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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mnesia Synonym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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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catalogue of amnesia synonym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database utilization. A two-staged 

literature search was carried out. First, two databases(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OASIS) were searched for eligible articles, and a set of candidate words was identified from the articles. Second, the 

candidate words were searched in 30 medical classics to check the frequency of use. As a result, 9 candidate words including 喜忘

(huimang), 善忘(seonmang), 多忘(damang), 好忘(homang), 健忘(geonmang), 遂忘(sumang), 遺忘(yumang), 忘事(mangsa), and 易忘(imang) 

were identified from the 10 eligible articles. Among the 9 candidate words, 健忘(geonmang) was a descriptor and 7 other words including 

喜忘(huimang), 善忘(seonmang), 多忘(damang), 好忘(homang), 遂忘(sumang), 遺忘(yumang), 忘事(mangsa) were non-descriptors. 易忘

(imang) was not an adequate synonym for amnesia.

Key words : Amnesia, Synonym, Medical classic, Traditional Korean Medicine

Ⅰ. 서론

한의학 고전 문헌연구는 연구자들이 번역한 고전 문헌을 
바탕으로 역대 학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고전 문헌을 동시에 검토하거나 
분량이 비교적 많은 문헌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량의 고전 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Database(이하 DB)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제시되고 있다.1) 

그러나 목표로 하는 한의학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다양
한 고전 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장애물은 한의학 고전 문헌 DB 검색에 활용할 검

색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은 DB를 기획
하고 구축하는 단계에서 동의어와 유의어 처리를 통한 검
색 효율 향상을 위한 고려 없이 자료의 단순 집적에 치중
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고전 문헌 DB를 구축할 때에는 정제되지 않은, 
원본 상태로 구축한 고전 문헌 DB에서 검색자가 원하는 질
의에 유사도가 높은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면서도 빠짐없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용어간의 관계 설정, 즉 동의어와 유의
어 처리 문제에 대한 사전연구와 DB용어사전의 구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DB용어사전 구축 작업을 위한 사전연
구의 일환으로, 한의학 고전 문헌 DB에서 ‘건망’ 관련 검색 
효율 향상을 위해 건망의 동의어, 유의어, 유사어 등을 어

1) 이병욱. ｢DB를 활용한 문헌연구(2)｣.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4;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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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맵핑하여야 검색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의학 DB 검색 효율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한의학 고전 문헌 DB 용어사전을 구
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먼저 고전 문헌의 건망 관련 부분과 현대 논문 
중 건망을 주제로 하는 것들을 추출하고, 이어 각 용어들의 
출현빈도를 시간적 순서로 분석하여 관련 용어들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고전 문헌 용어사전을 구
축할 때 건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시하 다.

Ⅱ. 대상 및 방법

1. 건망 유의어 도출 방법

건망 유의어를 도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건망과 관련된 한의학 고전 문헌논문을 통해 일차적

으로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를 도출하 다. 
2) 이차적으로 논문에서 도출된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

를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재검색하 다. 
3)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篇名으로 기재된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를 해당 문헌의 ‘문헌내 대표어’로 선정하
다. 篇名에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가장 다빈도로 사용된 용어를 해당 문헌의 ‘문헌내 대
표어’로 설정하 다.

4) ‘문헌내 대표어’ 외에 해당 문헌에 기재된 ‘건망 유의
어 후보 단어’를 ‘문헌내 유의어’로 설정하 다.

5) 역사 문헌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문헌내 대표어’로서
사용된 단어를 건망 대표어로 선정하 다. ‘문헌내 유의어’
로 사용된 단어들을 건망 유의어로 판단하되, 특정 시대나 
문헌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난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
찰이 필요함을 기술하 다.

2. 검색 대상 및 방법

논문 검색과 문헌 검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 다. 
첫 번째로, 논문 검색을 위해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1979~2012년 3월),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OASIS(1963~ 

2012년 3월)에서 ‘건망’ 혹은 ‘健忘’으로 검색하 다. 검색
된 자료 중 건망에 관한 한의학 고전 문헌을 다룬 논문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건망 유의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논문
만을 선별하 다. 논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문헌자료, 임
상연구 논문은 제외하 다.

