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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extract headwords for complication of ｢Donguibogam Dictionary｣ with Corpus-based Analysis. The computerized 

original text of Donguibogam is changed into a text file by a program ‘EM Editor’. Chinese characters of high frequency of exposure among 

Chinese characters of Donguibogam are extracted by a Corpus-based analytical program ‘AntConc’. Two-syllable, three-syllable, four-syllable, 

and five-syllable words including each Chinese characters of high frequency are extracted through n-cluster, one of functions of AntConc. 

Lastly, The output that is meaningful as a word is sorted. 

As a result, words that often appear in Donguibogam can be sorted in this article, and the names of books, medical herbs, disease symptoms, 

and prescriptions often appear especially. This way to extract headwords by this Corpus-based Analysis can suggest better headwords list for 

｢Donguibogam Dictionary｣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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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한의학 고문헌의 전산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산화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학 내
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들도 행해지고 있다. 

특히, 東醫寶鑑은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서로서 최근에 
전산화 작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
었으며, 그 결과물들은 임상에 임하는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의사를 꿈꾸는 한의학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의과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은 고등학교까지 한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대학에 들
어오는 까닭에 원문으로 된 서적들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
다. 한의학도라면 당연히 다독해야할 東醫寶鑑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東醫寶鑑의 국역본이 여러 권 나와서 후학들에게 도움
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역본까지 나와서 독자들에게 도
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서적들은 번역
본이 주는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고 책마다 번역의 차이
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번역본을 읽으면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은 결국은 스스로가 원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이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려 東醫寶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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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구서의 필요성이 대두 되
었다. 東醫寶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사전이 간행된다면 후학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의보감사전을 만들기 위한 표제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특정 텍스트를 데이
터베이스화 하여 이를 분석하는 언어학적 방법을 코퍼스언
어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코퍼스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동
의보감사전에 제시될 표제어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그간에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 내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東醫寶鑑이라는 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문장이나 한자에 대해 진행한 연구는 미흡하 다. 

최근에 東醫寶鑑을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코퍼스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초보적인 연구가 있었다. 정지훈 등은 東
醫寶鑑의 원문을 코퍼스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동의보
감의 특징을 고찰하 고,1) 또한 東醫寶鑑 역본을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東醫寶鑑 역본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2)

본 논문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동의보감
사전을 제작할 시 필요한 표제어의 추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목표하는 표제어 추출은 온라인 
한의학 용어 사전 시스템과는 구분되는 東醫寶鑑이라는 
텍스트 안에서만 표제어를 추출하 기에 東醫寶鑑을 읽
을 때 가독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동의보감 코퍼스의 raw data

東醫寶鑑은 25권 25책, 원문 기준으로 약 87만자 정도
의 대규모 종합의서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동의보감 전산
화 결과물은 1996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43기 졸업준
비위원회에서 졸업 작품으로 만든 ‘동의보감 전산화 파일’
이다. 남산당에서 인한 東醫寶鑑을 가지고 졸업을 앞둔 
12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4차에 걸친 원문 교정 끝에 완성

된 이 파일은, 초기에는 “검색 가능한 CD-ROM으로 제작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
하고 ‘글 3.0’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도
록” 만들어 졌다. 당시 ‘글 3.0’ 워드프로세서에 도입된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동의보감의 내용을 병증문 
별로 나누고 서로 링크를 걸어 유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
록 하 는데, 설치파일을 제외하고 총 242개의 파일로 구
성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 웹서비스의 개념이 희박했
기 때문에 전자파일 자체로 배포되었다.3) 본 논문에서는 
이 파일을 활용하여 동의보감사전을 위한 표제어 추출에 
활용하 다. 

2. 표제어 추출 방법

동의보감사전을 위한 표제어 추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텍스트 파일 편집

본 연구에 사용된 東醫寶鑑의 원문 파일은 상술한 바
와 같이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여러 명이 
東醫寶鑑의 전체 문장을 우리말 한자음으로 타이핑한 후 
한자변환을 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두 가지 
이상의 음을 가진 한자에 대한 입력이 모양은 같지만 유니
코드가 다른 글자로 입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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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하여 통일시켰다. 이후 ‘EM editor’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ext파일(유니코드 UTF-16)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 다.4) 

<그림 1>은 ‘EM editor’를 이용하여 東醫寶鑑의 전문
을 편집한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한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이다. 특정 텍스트를 코퍼스 분석방식으로 
분석을 할 때는 해당 텍스트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하
는데, 한문은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대 중국어

1)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5-141.
2) 정지훈, 김동률, 김도훈.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 역본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37-45.
3) 오준호. ｢동의보감 전산화 성과와 한의학 고문헌 전산화의 과제｣.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13.
4)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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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품사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통하여 
띄어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고문의 경우에는 품사분석 
프로그램에 구동시켜 보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분석할 때는 텍스트 전체의 

문자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분석을 해야 한다. <그림 1>
에서 보는 것처럼 텍스트 전체를 문자와 문자 사이를 띄어
쓰기를 해놓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림 1. EM editor에서 편집한 東醫寶鑑 전문.

