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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암 등의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질환들의 치
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생물내 다양한 주변 인자들이 
단일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은 특정 표적의 기능을 대체 및 보상하
게 되는, 이른바 중복성(redundancy) 현상으로 약물의 효과가 감
퇴되는 현상들이 보고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다중약물학
(polypharmacology)과 같은 다양한 표적을 노리는 전략이 대두되
고 있다1). 이러한 약물 개발 전략의 변화는 시스템 생물학(system 
biology)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약리학(network pharmacology)
의 발전과 함께 병인들의 상호관계의 복잡성이 연구되며 더욱 가속
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학의 인체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holism)은 질병을 특정
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기체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균형한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한의약은 서로 다른 약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의 한약
재를 혼합하여 제조하며, 기존 “한 개의 표적, 한 개의 약물(one 
target, one drug)”을 지향하던 서양 의약과는 달리 복잡한 구성 
성분들이 다양한 표적에 작용할 것을 기대하며 사용되어 왔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다중표적 약물 개발 전략과 일치하며, 한의약이 축
적하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긴 시간의 치료 경험과 더불어 만
성질환 치료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2).
    그러나 수백 가지의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무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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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어떠한 생물학적,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는 지 잘 알지 못하는 
한의약의 특성은 약물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장
벽이 되고 있다. 특히 복합 처방 형태에 들어가는 개별 약재들은 
모두 천연 상태에서 약간의 가공을 거친 뒤 사용하게 되어, 약재들
의 생육 환경, 발달 단계 및 채취 시기 등에 의해 구성 성분들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 약재의 가공 
및 복합 처방의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분적인 변화는 품질 관
리에 있어 기존 화학 의약품 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한 “천연물 의약 개발에 대한 안내서(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에서도 인허가 사항에서 구성 성분들
의 90% 가까이를 밝히게 하고, 또한 일반적인 화학 약물들에 적용
되는 화학합성(Chemistry), 공장생산(Manufacturing) 및 품질관리
(Control)에 대한 정보 외 원재료에 대한 관리 규정 등을 따로 넣
었을 정도로 천연물 의약품은 관리가 까다롭고 그 범위가 넓은 편
이다. 실제 미국에서 허가 받은 두 가지 천연물 의약(botanical 
drug)인 “Veregen”과 “Fulyzaq”의 경우 모두 심도 있는 성분 연
구와 함께,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재배지도 실제 임상시
험에서 사용했었던 곳으로 한정시켜 관리하고 있다3).
    아직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첩약 및 한약제제 등은 그 관리 기
준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며, 이는 한의학 진료에서 개개인에 따른 
처방 형태의 다양성과 또한 이원화되어 있는 한국 특이적인 의료체
계 속에서 큰 자본이 필요한 품질 관리 영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
는 상황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날로 국민들의 한의
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 글을 통해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한의약 또는 천
연물 기반 의약들의 품질 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
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한의약/천연물 기반 의약들의 분석 지표 종류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의 목표는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이러한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의약/천연물 기반 의약들
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
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
는 원료의약품으로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의 품질관리에 필
요한 요건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
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4).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2015년 발행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quality 
control of herbal extract)에 따르면, 현재 원료의약품등록제도
(Drug Master File)가 2002년 7월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한약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사실, 한의약/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품질의 일관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의 효능과 관련된 활성성분들을 하나의 통합적 그룹 단
위로 구성하고, 그 그룹단위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4). 이를 위하여 추출물의 특성을 확인하고 제조공정을 관리를 통해 

한약/천연물 및 추출물의 규격을 관리하며, 이와 함께 안정성을 관
리하는 것을 한의약/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품질관리의 골자로 하고 
있다4). 
    이러한 품질관리에 있어서 해외의 연구결과가 존재하는데, 
Chan 등은 2007년 논문에서 한의약/천연물의약품의 생물학적 활
성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을 전제로 그들의 화학적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동등성
(Phytoequivalence)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또
한, 품질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적지표들에 대하여 
active principle, active marker, group marker, chemical 
fingerprint, analytical marker, phantom marker, negative 
marker 등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5). 이들 중, active principle은 
알려져 있는 임상적 효과를 대표하는 활성 성분이고, active 
marker는 임상적 효능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생물학적 활
성을 가지는 활성 성분, group marker는 구조적 유사성 또는 물
리약학적인 유사성을 가지는 성분 집단, chemical fingerprint는 
구조와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은 다성분의 화학적 패턴으로 정의하
였고, analytical marker는생물학적 활성과 관계없는 성분, 가장 
함량이 높은 성분 또는 식물 특이적 성분으로 규정하며, phantom 
marker는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지만, 개체 각각의 함량 변화가 커
서 검출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일반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성
분이며, 끝으로 negative marker는 독성 또는 부작용 등의 효과
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 감소를 위하여 제한해야 
하는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다5). 
