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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한말 일제에 의한 서양의학 도입과 경술국치 후 한의사가 제
도권에서 급속하게 사라진 이후, 한의계의 오랜 학문적 숙원이었던 
과학화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과제이다. 지금은 비록 
외세에 의한 압박은 아니지만 세계 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 추세1)가 
강화되고, 고령화와 함께 의료직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서양의학 
의 의료산업 내에서의 권력구조는 이전보다도 크게 강화되었다. 이
런 현실에서 제도권 편입 여부가 존망의 관건이 된 만큼,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적 근거입증을 위한 데이터와 논리 및 이를 생산하는 
과학화는 화급을 다툰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1930년대부터 제창되기 시작한 과학화가2) 해방 후 
대학 설립, 1965년 경희대 의대 한의학과 설치, 1990년대 이후 정
부의 연구지원에 이어지면서 최소한 90년이 되어 가는데도 지금까
지 한의학의 과학화는 무언가 지지부진하다. 그간 정부지원연구를 

통하여 진단기기나 처방, 그리고 침치료기전에 대한 약리, 신경, 생
화학적 연구결과 등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되거나 산업화되고 있으
며, 또한 임상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한의임상진료지침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학의 R&D 지원의 
첫째 목표가 과학화인 것을 보면3) 공공지식권력으로부터 과학으로 
인정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화 연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원인이 무
엇일까? 1923년 ｢동서의학연구회 취지서｣ 3조에는 “東西醫學을 研
究하야 東西醫術을 併用함과 共히 西醫의 機械를 使用하야 治療上 
便宜를 圖할 事”로4) 규정하고 있음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재 한
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5) ‘현대한의학’, ‘한
의과학’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 근 백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과학의 정신과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 本이라면 術과 機械를 사용
하는 것은 末이다. 어쩌면 이처럼 ‘과학’에 대한 개념이나 목표가 
전도되거나, 아니면 ‘과학화’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이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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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이 복합됐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나 지
금이나 과학화가 한의학이라는 오랜 전통이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
서 조화, 적응하는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화를 현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자 동시에 한의학이란 생명체를 든든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근본
적 과제로 파악하여 과학의 개념과 과학화의 방법을 탐구하였다. 
먼저 과학의 정의와 본성에 대해 과학철학적 이론들과 미국에서의 
과학교육 방법론을 참조하여 과학화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도출하
고, 그 주요 내용인 추론형식의 정식화와 함께 사회정치적 실현까
지 감안하여 포괄적인 과학화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론

1. 과학의 개념과 과학화의 정의
 1) 과학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
    ‘科學化’란 과학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므로 먼저 ‘과학’에 대
한 개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서양에서 고대에는 철학이 자연을 대
상으로 지식을 추구하였으므로 지금의 자연과학과 미분화상태였으
나, 철학이 근대 초기 신학에서 독립하여 대학에 학부가 설치되는 
한편 과학도 독자적으로 발달하면서 과학과 철학의 대립개념이 형
성되었다고 본다. 즉 과학은 경험적 탐구에서 얻어진 객관・구체적
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고, 철학은 추상적 사변에 근거하고 가치판
단이 들어있는 것이다.6) 이렇게 보면 과학은 크게 사변을 배제하는 
관찰과 실험에 의한 지식획득방법이 핵심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학의 논리와 방법은 근대 이후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전개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는 이들 학문으로
부터 형성된 지식과도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관찰과 측정기술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과학지식 자체가 변화하고 
20세기 초반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과학지식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관점도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과학화’를 말할 때 
과학지식 자체일 수는 없고, 과학을 과학으로 만드는 본질을 획득
하는 것7)이어야 하고, 과학적 지식의 조건과 생성방법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생성방법에 대한 본격적 주장은 1930년
대에 베이컨 이래의 경험주의와 19세기 중엽 이후 콩트의 실증주
의 및 20세기의 현대논리학을 결합하여 제시되었는데, 신화나 예
술, 점성술과 같은 비과학뿐만 아니라 윤리학, 미학과 같은 철학, 
특히 형이상학을 과학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 이것이 관
찰에 의한 가설과 실험을 통한 귀납적 일반화라는 논리적 형식과 
진리값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라야 비로소 의미 있는 
지식이자 과학이 된다는 논리실증주의의 견해이다.8) 다른 말로 하
면 ‘진리탐구의 학’으로서의 과학이론의 체계는 ‘원자명제들의 논리
적 構文(logical syntax)’으로 이루어지며 귀납적 방법으로 정식화
되고 검증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러셀의 기호논리학
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근거로 ‘세상은 논리와 상응하는 구
조이며, 구조는 과학(경험,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참인 명제가 지속적으로 축적
되면 결국 보편명제로서의 과학법칙이 된다. 그렇지만 유한한 관찰

