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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임상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상약학회장 오정미입니다. 

벌써 2017년의 절반이 지나고 재충전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며 회원님들의 임상약학 발전에 대한 

열정과 꿈을 학회 회원 모두가 함께 나누고 유기적 네트워킹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임상약학회 첫 번째 뉴스레터 “Clinical Pharmacy Letter for Activity and Network 

(CPLAN)”이 회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우리 한국임상약학회는 2011년 약학대학 학제가 2+4 체제로 개편된 이래 국내 

임상약학의 발전에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새로운 보건의료환경에서 한국임상약학회는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임상약학회는 회원분들이 학문, 교육, 실무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회지 출간, 교과서 편찬, 실무실습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이어 2017년부터는 뉴스레터 “CPLAN”을 

발간하여 회원과 전국 35개 약학대학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소식은 물론 임상약학 

관련 이슈 등 최신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CPLAN”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소통하는 창구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임상약학회 

회원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차곡차곡 모여 훗날 우리 학회의 소중한 역사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한국임상약학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오 정 미

새로운 회합과 소통의 장인 
한국임상약학회 뉴스레터 발간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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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푸둥지역의 변화를 보고 천지가 개벽했다 한다. 최근 한국임상약학회 

변화도 천지가 개벽 한 것이다. 2차 아시아 임상약학회(1999년)를 상해에서 개최할 

때와 지금의 상해 푸둥지역의 변화만큼 한국임상약학회도 변화했다. 1994년 

쉐라튼워커힐에서 한국임상약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전남대 고익배 교수를 

추대하였고 1997년 조선대 최준식 교수가 학회장을 할 때에도 대 여섯 명의 임상 

교수와 병원 약사가 옹기종기 모여 임상 약학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상을 얘기하던 

시절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되었다. 2001년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가 회장이 되고 

1997년도에 설립된 아시아 임상약학회(ACCP)에 창립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발판으로 

한국임상약학계의 발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2005년 충남대 권광일 교수 회장 시절 

오정미 교수의 활약으로 한국임상약학회지를 학진 등재지로 만들고 서울대 신완균 

교수 회장 때 ACCP 2009가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히 개최 되었다. 드디어 2011년 약학 

교육 6년제가 시작되었고 충북대 이명구 회장, 이화여대 이병구 회장, 차의대 약대 

최경업 회장을 거치면서 6년제 약학교육하에서의 임상약학 교육은 탄력을 받아 급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임상 약학 교수만 해도 60여명이 

되었고, 모임의 규모 및 학회 운영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현재는 서울대 오정미 

교수가 회장으로 추대되어 임상약학교수와 병원 및 제약 분야 회원들과 함께 큰 

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임상약학회의 발전 또는 임상 약학의 실질적인 임상 활용과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 회원간의 소통과 협력이다.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시간낭비를 피하고 각자 하고 있는 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뉴스레터를 통해 동네방네 미주알 고주알 같은 

소식이 편하게 전해져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 바란다. 호주 브리즈번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발달이 지체된 어린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기사였던 것이 감동이었다. 

한국임상약학회의 뉴스레터가 작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사랑방이 되기 바란다. 

임상약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모두의 반가운 소식과 자랑스런 소식,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도 잘 알려져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바란다.

잘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기관의 소식은 다른 기관의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 신과 악마 모두는 사소한 detail 속에 숨어있다.  

제6대 한국임상약학회장 회장 권 광 일

한국임상약학회 뉴스레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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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가 정착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학회지의 발간이 활성화 된 것에 비하여 

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모을 수 있는 소식지의 창간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소식지의 창간에 노력하여 

주신 회장단 및 임원, 학술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지는 기본적으로 학회 회원 및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동향, 학회의 소식 빛 

정책, 임상약학 관련 타 학회의 동향 등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상약학회 소식지는 임상약학 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학회의 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금년 2월에 6년제가 되어 3번째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약학 

분야의 교육의 정착이 필요한 때이며, 특히 실무실습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고, 실무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 선진 교육기관의 임상약학 교육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국내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하여 좀 더 전문적인 소식지의 발간을 위해서는 

학회차원의 인력 및 재정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한걸음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소식지가 임상약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정기 간행물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9대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이 명 구

임상약학 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활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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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약학회 창설 23년이 지난 2017학년도에 임상약학 교육의 내실화와 

회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 

집행부의 일원으로 무척 기쁘고, 첫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회지를 통해 최적의 약물요법을 위해 수행된 다양한 임상연구와 교육 

및 업무와 관련된 논문으로 소통한 데 이어, 뉴스레터 발간은 대학간 또는 대학과 

임상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 발간 시에는, 6년제 시행 이후의 대학의 주요 현안, 즉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학사제도, 교육평가, 약학대학 인증평가 등을 파악하여 임상약학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또한 임상현장인 병원약국, 지역약국의 실습내용과 실습평가 등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실무실습이 이루어져 6년제 졸업생들이 전문 인재로 인정 받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뉴스레터가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성숙한 토론의 장 역할을 한다면, 임상약학 

