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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ocabulary found in Donguibogam, one of the medical books in mid-Chosun, through 
Corpus-based analysis, one of the text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it, Donguibogam has total 871,000 words in it, and Chinese 

characters used in it are total 5,130. Among them, 2,430 characters form 99% of the entire text.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20 

Chinese characters are mainly function words, and with this, we can see that Donguibogam is a book equipped with complete forms of 
sentences just like other books. Examining the chapters of Donguibogam by comparison, Remedies and Acupuncture indicated lower 
frequencies of function words than Internal Medicine, External Medicine, and Miscellaneous Diseases. Yixuerumen (Introduction to Medicine) 
which influenced Donguibogam very much has lower frequencies of function words than Donguibogam in its most frequently appearing 
words. This may be because Yixuerumen maintains the form of Chileonjeolgu (a quatrain with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with seven-word lines) and adds footnotes below it.

Corpus-based analysis helps us to see the words mainly used by measuring their frequencies in the book of medicine. Therefore, this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an be used for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at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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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퍼스’란 언어자료의 모둠이다. 특정 언어의 모습과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 언어의 텍스트를 모은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코퍼스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형태의 텍스트로 구성된다.1) 

최근에는 고문헌에 대한 전산화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
으며, 데이터베이스화된 고문헌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서인 東醫
寶鑑을 코퍼스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간에 東醫寶鑑에 대한 한의학 내적인 연구는 활발했
으나 東醫寶鑑에 실린 한자나 문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 다.

東醫寶鑑에 실린 한자 혹은 문장에 관하여 몇몇 연구
가 있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는 東醫寶鑑의 번역
서에 실린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의 원인이 東醫寶
鑑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 논문이 
있었고,2)3) 한의학 한자교육에 있어서 기본한자 추출이라
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논문4)5)이 있었다. 

1) 권혁승, 정채관. 코퍼스 언어학 입문. 한국문화사. 2012:1
2) 김용한, 김 호, 김은하. ｢東醫寶鑑 飜譯書에 대한 異見｣.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1):143-161
3) 김용한, 김은하. ｢東醫寶鑑에 쓰여진 許浚 文章의 文法的 特性과 飜譯書의 誤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6):111-124
4) 채한, 황상문, 권 규, 백유상, 신상우, 양기 , 이병렬, 김재규, 이병욱. ｢한의학 입문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3):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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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논문이 필자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 다. 이들 
논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東醫寶鑑이라는 텍스트를 코퍼
스 삼아 분석함으로써 東醫寶鑑에 실린 문장의 문법적 
특성을 파악하여 논문의 논거를 증명해보고, 東醫寶鑑의 
한자 사용빈도를 분석한 것을 이용하여 한의과대학에서 한
자 교육에 있어서의 필수한자 추출 방법에 대한 새로운 견
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東醫寶鑑의 한자 사용빈도 분석

일반적으로 코퍼스 분석을 하는 경우에 분석대상으로 삼
는 텍스트 파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특
정작가의 작품 혹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기간행물 등 분석
목적에 따라 많은 종류의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코퍼스 분
석방법을 이용한 한의학적 연구에서도 다양한 분석파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정 의가의 의서를 수집한 파
일, 특정시기의 의서를 모은 파일, 특정 분과의 의서를 모
은 파일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서인 東醫
寶鑑을 분석파일로 삼아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

다. 먼저 東醫寶鑑의 텍스트파일6)을 코퍼스 분석프로
그램7) 중의 하나인 ‘Wordsmith’를 통하여 분석하여 다음의 

<표 1>, <표 2>, <그림 1> 등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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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위 1000자에 도달하는 누
적비율은 92.81%이고, 상위 2000자에 도달하는 누적비율
은 98.27%이며, 99%의 누적비율에 도달하는 글자 수는 
2430자이다. 이는 상위 빈도 2430자의 한자를 안다면 東
醫寶鑑전체의 99%의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9)

동의보감
Token(총 한자수) 870,699
Type(한자종류)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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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東醫寶鑑의 한자의 사용빈도와 사용누적비율

<표 2>와 같이 東醫寶鑑의 상위 100여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虛辭(接續詞, 助詞, 語氣詞, 介詞 등)
라고 불리는 글자들이 상위 20위 이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10) 이는 어 코퍼스의 분석 결과에서 최
상위 빈도수 단어의 대부분이 기능어(function word)이며, 
100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능어의 비율이 줄고 내용어(content 
word)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11) 양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황상문, 이병욱, 신상우, 조수인, 임윤경, 채한. ｢한의학 교육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5):147-158.
6) 본 파일은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여러 명이 東醫寶鑑 전체 문장을 우리말 한자음으로 타이핑한 후 한자변환을 한 것인데, 이