언명에 의해 결정적으로 검증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귀납적 검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9)

    따라서 포퍼는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귀납적 일반화에 
의한 진리증명’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인식의 본질’에 대
한 사유로 관점을 바꾸었다. 즉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어낸 이론이 ‘참’으로 검증된 경험적 진술을 아무리 많이 축적하
였다 해도 현상을 모두 기술하는 것일 수는 없으며 단지 잠정적인 
가설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과학은 확증된 언명의 체계가 
아니다.”10) 대신에 과학적 사유의 속성인 추측과 논박(conjectures 
and refutations)에 의해 반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용하며 누적
적으로 반박에 견뎌내는 것이 그럴듯한 진리(verisimilitude)에 다
가가는 길이고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였다.11) 그는 이러한 반증
(falsification)의 방법론으로 과학과 종교, 형이상학, 사이비과학1)

을 구획하였지만 실제로는 반증가능성이 높은 것과 좋은 과학이론 
사이에는 상관성이 크지 않고, 반박된다고 해도 관찰의 ‘이론 적재
성’이나 감각 의존성 등의 이유로 바로 폐기되는 경우도 별로 없으
며, ‘전체주의’라는 열린사회의 적을 배척하면서도 과학의 사회성에 
대해서는 무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참인 결정적 
검증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과학의 본성을 중
시한 것은 포퍼의 의미 있는 업적이다.
    한편 이들 두 과학철학이론은 과학지식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성과 진리를 향한 진보를 믿었기 때문에12), 플랫트가 Science13)

에서 ‘한 달마다 분자생물학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는 와인버
그의 말14)을 인용하여, ‘단순하고 오래되었지만 강력한 귀납적 추
론’(strong inference)을 통한 가설-실험-검증 혹은 반박과정에 과
학의 급격한 진보여부가 달려 있다는 과학자사회의 보편논리로 계
승된다. 이러한 과학적 진리관은 경쟁지인 Nature의 편집자나 다
른 유수 국제학술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15-17) 현재 국내의 연구지
원 평가방식도 그 연장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현대연구도 이런 환경
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논리적 인식방법으
로 합당하게 수용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객관・절대적 과학관은 1962년 쿤이 <과학혁
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정상과학’, ‘과학의 위기’, ‘세
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 그리고 1969년 개정판에서 크게 강조한 
‘과학자사회’ 및 그들의 집단적 공약(group commitment)으로서의 
학습기반(disciplinary matrix)인 기호적 일반화, 메타패러다임
(metaphysical parts of paradigm), 가치관, 범례들(exemplars), 
불가공약성(incommesurability) 등의 개념들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었다.18) 또한 쿤은 포퍼가 자신을 상대주의적 과학관이라 비판한
데 대해 변론하면서 과학자사회, 과학교육, 과학활동과 같은 과학
의 사회적 특성들의 여러 목록들을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쿤은 아인슈타인의 문제풀이 
도구인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튼의 것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에 더 가깝다고 하면서 ‘과학지식은 진리를 향한 직선적이고 누적
적인 진보’라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며,16) 과학의 합리성

