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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overviewed study trend on ‘Mibyung’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1997 to 2019.

Methods : We collected research articles on ‘Mibyung’ from 7 Korean research databases using the keyword 
‘미병’ and ‘아건강’. Then we analyzed them by publish year, journal, and research subjects. Research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diagnosis’, ‘relationship with other factors’, ‘trend’, ‘concept’, ‘application 
development’, ‘policy research’, ‘prevalence and recognition’, ‘clinical report’ or ‘animal study’.

Results & Conclusions : The largest number of related articles was published in 2017(12 articles, 26.7%).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was the journal with the most published articles(16 
articles, 35.6%).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about diagnosis(11 articles, 24.4%) and analysis on 
relationship with other factors(10 articles, 22.2%). Little were published on policy(4 articles, 8.9%) and 
clinical study(1 article, 2.2%). More research on policy and clinical trials should be implemented for future 
mibyu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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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의 질환구조가 비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변화하

면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이 고조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은 2016년 전체 사망 

중 80.8%의 원인에 해당하며, 총 사망의 57.4%가 암·

순환기계 질환·당뇨·호흡기계 질환 등 4대 만성질환

에 기인한다. 또한, 회피가능 사망(Avoidable Mortality)

인 예방가능 사망과 치료가능 사망의 구성비가 각각 

26.9, 12.9를 차지하여 효과적인 예방 관리의 부재를 

보이는 상황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16

년 기준 44.7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2.4%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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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8조원이 늘어나

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더욱이 만성질환

은 환자 개인의 단순 진료비 이외에도 간병비, 작업손

실비용,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지출을 야기2)하므로 개인과 국가의 부담 완화

를 위한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개념인 미병(未病)은 질병과 건

강 사이의 아건강상태를 의미하는데, 질환으로 진단받

지는 않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상태를 뜻한다.3) 황

제내경에서는 ‘上工治未病, 不治已病’이라고 하여 훌륭

한 의사는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

이 되기 전에 치료한다고 하였는데4), 이렇게 미병의 조

기 관리를 건강유지의 핵심으로 여기는 한의학 미병론

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해 국가 보건에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미병 연구 경향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1997

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병에 대한 연구 동향

을 조사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첫 번째 국내 미병 논문이 발

표된 199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논문 

중 미병을 주제로 한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논문 검색 방법

미병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7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한의학

계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통의학 정보포털 OASIS

(http://oasis.kiom.re.kr)와 한국전통지식포탈(www.

koreantk.com)을 주된 검색 사이트로 활용하였고, 이 

외에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www.riss.kr),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 NDSL(www.ndsl.kr), 한국학술정

보 KISS(http://kiss.kstudy.com), 누리미디어 학술 

데이터베이스 DBpia(www.dbpia.co.kr), 한국의학논

문데이터베이스 KMBASE(kmbase.medric.or.kr)의 검

색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미병’과 ‘아건강’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중복을 제외

하고 총 55편의 논문을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중 

미병 또는 아건강을 주제로 다루지 않는 10편을 제외한 

총 4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3. 논문 분석 방법

검색된 미병 논문은 발표 년도와 학술지별로 분류한 

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을 내용별로 나누

어 연구의 추세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 내용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 미병의 개념

- 미병에 대한 인식 및 유병률 조사

- 미병연구의 경향 

- 미병 진단법

- 미병과 기타 변수와의 관련성

- 미병관련 정책 연구

- 미병 어플리케이션 개발

- 미병 치료 연구 

Ⅲ. 결 과 

1. 발표 년도별 분석

대상 논문들의 발표 년도를 살펴보면 1997년 발표된 

1편(2.3%)을 시작으로 2006년 1편(2.3%), 2008년 1편

(2.3%),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각각 3편(6.7%), 

2013년 1편(2.3%), 2014년 1편(2.3%), 2015년 4편

(8.9%), 2016년 5편(11.2%)이 발표되었다. 2017년에는 

총 12편(26.7%)으로 가장 많은 미병 관련 논문이 발표

되었고 2018년에는 5편(11.2%), 2019년에는 7월까지 

2편(4.5%)의 논문이 발표되었다(Table 1).