2) 코퍼스 분석프로그램(AntConc)을 통한 분석 

상술한 편집 파일을 코퍼스분석프로그램인 AntConc5)(이
하 AntConc)를 통하여 분석하여 東醫寶鑑의 한자 중 노
출 빈도수가 높은 한자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를 얻
어낼 수가 있다. 東醫寶鑑에 나오는 총 한자의 수는 약 
871,000 자이며, 사용된 한자는 모두 5,130여 자이다. <표 
1>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한자 중에서 상위 노출 빈도 100
위까지 한자의 빈도수를 비율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6) 

이렇게 추출한 노출 빈도 100위까지의 한자를 AntConc
의 기능 중의 하나인 n-cluster를 통하여 1위부터 100위까
지 글자를 각 글자가 포함되는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의 단어로 각각 추출하 다.7) 예를 들면, 東醫寶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나오는 ‘氣’라는 글자를 cluster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氣X’, ‘氣XX’, ‘氣XXX’ 등 형태의 단어와 ‘X氣’, 
‘XX氣’, ‘XXX氣’ 등 형태의 단어로 차례대로 추출하 다.

<그림 2>는 antconc에서 ‘氣’자를 가지고 n-cluster를 
실행시켰을 때의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5) 코퍼스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ntConc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와세다 대학의 
Laurence Anthony 교수가 개발한 코퍼스 용례 검색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공급되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권혁승, 정채관. 코퍼스 언
어학 입문. 서울:한국문화사. 2012:57).

6)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37.
7) 東醫寶鑑에서 사용된 한자는 모두 5,130여 자이다. 따라서, 동의보감사전의 표제어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추출하려면 모든 글자

에 대하여 n-cluster를 실행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표제어 추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초보적인 연구이기에 100위까지의 한자
에 국한하여 추출하 다. 이 후 본격적인 사전편찬 작업을 착수 한다면 사용한자 모두에 대하여 n-cluster를 실행시켜 표제어를 추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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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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東醫寶鑑의 주요한자의 빈도수와 비율

 

그림 2. Antconc에서 ‘氣’자의 n-cluster 실행화면.

이와 같이 n-cluster를 실행시키면 출현빈도가 수십 번
에서 수백 번에 걸쳐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 진다. 
<그림 3>은 <그림 2>처럼 ‘氣’자를 가지고 n-cluster를 

실행시켰을 때의 결과를 excel파일로 옮겨 놓은 화면을 캡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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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자 빈도수 순위 한자 빈도수 순위 한자 빈도수 순위 한자 빈도수
1 本草 3540 26 五藏 526 51 煎湯 316 76 四物 229
2 入門 2840 27 大黃 481 52 乾薑 316 77 厥陰 228
3 甘草 1835 28 銅人 479 53 麻黃 315 78 氣虛 228
4 煎服 1735 29 小兒 470 54 米飮 313 79 汗出 226
5 水煎 1493 30 黃栢 446 55 發熱 309 80 神麴 225
6 丹心 1303 31 黃芪 432 56 靑皮 308 81 不治 220
7 當歸 1115 32 飮食 420 57 陰陽 305 82 心痛 220
8 人蔘 1097 33 陽明 416 58 寒門 304 83 酒浸 212
9 得效 1094 34 薑汁 408 59 四肢 279 84 葱白 205

표 2. 東醫寶鑑의 주요 표제어의 빈도수 (2음절 단어)

그림 3. ‘氣’자의 n-cluster 실행 결과.

