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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vocabulary in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of Donguibogam. 

Methods :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nglish-translated texts of Donguibogam with the Corpus-based analysis, and 

compared the quantitative results analyzing the texts of original Donguibogam. 

Results : As the results from conducting the corpus analysis on the English-translation version of Donguibogam,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total words (Token) was about 1,207,376, and the all types of used words were about 20.495 and the TTR (Type/Token 

Rate) was 1.69. The accumulation rate reaching to the high-ranking 1000 words was 83.54%, and the accumulation rate reaching to 

the high-ranking 2000 words was 90.82%. As the words having the high-ranking frequency, the function words like ‘the, and of, is’ 

mainly appeared, and for the content words, the words like ‘randix, qi, rhizoma and water’ were appeared in multi frequencies. 

As the results from comparing them with the corpus analysis results of original version of Donguibogam, it was found that the TTR 

was higher in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than that of original version. The compositions of function words and contents words 

having high-ranking frequencies were similar between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and the original version of Donguibogam. The 

both versions were also similar in that their statements in the parts of ‘Remedies’ and ‘Acupuncture’ showed higher composition rate 

of contents words than the rate of function words.

Conclusions : The vocabulary in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of Donguibogam showed that this book was a book keeping the 

complete form of sentence and an Korean medical book at the same time. Meanwhile,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of Donguibogam 

had some problems like the unification of vocabulary due to several translators, and the incomplete delivery of word’s meanings from 

the Chinese character-culture area to the English-culture area, and these problems are considered as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a work translating Korean old medical book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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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에는 고문헌
에 한 전산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문헌 연구자
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
터베이스화된 고문헌에 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한의학을 표하는 의서인 東醫寶鑑에 해서

도 그동안 이루어진 활발한 의학 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東醫寶鑑의 텍스트 자체에 한 연구
가 많이 이뤄졌고 그 결과물 또한 나오고 있다. 특히, 東
醫寶鑑의 원문, 국역본 등을 코퍼스 삼아 이를 연구하는 
초보적인 연구도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코퍼스’란 언어자료의 모둠으로 특정 언어의 모습과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 언어의 텍스트를 모은 것이다. 
현 적 의미의 코퍼스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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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형태의 텍스트로 구성된다.1) 
東醫寶鑑의 원문을 코퍼스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분석

한 초보적인 연구2)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의 東醫寶鑑과 관련된 발표 논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東醫寶鑑이라는 텍스트를 코퍼스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東
醫寶鑑에 실린 문장의 문법적 특성을 파악한 논문의 논거
를 증명해 보이고, 東醫寶鑑의 한자 사용빈도를 분석한 
것을 이용하여 한의과 학에서 한자 교육에 있어서의 필수
한자 추출 방법에 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 다.

한편 중국에서는 원전의 역본에 한 코퍼스 분석방식
을 이용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 졌는데 黃帝內經의 역
본을 비교 연구한 논문3)이 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발간된 東醫寶鑑의 역본(이하 역본)의 텍스트파일을 
코퍼스로 삼아 상술한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역본의 단어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역본이 

어권에서 나온 텍스트와 유사한 구조로 단어구성이 이루
어져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東醫寶鑑 원본의 상위노출 
한자와 역본의 상위빈도 단어를 비교해 봄으로써 번역에
서의 등가의 법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한자문화권의 문장의 내용이 어문화권의 문장으
로 이전하면서 뉘앙스를 전달하기 힘든 몇몇의 예를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의 고의서 역작업에서의 방향성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東醫寶鑑 코퍼스의 제작 연혁 

東醫寶鑑은 25권 25책, 원문 기준으로 약 87만자 정도
의 규모 종합의서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동의보감 전산
화 결과물은 1996년 경희 학교 한의과 학 43기 졸업준
비위원회에서 졸업 작품으로 만든 ‘동의보감 전산화 파일’

이다. 졸업을 앞둔 12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4차에 걸친 
원문 교정 끝에 완성된 이 파일은, 초기에는 “검색 가능한 
CD-ROM으로 제작하는 것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글 3.0’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당시 ‘글 3.0’ 워
드프로세서에 도입된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동의보
감의 내용을 병증문 별로 나누고 서로 링크를 걸어 유기적
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설치파일을 제외하고 총 
242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 웹서비
스의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전자파일 자체로 배포되었
다.4) 이 파일은 상술한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동의보
감의 어휘분석’의 논문에서 분석 코퍼스로 사용되었다. 