2. 학술지별 분석

미병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학술

지는 총 16편(35.6%)이 수록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였

고, 다음으로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6편(13.3%)이 수

록되었다. 비(非)한의학 학술지 중에서는 한국데이터정

보과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5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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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umber of Papers (%)

1997 1 (2.3%)

2006 1 (2.3%)

2008 1 (2.3%)

2009 3 (6.7%)

2010 3 (6.7%)

2011 3 (6.7%)

2012 3 (6.7%)

2013 1 (2.3%)

2014 1 (2.3%)

2015 4 (8.9%)

2016 5 (11.2%)

2017 12 (26.7%)

2018 5 (11.2%)

2019 2 (4.5%)

Total 45 (100%)

Table 1.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per Year

Journal Number of Articles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6 (35.6%)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6 (13.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 (11.1%)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4 (8.9%)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3 (6.7%)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3 (6.7%)

Others 8 (17.8%)

Journal of Korean Medicine 1 (2.2%)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1 (2.2%)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 (2.2%)

Smart Media Journal 1 (2.2%)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1 (2.2%)

Ulsan University 1 (2.2%)

Edison SW Utilization Journal 1 (2.2%)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 (2.2%)

Total 45 (100%)

Table 2. Distribution of Journal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는 4편(8.9%), 대한한의진단학

회지와 사상체질의학회지에는 각 3편(6.7%)씩 게재되

었다. 이외에 대한한의학회지, 대한침구학회지, 동서간

호학연구지 등 8개 저널에 1편씩 발표되었다(Table 2).

3. 논문 내용별 분석

미병에 대한 논문을 확인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병 진단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11편(24.4%)으로 가

장 많았다. 삶의 질이나 생활습관 등 기타 변수와 미병

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10편(22.2%), 미병 연구의 

경향을 보고한 논문과 미병의 개념에 대해 고찰한 논문

은 각 6편(13.3%), 미병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한 논

문은 4편(8.9%), 미병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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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2005 2006~2010 2011~2015 2016~2019

Diagnosis 11 (24.4) 0 4 2 5

Hyungsang Medical 3 0 3 0 0

Questionnaire 5 0 1 3 1

Diagnostic Device 2 0 0 0 2

Others 1 0 0 0 1

Relationship 
with other Factors

10 (22.2) 0 0 0 10

Trend 6 (13.3) 0 2 3 2

Research Trend 5 0 1 2 2

Patent Trend 1 0 0 1 0

Concept 6 (13.3) 1 2 2 1

in Medical Classics 5 1 2 2 0

Practical
Recognition

1 0 0 0 1

Application
Development

3 (6.7) 0 0 0 3

Policy 4 (8.9) 0 1 2 1

in China 3 (6.7) 0 1 2 0

in Korea 1 (2.2) 0 0 0 1

Prevalence 
and Recognition

3 (6.7) 0 0 1 2

Clinical Report 1 (2.2) 0 0 1 0

Animal Study 1 (2.2) 0 0 0 1

Total 45 (100)

Table 3. Number of Articles classified by Topic 

에 대한 논문은 3편(6.7%), 미병 유병률이나 인식에 

대해 설문한 논문이 3편(6.7%), 증례보고와 실험연구

가 각각 1편(2.2%)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4. 주제별 논문 분석(Table 4)

1) 미병의 개념

미병 개념에 대한 연구는 1997년 이선동의 연구5)로 

시작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황제내경 등 의서에 나타

난 미병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미병학의 현대적 의의와 

범주를 제시하여 한의학계의 미병 담론을 형성하였는

데, 여기서 협의적 미병은 ‘인체에 병리신호가 있기 시

작하여 질병 이전의 각종 상해를 형성한 것’으로, 광의

의 미병은 협의에 건강미병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정의하였다. 오심도(2006)의 연구6)와 민진하(2010)7), 

류정아(2011)의 연구8)에서도 한의학 고전을 근거로 의

사학적인 치미병 사상에 대해 검토하고 현시대에서 가

지는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고전적 정의를 기반으로 이재철(2012)9)은 한국형 미

병 정의 확립을 위해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의 미병 개

념과 변증유형을 검토하고 동의보감 내 관련 변증을 연

계하였는데 특히 허증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

다. 김선민(2017)의 연구10)에서는 의서 또는 연구문헌

이 아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에서의 미병 개념을 

조사하여 의료 전문가 외의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각기 

다른 미병 개념 용례를 분석하였다. 