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두 가지 이상의 음을 가진 한자에 대한 입력이 모양은 같지만 유니코드가 다른 글자로 입력이 되었다. 코퍼스 프로그
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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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EM edito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ext파일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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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TR 값은 코퍼스에 사용된 글자와 어휘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TTR 값이 높을수록 글자의 사용이 다양함을 나타내며, 1%이하는 다
양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9) 물론 이 수치가 한문문장의 독해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0) 빈도수 1위의 글자가 ‘之’인 것은 현대 중국어 코퍼스를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的’인 것과 그 의미가 같을 것이다. 빈도수 상

위의 글자 중 ‘入’, ‘門’, ‘本’ 등의 노출이 이채로운데, 이들 글자는 특정서적의 명칭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인용서적을 철저하게 밝히는 東醫寶
鑑의 글쓰기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1) 권혁승, 정채관. 코퍼스 언어학 입문. 한국문화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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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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東醫寶鑑의 주요한자의 빈도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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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통하여 東醫寶鑑도 여
타의 텍스트들과 비슷하게 한자의 사용누적비율이 증가함
을 파악할 수 있다.12)

그림 1. 東醫寶鑑한자의 사용빈도와 사용누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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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갖추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서적
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는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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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보
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2) 상세한 내용은 2절에서 醫學入門 및 현대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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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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동의보감의 각 편별 주요 사용 한자 

각 편별 한자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등은 東醫寶鑑 전
체의 한자사용 빈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탕액편｣
과 ｢침구편｣은 전체의 한자사용 빈도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의 서술은 일반
적인 한문 텍스트와 유사하나 ｢탕액편｣과 ｢침구편｣의 서술
은 형식어가 많이 배제되고 실질어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상술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대로 東醫寶鑑
의 ｢탕액편｣에서는 名詞･代名詞･動詞形･形容詞･副詞 등 實
辭 위주로 문장을 기술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接續
詞･助詞･語氣詞･介詞 등의 虛辭가 많이 생략되었다13)는 주
장이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醫學入門의 한자와 어휘 사용빈도 분석 

코퍼스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추
출해 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휘의 추출이다. 물론 
한자는 한 글자가 어휘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두 글자 

이상의 어휘를 추출하여 통계를 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코퍼스분석 프로그램에 있는 n-cluster
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東醫寶鑑에는 발간당시까지 나와 있던 중국 및 조선의 
수많은 의서들이 인용되어 있으며 그 인용서적을 철저하게 
밝히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코퍼스분석 
프로그램의 기능 중의 하나인 n-cluster를 이용하여 이들 
인용서적의 빈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인용서적 중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本草’로 모두 3616회가 나오며,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총 2899회의 빈도수를 보이는 ‘入門’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醫學入門이다.14)

醫學入門은 명나라 李梴이 편찬하여 1575년에 간행된 
종합 의서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 외
에 자기의 견해를 덧붙인 책이며 비교적 큰 향을 끼친 
의학 입문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醫學入門을 위에서 東醫寶鑑을 분석
한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醫學入
門의 텍스트파일15)을 코퍼스분석 프로그램인 Wordsmith
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 <표 4>, <표 5> 등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醫學入門에 
나오는 총 한자수는 약 745,600자이며, 사용된 한자의 종
류는 약 5,100자이다. 한자종류를 총 한자수로 나눈 비율인 
TTR은 0.69%이고, 상위 1000자의 누적비율은 91.82%이
며, 상위 2000자의 누적비율은 98.02%이다. 

의학입문
Token(총 한자수) 745,671
Type(한자종류) 5,117

TTR(Type/Token비율) 0.69%
상위 100자 누적비율 43.16%
상위 500자 누적비율 80.24%
상위 1000자 누적비율 91.82%
상위 2000자 누적비율 98.02%

표 4. 醫學入門의 한자의 사용빈도와 누적비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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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6):123
14) 崔秀汉의 朝鲜医籍通考에서는 본초의 인용횟수를 3370회, 의학입문의 인용횟수를 2714로 각각 밝히고 있다. (崔秀汉. 朝鲜医籍通考. 中国中