 1) 그가 제시한 사이비과학으로는 점성술,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성심리학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병훈, 과학과 비과
학의 구획문제(1), 사회과학연구소보 1: 23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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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ity)이 성립하려면 공통의 언어와 일련의 가정들인 공유구
조(common framework)가 전제되어야 한다19)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근본적으로 과학의 일반적인 방법인 관찰, 실험, 가설입
증규칙 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과학지식의 절대적-상대적 관점을 대표하는 포퍼와 쿤의 
관점을 절충하려는 라카토슈(Imre Lakatos)의 ‘과학연구 프로그램 
방법론’ 모델이 등장하였는데, “hard core”, “protective belt”, 
“negative/positive heuristics”등은 정상과학의 속성이고, 보호대
를 벗어나는 부정적인 발견법을 인식하여 반증을 시도하는 것은 포
퍼적인 해석이다.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는 더 나아가 과
학의 발전이 과학자가 명백한 방법론적 규칙들을 위반할 때 일어났
다는데 착안하여 과학 활동에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어
떻게 해도 좋다(anything goes)”는 과학방법론 회의주의로까지 나
아갔다.20) 그러나 이후 다시 퍼트남(Hilary Putnam)과 그 제자인 
보이드(Ricahrd Boyd) 등의 과학적 실재론이 등장하고 다시 다양
한 반실재론이 등장하며 과학론을 전개하였으며, 다시 파인(Arthur 
Fine)은 1984년에 ‘자연적인 존재론적 태도’(natural ontological 
attitude)라는 공유지점(core position)만을 기준으로 하여 논쟁을 
지양하는 포스트모던적 과학관21)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과학에 대한 많은 관점들을 나열한 이유는, 첫째 과
학은 대체로 참값임을 입증하는 일정한 논리형식이 있고 입증/반증 
가능한 방법론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그렇지만 결정적 
검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기준일 
수도 없다는 점, 셋째 과학개념과 구획작업에는 배제의 의도가 내
재되어 있고 사회구성체 및 사회적 문제의 풀이와 결부되어 ‘과학’
의 개념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 넷째 과학은 지식체계 외에도 
문화, 교육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과학교육의 실행 측면에서 맥코마스 등
(1998)22)이 역사교육(history of science, HOS)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와 지식의 생성, 전개과정과 과학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한 것처럼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단계별로 매
우 사려 깊은 방법과 계획이 필요하다. 

Table 1. Form and procedure of logic for 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sserted by logical positivism and Popper

Logical Positivism Popper
Observation - Experiment - 

Inductive
generalization-Hypothesis-Confirmat
ion(Verification trial)-Proof/Disproof

–Knowledge

Problem-Proposed solution(New 
theory) -Deduction of testable 
proposition- Test/ Refutation 

/Falsification-Selection

 2) 미국 학교교육에서의 과학의 본성과 과학사회학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문제를 교육학에서는 과학의 본성
(nature of science, NOS)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NOS의 내용은 
무엇인가? 조은진은 최근까지의 미국의 과학교육연구, 특히 과학철
학과 과학지식사회학에 기반을 둔 과학의 본성의 보편성과 다원성
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그 기본적인 흐름은 21세기 이후 과학의 학
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전통으로부터 인간의 삶에서 과학이 어떤 역
할을 하는 것인지의 이해, 즉 과학 소양에서 과학적 소양으로, 지
식생성과 검증체계로서의 과학에서 자연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실행’으로의 전환23)이라 한다. 여기서의 과학적 소양은 과
학적 지식과 NOS 모두를 포함하며, 역으로 NOS 이해는 과학적 
소양을 얻는 선결 조건(pre-requite)이기도 하다.24) 

Fig. 1. FRA wheel: science as a cognitive-epistemic and social-Institutional 
system(Erduran & Dagher, 2014:28)

Table 2. Contents in systems & categories of RFN(EJ Cho, 2018 requote)
과학: 시스템과 범주 내용

인
지
l

인
식
적

시
스
템

1. 과정 질문 제기, 자료 수집과 분석, 실험 설계, 가설 설정, 이
론과 모델 생성, 다른 이론 및 모델과의 비교 등

2. 목표와 가치
목표와 가치: 예측성, 설명력, 일관성, 단순성, 생산성
목적: 생존력, 시험가능성, 경험적 적합성, 이론 선택의 
공유된 기준

3. 방법과 방법론
적 규준

신뢰성 있는 지식 획득을 위한 체계적 접근법과 방법론
적 규준
 - 접근법: 귀납, 연역, 귀추적 추론 등의 전략
 - 규준: 이론 선택의 기준, 실험 설계의 기준

4. 지식 법칙, 이론, 모델, 관찰 보고서, 실험 자료 등의 과학적 
활동의 결과물

사
회
l

제
도
적

시
스
템

5. 전문적 활동 과학자의 소통과 관련된 활동: 학회참석, 저술, 재정지원
을 얻기 위한 연구 제안서 작성

6. 과학적 윤리
과학자들이 준수하는 일련의 규범: 예를 들면Merton의 
보편주의, 회의주의, 이해중립성, 공유주의 등과 Resnik
의 윤리적 규준인 정직, 연구 대상자 존중, 환경 존중 등