2) 미병에 대한 일반인 인식 및 유병률 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미병 인식 및 유병률 

조사는 2013년에 전국의 1,1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으며11) 2015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1,100명을 대상으로 

재진행되어 2년사이의 일반인들의 미병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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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평가하는 미병 유병률과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응답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12). 미병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3년 80.2%

에서 2015년 67%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미병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1%에 

불과해 미병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보고하였다. 

신재경(2015)의 연구13)에서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

로 아건강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이은영(2015, 2016)의 

연구11)12)와 달리 온라인조사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인체

의 전반적 상태 평가로서의 미병이 아닌 면역계·순환

계·소화계·장·뇌신경·호르몬·호흡기·비뇨기·골

격계·신진대사의 10개 항목의 아건강상태 여부를 각

각 평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3) 미병 연구의 경향 

미병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 고찰로는 총 여섯 편이 

발표되었는데, 국내외 미병에 대한 807건의 유효 특허 

현황에 대해 보고한 진희정(2015)의 논문14)을 제외하고

는 모두 연구 동향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상재(2010)의 

연구15)에서는 한의학 고전에서의 미병 개념과 함께 한

중일 3국의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국가주도

적으로 미병 연구와 사업을 진행한 중국이나 미병시스

템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논문 발표 

당시까지 미병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던 국내

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두 건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재철(2012)의 연구16)에서는 많은 

미병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중국 내 연구 동향을 파악

하여 연구 키워드나 공동 연구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

였고, 진희정(2012)의 연구17)에서는 중국, 일본, 네팔, 

인도, 캐나다 등을 포함한 해외 미병 연구 전체를 대상

으로 기관이나 저자 등의 연구 추이에 대해 조사하여 

미병 연구의 선도집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6년에는 직업적 특성상 미병 위험군에 속하는 간

호사에 초점을 맞추어 미병 증상별로 연구 동향을 알아

보는 논문18)이 발표되었다. 포함된 미병 키워드로는 신

체적 증상인 피로·통증·수면·소화와 정신적 증상인 

우울·분노·불안과 함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이 있었

으며 각각의 연구 빈도 등을 확인하였다. 

여민경(2018)의 연구19)에서는 중국에서 임상시험시 

활용하는 미병 정량지표의 경향을 확인하여 객관적이

고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보고하였는데, 혈액학적 지표

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미병 진단법

미병 진단에 대한 연구는 형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망진법 연구와 미병 진단 설문지 개발 연구, 미병 진단

기기의 개발 연구, 미병 중증도 분류를 위한 생리학적 

지표 연구가 있었다. 2010년 이전까지는 미병의 형상

진단법 연구가 주로 보고되었는데 이정원(2008)연구19)

와 김종원(2009)연구a20), 김종원(2009)연구b21)에서는 

담방광체 등을 활용하여 지산안면형상진단법의 미병진

단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병 진단을 위한 설문지 개발 연구는 총 다섯 편
23)24)25)26)27)이 있었는데, 아건강 평가 설문지를 개발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23)24), 허울 기반 미

병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예비타당성을 검증한 연구25), 

증상의 정도와 기간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구성한 미병 

설문지를 검증한 연구27) 등이 해당한다. 

2017년 이후 최근에는 미병 진단을 위한 다양한 기

기 개발 연구가 발표되었다. 서효창(2017) 연구28)에서

는 미병 상태의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어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 호흡가스를 분석하여 미병 상태를 평

가하는 휴대용 분석장치를 개발하였고, 이경은(2017)은 

심혈관 혈류역학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

고29) 중증도 평가 인덱스3)를 제안하였다. 