동의보감의 역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 기념사업
단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 다. 2009년부터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 경희 학교 
한의과 학이 주축이 되어 어에 능통한 한의학 전문가들 
다수가 공역한 뒤에 다시 원어민 전통의학 전문가가 감수
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문의 국역과 달리 최초로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향후 한의학 다국
어 번역의 이정표가 될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역본의 텍스트 파일을 분석 코퍼스로 
사용하 다.

2. 東醫寶鑑 원문과 영역본의 한자 및 단어 

사용빈도 분석

텍스트의 번역본이 만들어지면 번역평가를 진행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번역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코퍼스 분석 결과물을 토 로 정량평가에 가까운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원문의 다빈도 노출 한자와 역본
의 상위노출 단어의 일 일 응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번역에 있어서의 등가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
펴보는 방식이다. 

한국의 한의학을 표하는 의서인 東醫寶鑑의 원문6)

1) 권혁승, 정채관. 코퍼스 언어학 입문. 서울:한국문화사. 2012.:1.
2)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5-141.
3) 雷燕. ｢三種≪黃帝內經≫英譯本的對比研究｣. 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4) 오준호. ｢동의보감 전산화 성과와 한의학 고문헌 전산화의 과제｣.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13.
5) 오준호. ｢동의보감 전산화 성과와 한의학 고문헌 전산화의 과제｣.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14.
6) 본 파일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여러 명이 東醫寶鑑 전체 문장을 우리말 한자음으로 타이핑한 후 한자변

환을 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두 가지 이상의 음을 가진 한자에 한 입력이 모양은 같지만 유니코드가 다른 글자로 입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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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본7)의 텍스트파일을 코퍼스 분석프로그램8) 중의 
하나인 ‘Wordsmith’9)를 통하여 분석하여 각각 다음의 <표 1>, 
<그림 1>과 <표 2>,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다른 한의서의 역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黃帝內經
의 역본을 분석한 결과를 <표 3>10)과 같이 인용하
다.11)

동의보감 원문
Token (총 단어수) 870,699
Type (단어종류) 5,127

TTR (Type/Token비율) 0.59%
상위 100단어 누적비율 46.23%
상위 500단어 누적비율 81.91%
상위 1000단어 누적비율 92.81%
상위 2000단어 누적비율 98.27%
상위 2430단어 누적비율 99.00%

표 1. 東醫寶鑑의 한자의 사용빈도와 사용누적비율

동의보감 역본
Token (총 단어수) 1,207,376
Type (단어종류) 20,495

TTR (Type/Token비율) 1.69%
상위 100단어 누적비율 51.99%
상위 500단어 누적비율 74.69%
상위 1000단어 누적비율 83.54%
상위 2000단어 누적비율 90.82%
상위 3419단어 누적비율 95.00%

표 2. 東醫寶鑑 역본의 단어 사용빈도와 사용누적비율

황제내경･소문 역본
Token(총 단어수) 45,024
Type(단어종류) 3,402

TTR(Type/Token비율) 7.56%

표 3. 黃帝內經･素問 역본의 단어 사용빈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醫
寶鑑에 나오는 총 한자의 수는 약 871,000자이며, 사용된 
한자는 모두 5,130여 자이다. 한자종류를 총 한자수로 나눈 
비율인 TTR은 0.59%이다.12) 상위 1000자에 도달하는 누
적비율은 92.81%이고, 상위 2000자에 도달하는 누적비율
은 98.27%이며, 99%의 누적비율에 도달하는 한자 수는 
2430자이다.13)