7. 사회적 확증 및 
과학지식 전파

동료 검토에 포함되는 시험, 증거 관계 및 방법론 검토 
등, 연구의 질과 관련된 인식적 제어 기제를 상회하는 
사회적 제어 기제

8. 사회적 가치 경제적 발전, 인간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 환경 존중, 사회적 효용 측면의 가치

9. 사회적 조직
과 상호작용

고용인 또는 고용주로서 과학자의 지위, 즉 기관의 구
조, 역학, 정책 등이 조직 내 과학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에 미치는 영향

10. 정치 권력 구
조

과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자연에 대한 설명과 지식생
성이란 과학의 이상적 목표를 넘어서 과학이 정치적 목
적을 포함하는 방식

11. 재정 체계

과학자들의 행동과 과학에서의 자원 분배를 지배하는 
경제력. “과학은 경제적 순환 내 지식 체계”(Salomon), 
“제품생산조절기제와 유사하게 정치경제논리가 지배하
는 과학자 공동체”(Polanyi), 과학의 상품화 및 상업화

    학자에 따라 NOS에는 합의 NOS 관점, 비판적 NOS, 비판적 
사고력-NOS, NOS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family resemblance 
approach, FRA)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에르두
란과 다거의 ‘NOS에 대한 재개념화된 가족유사성 접근
(Reconceptualized family resemblance approach to NOS, 
RFN)’ 이론을 중심으로 ‘과학’에 포함되는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논술이 필요하나 논지를 전
개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이 도표와 그림에서 보면 과학은 방법론뿐만 아니라 과학자사
회 및 사회정치경제적 관계로 구성되는 복합적 내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육 또한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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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미국 과학교육의 흐름이다. 혹자는 심지어 학교과학에서 학생
들의 NOS 이해가 과학지식 습득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져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5)

    우선 Fig. 1은 과학의 내용과 방법, 학문적 가치와 사회적 실
행, 정치적 환경 등이 동심원 내부로부터 밖을 향하여 차례대로 세 
단계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는 인지-인식이라는 과학의 
주체적 측면과 사회-제도라는 과학의 주변여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이들 모두가 최선의 ‘과학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혹은 방법적으
로 성취돼야 하는 필수조건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내적으로는 문제현상을 상투적 관찰
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로 분석하는 것, 외적으로는 과학을 구성
하는 현실적인 기반은 과학자사회이고, 과학자는 특정한 의식을 공
유(episteme)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며, 거기서 경험되는 자연 현상
에 대해 개인적 의문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과 실
험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설사 오직 혼자서 독립적으로 과학적 해법을 발견했다 해도 이
를 승인하고 수용하는 대중과 사회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과
학이 설령 유일무이의 진리라 해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생성, 승
인, 유통, 실천되는 사회적 맥락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과학의 사회
적 맥락에 대해 오진곤26)은 구체적으로 19세기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의 과학의 제도화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
데, 과학을 대하는 실용주의와 교양주의적 이데올로기 변화, 20세
기 초반 파시즘에 의해 왜곡되는 과학과 돈에 집중되어 왜곡되는 
과학정신, 친족과 유대관계에 집중되는 노벨과학상의 사회학적 현
상 등 여러 요소들이 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한의학 과학화의 필수 항목
    위에서 ‘과학’은 과학지식과 이를 구성하는 방법인 과학의 본
성으로 구성되며, 현대과학교육의 국제적인 추세는 과학의 본성에 
주목한다 하였고, 본성의 내용에는 인지-인식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시스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학화’
란 ‘과학적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논리적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의
미 있는 지식을 확립하고 이의 사회적 전파와 공인과정을 지나 사
회, 경제, 정치적 영향력과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체적인 목록은 한의학계 내부의 토론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한의학의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편의상 지식생산과 사회
적 실행의 측면에서 기술한다. 
  (1) 논리체계 확립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생산 : 유추의 정식화
    ‘과학화’를 위한 첫째 과제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다. 한의학의 理法方藥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추론법은 類推(analogical inference, 類比推理)이다. 
과학 연구는 우선 귀추를 통하여 연구가설 혹은 임상적 가설(p→q)
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실험 혹은 진단과 치료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에 근거하여 조건명제의 참 여부를 연역(deduction)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확증 사례들을 종합하여 歸納(induction)함으로써 가
설을 과학적 지식으로 확립한다. 이때 귀추과정에서 천인상응론, 
음양오행론, 기미약성론 등의 전통 한의학이론을 유추방법으로 광
범하게 운용하게 되는데, 다만 이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조직, 기관과 약물, 침법, 병인 등과의 억제 혹은 촉