  

5) 미병과 기타 변수와의 관련성

다양한 연구에서 미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를 선정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신재경(2016)의 

연구30)와 김지영(2017)의 연구31)에서는 생활습관과 미

병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생활관리가 미병상태의 개선

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재경

(2016)의 온라인 설문 연구30)에서는 간단한 15개 문항 

설문지를 통해 식이, 운동, 수면, 흡연, 정신건강 등을 

평가한 후 10개로 분류한 인체의 각 계통 상태와의 관

계성을 분석하여 소화계·장·뇌신경·호르몬 및 호흡

기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김지영(2017)의 연구31)에

서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코호트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신체계측을 수행하고 미병상태와 생활습관을 설문으로 

평가하여 식사, 신체활동, 흡연 등의 생활습관과 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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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표하였다. 

팔강변증(八綱辨證) 중 한 축인 한열(寒熱)과 미병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도 두 편 발표되었다. 김수정(2017)

의 연구32)에서는 연구대상자를 건강군, 경증 미병 그

룹, 중증 미병 그룹의 세 군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한열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중증 미병 그룹일수록 건강

군에 비해 한증점수와 열증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주종천(2018)의 연구33)에서는 한열

변증 점수에 따라 한증군, 중간군, 열증군의 집단별 미

병 및 일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열증군에 비해 한증군

에서 미병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등 건강하지 못한 가

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미병과 삶의 질34), 생체 리듬35), 스트레스 

증상36), 자세37), 월경양상38) 등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

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6) 미병관련 정책 연구

미병과 관련된 정책 연구는 총 네 편39)40)41)42)이 확인

되었는데, 이 중 세 편이 Top-down 형태의 국가 미병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논문
39)40)41)이었다. 김상혁(2010)의 연구39)와 이재철(2013)의 

연구40)에서는 중국의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치미병 정

책과 중국내 연구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은경(2014)의 

연구41)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중국의 치미병 사업 현

황을 검토하고 국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의 도입 가

능성을 타진하였다. 

국내에서의 미병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문

석희(2017)의 논문42)이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의

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개별 한의사들의 미병 

인식과 임상적 활용 수준, 미병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7) 미병 어플리케이션 개발

미병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논문으

로는 박동삼(2017)43), 이영섭(2018)44), 정문미(2019)46)

의 세 연구가 발표되었다. 박동삼(2017)의 연구43)에서

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습관 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조사하고 만성질환에 효능

이 있는 약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의 기

초 컨텐츠를 구축하였다. 이영섭(2018)의 연구44)는 미병 

관리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유저의 미병

을 평가하고 경중에 따라 자가관리 또는 전문관리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미병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한의학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개발한 현대

적 양생45)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생 기술법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문미(2019)의 연구46)에서는 

한의학 및 한국무용, 노인체육 전문가가 함께 노인의 

미병관리를 위한 건강체조 8가지 동작을 개발하여 향

후 개발될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제안하였다. 

8) 미병 치료 연구

김재규(2011)의 연구47)와 박선행(2016)의 연구48)에

서는 미병 치료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재규(2011)47)는 

심와부압통과 간탁음 발생 환자를 아건강상태로 진단

하고 해당 증상을 보이는 36명을 대상으로 6회의 태극

침 시술을 진행하여 치료 전후의 유의한 개선을 보고하

였다. 박선행(2016)48)은 피로에 다빈도로 활용하는 한

약 처방인 당귀보혈탕을 마우스에 경구투여하여 체중 

회복과 활동성 증가, 학습 무력시간의 감소에 유효한 

결과를 발표하여 한약을 활용한 미병 연구의 근거를 제

시하였다.

