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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유의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예를들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변

증론치는 한의사가 질병의 특성을 종합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인

적, 통합적인 치료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1) 현대에 접어들

어 한의학이 지닌 가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의학 이론을 현대화하

고 한의학 이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하

지만, 기존의 환원주의에 기반한 연구방식은 한의학 이론에 대응하

는 생체분자나 기능 체계 등의 생물학적 상관물을 파악하고 검증하

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정신의학에서 질환의 병태생리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중심 접근법 (drug-centered approach)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

물이나 처방을 통해 한의학 이론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을 제시해준다.2) 약물중심 접근법은 정신병의 치료에 합성의약물을 

사용하면서 발전해왔다. 예를들어, 정신병 최초의 향정신병약인 클

로르프로마진 (Chlorpromazine)은 조현병에 사용되지만, 어떤 기

전으로 조현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보이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

던 중, 클로르프로마진과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약물들이 공통

적으로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후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조현병이 도파민 수용체 신경전달의 과다 활성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도파민 가설이 제안되었다. 이 같은 약물중심 접

근법은 한약을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사용하는 한의학 연구에도 활

용할 수 있으며, 한약에 대한 약리기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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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론과 이에 대응하는 생물학적 상관물을 탐구하는데 적용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약리학은 시스템 생물학의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약물

의 기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2008년 A.L. Hopkins가 기존의 단

일 표적기반의 약물 접근방식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상의 다중표적

을 고려한 약물개발 전략을 제안하면서 그 용어가 정립되었다.3,4)

약물의 작용기전을 상호 연결된 생물학적 네트워크상에서 파악하는 

네트워크 약리학은 복합성분으로 구성되어 다중표적에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진 한약의 효능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5) 또한, 

네트워크 약리학은 지금까지 축적된 실험결과와 인공지능 예측결과

를 활용하여 한약 기전에 대한 대단위 분석(large-scale analysis)

을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어 한의약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약리학 기법을 활용하여 한의학 이론

에 대한 약물중심 접근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는지를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예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법이 한의학 이론 연구의 현대화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시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

인지에 대해 기술하려고 한다.

본    론

1. 한약효능 분석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약리학 방법의 소개

1) 네트워크 약리학을 활용한 한약효능 분석의 개념과 순서

    네트워크 (network)는 그래프 이론에서 유래된 방식으로, 복잡

한 자연 및 사회현상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이를 점(node)과 점

들을 잇는 선(edge)으로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약리학에서 네트

워크는 한약과 질환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연결관계를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 사용된다. 한약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점은 일반적으로 한약, 한약성분, 그리고 인체 

단백질을 나타내며, 한약이 포함하는 한약성분 정보와 한약성분이 

작용하는 인체 단백질 표적은 이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낸다. 

    한약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한약-성분 네트워크와 성분-표

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이들을 통합하여 한약-성분-표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Fig. 1A). 이후, 구축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한약의 표적과 관련된 생물학적 기능 (biological 

process), 신호전달경로 (signaling pathway)를 파악할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적응증이나 독성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이용된다(Fig. 

1B). 본 단락에서는 한약에 대한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의 각 단계

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기법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분석순서에 맞

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언급된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특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한약-성분 네트워크 구축

    한약-성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단계이다. 이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본초 (처방의 경우 본초들의 조합)에 대한 성분정보

가 필요한데, HPLC와 같은 실험적 기법을 이용하거나 TCMSP 

(https://old.tcmsp-e.com/tcmsp.php)6)나 TCMID 

(http://www.megabionet.org/tcmid/)7)와 같은 이미 구축되어 있

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CMSP는 중국약전

을 기반으로 499 종의 본초에 대한 성분과, 성분의 표적 예측결과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TCMID는 1,356종의 본초

에 대한 종합적인 성분데이터를 포괄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SymMap v2 (http://www.symmap.org/)8)의 경우 한의 증후에 

대응하는 서양의학의 질병과 증상명을 연결시켜 제공하고 있고, 

TCMSP와 TCMID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초에 대한 성분정보를 

가져와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 등9)은 2015년에 크

로마토그래피 실험 근거를 바탕으로 536종의 약용 작물에 대한 성

분정보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종종 경험법칙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한약

