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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명현상의 연구는 개체, 장기 등에 대한 거시적 연구에서 세
포, 단백질, 유전자에 이르는 미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대량의 정
보를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 다양한 omics 기
술의 발달, 빅데이타 분석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정보의 양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최신 기술의 발달은 생물정보
학, 시스템 생리학 등의 학문이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에 따
라 생명현상에 관한 대량의 다양한 정보를 계통적, 객관적으로 해
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2).
    한의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질병의 특성을 종합하
여 그 특성을 규정하는 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증을 
분별하여 치료원칙과 방법을 결정하고 시술하는 과정을 辨證論治라
고 표현한다. 이 변증론치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등 개별적인 환자의 특성
을 포함하여 종합 분석함으로써 실행되는 것으로 이는 병명 중심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갖는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 고유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변증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해석하

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근래 시스템 생리학적 연구방법
론이 대두되면서 증이라는 한의학 고유의 개념을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 생
리학은 환원주의적인 기존의 연구방법론으로는 생명현상의 다양성
을 모두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막대한 양의 생명정보를 최신 omics 기술이나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생명현상을 다면적, 종합적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이므로 증이라는 한의학 고유의 개
념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론이라 
하겠다2,4).
    기존의 서양의학은 질병의 병명에 집중하여 동일한 질병이라면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객관화된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의 한계점 중의 하나는 하나의 질병에 대
해 같은 치료법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 및 환
경요인과 같이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요인을 모두 무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맞
춤의학 (Personalized medicine)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게 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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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변증은 환자의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 및 주변요소 등을 
모두 반영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질병의 양상이나 치료과정, 예
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서양의학
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인맞춤의학의 관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증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이 개인맞춤의학에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변증에 대한 개념 및 변증에 관한 연구 동향 
특히 시스템 생리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변증에 관한 연구가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개인맞춤의학
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1. 한의 진단에서 변증의 의미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질병의 특성을 표현하고 평가
하는 개념으로 症, 證, 病이 대표적이다. 症이란 외부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병리적 증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개의 단일 증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진단하는 과정을 辨症이라 할 수 있고 病이란 객관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병적 상태를 의미하며 병을 중심으로 구분
하여 진단하는 과정을 辨病이라고 한다3). 證이란 진단을 통해 수집
된 질병에 대한 정보를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 환자가 나타내고 있는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개념으
로 한의학의 병인병기 이론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증을 중심으로 질병을 진단하여 치료방법의 선정 및 예후 판단 등
에 활용하게 되는 과정이 辨證이다. 
    證의 개념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證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로 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
으나 점차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을 넘어서 병리적인 상태를 
종합하여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과
정에서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여덟 가지 증으로 질병을 구분하
는 八綱辨證이 明代에 이르러 주요한 변증방법으로 확립되게 되었
으며 그 이후 다양한 형태의 증이 분류되고 체계화되어 왔다. 변증
이 전통의학의 전면에 부각하게 된 데에는 근대 중국에서 전통의학
을 재조명, 재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證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이 정
립하면서 변증을 전통의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부각시키면서이다. 
그에 따라 전통의학의 이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證을 조직화, 체
계화하게 되었으며 현대 중의학에서는 辨證論治라 하여 證을 분별
하고 그에 따라 치료방법을 정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임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3). 
    辨證은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념으로 한의학이 서양
의학과 구별되게끔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변증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환자의 외적 상태 뿐 아
니라 환자의 평소 상태,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료를 시행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의 정체관을 반영하는 특징이자 인
체 중심적, 개인 맞춤형 의학의 발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개인맞춤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연구자와 임상의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변증에 관한 연구 동향
    서양의학의 도입에 따라 변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특히 서양의학적으로 진단한 특정 질환에 대해 
전통의학의 변증에 따라 분류하여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방법을 
활용하는 방향의 연구를 통해 변증의 의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다. 변증에 관한 연구는 특히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2011년 2월 기준 50,000 여 건 이상의 변증과 관련된 임
상 연구 논문이 출판되었는데 이를 통해 429가지의 질병이 190 종
류의 辨證과 연계되어 치료되었으며 임상 연구를 통해 가장 많이 
연구된 변증은 氣虛證, 瘀血證, 腎虛證, 濕熱證, 脾虛證의 순이었
다6). 한국에서도 변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전통의
학정보포털 오아시스에서 ‘변증’이라는 검색어로 검색 시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260편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연구 내용을 살펴보
면 질환에 대한 변증의 특성, 변증 도구의 개발 등 변증 지표에 관
한 연구가 가장 많고 변증에 관한 임상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 등
도 포함되어 있다7). 이렇게 변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질환을 증상에 따른 구분하여 변증한 후 변증에 기반하
여 치료할 경우 기존 치료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일례로 류마티스 환자들 중 관절
과 관련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서양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이었으
나 피로, 현훈, 야뇨와 같은 허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의학
적 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그 중 하나이다8).
    그러나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그 결과가 유효하다
고 평가를 받아 임상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았
는데 2008년 70편의 한의학과 관련된 Cochrane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분석한 결과 59%에 해당하는 41편의 연구에서 참고한 연
구의 양과 질의 부족으로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9). 또한 한국에서 시행된 한의학에 관한 
무작위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360 종의 연구 
중 8종만이 비뚤림이 낮은 연구로 평가되었다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무작
위 대조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 한의학
의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학
의 진단과 치료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달라지며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치료 과정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현재의 정형화
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온전히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많은 임상 연구
가 서양의학적인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학과 서양의학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방
법론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12). 이 새로운 연구방법
론에는 한의학적인 진단을 명확히 시행하여 치료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류
마티스 환자의 변증을 시행하여 치료한 경우 치료효과가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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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 결과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8).
 