    그 중에서 품질의 일관성(quality consistency)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질관리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로 화학지문법
(chemical fingerprint)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도 기존의 ‘지표성분’위주의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의약
/천연물의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품질관리 수단으로 약재
의 화학적 특징에 대하여 포괄적 정보가 포함된 성분프로파일
(chemical profile)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2010년 발행하였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0월 1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
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성분프로파일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서 성분프로파일을 한의약/천연물 추출물의 품
질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채택하였다(Regulation on Review 
and Authorization of Herbal Medicine). 해당 규정의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성분프로파일이란 한약(생약)제제의 분석자료(고
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로부터 구성 성분의 분포와 함량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2. 생물학적 활성과의 연계 방법
    한의약의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
서 생산하는 배치(batch)들 간의 동등성(equivalence)을 유지시킨
다는 것으로, 결국유효 동등성(efficacy-equivalence) 보장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805년 아편(opium; Papaversomniferum)에서 모르핀
(morphine)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임상적인 효과를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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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이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활성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
질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약물학 이론이 성립되었다6). 이는 한의약
을 포함하는 모든 천연물 의약품들의 품질 관리의 기반이 되며, 따
라서 품질 관리의 핵심은 그들의 화학적 속성을 밝히고 구성 성분
들을 생물학적 활성을 분석하여 둘 간의 연관성을 찾는 것에 있다.
    한의약 및 천연물 의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과 생물학
적 활성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유효 동등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
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은 생물학적 활성 평가를 통한 화학 성분 지표 탐색
(activity-guided chemical marker screening) 방식이다. 개별 
한약재 및 복합 처방 등에서 다양한 성분들을 분리한 뒤, 각각의 
생물학적 활성을 평가하여 활성 성분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1920
년 중의약리학자인 Kehui Chen(陳克恢)가 마황(Ephedra sinica)
에서 활성 알카로이드(alkaloid)인 에페드린(ephedrine)을 분리하
고,그것이 알파 및 베타 수용체(α-, β-adrenergic receptor) 흥분 
작용과 기관지확장(bronchodilation)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밝힌 것
이 하나의 좋은 예이다6). 이를 통해 마황의 천식 치료 효과의 대표 
약리 성분으로 에페드린이 알려졌고, 중요한 활성 지표로 사용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찾은 활성 성분은 목적하는 용도에 맞춰 
자연적인 구조에서 조금의 변형을 가한 뒤, 신약 개발의 후보 물질
로 연구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다양한 후보 물
질들이 동일한 방식으로현재도 여전히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다. 가
장 성공적인 예는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전통의학
연구원의 YouyouTu(屠呦呦) 교수가 청호(靑蒿; Artemisia 
annua)에서 발견하여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한 아르테미시닌
(artemisinin)이다7). 물론 이 경우는 항말라리아 활성을 가지는 성
분을 탐색하는“프로젝트 523”이라는 국가적 과제 아래에서 2,000
여 가지의 한약재들을 탐색하고 성분들을 분석하여 찾아낸 결과이
므로, 한의약의 품질 관리 지표 탐색과는 목적에 있어 조금의 거리
가 있으나, 그 방법 및 전략에 있어서는 다름 없다. 
    최근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분석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수용체 및 단백질, DNA, RNA 등의 분자 표적들이 밝
혀지고, 또한 해당 표적에 대한 후보 약물들의 활성을 대단위로 탐
색(high-throughput screening)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
적 진보는개별 한약재 및 복합 처방 등에서 활성 성분을 찾아내는 
방식에도 적용되었으며, 특정 수용체 및 신호전달과정에 관련된 분
자 표적들에 작용하여 항염증 효과(anti-inflammatory effect), 항
산화 효과(anti-oxidative effect) 등의 활성들을 가지는 많은 성분
들을 규명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단위 분석 기술을 적용한 
표적 지도적(target-directed) 성분 탐색 결과, 기존 전통 의학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물학적 활성을 알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분자 표적을 가지는 성분들을 밝혀내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6).