두 번째로, 논문 검색을 통해 도출된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를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재검색하여 한의학 
고전문헌에서 사용된 횟수를 알아보았다. 단 篇名이 목차나 
본문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한번으로 계산하 다. 
靈樞,2) 濟衆新編,3) 東醫寶鑑4)은 관련서적에서 검색
하 고, 다음의 27개의 문헌은 中華醫典(繁體版)5)을 저본
으로 사용하여 검색하 다:素問(王冰), 傷寒論, 諸病源
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台秘要,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三因極一病證方論, 針灸資生經, 濟生方, 
格致余論, 丹溪心法, 普濟方, 奇效良方, 古今醫統
大全, 醫學綱目, 醫學入門, 證治準繩, 萬病回春, 古
今醫鑑, 辨證錄, 證治彙補, 張氏醫通, 醫學心悟, 類
證治裁, 血證論. 

Ⅲ. 결과

1. 논문 검색 결과 

논문 검색을 통해 320편의 관련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10편의 논문이 선정한 기준을 만족시켰다(Fig. 1). 10편
의 논문 중 한국과 중국 논문에서 출판된 논문이 각각 5편
이었고, 이들 논문에서 제시한 건망 유의어는 Table 1에 
정리하 다. 10편의 논문을 통해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健忘, 遂忘, 遺忘, 忘事, 易忘의 9단어가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로 도출되었다.

2) 裵秉哲 譯. 今釋黃帝內經靈樞. 서울:成輔社. 1995:1-636
3) 康命吉 著, 孫振傑 主編.濟衆新編釋.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7 

:1-547
4)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서울:동의보감 

출판사. 2006:1-2516
5)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湖南電子

音像出版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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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article selection process.

제1저자(년도) 논문에서 직접 제시된 건망 유의어 논문 내에서 인용된 원문에 기재된 건망관련 단어

김세길(1976) 善忘, 喜忘, 多忘, 好忘 
黃帝內經善忘, 喜忘 仲景全書喜忘 諸病源候論多忘 金要方好忘 聖濟總錄三因方濟生方奇效良方丹溪心法附餘醫學入門萬病回春東醫寶鑑古今醫鑑六科準繩醫宗必讀張氏醫通醫門寶鑑醫學心悟濟衆新編類證治裁醫宗損益血證論健忘

金京善(1993) 善忘, 喜忘, 多忘, 易忘, 好忘
內經善忘 諸病源候論多忘 聖濟總錄 健忘, 多忘, 善忘 三因方健忘, 喜忘 濟生方健忘 丹溪心法健忘, 多忘 醫學入門健忘, 善忘 萬病回春健忘 證治彙補健忘, 多忘張氏醫通醫門寶鑑健忘 醫學心悟健忘, 喜忘, 遺忘 濟衆新編健忘, 善忘 類證治裁健忘, 善忘, 喜忘, 遺忘

崔龍俊(1996) 喜忘, 善忘, 好忘, 多忘, 遂忘, 遺忘 內經喜忘, 善忘 千金要方好忘 普濟方張氏醫通多忘 奇效良方遂忘 類證治裁醫學心悟遺忘
尹相鶴(2001)8)

善忘, 喜忘, 多忘, 好忘, 遺忘, 遂忘 
內經喜忘, 善忘 千金要方好忘 丹溪心法附餘聖濟總錄普濟方萬病回春張氏醫通醫門寶鑑古今醫統大全醫學綱目多忘 辨證錄醫學心悟類證治裁遺忘 古今醫統大全遂忘 