역본을 분석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본에 
나오는 총 단어의 수는 약 1,207,376자이며, 사용된 단어는 
모두 20,495여 단어이다. 단어종류를 총 단어수로 나눈 비
율인 TTR은 1.69%이다. 상위 1000단어에 도달하는 누적
비율은 83.54%이고, 상위 2000단어에 도달하는 누적비율
은 90.82%이며, 95%의 누적비율에 도달하는 단어 수는 
3419단어이다.14) 

역본과 비교하기 위하여 인용한 黃帝內經･素問 역
본의 단어 사용빈도는 <표 3>과 같은데, 총 단어의 수는 
45,024자이며, 사용된 단어는 모두 3,402단어이다. 단어종
류를 총 단어수로 나눈 비율인 TTR은 7.56%이다. 

한자로 표기된 東醫寶鑑 원문의 TTR 값보다 역본의 
TTR 값은 1.69%로 생각보다 높지 않다. 黃帝內經･素問

역본의 TTR 값인 7.56%와 비교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
다. 이는 東醫寶鑑의 내용이 의서라는 특징상 서술에 있

었다. 코퍼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분석하려면 이런 글자들의 유니코드 통일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 입력 비율이 높은 한자로 통일시켰다. 또한, ‘脈’과 ‘脉’등과 같이 동일한 글자가 다른 표기로 나타난 경우도 많이 출현하는 한자로 변환하
여 통일시켰다. 이후 ‘EM edito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ext파일(유니코드 UTF-16)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 다.

7) 본 파일은 ‘내 손안에 동의보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되어 있는 상술한 역본 파일을 다운 받아 만들었다. 원문에는 어와 한자가 혼재
되어 있기에 코퍼스 프로그램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파일을 편집하 다. 이후 ‘EM editor’를 이용하여 text파일(유니코드 US-ASCII)로 변환시
킨 후 분석하 다.

8) 코퍼스를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표적인 것이 ‘AntConc’와 ‘WordSmith’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 본 논문에서는 상 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통계결과를 보여주는 ‘WordSmith’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9) 국 Liverpool 학의 Mike Scott 박사가 개발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코퍼스 검색 프로그램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에 나온 
‘WordSmith Tools 6.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10) 雷燕. ｢三種≪黃帝內經≫英譯本的對比研究｣. 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16.
11) 황제내경 역본의 텍스트 파일을 구할 수 없어 雷燕의 논문에 있는 분석결과를 인용하 다. 雷燕의 논문에서는 황제내경･소문의 번역본 세 

종류를 가지고 분석을 하 다. 이 중에 李照國 교수가 소문의 전체를 번역한 Huangdi Neijing-Yellow Emperor’s Canon of Medicine (2005)
를 분석한 결과이다.

12) TTR 값은 코퍼스에 사용된 글자와 어휘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TTR 값이 높을수록 글자의 사용이 다양함을 나타내며, 1%이하는 사
용된 글자의 다양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13) 이는 상위 빈도 2430자의 한자를 안다면 東醫寶鑑 전체의 99%의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수치가 한문문장의 독해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6.

14) 이는 상위 빈도 3419자의 단어를 안다면 역본 전체의 95%의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또한 텍스트의 독해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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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일단어15)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음을 나타
낸다. 

<그림 1>은 東醫寶鑑에 사용된 한자의 누적비율을 그
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처음 80%에 이르는 기울기가 급격
하며 이후로는 완만해 짐을 볼 수 있다. 그래프의 하단 좌
측에 있는 ‘脚’자는 빈도순위가 442위이며 여기까지의 누적
비율은 79.46%이다. <그림 2>는 역본에 사용된 단어의 
누적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처음 50-60%에 이르
는 기울기가 급격하며 이후로는 완만해 짐을 볼 수 있다. 
그래프의 하단 좌측에 있는 ‘applied’라는 단어는 빈도순위

가 801위이며 여기까지의 누적비율은 80.86%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종류가 많다고 인식하고 한문으로 된 

서적의 어휘사용이 훨씬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의 
분석을 통하여 한자는 동일글자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東醫寶鑑과 같은 임상서의 경우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黃帝內
經･素問 역본의 어휘 사용이 훨씬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한문텍스트의 어로의 번역 작업 시에 도착어
의 적절한 단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東醫寶鑑한자의 사용빈도와 사용누적비율.

