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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한의과대학을 다닐 시절에는 한약은 절대로 신

약개발이 될 수 없는 신비롭고 신성불가침한 대상으로만

알았다. 언제부터인가 한의학에 국가 R&D 자본이 투입

이 되고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좋은 한약을 신약개발을 하라고 권장하

는시대가왔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바로 식약청의 IND

(임상시험승인신청) 승인이다. 11종의서에포함되고안전

성이일정정도확보된약물들은이러한복잡한과정없이

바로의약품으로등록이될수있지만가감을했다거나창

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식약청의 승인을 거쳐 임상시험을 시행해야만 신약 승인

이나는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게 과연 한의학

일까 하는 허무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교 시절“의자의야(醫者意也)”를 외치며 직관의 힘을

갖춘 명의를 꿈꾸었던 자신이 모습이 어느새 서양에서 들

이대는 잣대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한의학과 지금의 한의학은 외부 여건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 이미 국민들에게 한의학은 불신의

대상이되었고세계의흐름도너무도빨리진보하고있다.

설령내가신약개발을안할지라도외국의누군가가, 또는

국내의 다른 연구자가 개발을 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필자가 한의사로서 한 가지 꿈꿔왔던 것은 진정한 명의가

되고 특히 고통 받는 암환자를 완치시키고 싶었던 것이었

다. 이제는치료된증례를어떻게입증해야인정을받는지

도 안다. 몇몇 암환자를 낫게 했다고 스스로 감동하고 기

뻐해본지도 오래이다. 이제는 정말로 한의학의 암치료기

술을 대중화 시키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트랙

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자로서의 꿈

이있다면정말로한두가지만이라도한방암치료신약을

승인받고 이를 통해 여러 뜻있는 동료 한의사들이 마음껏

난치병치료에도전할수있도록해주고싶다는것이다. 

변증시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성제제를 만들어 놓는 것

은한의학의마인드를잃어버린듯보인다. 하지만중국에

서는 변증(辨證)과 변병(辨病)을 함께하는 것을 암치료의

기본으로하고있고, 신약개발이이루어지는것이주변의

료환경을 고려해 보더라도 대중의학으로 보다 많은 환자

들이혜택을받을수있고효과를명확히규명하는데장점

이 있어 보인다. 물론 단일물질 한 가지에 의해 암이 치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구성이 사회적, 정

신적, 적, 육체적 요소로 되어져 있을진대 이것들을 모

두 아우를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될

것이나 이것이 현대화에 발맞추어 가려면 하나하나의 치

료법에 대한 근거중심적 접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판단인것이다. 

현재 2100억달러에달하는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의

성장규모를 보면 매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

작 한국 한의학은 너무도 고요히 정체해 있다. 암 분야만

을 놓고 보자면 2002년 데이터모니터는 전통 암 요법의

현재시장가치를약 300억달러로추산하지만국내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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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한방의료및한약구입비는불과 2066억원(̀2005)으

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세계시장 진출을 아직 꿈도 못 꾸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종양학 분

야에 있어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한방신약개발은

향후 국가의 수출수요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

다. 이러한국가경제에대한기여등수요창출이있어야만

진정으로한의학이대중의학으로거듭나서미래에경쟁력

있는학문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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