3) 유의미한 표제어의 선택

n-cluster를 실행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술한 대로 한문의 특성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파일을 모든 글자를 띄
어쓰기를 한 후 AntConc를 통하여 분석하 기에 나타난 결
과이다. 이렇게 추출된 모든 단어들을 excel파일로 옮긴 후 
표제어로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들을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강조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추출된 단어 중 의미가 있어 
표제어로 삼을 만한 단어들을 2음절 단어인 경우 출현빈도
가 100회 이상인 것을, 3음절 단어인 경우 50회 이상인 것
을, 4음절과 5음절 단어인 경우 10회 이상인 것을 가려내
어 출현빈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 다. <표 2>
는 2음절 단어의 출현빈도 상위 100위까지의 단어와 그 출
현 빈도수이고, <표 3>은 3음절 단어의 출현빈도 상위 50
위까지의 단어와 그 출현 빈도수 및 4음절과 5음절 단어의 
출현빈도 상위 25위까지의 단어와 그 출현 빈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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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綱目 964 35 五味 405 60 太陰 269 85 薑湯 205
11 白朮 809 36 婦人 399 61 産後 268 86 內傷 204
12 小便 789 37 大便 384 62 雄黃 267 87 治風 203
13 半夏 773 38 糊和 377 63 細末 265 88 白湯 200
14 芍藥 769 39 頭痛 366 64 白礬 263 89 腫痛 196
15 黃連 746 40 腹痛 359 65 小腸 260 90 濕熱 195
16 陳皮 734 41 梔子 357 66 虛勞 258 91 味苦 193
17 梧子 723 42 太陽 357 67 氣血 255 92 去皮 192
18 內經 680 43 白芷 356 68 少陽 246 93 風寒 190
19 空心 665 44 麝香 352 69 酒炒 246 94 益氣 187
20 無毒 658 45 少陰 350 70 陽氣 243 95 一方 187
21 附子 637 46 溫酒 342 71 白皮 240 96 局方 187
22 防風 586 47 生薑 339 72 乳香 237 97 酒洗 185
23 木香 581 48 蜜丸 337 73 下之 235 98 資生 184
24 傷寒 580 49 寒熱 334 74 中風 235 99 丁香 183
25 黃芩 546 50 味甘 328 75 神效 232 100 治法 181

순위 한자 빈도수 순위 한자 빈도수 순위 한자 빈도수 순위 한자 빈도수
1 水煎服 1180 26 麪糊和 85 1 生乾地黃 115 1 補中益氣湯 68
2 梧子大 705 27 車前子 74 2 小便不通 113 2 大小便不利 65
3 白茯苓 440 28 薑汁炒 74 3 薑三棗二 111 3 人蔘甘草湯 49
4 白芍藥 421 29 足少陰 73 4 小柴胡湯 64 4 芍藥甘草湯 42
5 生地黃 343 30 五苓散 71 5 五藏六府 49 5 羌活防風湯 42
6 熟地黃 307 31 蔓荊子 71 6 小便不利 49 6 調胃承氣湯 37
7 五味子 296 32 足太陽 71 7 四君子湯 38 7 防風通聖散 35
8 甘草灸 289 33 寒水石 70 8 大便不通 36 8 桃仁承氣湯 22
9 香附子 211 34 白豆蔲 67 9 黑丑頭末 35 9 犀角地黃湯 21
10 四物湯 200 35 破傷風 65 10 半生半炒 35 10 十全大補湯 20
11 赤芍藥 195 36 五靈脂 63 11 陰虛火動 31 11 加味二陳湯 18
12 桑白皮 169 37 草龍膽 63 12 大承氣湯 30 12 六味地黃元 18
13 米飮下 148 38 平胃散 62 13 十二經脉 30 13 六味地黃湯 16
14 二陳湯 135 39 五倍子 61 14 不省人事 29 14 加味四物湯 16
15 乾地黃 124 40 理中湯 60 15 五勞七傷 29 15 滋陰降火湯 15
16 地骨皮 123 41 手太陰 58 16 傷寒熱病 27 16 當歸龍薈丸 14
17 空心服 120 42 神麴炒 58 17 咽喉腫痛 26 17 烏藥順氣散 13
18 薑湯下 104 43 薄荷湯 57 18 小兒驚癎 25 18 九味羌活湯 13
19 彈子大 98 44 芡實大 57 19 樗根白皮 25 19 羌活冲和湯 12
20 白湯下 94 45 甘草湯 56 20 赤白帶下 24 20 人蔘白虎湯 12
21 鹽湯下 91 46 足太陰 56 21 熱入血室 23 21 黃連解毒湯 12
22 菉豆大 91 47 地黃湯 55 22 半夏薑製 23 22 藿香正氣散 11
23 白殭蠶 91 48 心腹痛 55 23 薑五棗二 22 23 三花神祐丸 11
24 枸杞子 85 49 足厥陰 55 24 大便秘澁 22 24 加味四七湯 11
25 白附子 85 50 蘿葍子 54 25 寒熱往來 22 25 三一承氣湯 10

표 3. 東醫寶鑑의 주요 표제어의 빈도수 (3, 4, 5음절 단어)

3. 코퍼스 분석방식을 통한 표제어 추출 방법의 

의미 및 한계

동의보감사전의 표제어는 1음절의 단어부터 5음절 내
지 6음절 이상의 단어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표제어 추출의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2음절 단어에서 5음절 단어까지의 단어 중 노출 빈도가 
높은 일부 표제어를 추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추출 방법은 東醫寶鑑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한자에 대하여 n-cluster를 실행시켜 본다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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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없이 표제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東醫寶鑑의 상위 노출빈도 100위까지의 한자를 

n-cluster를 실행시켜 보면 무의미한 단어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경우도 눈에 띠고, 유의미한 단어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한자들도 다수 있다. 예를 들면 之, 一, 不, 者, 爲, 
入, 錢, 也, 各, 以, 而, 則, 分, 本, 有, 右, 用, 其, 十, 作, 
或, 如, 宜, 曰, 見, 可, 於, 此, 在, 又, 卽 등의 한자들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기능어[虛辭]에 해당되는 한자들로 문장 
상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자로 역할을 하지만 단
어를 만들어 내는 내용어[實辭]에 해당되는 한자는 아니다. 