진 등의 관계를 명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진단에 사용되는 논리로는 <示從容論>에 보이는 “比類”, 즉 
“別異比類”가 있는데, 同異點을 통한 比較法으로 여기에는 다시 
“揆度”, “奇恒” 등의 방법이 있다. 이들은 <素問 玉版論要, 病能
論, 疏五過論, 示從容論> 등에 보이는 논리적 판단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법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맥과 색과 四時 
등의 기준을 가지고 병리를 분석, 추측(揆度)하거나27) 동일 범주 내
에서 정상 대조군(恒)과의 차이(奇)를 비교하는 방법28)이다. 쿤의 
설명도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상을 유사성 관계로 나누는 분류 
체계(classification system)이다.29) 다만 이 방법은 오성의 선천적 
판단능력이며 과학적으로 ‘참’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후, 인
과관계를 갖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 한의학 기초과정에서 병리 해석에는 인과론적 해석이 많은 
반면, 생리적 해석에는 목적론적 해석이 많이 존재한다. <傷寒論>
의 辨證論治는 由果析因을 통하여 審因論治에 이르는 인과론적 해
석방법이다. 목적론적 해석은 예컨대 <內經> 기반의 한의학, <周
易>, <尙書>, <老子> 등의 고전문헌에서 보이는 용어와 개념들에
서 볼 수 있는데 과학적 추론규칙 안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
선 ‘道’, ‘眞人’, ‘聖人’, ‘天度’, ‘自然’ 등은 無邪, 無慾, 調和, 生
命의 모델이며 서양철학의 개념으로는 이데아에 해당한다. 그러므
로 이들 문장(명제) 중에는 ‘故’나 ‘當’字가 포함되어 관념적이고 당
위적인 규범이 된다. 
    서양철학에서도 중세신학이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전 철학에서 목적론이 등장하지만,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후의 근
대과학에서부터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제되었다. 목적론이 사용
되는 이유는 ‘본원적이고 완전한 理想 상태나 그러한 존재자’의 본
성이 사물의 존재보다 선행하고 개별 사물들은 마땅히 그러한 상태
나 본성에 도달, 회복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
은 당연히 ‘참’으로 전제하고 현상을 해석할 때 연역추리로 이어진
다. 그렇지만 ‘참’임을 보증(authentication)할 수 없고 비교 대상
과 내용을 구체화할 수 없는데다 논리적 비약을 포함하므로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괄호치기(bracketing)’하고 ‘판단중지
(epoche)’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런 명제문장들은 일단 ‘우상’으로 
간주하고 경험적 증거들을 귀납하여 근거 있는 지식으로 재구성해
야 한다. 그렇다고 한의학에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현상에 대한 직관과 통찰로 이끄는 효
과적인 해석방법으로서 귀추과정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유추는 유사한 두 대상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比喩와 관
련이 깊다. 예를 들면 <靈樞 經水>2)에서 十二經脈을 十二經水에 
비유하여 물흐름의 深淺과 多少가 있다는 유사성으로부터 경맥의 
기혈도 深淺과 淸濁이 각기 다를 것으로 유추하여 침구치료에 응
용한다. 그리고 각 경맥별 五輸穴의 작용에 관한 추론은 수원지부
터 강물까지의 유수과정인 出溜注行入에 비유, 유추하여 파악한
다.3) 반면에 단순히 분명한 개념제시를 위해 사용되는 比喩는 <素