3. 시스템 생리학적 방법론과 변증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시퀀싱 기술의 발전에 따른 omics 기술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하면서 생물정보학, 시스템 생리학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이 의학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은 다
차원적이고 복잡하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명현상을 통합하여 분
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13). 이러한 방법론의 도입은 변증
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이전의 
변증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증을 분류하고 서
로 다른 증으로 변증된 환자군들 사이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질환과 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방식이었다면14,15) 근래에는 다
양한 연구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증에 관한 개별 연구결과들을 통합
하여 분석함으로써 증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의 상호작용을 다차
원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증의 기본이 되는 八綱辨證 중의 한증과 열
증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 생리학적 연구기법이 변증연구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및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증과 열증의 변증에 따른 바이오마커, 유전체, 단백
질체, 대사체 등의 차이를 시스템 생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규
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질환들 중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연
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Table 1) 이는 류마티
스 관절염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
내는 질환이므로 한의학의 변증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며16) 한의
학적인 치료방법 특히 한약을 활용한 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
과적이라는 것을 기존 연구를 통하여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17).
    중국의 Li Shao가 류마티스 관절염 변증 연구의 선도그룹 중 
하나를 이끌고 있는데 Li Shao 그룹은 신경-내분비-면역 시스템
(neuro-endocrine-immune (NEI) system)을 통하여 한증과 열증
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은 먼저 한증이나 열증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용어 및 신경-내분비-면역계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이와 관련된 유전자 및 질환의 자료를 추가로 수
집한 뒤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증과 열증에 따른 유전자나 
질환 등의 차이가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내분비와 관련된 인자는 한증 네트워크에서, 면역
과 관련된 인자는 열증 네트워크에서 우세하게 나타났고 내분비 및 

Table 1. Summary of pattern differentiation of rheumatoid arthritis based on systems biological technology
Disease Cold pattern Hot pattern Cold and Hot Pattern Reference

Rheumatoid arthritis

Endocrine factors (Hormones) Immune factors (Cytokines) Neurotransmitters (18)
G protein signaling pathways, fatty acid 

metabolism, T cell proliferation (19)

Energy metabolism related genes (20)

Activation of collagen type IV, innate 
immunity, and Toll-like receptor 

signaling pathway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regulation of cellular functions, 

immunoregulatory process, calcium 
signaling pathway, cell adhesion 

molecules, PPAR signaling pathway, and 
fatty acid metabolism

(21)

Increased metabolism of alanine, 
aspartate, and tyrosine, and cellular lipid 

metabolic process

MAPK signaling pathway, Wnt signaling 
pathway, insulin signaling pathway, and 
metabolism of glutamate, glutathione, 

and tryptophan

Metabolism of purine (23)

Apoptosis resistance Apoptosis induction Regulation of apoptosis (22)
Collagen breakdown, decreased 

glycolytic activity, decreased aerobic 
oxidation, increased energy utilization

The perturbation of amino acid 
metabolism, carbohydrate metabolism, 

and lipid metabolism
(24)

Table 2. Summary of pattern differentiation studies based on systems biological technology
Pattern/Syndrome Disease Omics technology Reference