荣贵元(2003) 善忘 內經善忘 聖濟總錄健忘, 多忘 濟生方血證論健忘
劉承(2004) 喜忘, 善忘, 好忘 內經喜忘, 善忘 傷寒論喜忘 千金方好忘 千金翼方健忘 外台秘要好忘 太平聖惠方健忘 聖濟總錄多忘 濟生方格致余論丹溪心法健忘 萬病回春忘事 醫學心悟喜忘 辨證錄健忘, 善忘, 遺忘 類證治裁健忘, 遺忘 血證論健忘

董秀丽(2006) 喜忘, 善忘, 好忘 內經喜忘, 善忘 傷寒論喜忘 千金方外台秘要好忘 太平聖惠方聖濟總錄丹溪心法血證論健忘
曾 亮(2009) 喜忘, 善忘, 好忘 內經喜忘, 善忘 太平聖惠方醫宗必讀健忘 類證治裁健忘, 遺忘

柳錦龍(2009) 善忘, 喜忘
靈樞⋅素問善忘, 喜忘 巢氏諸病源候論多忘 太平聖惠方健忘 聖劑總錄健忘, 多忘, 喜忘 嚴氏濟生方健忘, 喜忘 醫學入門 健忘 萬病回春健忘, 忘事 醫林撮要多忘, 健忘 東醫寶鑑健忘, 喜忘, 多忘事 東醫壽世保元健忘 醫門寶鑑健忘 醫學心悟健忘, 喜忘, 遺忘 類證治裁健忘, 遺忘, 善忘, 喜忘 徐靈胎醫書三十二種健忘, 遺忘 辨證奇聞健忘, 善忘, 遺忘 

叶玉妹(2009) 善忘, 喜忘 靈樞⋅素問善忘, 喜忘 諸病源候論多忘 聖劑總錄健忘, 喜忘 醫宗必讀健忘 臨證備要健忘, 遺忘 辨證錄健忘 

Table 1. Amnesia synonyms in the eligible articles

2. 문헌 검색 결과

30종 한의학 고전 문헌의 서명,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
로 기재된 편명, 문헌별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 사용 빈도, 
‘문헌내 대표어’, ‘문헌내 유의어’는 다음과 같다(Table 2).

1)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 출현 빈도

健忘이 450회, 喜忘이 227회, 善忘이 157회, 多忘이 
156회, 好忘이 28회, 遺忘이 9회, 忘事가 7회, 遂忘이 3회, 
易忘이 0회 순서로 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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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내 대표어

‘문헌내 대표어’로는 喜忘이 2회, 善忘이 2회, 多忘이 1
회, 好忘이 1회, 健忘이 24회 쓰 으며, 30종의 한의학 고
전 문헌 중에 太平聖惠方이후에 저작된 문헌에서는 健忘
만이 ‘문헌내 대표어’로 쓰 다.

3) 문헌내 유의어

易忘을 제외한 8단어가 ‘문헌내 유의어’로 쓰 으며 喜忘
이 23회, 善忘이 19회, 多忘이 19회, 好忘이 8회, 健忘이 2
회, 遂忘이 2회, 遺忘이 7회, 忘事가 4회 쓰 다.

서명(년도)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로 
기재된 편명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健忘 遂忘 遺忘 忘事 易忘 문헌내 
대표어 문헌내 유의어

素問:王冰(762*) 없음 1 5 0 0 0 0 0 0 0 善忘 喜忘
靈樞

(BC722~BC221 ?†) 없음 2 4 0 0 0 0 0 0 0 善忘 喜忘
傷寒論(219†) 없음 2 0 0 0 0 0 0 0 0 喜忘

諸病源候論(614*) 多忘候 8 2 4 0 0 0 0 0 0 多忘 喜忘, 善忘
千金要方(652*) 好忘第七 8 14 10 6 3 0 0 0 0 好忘 喜忘, 善忘, 多忘, 健忘
千金翼方(682*) 健忘第四十五 13 2 2 0 9 0 2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遺忘
外台秘要(752*) 風驚恐失志喜忘

及妄言方六首 10 7 4 1 5 0 0 0 0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健忘
太平聖惠方(992*) 補心益智及治健