그림 2. 역본 단어의 사용빈도와 사용누적비율.

15) 예를 들면 처방에 들어가 있는 본초명이나 각 경혈의 명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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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東醫寶鑑원문과 영역본의 주요한자 및 주

요단어 분석

東醫寶鑑의 원문과 역본의 상위 100위 노출 한자 및 
단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표 4>, <표 5>의 결과를 
얻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醫寶鑑의 상위 100여
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虛辭(接續詞, 助詞, 語氣
詞, 介詞 등)라고 불리는 글자들이 상위 20위 이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역본 상위 100여 
단어 또한 이와 유사하다. 이는 어 코퍼스의 분석 결과에
서 최상위 빈도수 단어의 부분이 기능어(function word)
이며, 100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능어의 비율이 줄고 내용어
(content word)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16) 양상을 반 하고 
있는 것17)이다.

한문에서의 허사가 어에서의 기능어 또는 형식어와 반
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東醫寶鑑이 의학 전문
서적인 까닭에 전체의 문장에서 실질어로 분류할 수 있는 
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위분포에 형식어에 해
당되는 한자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통하여 東醫寶鑑
이 문장의 형식을 제 로 갖추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서적
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는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18) 

<표 4>의 빈도수 상위의 한자 중 ‘入’, ‘門’, ‘本’ 등의 
노출이 이채로운데, 이들 글자는 특정서적의 명칭을 나타내
는 한자이다. 東醫寶鑑에는 발간당시까지 나와 있던 중국 
및 조선의 수많은 의서들이 인용되어 있으며 그 인용서적
을 철저하게 밝히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자는 한 글자가 어휘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두 글자 이
상의 어휘를 추출하여 통계를 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코퍼스분석 프로그램에 있는 ‘n-cluster’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인용서적의 빈도
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인용서적 중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
은 ‘本草’로 모두 3616회가 나오며,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총 2899회의 빈도수를 보이는 ‘入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醫學入門이다.19) 원문을 분석한 결과물에서 많이 인용된 
서적의 이름 중의 일부인 글자가 상위에 노출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표 5>의 역본의 상위 100여 단어 
노출 결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역 본에서는 
이들 인용서적을 고유번호20)를 부여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이들 한자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점은 인용서적 
병기되어 있을 때보다 독자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5>의 역본의 상위 100여 단어 노출 결과를 살펴
보면 몇 가지 눈에 띠는 점이 있다. 우선 東醫寶鑑이 한
의학서적인 까닭에 각종 본초의 기원식물을 학명으로 나타
낼 때 쓰는 단어와 약물을 가공할 때 쓰는 단어 등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21) 다음은 어단어에는 없는 don, nyang, 
pun 등의 단어이다. 이는 도량형을 나타내는 한자인 錢, 兩, 
分 등의 한국어 발음을 어표기법으로 바꾼 것으로 원문
의 한자 빈도수와 역본의 단어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난
다.22) 또한 한자의 중국어 병음을 그 로 표현한 단어가 
있다. qi, yang, yin 등으로 이들 글자는 각각 氣, 陽, 陰 등
의 병음을 적어놓은 것으로 원문 코퍼스에서 나오는 노출 
빈도수와 비슷하다.23) 한편 상위빈도 노출 단어 중에서 한
자의 뜻이 그 로 응될만한 단어도 많이 보인다. water, 
make, pulse, pills와 pill 등으로 이들 단어는 각각 水, 作, 
脉, 丸 등의 한자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에서 노출되는 숫자
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24) 

번역의 원칙상 등가의 원칙을 이처럼 정량적으로 분석하

16) 권혁승, 정채관. 코퍼스 언어학 입문. 서울:한국문화사. 2012:22.
17) 어의 언어 특성상 관사, 전치사, 부정사, 관계사, 접속사 등에 해당하는 단어가 상위 빈도어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로 표현되기 위한 언어적 특성으로 보아야지, 해당 텍스트 자료가 가지는 특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능어
는 상위 빈도에서 많이 출현하지만 10위권(7단어), 20위권(2단어), 30위권(3단어)을 넘어가면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내용어가 많아진다. 31-100위
권 기능어는 9단어에 불과하다.