필자는 기발표한 관련 논문에서 한의학 교육을 위한 필
수 한자 선정과 관련하여 東醫寶鑑의 상위빈도에 다수 
포진에 있는 기능어 중심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바가 있다.8) 이들 한자를 동의보감사전의 표제어
로 삼을 지의 여부를 포함한 동의보감사전의 표제어 
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및 연구가 이
어져야 할 것이다.

4. 고찰

동의보감사전 편찬을 위하여 코퍼스 분석방식을 통하
여 추출한 표제어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가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음절 단어 중 출현
빈도 상위 100위까지의 단어 중에서는 東醫寶鑑의 인용
서적임을 알 수 있는 서적의 명칭과 각종 본초의 명칭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에서 보이는 3음절 
단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본초의 명칭이고 4음절 단어의 경
우는 각종 병증의 명칭과 처방명이 혼재해 있으며, 5음절 
단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각종 처방의 명칭이다. 

<표 2>와 <표 3>에서 보이는 단어들 이외에도 훨씬 
다양한 단어들이 표제어로 추출될 수 있을 것인데, 東醫寶
鑑의 상위 노출빈도 100위까지의 한자를 n-cluster를 실
행시켰기에 본초명, 서적명, 처방명에 국한되는 표제어가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주요 표제어들은 따로 분류하여 東醫寶鑑의 
본초사전, 의서사전, 처방사전 등으로 소사전의 형태로 제
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東醫寶鑑에서 사용된 한자의 총 수는 5000여자가 넘
는다. 이들 한자 모두를 n-cluster를 실행시켜 본다면 東
醫寶鑑에 실린 거의 모든 단어들이 걸러질 것이다. 하지
만, 이들 단어들 중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을 
것인데, 유의미한 단어를 가려내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東
醫寶鑑 전문가가 관능검사를 통하여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된 표제어에는 본문에서 제
시한 본초명, 서적명, 처방명 등을 제외한 한의학의 치료법, 
한약의 복용법, 침구 술기 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이 포
함되어 東醫寶鑑을 읽을 때의 가독성을 많이 높여줄 것
으로 기대된다.

동의보감사전의 표제어로 제시될 만한 모델 들은 이미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원본 東醫寶鑑의 25권 중 2권에 
달하는 목차나 남산당에서 나온 東醫寶鑑 인본9)의 뒷
부분에 나오는 처방 목록 및 본초 목록 과 법인문화사의 
동의보감 번역본 색인 등은 표제어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한편, 한의학계에서도 표준한의학 용어집을 발행하 고,10) 
온라인 한의학 용어 사전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이를 온
라인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한의학용어사전
을 위키디피아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해 놓은 바 있다.11) 

동의보감사전의 편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델을 포함
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표제어를 추출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표제어 풀(pool)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동의보감사전을 편찬했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은 향후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Ⅲ. 결론

동의보감사전 편찬을 위한 표제어 추출에 관하여 코퍼
스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8) 정지훈, 김동률.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40.
9)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1.
10)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 용어집. 서울:대한한의학회. 2006.
11) 서진순, 김상균, 김안나, 장현철. ｢한의학 표준용어집 서비스와 향후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15(11):5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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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醫寶鑑에서 노출되는 빈도수 상위 100위까지의 한자
들을 가지고 코퍼스분석프로그램인 AntConc의 n-cluster 
기능을 통하여 2-5음절 단어를 추출하여 동의보감사전
의 표제어로 삼을 만한 단어를 빈도수 상위 100위까지
의 단어를 선별하 다.

2. 노출 빈도수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추출하다 보니 노출 
빈도수가 적더라도 중요할 수 있는 단어의 추출은 배제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사전편찬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표제어 추출을 해야 할 것이다. 

3. 상위 빈도수를 차지하여 표제어로 추출된 단어들은 주로 
본초명이고 다음으로는 東醫寶鑑에 인용된 서적의 명
칭이며, 각종 처방의 명칭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4. 동의보감사전의 편찬이 한의학용어집, 온라인 한의학 
용어 사전 시스템 등 기연구 성과물의 틀 안에서 이루
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업임을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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