Yin/Yang-deficiency 
NS Genomics (25)

Diabetic retinopathy Metabolomics (26)
Kidney-yang deficiency NS Metabolomics (27)

Kidney-yin deficiency 
NS Metabolomics (28)

Diabetes mellitus Proteomics & Metabolonics (29)

Cold/Hot Rheumatoid arthritis
Genomics (18)
Genomics (19)

Deficiency/Excess
Hepatitis B cirrhosis Genomics (30)

Hepatitis B Proteomics (31)
Diabetes mellitus Metabolomics (32)

Spleen deficiency with dampness encumbrance
Liver-kidney yin deficiency

Liver-gallbladder dampness-heat
blood stasis

Hepatitis B cirrhosis Metabolomics (33)

Phlegm 
Blood stasis Coronary heart disease Metabolomics (34)

Dampness
Chronic hepatitis B Genomics (35)

Chronic gastritis Proteomics (36)
* NS, not specif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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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인자들은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연결되고 있으며 열증과 관련
된 유전자는 사이토카인 수용체가 작용하는 경로와, 한증과 열증 
모두와 관련된 유전자는 신경활성 리간드가 작용하는 경로와 관련
됨을 알아냈다. 즉, 한증과 열증과 관련된 인체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한증은 내분비적인 이상, 열증은 면역의 이상과 관련이 높음
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밝혀냈다18). 이는 유전체 및 단백질 상호작
용 분석 결과 열증 류마티스 환자에게서 T세포의 증식 및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증명되었
고19) 이러한 한증과 열증에 관련된 인자들이 관여하는 단백질 상호
작용을 네트워크로 표현하게 되면 Fig. 1과 같은 복잡한 형태로 드
러나게 된다.
    또한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한증과 관련
된 유전자들이 인체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이러한 에너지 대사의 저하가 한증의 특징적인 증상인 오한, 면
백, 저체온 등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한증에서 특
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그룹이 존재함을 마이크로어레이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신경-내분비-면역계에서 발현하는 유전
자들은 한증이나 열증에 발현되는 유전자들과 특히 더 밀접하게 상
호작용하고 있음을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결과 확인하였다20).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증과 열증이라는 한의학적 변증에 따라 
변증과 관련된 단백질의 네트워크를 별개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여 마치 한의학에서 한증과 열증이 음과 양처럼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유사한 네트워크를 시스

템 생리학 방법론으로 도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한열변증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Fig. 2). 
    다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환자의 한증과 열증의 변증에 따라 
CD4+ T세포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차이가 나타나16) 
LPPAAT-THETA, COL6A1, ENST00000256367 등 7개의 유전자
가 열증보다 한증에서 더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마이크로어레이 기
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한증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 유전
자들은 콜라겐 type IV 및 자연면역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고, 열증
에서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들은 세포 증식, 세포 분화, 세포기능 
조절, 면역 조절 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 밖에도 단백질 상
호작용 분석을 통해 한증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면역반응은 
Toll-like 수용체 신호전달경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면역억제제
가 열증보다는 한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
실과 관련이 있다21). 이 결과는 Li 등의 면역과 관련된 인자가 열
증 네트워크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18)와는 차이가 있
으나 세부적인 연구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한증 및 열증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더욱 탐구해 볼 부분이다. 또
한 Toll-like 수용체는 NF-kB를 활성화시켜 apoptosis를 유도하는 
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증과 열증에서 발
현되는 유전자들이 apoptosis의 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부분이다22).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증 및 열증의 세포신호전달 경로 및 인
체 내에서의 물질대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마이크로어레이 및 단

Fig. 1. Protein-protein interaction network for cold and hot patterns. Diamonds represent seed nodes, circles represent neighbor nodes, and all 
edges represent interactions between the nodes. Adapted from Chen G et al. Complement Ther Med 20(1-2):23-30,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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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상호작용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였는데 열증에서는 염증이나 
면역반응과 관련된 MAPK 세포신호전달 경로, 암과 관련된 Wnt 
세포신호전달 경로, 인슐린 세포신호전달 경로 및 histidine 대사, 
lysine 분해 등의 아미노산 대사와 관련이 높으며 한증의 경우 주
로 alanin, aspartate, tyrosine 대사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여 
한증 및 열증의 차이가 인체 내에서의 다양한 대사 및 발현되는 질
환과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23).
    근래에 들어 대사체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사체학은 낮은 
분자량의 물질들의 전체적인 패턴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
이 한의학의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대사
체 발현 분석을 통하여 변증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건강한 사람과 류마티스 환자는 유전체 
및 대사체 발현에 차이가 있으며 류마티스 환자 중에서도 한증과 