성분의 약동학적·약력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약물 유사성이 높거나 

약물 생용성 (bioavailability)이 좋은 성분만을 네트워크 약리학 분

석에 포함시킨다. 이때 사용되는 약물 유사성의 지표로는 수소결합

의 doner, acceptor, 분자량, 소수성을 고려하는 리핀스키 규칙 

(Lipinski’s rule of five)이나 FDA에서 기 승인된 약물들간의 구조

적 유사성을 고려하는 약물유사도 (drug-likeness)가 있다. 생용성

의 지표로는 머신러닝 기법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TCMSP에서 제공해주는 oral-bioavailability10)나 

Swiss Institute of Bioinformatics에서 제공해주는 BOILED-Egg11)

등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웹 기반 서버인 SwissADME12)를 이

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정보에 대한 생용성을 예측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3) 성분-표적 네트워크 구축 

    한약성분이 어떤 인체 단백질에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도전이 필요한 단계

이다. 왜냐하면, 성분-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한약

성분에 대한 실험적으로 검증된 표적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한약성분의 표적정보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 

Herbal Ingredient Target (HIT)13)에 따르면, 검증된 인체표적을 

갖는 한약성분은 전체 한약성분 중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약의 기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백종의 한약성분에 대한 후보표

적을 모두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시간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나 시뮬레이션 기

법에 기반한 표적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부족한 성분-표적 정보를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약성분에 대한 인공지능 예측기법은 크게 화학유전체학 접근

방식 (chemogenomic approach), 도킹시뮬레이션 접근방식 

(docking simulation approach), 그리고 리간드 기반 접근방식 

(ligand-based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히 서술하면, 화

학유전체학 접근방식은 약물과 성분의 정보, 그리고 알려진 약물-

성분 상호작용 쌍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성분-표적 쌍을 발굴해내는 

방식이다.14) TCMSP와 BATMAN-TCM 등에서 제공하는 한약성분

에 대한 표적 예측 서비스가 이 방법에 속한다. 도킹시뮬레이션 기

반 접근방식은 단백질 표적에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한약성분이 그 

표적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가정 하에, 분자도킹(molecular 

docking)을 이용하여 binding conformation을 예측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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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높은 컴퓨팅 자원의 요구량으로 인해, 이 방식은 주로 다른 

예측방식이나 텍스트마이닝으로 얻어진 성분-표적 관계가 실제로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리간드 기반 방식은 형태적, 물리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저분자 화합물들이 유사한 단백질에 결합할 확률이 높다는 가정 하

에 단백질에 결합하는 리간드들과 분석하고자 하는 저분자 화합물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16), PharmMapper17)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가 이 방식에 속한다. 한약성분의 표적예측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연구들에서 참조할 수 있다.5,18)

4) 구축된 네트워크의 해석

    위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한약-성분 네트워크 및 성분-표적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한약-성분-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

며, 구축된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한약의 인체에 대한 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 한약 효능의 분석을 위해 다용되는 방식은 표적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표적 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집합 농축 

분석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를 수행하는 것이다. 

GSEA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현형이 다른 두 종류의 

표본들 간에 발현 값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평가하는 

방법이다.19) 한약 분석시 GSEA 방식은 한약성분이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파악된 표적 리스트들과 분석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기능, 경

로 및 질환 등과 관련된 유전자 집합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 한약

과 관련된 생물학적 경로, 신호전달 경로 및 질환 등을 파악하기 

위해 Gene ontology (GO), Kegg pathway 혹은 OMIM등의 데이

터세트가 자주 사용된다.

Table 1. The public databases related to THM-NP studies

Name

Providing 
information Description Website

H-C C-T TI

TCMSP6) ○ ○ ○

한약재의 성분, 성분의 약동학
성 특성, 표적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약리

학 플랫폼

https://old.tcmsp-e.
com/tcmsp.php

TCMID7) ○ ○ ○

다양한 자원과 텍스트 마이닝 
방식을 통해 한약, 한약의 성분, 
이들의 표적 및 관련 정보를 저

장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http://www.megabi
onet.org/tcmid/

Symmap8) ○ ○ ○

현대 의학의 임상증상과 한의
학 증후, 그리고 한약, 한약성
분, 표적, 질환 사이의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http://www.symma
p.org/

Pharm
Mapper17) ○

약리단(pharmacophore) 모델
에 기반하여 화합물에 대한 잠
재적 약물 표적을 제공해주는 

웹 서버

http://www.lilab-ec
ust.cn/pharmmapp

er/

HIT13) ○ ○

텍스트마이닝 기반으로 한약
성분의 포괄적인 단백질 표적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데

이터베이스

http://lifecenter.sgs
t.cn/hit/

KEGG21) ○
생체분자에 대한 생물학적 기
능과 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
보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https://www.geno
me.jp/kegg/

Gene 
ontology20) ○

유전자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인 데이터베이스

http://geneontolog
y.org/

OMIM22) ○
인간 유전자와 질환에 대한 유전
적 표현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권

위있는 데이터베이스

https://www.omim.
org/

H-C, herb-compound network construction; C-T, compound-target 

network construction; TI, target interpretation; PMID, PubMed ID.