忘諸方 14 0 8 4 16 0 0 0 0 健忘 喜忘, 多忘, 好忘
聖濟總錄(1111~1117*) 心健忘 16 15 15 1 25 1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好忘

三因極一病證方論(1174*) 健忘證治 5 3 5 0 4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針灸資生經(1220*) 心气(健忘無心

力失志） 3 0 0 0 11 0 0 0 0 健忘 喜忘
濟生方(1253*) 健忘論治 4 0 2 1 6 0 0 0 0 健忘 喜忘, 多忘, 好忘

格致余論(1347†) 없음 0 0 0 0 1 0 0 0 0 健忘
丹溪心法(1347*) 健忘六十二 0 1 2 0 7 0 1 0 0 健忘 善忘, 多忘, 遺忘
普濟方(1406*) 心健忘 41 30 46 11 87 0 0 1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忘事
奇效良方(1470*) 怔忡健忘動悸門 6 2 7 1 13 1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好忘, 遂忘
古今醫統大全(1556*) 健忘門 19 11 10 0 48 1 0 1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遂忘, 忘事
醫學綱目(1565*) 健忘 16 14 6 0 19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醫學入門(1575*) 驚悸怔忡健忘 8 8 3 2 35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好忘
證治準繩(1602†) 健忘 25 16 19 1 35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好忘
東醫寶鑑(16106)) 健忘 12 8 6 0 39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萬病回春(1615*) 健忘 0 0 3 0 12 0 0 4 0 健忘 多忘, 忘事

古今醫鑑(1368-1644*) 健忘 0 0 1 0 12 0 1 0 0 健忘 多忘, 遺忘
辨證錄(1644-1911*) 健忘門 0 5 0 0 9 0 2 0 0 健忘 善忘, 遺忘

證治彙補(1687*) 健忘 2 0 2 0 13 0 1 0 0 健忘 喜忘, 多忘, 遺忘
張氏醫通(1695*) 健忘 4 6 1 0 11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多忘
醫學心悟(1732†) 健忘 2 0 0 0 4 0 1 0 0 健忘 喜忘, 遺忘
濟衆新編(1799‡) 健忘 1 1 0 0 8 0 0 0 0 健忘 喜忘, 善忘
類證治裁(1839†) 健忘論治 3 2 0 0 8 0 1 0 0 健忘 喜忘, 善忘, 遺忘
血證論(1884*) 健忘 2 1 0 0 10 0 0 1 0 健忘 喜忘, 善忘, 忘事

* : 중화의전
† : 中醫世家<http://www.zysj.com.cn/lilunshuji>
‡ : NAVER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8241>

Table 2. The frequency of use of candidate words in 30 medical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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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6)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 중, 24종의 ‘문헌내 대표어’는 
健忘이었다. 특히 太平聖惠方 이후에 저술된 22종 서적의 
‘문헌내 대표어’는 모두 健忘임을 볼 때, 10세기 전후로 健
忘이라는 단어가 한의학에서 주요 단어로 정착하 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는 健忘이 太平聖惠方에서 처음 나타난
다고 한 여러 논문7)의 기술과 함께 고려해볼만한 부분이
다.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 중 8세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喜忘(2회), 善忘(2회), 多忘(1회), 好忘(1회), 健忘(1회)이 
‘문헌내 대표어’로 이용되었음을 볼 때, 健忘이 대표어로 자
리잡기 이전에는 健忘, 喜忘, 善忘, 多忘, 好忘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문헌내 유의어’는 喜忘
(23회), 善忘(19회), 多忘(19회), 好忘(8회), 遺忘(7회), 
忘事(4회), 健忘(2회), 遂忘(2회) 순으로 많이 출현하 다. 
素問과 靈樞에서부터 쓰여진 喜忘, 善忘은 최근의 청대 
문헌에까지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黃帝內經을 인
용하여 집필하는 한의학 고전 문헌의 특성을 반 한 것으
로 보인다. 多忘은 諸病源候論이후부터 17세기까지 꾸준
히 쓰이다가 18세기 이후의 4종의 의서에서는 등장하지 않
고 있다. 好忘은 千金要方에서 ‘문헌내 대표어’로 쓰인 이
후 太平聖惠方, 普濟方에서 많이 쓰 으며 17세기 이후
의 10종의 의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忘事는 4종의 
문헌에서 보이나, 萬病回春에서만 4회 쓰 고 그 외의 서
적에서는 본문 내에 1번 정도만 기재되어 일반적인 표현으
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遺忘과 遂忘은 출현빈도가 
높지 않아 건망 유의어로 확정할지는 좀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易忘이라는 표현은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易忘은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쓰이
지 않았거나 쓰 더라도 특정 일부 문헌에 국한된 표현으
로 추측되므로, 건망 유의어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30종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의 출현빈도나 ‘문헌내 대표
어’로서의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健忘이 대표어로서 타당하
며 喜忘, 善忘, 多忘, 好忘은 건망 유의어로 확정하여도 무
방하다. 遂忘, 遺忘, 忘事를 건망 유의어로 포함할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易忘은 건망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
다.