열증에 따라서 유전체와 대사체 발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
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증과 열증 모두 apoptosis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나 각각 다른 세포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그 영향이 나타나는
데 열증의 경우 apoptosis를 유도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한증
의 경우 apoptosis를 억제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차이가 있음
이 밝혀졌다2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질의 대
사체 발현 분석을 시행하여 한증에서는 29개, 열증에서는 19개의 
건강인과는 다른 대사체를 발견하였는데 아미노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의 섭동은 한증과 열증 모두에서 나타났고, 한증에
서는 단백질 섭동이 열증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콜라겐 분
해, glycolytic 활성 및 호기성 산화의 감소,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 역시 한증과 관련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24).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증과 열증의 변증에 따른 인체에서의 다양한 차이를 시

Fig. 2. Connection of TCM Cold Syndrome and NEI (neuro-endocrine-immune) system. (A) TCM pattern manifestations are clustered as clinical 
phenotypes (Green: cold adaptation; Blue: cold area; Purple: cold behavior). (B) Expression level of genes from cold pattern group. (C) The strategy 
connecting NEI related cold or hot genes and Differentially expressed (DE) genes from microarray is depicted. (D) DE genes interact with NEI genes in 
protein-protein interaction network. (Green: NEI related DE genes; Red: hot genes; Blue: cold genes; Yellow: intermediate genes). (E) A putative network 
for cold and hot patterns. Adapted from Chen G et al. Complement Ther Med 20(1-2):23-30, 2012 with permission of Molecular bioSystem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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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생리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증명한 연구 결과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한증 및 열증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한의학
의 여러 변증과 다양한 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모두 언급하기에는 부족
하여 대표적인 내용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18,19,33-44). 그 내용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분 아니라 당뇨병, 간염, 간경화, 심장질
환, 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팔강변증에서부터 장부변증, 
육음변증, 어혈이나 담음변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증 분류에 
따른 연구를 통하여 변증의 과학적인 기전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가 수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시스템 생리학적 연구방법론이 빠르게 성장하여 한의
학의 변증연구에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며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장기적으로 유전체, 단백질체, 대사체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한의학적 변증의 감별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주고 있어 시스템 생리학 연구가 한의학의 진단 분야의 정밀도를 
높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고    찰

    한의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서양의학과는 다른 고
유한 이론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이는 수 천 년에 걸친 임상경험
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해지고 정교해져왔다. 이러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론의 중심에는 證의 개념과 증을 변별하여 치료한다
는 辨證論治의 개념이 있는데 변증론치는 望診, 聞診, 問診, 切診
의 四診을 통해 수집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의학의 팔강, 
장부, 경락, 병인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증을 확정하
고 그 증에 근거하여 치료원칙 및 치법을 정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證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증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습관, 주변 환
경 요소 등을 포함한 환자의 내외적인 모든 요인을 바탕으로 종합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증의 과정이 질병의 치료
과정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게 된다. 그러나 
한의학의 진단 방법의 대부분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이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근래 변증을 객관화, 정량화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진단 
기기나 변증도구를 개발하는 작업, 변증을 질환과 연계시키는 연
구, 변증지표의 현대과학적인 분석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6,37,38).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omics 기법이나 빅데이터 연구 등에 
기반한 시스템 생리학적 연구방법론이 변증 연구에 도입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증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반을 제시
하고 있다(Table 1, 2).
    시스템 생리학 연구방법을 활용한 변증에 관한 연구들은 특히 
팔강변증에 해당하는 한증, 열증, 허증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팔강변증이 변증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증
상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변증과 질환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 생리학을 활용