교육이 발전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임상약학회를 중심으로 현안을 

도출하고, 난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제12대 오정미 회장님을 위시하여 김은경 사무총장님, 김현아 

학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토픽을 정하고, 새로운 아이템 도출에 

고심 하는 만큼, 임상약학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제10대 한국임상약학회장 이 병 구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성숙한 토론의 장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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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P GOALS - CARES2

비전 GOALS

Global Organization Advancing the Leadership and Science

전략 CARES2

C
Collaboration

A
Articles

R
Research

E
Education

S
Strategy

S
Service

협력체계의 강화

• 산학연관 
 타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체계 강화

• 학회의 국제화
  (ACCP 및 
 타 임상약학관련 
 국제학회와의 협력 
 강화)

총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특별정책자문단 (신설)

논문, 출판물
규정의 국제화

•학술지/논문의 국제화
 출판물의 표준화 및 
 국제화

•학회 규정 및 제도의 
 제, 개정

편집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역량의 강화

•임상연구의 과학화

•연구인력 및 연구역량 
 강화

•전문 및 핵심분야별 
 약료연구회 활성화

약료연구회(신설)

학술위원회

교육의 선진화

•교육 및 학습방법의 
 선진화

•임상실무교육의 내실화

•교육분야 리더십 강화

•년 1~2회 교육   
 Workshop 개최

•년 1회 연수교육 개최

교육위원회

지역약국 및 의료기관 

실무소위원회

학술위원회

기획 및 전략 기능의 
강화

•기획기능의 강화 및 
 전략적 정책수립

•임상약학관련 제도의  
 규정화 및 재정립

•학회의 사단법인화

•년 1~2회 정책포럼 
 개최

총무위원회

기획정책위원회

재무위원회

특별정책자문단

서비스의 확대 및 표준화

•회원대상의 서비스 강화

•홈페이지 기능의 강화

•약료서비스의 표준화  
 방안

• Newsletter 년 2회 
 발간

• 소통 및 화합의 강화

학술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홍보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신설)

총무위원회

담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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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희,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부위원장 윤휘열,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데레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송윤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유윤미,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 

주요업무

학회 미션, 비전 재정립
학회 규정 개정 및 관련 업무 
각 위원회 사업의 조율 및 지원 사항
회원의 경조사 
각종 공문서 처리 등 
예산, 결산에 관한 행정업무
학회 사무국의 운영 관련 사항

위원장 김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위원장 유기연,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영미,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심미경,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정은경,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지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춘계, 추계 학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술대회의 학술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우수포스터상 제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진행
연수교육 기획 및 운영
학술적 자문 건 응대
Newsletter 발간(년 2회)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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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정현,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경임, 고려대학교약학대학 
김주희,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의료기관 소위원장 송영천,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소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 
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 
한나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지역약국 소위원장 정경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이모세, 대한약사회 
정선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임상약학관련 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
임상약학회 및 약학대학 신임교원 대상의 교육 및 교류
임상약학 분야 교육 contents 구축 및 선진화
임상약학 분야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및 선진화 방안
지역약국 및 의료기관 실무실습 교육의 표준화 및 선진화 방안
약학교육협의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역국 및 의료기간 실무교육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관련 사항
임상약학 교육 관련 분야 workshop, 심포지엄, 토론회 등 개최
특화 교육프로그램의 소개 및 개발
임상약학분야 교육 증진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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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위원회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신광희,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천부순, 인제대학교 약학대학 
하정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회원진의 분류 개선 및 가입 갱신
회원 현황파악 및 회원자료 갱신
회원명부 발간 및 개편
회원 서비스 강화 방안
회원진의 확충 방안
실무약학분야(약국, 병원) 회원의 전략적 확충 및 관리
회원들의 의견 수렴
회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활동, 행사의 계획 및 기획

위원장 지은희,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박은영,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신수영,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윤현옥,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학회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
학회의 재무 건전성 확보
경비의 입출금 관리
기금 및 학회활동비 등 조성
총회 예산 및 결산보고
회비, 구독료, 게재료, 등록비, 광고비 등 관리
연사료 지급 및 영수증 관리
학회 재정의 전략적 확충 및 운영의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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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주연,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명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주,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아영미, 한국의약품안전원 
장민정,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국내·외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임상약학분야 전략기획 및 정책수립
학회의 사단법인화 타당성 검토
학회 운영의 효율화 기획 및 추진
학회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임상약학 분야 주요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마련
임상약학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포럼 기획 및 개최
산, 학, 연, 관 정책자문단의 운영