医药出版社. 1996:72, 78)
15) 본 파일 또한 각주 6)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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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자 빈도수 비율(%) 순위 한자 빈도수 비율(%)
1 者 9688 1.30 26 子 3957 0.53
2 之 9512 1.28 27 加 3911 0.52
3 不 9030 1.21 28 水 3874 0.52
4 氣 8713 1.17 29 陽 3862 0.52
5 熱 6708 0.90 30 則 3852 0.52
6 爲 6554 0.88 31 心 3821 0.51
7 湯 6114 0.82 32 人 3808 0.51
8 而 5545 0.74 33 虛 3707 0.50
9 下 5328 0.71 34 散 3674 0.49
10 血 5136 0.69 35 生 3526 0.47
11 也 4984 0.67 36 服 3520 0.47
12 丸 4861 0.65 37 白 3486 0.47
13 一 4844 0.65 38 三 3269 0.44
14 治 4841 0.65 39 各 3268 0.44
15 大 4787 0.64 40 脈 3192 0.43
16 痛 4734 0.63 41 如 3188 0.43
17 中 4681 0.63 42 五 3146 0.42
18 黃 4647 0.62 43 小 3105 0.42
19 以 4640 0.62 44 食 3005 0.40
20 風 4436 0.59 45 藥 2824 0.38
21 或 4284 0.57 46 毒 2720 0.36
22 用 4257 0.57 47 火 2697 0.36
23 寒 4157 0.56 48 分 2684 0.36
24 有 4122 0.55 49 無 2667 0.36
25 陰 4025 0.54 50 上 2636 0.35

표 5. 醫學入門의 주요한자의 빈도수와 비율

또한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및 현대 중국어 코퍼스 
등을 비교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을 
비교하여 보면 TTR의 비율이 醫學入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6) <표 2>와 <표 5>을 통하여 두 서
적의 상위 30위까지의 노출빈도를 나타내는 한자를 비교하
여 보면 東醫寶鑑의 상위 30위까지의 한자 중에 醫學入
門의 상위 30위까지의 한자보다 형식어에 해당하는 한자
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醫學入門
의 형식이 본문은 칠언절구의 가부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석을 첨가하여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
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東醫寶鑑을 현대 중국어와 비교하여 보면 TTR에

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용된 한자의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東醫寶鑑과 같은 고문이 현대 중국어보다 
읽기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는 상위 2000자까지의 누적비율
이 현대 중국어가 다소 높은 것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 

동의
보감

의학
입문

중국
신문17)

종국
소설18)

Token
(총 한자수) 870,699 745,671 889,877 529,503

Type
(한자종류) 5,127 5,117 4,158 3,267

TTR
(Type/Token비율) 0.59% 0.69% 0.47% 0.62%

상위 100자 
누적비율 46.23% 43.16% 41% 54%

상위 500자 
누적비율 81.91% 80.24% 80% 83%

상위 1000자 
누적비율 92.81% 91.82% 92% 93%

상위 2000자 
누적비율 98.27% 98.02% 99% 99%

표 6.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의 비교

3. 한의학교육에 있어서 한자교육에 대하여

현재 한의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자 혹은 한문
교육을 위한 필수 한자의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간략한 방안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상술한 
논문의 집필진은 한의학 교육에 있어서 한자(漢子)보다는 
한문(漢文)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문장
에 대한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한
자가 한문을 이루는 바탕이 되므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는 점에 주목하여 한의학 교재에서의 한자를 추출하고 분
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19)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의과대학에서 한자 혹은 한문 교육을 담당하는 
원전학분야에서는 원전학의 학습목표를 ‘한의학의최고 원리
서인 內經과 難經을 통해 生理, 病理, 疾病, 診斷, 治療, 
運氣, 養生 등에 관한 내용을 原書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韓
醫學의 이론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韓醫學

16) 단순히 TTR의 숫자만 비교하면 醫學入門의 어휘사용이 東醫寶鑑보다 다양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상술한 바대로 東醫寶鑑
이 철저하게 출처를 밝히는 글쓰기의 방식을 견지하고 있기에 많은 인용서적의 명칭을 부기함에 따라 반복된 어휘가 많아진 결과로 추측된다. 
실질적인 TTR은 두 서적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중국의 대표적 신문인 ≪人民日报≫의 1995년도 발행분을 모은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이다. 
18) 중국의 유명 작가인 余华의 소설 ≪十八岁出门远行≫를 분석한 결과이다.
19) 채한, 황상문, 권 규, 백유상, 신상우, 양기 , 이병렬, 김재규, 이병욱. ｢한의학 입문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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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漢文 독해 능력을 배양함’20)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재로 한의학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교재의 대부분이 국한문 혼
용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책을 읽기 위해서는 필수 한
자의 습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필수 한자를 정
하는 방법에 관한 상술한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를 통하여 
학습용 필수 한자를 제시하고 있다.