 2) 黃帝問于歧伯曰 經脉十二者, 外合于十二經水, 而內屬于五藏六府. 夫十二
經水者, 其有大小 深淺 廣狹遠近各不同, 五藏六府之高下 小大, 受穀之多少
亦不等, 相應柰何?  夫經水者, 受水而行之, 五藏者, 合神氣魂魄而藏之, 
六府者,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 經脈者, 受血而營之, 合而以治, 柰何?  
刺之深淺, 灸之壯數, 可得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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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生氣通天論>에 “陽氣者 若天與日”이라거나 <素問 皮部論>에서 
三陰三陽을 문에 비유하는4) 것처럼 直喩나 隱喩 등의 수사적 설명
일 뿐 직접 의학적 추론을 시행하지는 않는 데서 유추와 구별된다. 
그렇지만 이 비유와 유추가 최근까지도 학습과정에서 문제30)되기도 
한다. 예컨대 <本草求眞>에서 ‘葱葉의 생품은 辛散하고…外實中空
하여 發汗解肌하고 上下의 陽을 통하게 한다’거나 (<本草問答>에서 
‘蔥莖이 鼻孔을 닮아 蔥이 鼻塞을 치료한다’는 설명은 어떤 사물이 
가진 특성이 다른 사물에서 이미 그 의의가 알려졌을 때 특성의 유
사한 정도에 근거한 추론도 유추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래 類推의 철학적 개념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두 사물 중에
서 하나가 또 다른 특성 하나를 가진 것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하나
도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동양에서는 이를 “推
類”라고 한다.5)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기초적 추론형식으
로, 정보의 유의수준은 ‘類’ 즉 사물간의 본질적 유사성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의학에서도 이처럼 ‘類’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론
을 내리는 유추논리(類族辨物)를 광범하게 운용한다.31,32) 그러나 논
리학적으로 유추는 보편에서 특수로 나아가는 연역도 아니고, 특수
에서 보편에 이르는 귀납도 아니며, 특수끼리의 단순한 추론에 지
나지 않기 때문에 필연성이 아닌 개연적 지식에 그친다.33) 
    이 때문에 칸트는 종합적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실체의 지속
성, 인과성, 상호성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현대철학에
서는 사례의 수와 유사성의 강도에 따라 우연적 유추와 필연적 유
추로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유추는 어디까지나 유사성
일 뿐 동일성을 보증하지 못하며 엄밀한 과학적 지식을 확립하는 
근거로서는 사용되기 어려우므로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유추는 귀추가설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결론 
도출에는 엄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분야의 교육, 기초연구, 임상연구 및 
임상현장에서 전통적 이론과 방법으로 지식을 생성하고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類推論理를 사용해야 한다. 서양의학이나 과학이론에서 
밝혀진 이론과 사실을 적용하는 것은 연역의 과정이자 정상과학의 
일상이므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의학이
론에 대해 귀추가설에서 입증에 이르는 논리적 절차에 맞추어 과학
적 지식을 형성(Popper’s corroboration→verisimilitude)하면 이
후부터는 자연히 연역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
임상에서 매 주제/환자별 케이스마다 관찰/진찰-가설/변증-실험/
치료-수정/확증/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한의학이 오랜 임상실천의 역사를 거치면서 늘 해온 일이기도 하
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음양오행적 歸類와 당연하게 전제되던 
개념들이어서 실체론적 패러다임과의 소통이 불가능한데 대해 가설
-연역적 검증을 거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의학 과학화의 출발이
자 핵심이다. 
  (2) 사회적 실행
    과학의 본성에서 다룬 것처럼 과학은 논리만 갖춘다고 저절로 

 3) 靈樞 九鍼十二原 經脈十二, 絡脈十五, 凡二十七氣以上下, 所出爲井, 所溜
爲滎,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二十七氣所行, 皆在五腧也. 

 4) 陽明之陽 名曰害蜚…少陽之陽 名曰樞持…太陽之陽 名曰關樞
 5) <墨子 墨經下> “推類之難 說在類之大小” baike.baidu.com/item/推类, 