    이렇게 개별 성분들을 분리 및 동정하고 생물학적 활성을 찾아
나가는 환원적 연구 방식은현재 약전(pharmacopoeia)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한약재들의 품질 관리 지표에 대한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어, 한의약의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큰 기여를 
하였고, 또한 신약 개발의 주요 후보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의약의 본질적인 품질 관리 측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복합 처
방뿐만 아니라 개별 한약재 내에도 수많은 성분들이 다양한 농도로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상승(synergic), 상가(additive) 및 상
쇄(antagonistic) 작용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인 효과를 내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별 성분들을 분리하여 생물학적 활성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한의약 내 농도 및 다른 성분들의 영
향 등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결국 전체 복합 성분 상태의 치료 효
과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강력한 항염
증, 항산화, 항균 및 항암 효과등이 보고되어 있는 알카로이드
(alkaloid) 성분인 베르베린(berberine)은 황벽나무의 나무껍질인 
황백(黃柏, Phellodendronamurense)뿐만 아니라 황련(黃連) 또는 
운련(雲連)의 뿌리줄기인 황련(Coptis japonica, Coptischinensis, 
Coptisdeltoidea, Coptisteeta)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품질 관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이 두 가지 한약재의 효과는 전통적
으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황백과 황련은 모두 청열조습약
(淸熱燥濕藥)에 속하여 청열조습(淸熱燥濕), 청열사화(淸熱瀉火) 등
의 작용을 하지만, 황백은 주로 하초(下焦), 황련은중초(中焦)에 그 
약효가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베르베린만을 분석해서는 이러한 
다른 효과를 구분할 수 없으며, 연구 결과에서도 베르베린이 서로 
다른 다양한 성분들과 혼합 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작용을 한 다는 
것이 밝혀졌다8).이 뿐만 아니라, 당귀(當歸, Angelica sinensis)와 
황기(黃芪, Astragalusmembranaceus) 두 가지 한약재로 구성 된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의 경우, 당귀와 황기의 혼합 비율이 달라
짐에 따라 추출되어 나오는 성분들의 함량들이 큰 영향을 받으며, 
또한 전체 생물학적 활성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9). 이와 
같이 구성 성분들의 비율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그 활성이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더 몇 가지의 활성 성분만을 분석하는 수
준으로는 전체 품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따라
서 실제적인 한의약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지표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 성분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분석하여, 치료 효
과를 대변할 수 있는 정확한 성분들의 조합 구성을 찾아내는 전략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약과대학의 Ping Li(李萍)교수와 연구진들은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 Cadiotonic pills(CP)이라는 복합 처방 연구에
서 BECC(bioactive equivalence of combinatorial components)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원 처방과 생물학적 활성 동등성을 가지는 
성분 조합을 탐색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10). 연구 소재로 사용한 
CP(Cardiotonic pills; 한국명 심적환)는 단삼(丹蔘, Salvia 
Miltiorrhizae), 삼칠근(三七根, Notoginseng), 빙편(氷片, 
borneolum) 등 3가지 약재로 이루어져, 심장기능을 개선시키고 
관상혈류순환을 촉진시켜 협심증 및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
에 다용되는 처방으로, 현재 Tasly(天士力)사에서 천연물의약품으
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
진들은 먼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와 질량 분석기(MS;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총 36개의 성분을 동
정하였다. 이후 크로마토그램상에 전개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일정
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였고, 기준에 부합하는 성분들을 모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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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C 군과 나머지 성분 군들을 나누었다.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
양한 BECC 군들을 확보하였고, 이들을 원 처방인 CP와 혈관세포
손상 억제 효과, 항염증 효과 및 심근세포손상 억제 효과 등의 세
포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활성과 심근 경색 동물 모델에서 보호 효
과 등을 비교하여 가장 원 처방과 동등한 생물학적 활성 정도를 가
지는 BECC를 찾아냈다. 이러한 최적의 성분 조합인 BECC는 18개
의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재미있게도 개별 성분들을 
실제 CP에 포함되어 있는 농도로 처리한 결과 혈관세포 손상에 대
한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만, 이들을 조합한 BECC의 경우 CP와 같
은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Ping Li교수와 연구진들은 여기서 멈
추지 않고, CP 및 BECC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활성 중 특
정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성분 조합(DCC; dominant 
compounds combination)을 찾아내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실제 
항염증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5가지 성분 조합을 찾아내어 보고하
였다11). 종합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의약이 분리 된 단일 
성분과는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해 주며, 실제 임상적 효