18)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7
19)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8.
20) 醫學入門은 B146, 難經은 B031 등으로 표기해 놓았다. 
21) 예를 들면 radix(10313회), rhizoma(6572회), powder(5494회), decoction(4555회) 등의 단어들이다. 
22) don은 4688회 노출되고 錢은 6458회 노출되며, nyang은 2528회 노출되고 兩은 2477회 노출되며, pun은 2044회 노출되고 分은 4356회 노출

된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자의 쓰임이 도량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인 부분 때문이다.
23) qi는 7526회 노출되고 氣는 7649회 노출되며, yang은 2884회 노출되고 陽은 3008회 노출되며, yin은 2274회 노출되고 陰은 3378회 노출된

다. yin과 陰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陰이 다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4) water는 6435회 노출되고 水는 5802회 노출되며, make는 3383회 노출되고 作은 3109회 노출되며, pulse는 2982회 노출되고 脉은 3019회 

노출되며, pills와 pill은 각각 2473회와 2412회 노출되고 丸은 5199회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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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한자의 번역이 다양한 모습
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부나마 노출빈도수가 유사한 부
분을 가지고 등가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25)

물론, 계량적 수치들이 언어의 실질적 의미를 완벽하게 
표상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빈도수 및 확
률값은 어디까지나 의미를 가진 어휘가 아닌, 형식적 차원
의 어휘들을 상으로 실행된 계산에서 도출된 것이며, 구

체적인 번역 방식은 실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을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텍스
트 전체 어휘들에 해서 동일한 분석을 실행해야 할 것이
며 한자 한 글자뿐만 아니라 두 글자 이상 어구들의 번역
방식도 탐색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역본 연
구의 결과물들과 본 작업의 결과물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
도 필요할 것이다.26)

순위 한자 빈도수 비율(%) 순위 한자 빈도수 비율(%) 순위 한자 빈도수 비율(%) 순위 한자 빈도수 비율(%)
1 之 12909 1.48 26 丸 5199 0.60 51 煎 3209 0.37 76 內 2532 0.29
2 一 12400 1.42 27 心 5129 0.59 52 十 3123 0.36 77 出 2460 0.28
3 不 9432 1.08 28 以 5088 0.58 53 作 3109 0.36 78 兩 2447 0.28
4 者 7933 0.91 29 而 5036 0.58 54 或 3093 0.36 79 經 2441 0.28
5 氣 7649 0.88 30 中 4924 0.57 55 病 3069 0.35 80 於 2426 0.28
6 爲 7598 0.87 31 則 4712 0.54 56 脉 3019 0.35 81 七 2371 0.27
7 治 7142 0.82 32 門 4599 0.53 57 取 3016 0.35 82 丹 2366 0.27
8 入 6548 0.75 33 生 4387 0.50 58 陽 3008 0.35 83 得 2343 0.27
9 錢 6458 0.74 34 分 4356 0.50 59 如 3002 0.34 84 薑 2284 0.26
10 下 6318 0.73 35 本 4235 0.49 60 宜 2980 0.34 85 和 2278 0.26
11 也 6295 0.72 36 血 4216 0.48 61 酒 2949 0.34 86 主 2243 0.26
12 二 6268 0.72 37 痛 4049 0.47 62 曰 2940 0.34 87 去 2167 0.25
13 黃 6195 0.71 38 散 4031 0.46 63 小 2912 0.33 88 此 2129 0.24
14 五 6089 0.70 39 有 4027 0.46 64 食 2892 0.33 89 傷 2127 0.24
15 草 6086 0.70 40 右 4006 0.46 65 皮 2871 0.33 90 目 2101 0.24
16 三 5978 0.69 41 末 3984 0.46 66 香 2829 0.32 91 在 2096 0.24
17 湯 5903 0.68 42 方 3876 0.45 67 日 2796 0.32 92 味 2074 0.24
18 各 5822 0.67 43 風 3800 0.44 68 虛 2741 0.31 93 又 2070 0.24
19 服 5806 0.67 44 上 3763 0.43 69 無 2669 0.31 94 炒 2064 0.24
20 水 5802 0.67 45 用 3723 0.43 70 見 2662 0.31 95 火 2030 0.23
21 大 5482 0.63 46 藥 3443 0.40 71 甘 2642 0.30 96 後 2014 0.23
22 子 5427 0.62 47 半 3438 0.39 72 四 2617 0.30 97 當 2011 0.23
23 白 5419 0.62 48 陰 3378 0.39 73 飮 2609 0.30 98 效 2010 0.23
24 熱 5280 0.61 49 其 3377 0.39 74 毒 2568 0.29 99 卽 2003 0.23
25 人 5218 0.60 50 寒 3364 0.39 75 可 2533 0.29 100 神 1989 0.23