Fig. 1. General workflow of network pharmacology analysis for herbal 

medicine.

2. 연구사례를 통한 네트워크 약리학 기반 한의학 이론의 약물중심 

접근법 소개

1) 한약의 한열 성질에 대한 생물학적 상관물 규명

    기미론은 한약의 성미를 溫·凉·寒·熱의 네가지 성질과 酸·苦·

甘·辛·鹹의 다섯가지 맛으로 구분하는 이론으로, 처방 구성에 필요

한 한약재를 선택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특히, 한약의 네 가지 

성질에 대응하는 생물학적 상관물을 파악하는 것은 기미론 뿐만 아

니라 한의학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寒과 熱의 개념에 대한 과학

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u 등23)은 寒性·熱性·平性에 

속하는 한약재에 포함된 2만여개 이상의 한약 성분을 대상으로 분

석하여 각 성질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 (physicochemical 

property), 성분구조, 단백질 표적, 관련 기능, 그리고 관련 질환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성질을 대표하는 일부 한약재들을 선정하여 분

석한 결과로 기미론 전체의 특성을 유추하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이들은 대단위의 한약성분의 표적을 in silico 방식으로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기미론의 四氣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들은 먼저 성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 성분들의 거리

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寒性·熱性·平性의 성질별로 각기 다른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연구진들은 성질에 따

라 구조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寒性과 관련된 성분은 

지질친화도를 나타내는 logP값이 낮고, 지방족 링 (alphatic ring)

이 더 많은 것, 熱性과 관련된 한약성분은 분자량이 낮고, 방향족 

고리 (aromatic ring)이 더 많은 것을, 平性과 관련된 한약성분은 

높은 극성 표면적 (polar surface area)를 가지며, 시클로헥센 부

분 (cyclohexene meity)을 더 자주 갖는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다

음으로, 이들은 한약성분에 대해 예측된 표적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된 생물학적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寒性과 관련된 성분은 

detoxification, heat-clearing, heart development process와 

관련되며, 진통효과를 가지며, 熱性과 관련된 한약성분은 몸의 온

도를 조절하고, cardio protection 기능을 가지며, 생식력 및 성기

능의 강화, 그리고 흥분성 혹은 활성 기능을 갖는 것을, 平性과 관

련된 한약성분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

로, 이들은 ICD-10의 기준에 따라 관련 질환을 분석하여 寒性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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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성분은 정신 및 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熱性과 관련된 성분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 그리고 平性과 

관련된 성분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Fu 등의 연구에서는 한약성분에 대한 네트워크 약

리학 분석을 통해 기미론의 寒熱 성질과 관련된 단백질 표적, 생체

기능, 그리고 질환에 대한 특징적인 생물학적 상관물을 규명하였

다. 이와같은 접근방식은 기미론의 寒熱溫凉 四氣 외에도 酸·苦·甘·

辛·鹹의 五味나 해표, 발한과 같은 한약의 효능에 대한 생물학적인 

상관물을 규명하는 데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비기허증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과 한약 치료전략 탐구

    변증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방법 중 하

나로, 한의사는 환자의 증후에 기반하여 질병상태의 특성이나 병변

의 위치를 고려한 변증을 진행하고, 변증을 통해 밝혀진 證에 기초

하여 처방이나 경혈을 선택한다. 따라서, 변증에 대한 분자생물학

적 기초를 밝히는것은 한의학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Shao Li 교수와 그 연구진들

은 이전에 脾胃虛冷과 脾胃濕痰으로 진단된 만성 위염(chronic 

gastritis)환자에 대한 전사체를 측정하고 이 둘을 서로 비교하여 

변증에 대한 네트워크 수준의 biomarker를 규명한 바 있는데, 최

근 이 데이터와 脾氣虛證의 임상증상 및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단

백질, 그리고 네트워크 약리학 기법을 활용하여 얻어진 한약의 분

자생물학적 기전을 종합하여 네트워크수준에서의 脾氣虛證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반과 질병-증후-한약을 연결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

을 파악할 수 있는 전략을 탐구하고자 하였다.24)