상술한 한의과 대학의 교재의 근간을 이루는 서적은 원
전학분야에서 강의하는 다양한 경전류와 東醫寶鑑으로 
대표되는 의서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의사 뿐만아니
라 학생들도 원본 경전류와 원본東醫寶鑑을 읽어야하는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한의과대학에서 
한자교육 혹은 한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필수한자 추출의 
텍스트로는 원본 경전류와 원본 東醫寶鑑이 근간이 되어
야 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東醫寶鑑을 예를 들어 상위출
현빈도의 한자를 필수한자로 제시해야 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필수 한자와 東醫
寶鑑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추출한 필수 한자의 우선순위
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기연구 두 편에서 제시한 상위 20위까지의 한자와 東醫
寶鑑을 분석한 상위 20위까지의 한자를 비교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예과 과정을 통해 
학습할 한자21)

之, 者, 不, 也, 而, 氣, 陽, 陰, 下, 
其, 病, 爲, 人, 以, 中, 則, 於, 脈, 
上, 故

한의학 교육을 위한 
필수 한자22)

氣, 經, 陽, 陰, 不, 熱, 血, 脈, 病, 
證, 寒, 中, 心, 痛, 虛, 大, 生, 治, 
本, 之

동의보감의 
상위 빈도 20위 한자 

之, 一, 不, 者, 氣, 爲, 治, 入, 錢, 
下, 也, 二, 黃, 五, 草, 三, 湯, 各, 
服, 水

표 7. 한의학 교육을 위한 필수 한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수한자로 제시된 한자는 
실질어에 해당하는 한자가 많으며, 東醫寶鑑의 한자분포
는 형식어의 빈도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한자교육을 위한 우선 습득 한자의 제정은 다시 제고될 
필요를 느끼며 東醫寶鑑을 분석하여 상위노출 된 한자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Ⅲ. 결론

한국의 대표적 한의학서적인 東醫寶鑑을 코퍼스분석방
법을 이용하여 텍스트파일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東醫寶鑑에 실린 총 한자수(Token)는 약 870,700자
이며 한자 종류(Type)는 약 5,100자이다. 

2. TTR(Type/Token비율)은 0.59%로 미권 언어의 비율
보다 낮다. 동시대 서적인 醫學入門보다는 낮으나 현
대 중국신문보다 높고 현대 중국소설과 유사하다. 

3. 상위 100자 누적비율은 46.23%이고, 상위 1000자 누적
비율은 92.81%이며, 상위 2000자 누적비율은 98.27%
이고, 상위 2430자의 누적비율은 99%이다. 

4. 상위 빈도수의 한자 중에서 다수의 기능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의과대학의 한자교육 혹은 한문교육에 필요한 필수한
자의 추출이 東醫寶鑑의 한자 빈도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함을 제안하 다.

참고문헌

1. 東醫寶鑑
2. 醫學入門
3. 권혁승, 정채관. 코퍼스 언어학 입문. 한국문화사. 2012. 
4. 崔秀汉. 朝鲜医籍通考. 中国中医药出版社. 1996. 
5. 김용한, 김 호, 김은하. ｢東醫寶鑑 飜譯書에 대한 異

見｣.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1):143-161.
6. 김용한, 김은하. ｢東醫寶鑑에 쓰여진 許浚 文章의 文法

20) 이명렬, 임교민, 이병욱, 백진웅. ｢한의학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의 범위 및 학습 목적｣.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25(2):96
21) 채한, 황상문, 권 규, 백유상, 신상우, 양기 , 이병렬, 김재규, 이병욱. ｢한의학 입문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3):376.
22) 황상문, 이병욱, 신상우, 조수인, 임윤경, 채한. ｢한의학 교육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5):151 



한국의사학회지 28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8, No. 1

- 141 -

的 特性과 飜譯書의 誤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6):111-124.

7. 채한, 황상문, 권 규, 백유상, 신상우, 양기 , 이병렬, 
김재규, 이병욱. ｢한의학 입문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3):373-379.

8. 황상문, 이병욱, 신상우, 조수인, 임윤경, 채한. ｢한의학 
교육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11;24(5):147-158.

9. 이명렬, 임교민, 이병욱, 백진웅. ｢한의학 교육 분야에서
의 原典學의 범위 및 학습 목적｣.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25(2):9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