표 4. 東醫寶鑑의 주요한자의 빈도수와 비율

25) 본 연구에서 한자 단위로만 분석하고 의미 단위로 분석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
에서 우선적으로 한자 단위의 정량분석을 실시한 것이기에 좀 더 심도 있는 의미 분석에 한 서술은 추후 연구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6) 조준형, 이 훈, 계명훈, 고여림, 김보현, 김지은, 등.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평가 연구｣. 번역학연구. 2011;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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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빈도수 비율
(%) 순위 단어 빈도수 비율

(%) 순위 단어 빈도수 비율
(%) 순위 단어 빈도수 비율

(%)
1 the 78224 6.48 26 take 4790 0.40 51 an 3045 0.25 76 effective 2128 0.18
2 and 58473 4.84 27 don 4688 0.39 52 there 3025 0.25 77 called 2059 0.17
3 of 38457 3.19 28 decoction 4555 0.38 53 patient 3009 0.25 78 five 2049 0.17
4 is 29828 2.47 29 these 4517 0.37 54 pulse 2982 0.25 79 body 2045 0.17
5 it 26314 2.18 30 cold 4476 0.37 55 pain 2973 0.25 80 pun 2044 0.17
6 to 24056 1.99 31 by 4446 0.37 56 all 2897 0.24 81 person 2024 0.17
7 a 20772 1.72 32 as 4432 0.37 57 yang 2884 0.24 82 at 2022 0.17
8 in 20643 1.71 33 treats 4058 0.34 58 should 2882 0.24 83 heart 2006 0.17
9 with 13197 1.09 34 that 4017 0.33 59 grind 2855 0.24 84 s 1905 0.16
10 radix 10313 0.85 35 not 3962 0.33 60 stomach 2830 0.23 85 crudus 1887 0.16
11 when 9667 0.80 36 each 3757 0.31 61 introduction 2780 0.23 86 because 1861 0.15
12 one 8181 0.68 37 used 3746 0.31 62 can 2767 0.23 87 time 1859 0.15
13 qi 7526 0.62 38 medica 3708 0.31 63 classic 2750 0.23 88 mix 1800 0.15
14 be 7069 0.59 39 materia 3705 0.31 64 after 2731 0.23 89 zingiberis 1798 0.15
15 for 6981 0.58 40 fructus 3678 0.30 65 out 2615 0.22 90 damage 1769 0.15
16 rhizoma 6572 0.54 41 heat 3626 0.30 66 wind 2554 0.21 91 decoct 1754 0.15
17 water 6435 0.53 42 into 3540 0.29 67 nyang 2528 0.21 92 up 1738 0.14
18 medicine 6362 0.53 43 blood 3449 0.29 68 pills 2473 0.20 93 phlegm 1731 0.14
19 this 6320 0.52 44 make 3383 0.28 69 disease 2452 0.20 94 which 1680 0.14
20 or 6010 0.50 45 has 3367 0.28 70 pill 2412 0.20 95 like 1678 0.14
21 on 5914 0.49 46 then 3355 0.28 71 prescription 2409 0.20 96 caused 1674 0.14
22 are 5911 0.49 47 will 3309 0.27 72 yin 2274 0.19 97 experiential 1645 0.14
23 powder 5494 0.46 48 due 3297 0.27 73 fire 2251 0.19 98 cortex 1634 0.14
24 from 5151 0.43 49 also 3121 0.26 74 add 2223 0.18 99 chapter 1606 0.13
25 if 5015 0.42 50 semen 3104 0.26 75 use 2196 0.18 100 warm 1585 0.13