彭漪漣．邏輯學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 2004年12月

확립되지 않는다. 침치료와 처방의 효능을 검증하라 요구해서) 
1990년대 이후 지금껏 많은 실험 연구를 했지만3 한의사 아닌 어
느 누구도 아직 한의학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질
적 패러다임의 문제도 있고 아직 과학의 개념이 한의학계 내부적으
로 통일되지 못했다든가 사회화하는 과정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학개념 및 과학자사회에 내재한 ‘배제기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화 과정에는
   ① 패러다임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과학활동 
   ② 권위를 거부하고 특수성을 극복하는 회의주의와 보편주의 등
의 과학적 윤리 확립 
   ③ 한의학적 건강, 증후, 질병개념 및 사회적 가치의 확증과 전파
   ④ 타 과학자사회 그룹과의 상호작용
   ⑤ 보건의료 관련 정치, 사회, 제도적 영향력 확장 
   ⑥ 산업화를 통한 피드백 및 경제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사회적 실행들을 실천하기 위한 절차와 순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서구과학의 역사적 성장과정과 국가사회와의 교섭 및 
상호과정에서 다양한 과학철학적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
이 아니다.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편입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타 과학자사회 그룹과 바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와 설명력을 가
지고 사회에 유익한 기여를 통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논리와 과학적 지식 확립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방법으로서도 ①과 ②가 가장 중요하다. 한
의학계 내부에 불가공약성이 존재한다는 여인석의 지적34)은 뼈아픈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학술적 견해
에 더하여 위에서 다룬 비유, 유추, 귀추, 연역, 귀납 등의 논리적 
의미를 모든 한의사가 공유하고, 유의미한 지식을 형성하는 실험・
임상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의미를 전용데이터베이스에 수집, 
종합, 분석하며, 이를 다시 배포, 토론/공유하는 과학 활동의 장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험과 임상에 참여하는 외부 연
구자 그룹에도 참여하면서 한의학의 개념과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용어와 의미를 표
준화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미 사전과 기
초저작물들이 있어 전향적인 의지만 있다면 큰 난관은 아닐 것이다.
    한편 이충열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하나의 전통이나 패러다임
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연구35)에 기반하여, 한의학을 단일한 내적 
통일성을 가진 의학체계로 만들려는 작업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한의학의 
현대화에 있어 한의임상 현장에 근거한 유동적인 정체성 개념의 확
립을 강조한다.36) 또한 네이썬 씨빈의 문화상대론적 입장의 과학관
과 니담의 보편과학관점을 대조하여 선택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매우 섬세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한의학이 서
양의학과 서로 다른 관점, 개념, 이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세계 안에서 과정과 실재, 겉면과 이면, 變과 불변의 관계를 
이해하고, 두 의학이 각자의 관찰범주와 방법을 바꾸어보는 공백보
완과정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眞相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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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두 의학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
체성 역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합,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    찰

    20세기 들어 현대과학의 방법론과 지식의 사회적 영향력이 비
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카르납과 포퍼 등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적 
지식 및 과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구획의 문제를 제
기하였다. 그러나 라우든(Larry Laudan)에 의하면 “어떠한 구획 
기준도 어떤 활동을 과학적인 것으로 정의할 필요충분조건 집합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론적 차원에서 구획 문제는 죽었다”37) 하고, 
“과학의 방법이 반드시 가능한 최선의 탐구방법은 아니며…과학이
론들이 완전히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38) 이와는 반대로 피글리우치
(M Pigliucci)는 과학을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에 근거하
여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의 예리한 경계는 정할 수 없지만 유사한 
특성인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도 하였다.39)

    이러한 구획의 모호성은 심지어 과학자의 내면에서도 나타난
다. 박찬웅은 베르나르가 관찰, 측정에 의한 실험의학을 정초한 전
형적 과학자이면서도 이러한 방법론과 의학의 대상으로서의 생명체
의 특성을 혼동하지 않은 과학적 생기론자로 규정한다.40)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과학의 개념이나 분류가 단일할 수 없게 된다. 예
컨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혹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이 그것인
데, 실험적 검증이 약하거나 설명력이 낮으면 과학적 가치가 열등
한 것으로 규정되고 때로는 이를 빌미로 삼아 비과학이나 미신이라 
공격한다.
    그렇지만 클레랜드는 과잉결정의 비대칭성(asymmery of 
overdetermination)을 기준으로 역사과학과 실험과학으로 나누고, 
이들은 연구대상과 수집증거의 특성에 따른 방법론(methodology)
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지 가설의 수준이 실험과학보다 떨어지는 것
은 아니라고41) 설명한다. 또 논리적 엄격성, 즉 강한 추론 여부와 
非情誼性(impersonality)에 따라 硬性과 중간 경성, 軟性科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42), 마시모6)43)는 이를 종합하여 구획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추론은 모든 연구에서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만 성립되진 않는
다.” “역사과학인 고생물학과 천문학은 결정적 증거를 사용하여 과
거에 대한 가설검증이 용이한 반면 미래예측에는 무용하고, 비역사
과학인 물리학이나 화학은 환경을 통제하여 변수를 다루기 쉬우며 
강한 추론이 가능하여 미래예측에 유용한데 이는 연구영역의 차이 
때문이다.” “경성과학은 현상과 관련된 주변조건을 통제하여 실험
을 정확하게 재현, 반증할 수 있는 물리학, 화학, 분자생물학 등을 
말하고, 연성과학은 조건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생태학, 진화생
물학, 심리학 등이다. 의학도 역시 실험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연성과학에 속한다. 
    클레랜드는 연성과학들의 설명능력이 낮은 이유로 복잡한 인과
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연구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며 단지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

6) 마시모는 Massimo Pigliucci로서 위에서 언급한 피글리우치와 동일인이며 
번역서 인용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다. 