    이들은 脾氣虛에 관련된 증후들에 대한 단백질 유전자를 파악

함으로써, 이들이 면역 조절 (immune regulation), 산화적 스트레

스 (oxidative stress), 그리고 지방 대사 (lipid metabolism)와 유

의하게 관련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성 위염환자나 과민성 대

장 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脾

氣虛證과 관련된 생체분자 (biomolecule) 네트워크 중 선천적 면

역과 산화적 손상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낮아진 것을 확인

하였는데, 이 결과는 이들 질환들과 脾氣虛證이 서로 관련이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이들은 네트워크 약리학을 이용하여 얻어

진 한약에 대한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황기 

(Radix Astragali)를 포함한 脾氣虛證에 다용되는 한약재들이 脾氣

虛證과 관련된 생체분자 네트워크에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황기에 포함된 활성성분이 대식세포 

(macrophage) 및 림프구 (lymphocyte)의 분화와 같은 면역 기능

을 향상시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脾氣虛證의 생

물학적인 근간이 대식세포 활동과 림프구 분화의 감소와 같은 불충

분한 면역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Shao Li 교수와 그 연구진들은 전사체학, 네

트워크 약리학, 그리고 생명정보학 기법을 종합하여 변증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반을 규명하고, 질병-증후-한약 사이의 관련된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와 같은 전략을 응용하면 脾氣虛證 외에도 다른 변증에 적용하여, 

변증의 생물학적 상관물과 해당 변증에 사용되는 한약에 대한 치료 

기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상체질에 대한 바이오마커 규명 

    사상의학은 한국 한의학의 고유의 이론으로, 이는 한의사에게 

체질별 장부대소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증과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준

다. Lee 등25)은 사상의학의 保命之主 개념에 착안하여 이를 통해 

사상체질에 대한 생물학적 상관물을 찾고자 하였다. 즉, 네트워크 

약리학 기법을 활용하여 체질별로 偏小之臟의 기능을 돕거나 강화

시키는 한약재들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사상체질에 대해 단백질 표적, 생물학적 기능과 같은 바

이오마커(biomarker)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들은 28개의 保命之主를 돕거나 강화하는 한약재를 비교 분

석하여, 소음체질 관련 371개, 소양체질 관련 185개, 태음체질 관

련 146개, 태양체질 관련 89개의 표적 단백질을 발견하였다. 

GSEA 분석을 통해 각 체질의 표적과 관련된 생물학적 기능을 분

석한 결과, 각 체질은 체질별로 독특한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각 체질에 관련된 질환을 분석한 결과 소

음체질은 소화계통의 질환 (disease of digestive system), 소양체

질은 신경계통의 질환 (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태음체

질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태양체질은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의 질환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의 연구는 단순히 사상체질에 대한 생물학적 상관물을 

밝혀낸 것뿐만 아니라, 사상체질의 保命之主를 돕거나 강화하는 약

물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상체질의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상체질의 바이오마커는 체질별 병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병태생리를 추론하거나 체질진단에 사용될 수 있

는 진단지표의 발굴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네트워크 약리학을 활용한 한의학 이론 규명에 대한 제약과 개

선방향

    앞의 두 장에서는 네트워크 약리학 기법을 활용하여 한약에 대

한 효능을 분석하는 과정과 이를 활용하여 본초의 성질, 변증과 사

상체질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을 규명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네트워

크 약리학을 통한 약물중심 접근법은 한의학 이론과 이에 대응하는 

생물학적 상관물을 규명하여 한의학 이론을 현대화하고 과학적 근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한의학 이론을 더욱 

심도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네트워크 약리학분석에 동원되는 

방법론에 대한 발전이 또한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 약리학

을 활용하여 한의학 이론에 대한 연구시 나타날 수 있는 제약과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네트워크 약리학 기반 한약효능 분석방식의 제약과 발전방향 

    네트워크 약리학을 활용한 한약 효능의 분석방식은 실제 한약

의 기전을 온전히 설명해내기엔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부

분이 많다. 약물중심 접근법으로 한의학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근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효과를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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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트워크 약리학 방법론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 중 

하나로, 한약에 대한 유효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네트워크 약리학 방법론에서는 

한약에 포함된 수백가지의 성분들 중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는 유효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Park 등26,27)이 수행한 네트워

크 약리학을 활용한 연구 수행시 인삼이나 EIF와 같은 처방단위 

수준에서 알려진 성분은 수백여종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화학적

으로 검출이 어렵거나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기엔 낮은 농도를 갖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네트워크 약리학에서 사용되

는 생용성이나 약물유사성을 고려하는 방식은 합성의약품에서 유래

된 지표로서, 보다 한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효성분을 검출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는 Quality-marker (이하 

Q-marker)에 대한 개념은 한약의 유효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Q-marker는 한약의 체계적인 질 관리

에 필요한 새로운 지표성분의 발굴을 위해 천진대학약학원의 

Changxio Liu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다. 그는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상에서 특이적으로 검출 가능하며 약물의 생물학적 활성도 혹은 성

질에 유의하게 관여하는 성분을 Q-marker라 정의하였다. 