한의학 고전 문헌 DB에서 일반적으로 건망관련 한의학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에는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健忘, 

遂忘, 遺忘, 忘事를 같은 유의어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이며, 특이도를 높여서 검색하고자 할 때에는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健忘을 같은 유의어군으로 설정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도를 높여 건망관련 한의
학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忘을 검색하여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 모두와 추가적인 부분까지 검색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0세기 이후에 저술된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건망관련 한의학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健忘을 위주로 검색하고, 8세기 이전에 저술된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는 喜忘, 善忘, 多忘, 好忘을 위주로 검색해야 한
다. 

이 논문의 한계는 검색한 한의학 고전 문헌이 30종에 그
치고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가 논문을 통해서만 선택되어 
논문에서 파악하지 못한 건망 유의어는 빠질 수 밖에 없다
는 점이다. 또한 30종의 한의학 고전 문헌에서 ‘건망 유의
어 후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었는지 서술식 표현으로 사
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예를 들
어 喜忘이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되었는지 ‘잘 잊는다’는 서
술식 표현으로 사용되었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Ⅴ. 결론

1. 9개의 ‘건망 유의어 후보 단어’인 喜忘, 善忘, 多忘, 好
忘, 健忘, 遂忘, 遺忘, 忘事, 易忘 중에서 易忘은 건망 유
의어로서 적절하지 않다. 健忘이 대표어로서 타당하며 
喜忘, 善忘, 多忘, 好忘은 건망 유의어로 확정할 수 있
다. 遂忘, 遺忘, 忘事가 건망 유의어로서 적절한지에 대
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2. 10세기를 전후하여 健忘이 한의학에서 대표어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健忘이 대표어로 확립되기 이전에는 喜
忘, 善忘, 多忘, 好忘이 다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건망관련 한의학정보를 찾아보고자 할 때 喜忘, 善忘, 多
忘, 好忘, 健忘, 遂忘, 遺忘, 忘事를 하나의 유의어군으로 

6)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서울:동의보감 
출판사. 2006:12

7) 劉承, 張海燕, 王景洪. ｢漢以來中醫防治健忘的主要理論與經驗｣. 陝
西中醫學院學報. 2004;27(1):68
董秀丽,　王　莹,　刘明岭. ｢五脏藏神与健忘症论治的理论渊源｣. 山西中
医. 2006;22(1):58
曾 亮, 范宇鹏，叶子怡. ｢从心 脾胃 肾论治健忘｣. 辽宁中医药大学
学报. 2009;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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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한의학 고전 문헌 DB에서 검색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검색의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喜忘, 善忘, 
多忘, 好忘, 健忘을 하나의 유의어군으로 설정해서 검색
하고, 검색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忘을 검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논문에서 사용한 건망관련 유의어군 추출방식은 향후 
한의학 고전 문헌 DB의 검색효율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
결한 고전 문헌 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유의어 맵핑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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