한 한증과 열증의 비교 연구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연구
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전체, 단백질체, 대사체
를 분석하는 연구가 임상, 기초, 문헌 연구 결과 등에 기반하여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낸 신경-
내분비-면역계와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하여 한증은 내분비계와 관
련성이 높고 열증은 면역계와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
는 서로 상호방향 연결통로를 가지고 인체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경-내분비-면역계와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밝
힌 연구로 가치가 높다(Fig. 1)18).
    다양한 세포신호전달 경로 역시 한증 및 열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한증이나 열증을 일으키는 한증과 열증을 일으키는 
병인이나 병기의 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경로를 자극함으로써 표현되는 증상에 차이가 나
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며 이는 한의학의 병인병기이론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볼 가치가 높다23).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사체 연구들은 다양한 흥미로운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증
과 열증의 대비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의 차이가 가져오
는 결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증과 열증에 따라 아미노산, 탄수화
물, 지질 대사에서의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사의 
차이가 가져오는 현상 역시 콜라겐 분해, 호기성 산화, 에너지사용, 
apoptosis 조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24).
    한증과 열증 뿐 아니라 팔강변증의 음증, 양증, 허증, 실증 등
에 대한 연구 역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부변증
으로 신양허증, 신음허증, 신허증, 간신음허증 및 어혈증, 담음증, 
습열증 등에 다양한 변증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질환에서의 변증 분석 및 변증에 따른 한약 투여의 효과까지 분석
하여 제시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스템 생리학을 활용한 변
증 분석이 실제 임상에 연계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39).
    서양의학은 의학 지식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임상에서 얻은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임상 현장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진
료를 수행하고자 연구해 왔으며 이는 1990년대에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으로 발전하였다. 근거중심의학이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로부터 얻어진 근거에 기반하여 환자의 치
료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축
적된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특정 질환이나 
상태에 있어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치료방법을 결정하여 치료하는 
것이다40). 이러한 근거중심의학의 발전을 통해 개별 의사의 개인적
인 지식이나 경험, 권위에 근거한 한계를 벗어나 표준화되고 체계
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인 데이터에 기
반하여 확률적으로 가장 유효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방법이기에 개
개인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개개인에 따라, 또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 선택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환
자의 다양한 상황 및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개인 맞춤의학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다.
    개인맞춤의학이란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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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41). 기존에는 특정 질환의 환자들에게는 동일한 
치료법을 시행하는 “one-size-fits-all”의 접근방식이 주를 이루었
으나 이는 개개인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배제하였으므로 모두에게 
최고의 치료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5). 이에 반해 
개인맞춤의학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질병의 병리기전과 예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적합한 시기에 적
합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며 아직 질병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방차원의 치료법을 제시하게 된다42). 이는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정밀의료 추진계획
(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되
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밀의료란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양의학에서 개인맞춤의학이나 정밀의료의 추진이 가
능해진 것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영향을 
미치게 된 주요 기술로 인간 게놈 해독 기술의 발전, 생의학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를 꼽고 있다43). 즉,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료 이후 폭발적으로 발전해 온 다양한 분야의 
학문의 진보가 개인맞춤의학과 정밀의료를 가시화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omics 학문의 발전이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이를 치료방법에 따른 변
화를 예측, 측정하게 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학은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전일
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은 질
병 자체를 중심에 두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인체를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44). 이렇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이 환자의 증을 분별(변증)하는 것인데 질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하고 분류하여 증을 감별하고 그에 따라 치료원칙을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한의학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
서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치료원칙이나 치료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한의학의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전일체적인 관점이 
근래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맞춤의학과 정밀의료가 가
능하게끔 하는 학술적 기반을 이미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의학적 변증의 기반 위에 대량의 생명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
스템 생리학 연구방법이 결합될 경우 두 분야의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증에 관한 연구는 최근의 omics 기법에 기반
한 시스템 생리학 연구방법론에 힘입어 과학적, 현대적인 해석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대량의 생명정보를 바탕으로 한 증에 관
한 연구는 시스템 생리학의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시스템 
생리학 연구 분야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
한 두 분야의 결합은 각 분야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변증의 시스
템 생리학적 해석에 근거한 개인맞춤의학 및 정밀의료의 발전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의학 연구 및 임상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시스템 생리학적 방법론을 한의학의 변증 연구에 활
용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변증에 관한 시스템 생리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시스템 생리학적 방법론이 변증에 대한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1세기 들어서 다양한 연구 기법의 발달에 따라 대량의 생명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생리학적 연
구방법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방법을 변증 연구에 도입한 
결과, 팔강변증, 장부변증, 육음변증 등 다양한 변증의 분야에서 증
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한증과 열증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한열 변
증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개인맞춤의학 및 정밀의료가 가시화되면서 서양의학은 대량의 
생명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성에 따른 치료를 제시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의학은 이러한 생명정보에 대하여 증을 기
반으로 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증이라는 한의학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의학 및 정밀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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