를 다루고 각기 고유한 방법과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42) 한 
Nature 사설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인다.44) 
    한의학은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개방계의 집단적 사회 안
에서, 실체적 조직이나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질병이 아닌 肥瘦와 勇
怯의 차이와 志意(<靈樞・逆順肥瘦, 論勇, 本藏>)에 따라 삶을 다르
게 살아가는 心身統合的 인간을 대상으로 관찰한다. 이것은 서로 모
순적 관계로서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데카르트적 두 실체인 몸과 
마음을 하나의 기능질서계 안에 포섭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논
리실증주의나 포퍼적 시각으로 보면 한의학은 이미 처음부터 배제하
고자 했던 철학과 심리학 같은 유사과학의 논리체계에 속한다.
    그렇지만 만약 거시적으로 진화론적 시각에서 세계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본다면 실제로는 심신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
하고 다양한 상호관계, 예컨대 발달가소성, 후성적 기전, 환경성 병
원체에 대한 적응면역, 사회적 행동과 정서, 문화적 진화와 질병 
등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45) 이처럼 관찰범위를 넓히면 세
계가 논리와 상응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질환을 일으키
는 변수와 상호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실험적 통제도 어렵기 때문에 
결과와 현재 증거에 의해 의존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마시모의 
말처럼 필연적으로 연성과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한의학 역시 이와 유사하다. 진화론이나 진화의학과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요소인 자연과 
사회적 환경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물리, 생물, 화학, 정서적 조건
과 원인들을 병인과 병증해석에 반영하는 사유방식7)이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의학 과학화의 중요한 과제는 ‘실체론적 과학’
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적 용어와 개념을 사
용하여 관찰, 가설, 시험의 논리형식을 따라 한의지식의 상호・중층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 측정데이터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
이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의 확증력을 바탕으로 서양의과학계의 의
도적 배제압력에 대항하며 한의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모두
가 仁壽之域에 오르는8) 것이 곧 한의학 과학화의 이상이다.

결    론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과학의 정의와 
개념 및 추론형식의 정식화와 함께 사회정치적 실현을 포함한 과학
화방법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과학’에는 참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정한 논리형식이 있고 입
증 혹은 반증 가능한 방법론적 규칙이 있어서 이에 근거하여 과학
적 지식을 산출한다. 다만 결정적 검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증이나 증거보강 혹은 반증을 통하여 참값에 점차 다가간
다. 그렇지만 실제의 ‘과학 활동’은 사회의 문제현상에서 출발하므
로 상투적 관찰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로 논리적 방법과 절차 및 

 7) 한의학은 환경과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 및 심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관・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손상의 상태와 
원인, 경과, 예후를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 및 그 적용기
술에 관한 학문이다. (지규용, 한의학의 정의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33(5):261-266.

 8) 龔廷賢, 古今醫鑑, 序 “龔生以是道 舉而措之天下, 咸躋於仁壽之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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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칙과 이론 등의 유의성 있는 지식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과학자사회 및 사회적 학습기반
(disciplinary matrix)과 세계관 등이 결부된 패러다임과 사회, 정
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내용물이다.
    그렇지만 과학은 연구대상과 방법, 수집증거의 특성에 따라 역
사과학과 실험과학, 경성과학과 연성과학으로 나뉘며 각기 추론의 
강도와 설명력이 다르며 고유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여
러 이유들로 인해 과학은 획일적 개념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한의
학도 개체 차이에 따른 재현성 차이나 추론의 강도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비과학이 될 논거는 없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우선 지식생성시스템인 전통적 
유추논리에 의한 辨證診治理論들이 유의성 있는 근거와 설명력을 
갖도록 과학적 논리와 지식을 확립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 지식이 
전용데이터베이스에 수집, 종합되고 이를 분석, 배포, 공유하면서 
다시 보강되는 순환적 한의학활동의 장을 형성하고, 이어서 실험과 
임상에 참여하는 외부 과학자 그룹에도 공개되어 한의학의 지식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차후 이들 과학화
의 단계별 목록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이 마
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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