표 5. 東醫寶鑑 역본의 주요단어의 빈도수와 비율

4. 東醫寶鑑원문과 영역본의 각 편별 주요한

자 및 주요단어 분석

東醫寶鑑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
灸篇｣ 등 모두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편별로 한자 와 단어 사용빈도를 조사
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각 편별 한자 사용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등은 東醫寶鑑 

역본 전체의 단어사용 빈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탕액편｣과 ｢침구편｣은 전체의 단어사용 빈도와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의 서술
은 일반적인 텍스트와 유사하나 ｢탕액편｣과 ｢침구편｣의 서
술은 형식어가 많이 배제되고 실질어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상술한 선행연구27)에서 언급한

로 東醫寶鑑의 ｢탕액편｣에서는 名詞ㆍ代名詞ㆍ動詞形ㆍ
形容詞ㆍ副詞 등 實辭 위주로 문장을 기술하여 문법적 관계

를 나타내는 接續詞ㆍ助詞ㆍ語氣詞ㆍ介詞 등의 虛辭가 많이 
생략되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8)

역본의 각 편별 단어 사용 빈도수 또한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등은 역본 전
체의 단어사용 빈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탕액편｣
과 ｢침구편｣은 전체의 단어사용 빈도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의 서술은 일반
적인 텍스트와 유사하나 ｢탕액편｣과 ｢침구편｣의 서술은 각 
편의 특징을 반 한 단어들이 상위노출되고 있으며 원문의 
서술형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7) 김용한, 김은하. ｢東醫寶鑑에 쓰여 진 許浚 文章의 文法的 特性과 飜譯書의 誤謬｣.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6):111-124.
28)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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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1 之 之 一 草 之
2 一 一 之 本 三
3 不 痛 不 之 穴
4 氣 治 者 毒 在
5 爲 錢 錢 一 二
6 者 爲 爲 性 入
7 心 不 治 者 一
8 下 各 氣 味 人
9 服 者 湯 主 灸
10 丸 入 黃 用 鍼
11 治 氣 各 有 分
12 則 子 二 無 中
13 也 黃 服 氣 寸
14 湯 下 熱 中 日
15 五 五 水 入 下
16 錢 湯 入 也 十
17 大 心 三 不 銅
18 血 二 也 生 可
19 二 草 五 治 五
20 黃 散 下 爲 壯
21 水 服 丸 水 上
22 白 也 白 人 陽
23 各 丸 大 熱 不
24 而 末 子 小 陰
25 子 風 以 月 也

표 6. 동의보감의 각 편별 주요 사용 한자

순위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1 the the the the the
2 and and and and of
3 of of of it is
4 is it is is and
5 it to to of to
6 in is a in it
7 to in it to in
8 a a in s located
9 with with with medica needle
10 radix radix radix materia acupuncture
11 qi when when a points
12 when powder one classic chon
13 rhizoma be be shennong acupoint
14 one medicine rhizoma are illustrated
15 for don qi this bronze
16 water pain water for figure
17 or rhizoma or used manual
18 don one for nature moxa
19 powder for medicine with a
20 from this decoction medicine cones
21 take water this taste with
22 if or if poison meridian
23 be these powder qi on
24 on treats these that pun
25 are on on cold patient