Q-marker의 기준 중에는 알려진 한약 적응증에 대한 유효성분을 

발굴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참조할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중국약과대학의 Zunjian Zhang, Fengguo Xu 교수와 그 연구진

들은 네트워크 약리학을 활용하여 대승기탕의 장폐색에 대한 유효

성분을 예측한 뒤, 유효성분들의 조합과 대승기탕 추출물이 생물학

적 활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8) 이와같이, Q-marker의 

개념을 참조하여 한약의 약리효능을 대표하는 한약성분을 파악한다

면, 한약의 효능을 대표하는 물질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약물중심 접근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Q-marker에 대한 개

괄적인 고찰과 가이드라인은 최근 출판된 논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29,30) 

    두번째로, 기존의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에 사용되는 성분-표적 

예측 방식은 단순히 성분과 표적 사이의 상호작용만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분-표적 예측 방법은 한약성분의 표적에 대한 정

확한 작용기전을 알기 어려워, 한의학 이론 규명에 한정적인 역할

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Lee 등31)은 자연어 처리 모델 중 하나

인 mol2vec과 유전체 변이 전사체 데이터를 조합하여, 한약성분에 

대해 활성-억제 표적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단순히 훈련 데이터 세트 안에서의 성능 뿐만 아니라, 

COVID-19에 사용되는 약물-표적쌍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 데이터

세트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어, 개발된 모델이 범용적인 성능

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분-표적 예측 모델의 발

전은 한약 성분에 대한 작용기전을 예측함으로써, 한의학 이론 연

구에 사용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약물중심 접근법을 통한 한의학 이론 추론 과정에서의 제약과 

발전방향 

    약물중심 접근법은 한약의 기전을 기반으로 한의학 이론을 연

구하는 방법으로,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제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의학 이론의 변천과 주요 개

념의 의미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의학 병증 중 하나인 鬱證은 ≪황제내

경≫과 같은 초기에는 독립된 병증이 아니라 빽빽하게 막히거나 답

답한 자연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후, ≪단계

심법≫에서 ＜육울(六鬱)＞이라는 목차가 나오면서 鬱證 자체에 대

한 병리적인 논의가 확장되었으며, ≪경악전서≫에 이르러서는 정서

적인 요인이 鬱證의 원인으로 추가되었다.32) 만약 이런 鬱證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鬱證에 사용되는 한약의 기전을 

분석하여 鬱證에 대한 생물학적 상관물을 탐구한다면, 이는 현대의 

鬱證의 개념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약물중심 접근법을 통해 얻어진 한의학 이론에 대해 생

물학적 상관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생리적, 병리적, 진단

의 관점에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脾氣虛證

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과 한약 치료전략 탐구 연구24)에서는, 脾氣

虛證에 사용된 약물의 기전을 통해 파악한 생물학적 상관물이 脾

氣虛證 증상과 관련된 단백질과 脾氣虛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

인 만성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전사체 데이터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의 기전을 바

탕으로 추론된 생물학적 상관물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약물중심 접근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약리학을 이용한 한약 연구방법을 소

개하고, 네트워크 약리학에 기반한 약물중심 접근법이 한의학 이론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약물중심 접근법으로 한의학 이론연구

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할지 검토해 

보았다. 네트워크 약리학은 한약-성분-표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구

축된 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시스템수준에서 한약의 기전을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최근 이를 활용하여 한의학의 기미

론, 변증, 사상체질과 같은 한의학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한약의 한열 성질과 비기허 등 변증, 사상체질과 관련된 생물

학적인 상관물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약물중

심 접근법에 입각한 한의학 이론 연구는 기존의 한의학 이론의 현

대화 연구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네트워크 약리학 기법 그 자체에 대한 보완과 최근 발전하고 있

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들과의 접목도 필요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의학 이론에 대한 수준높은 과학적 근

거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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