Ⅳ. 고 찰

의학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됨에 따

라 급성 감염성 질환의 치료 위주였던 의학의 역할은 

비감염성 만성질환의 관리와 조기치료의 영역까지 확

대되었다. 초기 예방 개념이 질병 발생 이전에 발병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국한되었다면 현대적 예방은 1차적 

예방인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조기발견·조기치료의 2

차 예방, 재활 및 사회 복귀까지의 3차 예방을 포괄하

는 광범위한 개념이 되었다49). 더불어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는 미래의학(Future Medicine)의 구성요소

인 P4 Medicine 중 하나로 예측의료(Predictive Me-

dicine),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참여의료

(Participatory Medicine)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의료의 중심축으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의제

이다50).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양생을 통한 

질병의 예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왔으며, 황제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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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미병(治未病)은 이러한 한의학적 예방의학인 미병

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개념이다4). 특히 중국은 한중일 

중 가장 이른 2008년부터 국가 주도로 적극적인 치미

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15). 중국의 미병 정책의 

거점은 전국에 설립된 ‘치미병 센터(治未病中心)’인데, 

이 곳에서는 예방의학적 건강보장모델을 설계하여 건

강상태별로 특화된 예방, 보건, 진단, 치료 업무를 수

행하고 치미병 관련 정책사업 및 의료서비스를 담당한

다39). 연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병에 대한 변증분류

와 진료지침이 출간되었으며19) 기초 및 중의 임상 영역

을 망라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7). 

이에 중국의 미병 동향을 소개하는 다양한 연구가 국내

에 발표되었으나, 한의학계의 미병 연구경향을 고찰한 

논문은 2010년15) 이후로 근 10년간 발표되지 않아 최

근 경향을 포함한 국내 미병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고자 

국내에 발표된 미병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7곳에서 포괄적

으로 ‘미병’과 ‘아건강’에 대해 검색하여 2019년 7월 이

전 발표된 논문을 수집하고 총 45편의 논문을 최종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논문의 26.7%(12편)가 2011~2015년 사이

에, 53.3%(24편)가 2016~2019년 사이에 발표되어 미

병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한의학 학술지와 기타 학술지로 분류했을 때에는 통

합의학을 포함한 한의학 학술지와 비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각각 36편(80%)과 9편(20%)이었다.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미병 진단에 대한 내용이 11편

(24.4%)으로 가장 많았는데, 진단법에 대한 연구는 형

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망진법, 미병 진단 설문지 개발, 

미병 진단기기 개발, 미병 중증도 분류를 위한 혈류역

학 지표 연구 등이 있었다. 미병과 기타 변수의 관련성

을 검토한 연구는 10편(22.2%) 발표되어 두 번째로 많

이 연구된 주제였는데 생활습관, 한열, 삶의 질, 생체 

리듬, 스트레스 증상, 자세, 월경양상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미병이 사람의 건강과 생활 및 삶의 질에 이

르는 광범위한 부분과 영향을 주고받음이 보고되었다.

미병에 대한 동향을 보고한 논문은 6편(13.4%)이 발

표되었는데 5편이 연구 동향이었고 1편은 특허 동향에 

대한 내용이었다. 연구 동향을 발표한 논문 중 2편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추이에 대해 조사

하였다. 미병 개념에 대한 논문은 6편(13.4%)이었는

데, 이선동(1997)의 연구5)를 시작으로 황제내경을 비

롯한 한의학 원전에서부터 현대적 의의까지를 고찰한 

논문이 4편, 현대적 개념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2편이

었으며 의서 또는 연구문헌이 아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에서의 미병 개념을 조사하여 의료 전문가 외 다

양한 사용자 계층의 각기 다른 미병 개념 용례를 분석

한 연구도 있었다.

미병 정책에 대한 논문은 총 4편(8.9%)이었는데, 중

국 현지 기술조사를 통한 정책 시행 현황 소개에 대한 

논문이 2편, 문헌고찰을 통한 중국 사업 현황 분석이 1

편으로 중국 정책에 대한 논문이 3편이었다. 국내 정책 

논문은 한의사 대상 설문을 통해 인식도와 한의학 미병 

관리의 제도적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였다. 