과를 대변할 수 있는 성분들의 조합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
여, 한의약의 품질 관리 방법을 진일보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 평가 할 수 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Yung-Chi Cheng(鄭永齊) 박사는 
미국에서 한의약 처방을 이용한 천연물의약 개발에 있어 선두주자로, 
황금(黃芩, Scutellariabaicalensis), 작약(芍藥, Paeonialactiflora), 
대조(大棗, Ziziphusjujuba), 감초(甘草, Glycyrrhizauralensis) 등 
4개의 한약재로 구성 된황금탕(黃芩湯)과 같은 조성인 PHY906을 
항암제의 효과는 강화시키고 부작용은 감소시키는 보조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12). 무엇보다 PHY906의 품질 관리에 “PhytomicsQC”
라고 하는, 화학적 지문 분석법(chemical fingerprint)과 생물학적 
지문 분석법(biological fingerprint)을 융합한 품질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배치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13). 연구진들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전체 64개의 검출된 성분 피크 중 39개를 선택하여 

피크 패턴을 화학적 지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간 간암 세포주
인 HepG2 세포에 PHY906을 처리 후, 18,000여 개의 유전자를 분
석하여 그 중 15개의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유전자를 발견하였
고, 이들의 변화 양상을 생물반응 지문으로 지정하였다. 이 두 가
지 지문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배치들을 유효 배치와 비교하여 유사
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암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을 비
교하였다. 그 결과, “Phytomics QC”에서 상관성이 높은 배치들은 
유효하였으나, 낮은 배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따라
서이러한 품질 관리 방법이 몇 가지의 화학 지표 성분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    론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치료 접근법은 최근 의
약학 연구에서 떠오르고 있는 개인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및 다중 성분, 다중표적 치료(multi-component, 
multi-target therapy)와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는 다양
한 질병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치료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한의학은 현대의 서양 의학으로 치료에 다가가기 
어려운, 병인이 복잡하고 만성적인 질병들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책
으로서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점차 기반을 확대해 나가
고 있다. 특히 천연물 유래 의약의 개발 및 사용의 역사가 깊은 유
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2008년 유럽의약품 품
질위원회(EDQM;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산하에 18명의 과학자로 구성 된 전통중의학 연구회
(TCM working party)를 조직하여, 중국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
약재 각조(monograph)들을 유럽 약전으로 옮겨 이를 체계적인 관
리하에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14).
    이러한 표준화 및 규격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 관
리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들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우리
는 현재까지 개발 된 한의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for bioactive equivalence oriented feedback screening method. This figure is adapted from (10).



D. S. Lee et al 401

양한 화학적 지표 종류 및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단순히 특정 
한약재에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쉽게 측정 가능하여 
선택되는 지표 성분에서부터 생물학적 활성이 밝혀진 활성 성분 등
이 아직 다용 되고 있으나, 분석 기술 및 전략적 발전과 함께 대다
수의 구성 성분들을 분석하여 그 패턴을 평가하는 화학 지문 분석
이 가장 신뢰성 있는 품질 관리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BECC 및 DCC 등의 전체 한의약의 임상
적 효과를 반영하는 정확한 성분 조합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였고, 관련 연구를 통해 한의약이 실제로 수 많은 성분들간
의 상가 및 상승 또는 상쇄 작용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뿐만 아니라 성분적인 패턴인 
화확 지문과 생리활성적인 패턴인 생물반응 지문분석 결과들을 통
계적으로 분석하여 한의약의 품질 관리에 도입하는 등 기존 단일 
화학 의약을 관리하던 방식과는 다른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응용하
기도 하였다.
    십 수년 전만해도 한의약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성분은 규명 
불가능하고 수 많은 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은 더욱이 분석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분석기기들의 발달 
및 보편화로 인하여 극미량의 성분들도 검출해 낼 수 있게 되었고, 
“OMICS”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생물학의 도입을 통해 복잡
한 성분들의 작용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은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하는독창적인 
성분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한의약의 품질 
관리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한의사의 치료 수단으로서 한의약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맛과 향, 형태, 색상 등의 관능적 검사 위주의 품질 분석을 뛰어넘
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품질 관리 연구 결과에 발 맞추어, 세계
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객관화 된 분석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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