독, 기허, 

담, 소양인 순으로 많았다.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는 추

후 추천 검색어 등 서비스 개선하는데 참조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 

검색어
유무

세분류 
선택

로그수 비율 합 비율

있음 있음    396 6.7% 5,870 97.2%없음  5,474 93.3%
없음 있음    137 82.5% 166 2.8%없음     29 17.5%

합계　  6,036 100%

표 9. 검색어 유무별 비율  

검색어 검색수
어혈 36
담음 33

청열해독 32
기허 26
담 23

소양인 23
기 21

구안와사 19
한의학 19
변증 18
소음인 17
음허 17
정기 15
감초 14
활혈 14
음양 14

간기울결 13
감초 13
허증 13

표 10. 최다 검색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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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일일 평균 검색 건수는 [그림 16]과 같다. 2015

년 2월부터 4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5월에 감소한 

후 6월부터 다시 상승하 다.

이와 같이 표 한의학용어집의 용어를 검색하는 건

수는 2015년 6월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조회하는 

방법은 검색어를 직  입력하는 방법이 제일 많고 다음

이 세분류를 선택하는 경우 다.

그림 16. 월별 일일 평균 검색 건수

2.3 시맨틱 검색과 네이버 지식백과 활용
용어에 해 시맨틱 결과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볼 수 있다. 시맨틱 검색과 네이버 지식백과의 확인 건

수는 각각 240, 184건이었다. 이는 체 검색 건수의 

3.7%, 2.8%를 차지하 다. 즉 100건 당 6.5건 정도 시맨

틱 검색이나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한다고 보면 될 듯

하다. 이는 검색 건수 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사용자가 표 한의학용어집에서 용어를 확인하는 이유

가 재 상황에서는 정의 설명 검색 보다는 특정 용어

가 표  용어집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 이 더 크다고 보여 진다.

Ⅴ. 고찰

기존의 표 한의학용어집은 책이나 일 형태로 제

공되기 때문에 표  용어를 유용하게 보는 서비스가 필

요하고, 한 온라인으로 표  용어에 한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여 표 한의학용어집 온

라인 서비스를 구축하 다.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진다.

1. 온라인에서 표 한의학용어집 열람 서비스 제공

구나 온라인으로 표  한의학 용어와 해설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한의학용어집 버  1.0의 국문 8,886개

의 표제어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버  2.0으로 

국문 3,412개와 문 3,589개의 표제어를 추가 제공한

다.

2. 쉽고 상세한 검색 기능

표 한의학용어집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

하고 검색 기능을 구축하 다. 검색은 표제어, 정의설

명, 표제어와 정의설명에 해 버 , 세분류, 국문과 

문으로 가능해 검색의 효율성을 높 다. 한 OR 검색, 

AND 검색,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 검색 등 상세하게 검

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3. 용어의 다양한 정보 제공

표 한의학용어는 검색조건에 따라 표제어, 버 정

보, 세분류, 국문/ 문, 정의설명이 나타나고 용어의 버

별 변경된 내용과 제안된 의견을 같이 볼 수 있다. 

한 용어의 시맨틱 결과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한 화면에서 참고하고 비

교해 볼 수 있다.

4. 의견 제안  취합의 용이성을 한 로세스 도출

로그인 한 사용자는 검색 결과에 한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안하면 

실시간으로 표 용어의 의견에 반 이 되고 제안된 의

견은 용어별로 체계 으로 장이 되고 용어변천기록

이 히스토리로 남는다. 제시한 의견은 정기 으로 취합

하여 분석되어, 한한의학회 용어 원회의 검토를 통

해 반 된다.

그리고 표 한의학용어집 서비스가 계속 사용되고 

발 되기 해서는 표 한의학용어의 보완이 계속 이

루어져야 하고 사용자가 꾸 히 방문하고 용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표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이 증가되는 

것을 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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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기능 개선

용어를 조회하는 방식은 검색어를 직  입력하는 방

식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세분류를 선택하는 경우 다. 

그래서 검색어를 직  입력할 때 자주 검색되는 검색어

나 추천 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등을 제공하는 

등 추후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언론  온라인 홍보 강화

2차례의 언론 홍보와 온라인 홍보에 의해서도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홍보 후에 몇 일간은 방

문자수가 증가하 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자

주하면 사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추후 홍보

에 한 계획을 잡고자 한다.

3. 다양한 서비스 제공

표  용어의 시맨틱 결과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제공하는데, 추가 으로 한국 통지식포탈[8]의 용어사

, 병증, 약재, 처방, 논문정보 서비스나 NDSL[9] 논문

검색 등의 표  용어와 연계가 가능한 련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면 좀 더 다양하게 용어를 참조하고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7. 한국전통지식포탈의 ‘痰飮’ 검색 결과

그림 18. NDSL의 ‘痰飮’ 논문 검색 결과

4. Open API 서비스 구축

표  용어의 동의어나 표 명을 제공하는 기능, 표

 용어 여부를 단해주는 기능, 표  용어 자체를 제

공하는 기능 등을 Open API 서비스를 구축해서 제공하

면 많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용

어집에서 목 (木密)을 찾아보면 지구자(枳椇子)와 동

의어이다. 오아시스[10]에서 ‘枳椇子’로 검색하면 6건의 

논문이 검색되지만 ‘木密’로 검색하면 [그림 19]와 같이 

0건의 논문이 검색된다. 그래서 [그림 20]에서처럼 오아

시스에서  동의어 API를 사용하여 처리가 되면, 사용자

가 ‘木密’을 입력하더라도 동의어인 ‘枳椇子’에 해당하

는 논문까지 볼 수 있다.

그림 19. ‘木密’으로 검색했을　때 오아시스 결과

그림 20. 동의어 API를 적용했을 경우 오아시스 결과

그래서 향후 한의 용어 기반의 지식정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성을 확장하면 사용자의 근성을 높

일 수 있고, 용어에 한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도를 높

여서 용어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표  한의학 용어와 해설

을 찾아보고 용어의 해설에 한 의견을 모아서 반 할 

수 있는 로세스를 도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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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표 화된 한의학 용어는 국내 학술연구, 한의 

임상은 물론 한의학 국제 표 화에도 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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