2017년 이후로 미병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에 대한 논문이 3편(6.7%) 발표되었는데 한의학 전문

가가 참여한 논문이 2편이었고 한의계 외부의 관점에

서 구축된 약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논문이 1편이었

다. 이 중 최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논문은 1편44)이

었으며 2편은 컨텐츠 개발 단계까지를 보고하였다. 

미병 유병률이나 인식 설문을 다룬 논문은 3편(6.7%)

이었다. 2편은 표본추출을 통해 전국 1,100여명을 대

상으로 일반인의 미병인식과 자가평가 미병 유병률 등

을 2년 간격으로 조사한 논문이었으며, 1편은 온라인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건강 설문을 진행하여 아건

강 상태 여부를 평가한 논문이었다. 기타 질환과 달리 

미병이라는 개념의 인지 여부 자체를 설문했다는 점이 

특이했는데, 미병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80.2%와 2015년 67%로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

에서 미병 개념의 확산 필요성을 자증하였다. 미병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 일종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념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미병 치료에 대한 논문은 증례보고와 실험연구가 각

각 1편(2.2%)씩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태극침47)과 당귀

보혈탕48)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병 진단을 위한 설문지를 활용하

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설문지는 한국한의학연

구원에서 개발한 미병 분류도구(Mibyeong index, MBI)

였다. MBI는 피로, 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 불안, 

분노, 우울의 7개 증상의 증상 정도와 증상 지속 정도, 

휴식 후 회복 정도를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평가하는 7

점 척도의 자가보고식 평가도구이다26). MBI 점수는 21

점에서 147점 사이로 평가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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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상태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천진중의학원의 설문지를 한국어판으로 변형한 5점척

도 115문항의 한국형 아건강 평가 설문지23)와 증상 정

도·기간·불편정도 및 회복력 기반 미병 설문지27) 등 

신뢰도 평가를 거쳐 개발된 설문지가 있었다. 신재경

(2016)의 연구30)에서는 아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는데, 인체를 

소화계·면역계·순환계·장·뇌신경·호르몬·호흡기

계·비뇨기계·골격계·신진대사의 10개 계통으로 나

누어 질문별로 해당하는 계통을 대응시켜 응답에 따라 

아건강 상태에 놓인 계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신의 

상태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기타 미병 설문지와는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2019년까지의 미병 연구 동향을 확

인한 결과, 53.3%의 논문이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되는 

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의 활용이 유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51)와 같이, 

스마트폰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미병 증상 개선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미병과 

관련된 정량 지표에 대한 탐색 역시 자가평가나 망진 

등의 주관적 평가 외의 미병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접

근 노력으로, 여전히 모호한 미병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병 진단 및 치료의 의

료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가 최근 발표된 바 

있으나 아직 한 편으로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병 치료를 

위한 중재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미병 연구

의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대상을 국내에 발표된 논문

으로 국한하여 국내 연구자가 해외 학술지에 출간한 연

구나 논문 외의 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표한 연구를 고

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임상연구나 실험연구

의 경우 ‘미병’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

로’ 또는 ‘스트레스’ 등의 미병의 구체적 증상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 개념적으로는 미병 임

상시험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가 배제되어 미병 치료

에 대한 연구 규모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점 역

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앞으로의 추가 연구를 통

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국내의 미병관련 연구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로, 현재의 미병 관련 연구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활

용한 미병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미병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7개 학술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통해 수집한 논

문 45편을 분석하였다. 발표 년도로 살펴보면 2017년

에 16편(35.6%)이 게재되어 가장 많았고, 학술지별로 

분류했을 때에는 대한예방한의학회지가 13편(28.9%)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 주제로는 미병 진

단이 11편(24.4%), 기타 변수와 미병의 관련성 연구가 

10편(22.2%), 미병 연구 경향 보고가 6편(13.3%), 미

병의 개념 고찰이 6편(13.3%), 미병에 대한 정책적 접

근이 4편(8.9%), 미병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 3편(6.7%), 미병 인식 및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3

편(6.7%), 임상 증례보고가 1편(2.2%), 실험연구가 1

편(2.2%)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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