<표 7> 역본의 각 편별 주요 사용 단어

5. 東醫寶鑑 영역의 어려움

東醫寶鑑은 전체 25권에 원문한자만 90여만 자에 달
하는 거 한 의서이다. 출발어가 한문인 텍스트를 도착어가 

어인 텍스트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번역은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초월하여 교류하는 또 다

른 의사소통의 행태이기에 의사소통을 위하여 특정한 상황
에서 특정목표와 특정 수혜자를 위해 효과적인 것과 효율
적인 것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책을 찾아 일관성을 유지하
는 것29)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코퍼스 분석 방법을 통하여 역본의 단어 빈도수를 살
펴봄으로써 역본의 정량적인 분석은 부족하나마 가능하

다. 하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전체를 다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이 내놓는 결과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퍼스 분석 결
과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번역상의 어려움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표기법 상의 통일성의 문제이다. 본딧말과 줄
임말이 섞여서 표기가 되고 있다. 역본의 노출빈도 상위 
139위의 단어는 ‘t’이다. 이는 can’t, doesn’t, won’t 등의 줄
임말의 ‘t’가 노출된 것으로 1152회가 노출되고 있다. cannot
과 can’t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어 노출 빈도 상위 단어에 
can’t의 t가 노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자들의 가독성
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지만 번역의 일관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의미의 제 로 된 전달이 부족한 경우이다. 예
를 들면 東醫寶鑑內景篇 脾臟의 脾病證에 ‘外證 面黃 善
噫 善思 善味’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善味’라는 표
현을 이를 많은 국역서에서 “맛을 잘 감별한다.”라고 번역
해 놓았고 역본 또한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tastes”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마땅히 “입맛이 
까탈스럽다.”로 번역이 되어야할 것인데, 의미의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內景篇 神의 癲癎에 ‘痰迷心竅’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phlegm has blocked the holes in 
the heart”로 번역을 해 놓았다. 이와 같은 표현들의 뉘앙스
의 전달이 쉽게 될 리는 없겠지만 번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아닌가 싶다. 

이는 한사람의 번역자가 원문을 보고 어로 바로 번역
한 것이 아니라, 출발어가 한문이고 도착어가 어인 번역

29) 이승재. ｢번역등가와 언어학적 갭에 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012;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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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출발어가 한국어이고 도착어가 어인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번역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인 과정일 것이다. 

번역에서의 이전능력이란 언어능력과 주제능력을 통합하
여 효과적으로 상호 관련시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메시지
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좋은 번역을 위
해 어휘의 선택, 사용하는 문법 구조, 도착어에서 명시하는 
출발어의 암시적 정보량, 사용하는 보충자료의 유형과 범주
를 늘려가면서 언어학적 요소들을 제고하여, 출발어에 충실
하면서도 도착어 독자에게 원문과 흡사한 효과를 줄 수 있
는 문화적 등가실현 역량을 갖추어30) 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구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의 표적 한의학서적인 東醫寶鑑의 역본을 코
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텍스트파일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역본에 실린 총 단어수(Token)는 약 1,207,376자이며 
사용된 단어의 종류(Type)는 모두 20,495여 단어이다. 

2. 단어종류를 총 단어수로 나눈 비율인 TTR(Type/Token
비율)은 1.69%로 東醫寶鑑원문 텍스트 보다는 높으나 
黃帝內經･素問의 역본 보다는 낮다.

3. 상위 1000단어에 도달하는 누적비율은 83.54%이고, 상
위 2000단어에 도달하는 누적비율은 90.82%이며, 95%
의 누적비율에 도달하는 단어 수는 3419단어이다. 

4. 상위 빈도수의 단어 중에서 다수의 기능어가 있으며, 東
醫寶鑑이 한의학서적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
어들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 

5. 번역작업 참여자가 여러 명이라서 나타나는 번역의 통일
성 문제, 한자문화권에서 어문화권으로의 의미전달의 
문제 등 앞으로 고의서의 번역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만한 사항을 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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