위원장 방준석,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위원 권미정,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이미나, 국립공주병원 약제과 
최창익,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한국임상약학회 홍보 전략 기획
학회 언론 보도자료 제작 및 홍보
춘/추계 학술대회 홍보
학회 홈페이지 및 앱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 관리
타 학회 대상 홍보, 협업 전략 수립
신문, 방송사 등 언론 매체로부터의 대응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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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위원장 제남경,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은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혜린,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민보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박지은, 한의학의학연구원 
백수희,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안숙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이경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이유정,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인향,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최지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요업무

논문투고 전산화 시스템 관리 및 개선
투고논문 심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연 4회)
편집위원회 개최 
KCI 등재 유지 및 관리
과기총 등 지원 신청
학회지 운영과 관리의 개선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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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편찬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위원장 신혜연,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김영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이윤정,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최수안,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업무 임상약학관련 교재발간의 활성화 및 운영방침 계획
임상약학관련 출판물의 간행 
임상약학 관련 교재의 편찬권 또는 저작권 관련 사항
약물치료학 관련 교재 집필 및 개정판 편찬 사항
약물치료학 관련 요약집의 집필 및 개정판 편찬 사항
출판 관련 예산 및 결산

위원장 최혜덕,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위원 강규태,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최청암,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주요업무 임상약학관련 최신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국·영문 학회 홈페이지 관리, 유지 및 개선
학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회무운영 전산화(사이버 회의) 시스템 추진
유관 사이트 링크 관리
학회 전산화시스템 관리 및 개선
앱의 개발의 필요성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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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채한정,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위원 백인환,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이상민, 한국화이자제약 
홍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업무 해외 유관 학회와의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계획수립
해외 유관 연구기관 신규 교류 협력 방안 기획 및 추진
ACCP 사무국과의 교류
국제적 학문증진 도모
출판물 및 연구자료의 국제화 및 교환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와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의 제정
임상약학분야 국제학술 동향 및 현황조사
기타 국제화를 통해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위원장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실

위원 강병철, 동화약품 
배희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실 
장민수, 비브라운코리아(주)

주요업무 대외기관(학회, 대학, 산업체, 연구소, 행정기관 및 기타)과 
교류-협력 채결 및 관련 업무
대외기관(학회, 대학, 산업체, 연구소, 행정기관 및 기타)과의 공동관심 주제 
발굴 및 행사 개최
관련 심포지움 세션 서포터 유치 및 지원
대외협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학회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원업무
시민·사회단체 및 약사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협조
정책기획위원회의 대외협력사항 지원
기타 대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외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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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약학대학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지역약국실습에 참여하시는 

프리셉터들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프리셉터 간담회가 2017년 1월 17일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6년 지역약국 필수 및 

심화실무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및 2017년 지역약국 

실 습  계 획 을  공 유 하 였 다 .  아 울 러  실 무 실 습 에 

참여하시는 프리셉터 약사님의 발표를 통해 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프리셉터간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지역약국 실습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7년 6월 8일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 필수실무실습 종료 후, 약대 교수진 및 6학년 실습학생이 

모여 실습 평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병원, 지역약국 및 제약을 비롯한 기관별 필수실무실습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학 실무실습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손기호 교수는 2017년 3월부터 1년동안 연구년으로 타 기관에서 달팽이의 

골형성 유효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에 재학 중인 권태현 학생 (지도교수: 백인환)은 최근 한국임상약학회지 

6월호에 “대표적인 국제 소아 천식 약물요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을 주저자로서 

발표하였다. 권태현 학생은 각 가이드라인별로 소아천식의 약물요법에 대한 권고내용 및 권고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잘 정리하였고, 비교적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GINA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아천식의 

약물요법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소아천식의 약물요법에서 theophylline의 위험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tiotropium의 임상적 이익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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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지난 6월 15일, 

600시간의 심화실습을 끝으로 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 회의실에서 2017년 병원 심화실무실습 

수료식을 가졌다. 심화실습은 크게 심혈관/혈액종양 

약료 파트와 신경계, 장기이식/약품정보 약료 

파트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으며, 현장 실무뿐만 

아니라, 4번의 Case Report 및 2번의 Journal 

Review,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미국심장학회에서 

공 동 으 로  인 증 하 는  B L S  P ro v i d e r  자 격 증 

교 육  과 정 ,  한 • 중 • 일  주 사 제  심 포 지 엄 ,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등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수료식은 강동경희대병원 정호연 

의대병원장, 경희대학교 약학과 김남중 학과장, 실무실습담당 정은경 교수 참석 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심화실무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인 ‘리턴 약품 감소를 위한 개선 활동’ 

및‘Piperacillin/Tazobactam의 Drug Utilization Evaluation’ 발표도 진행되어, 병원장 앞에서 

직접 학생들이 준비한 제언을 전달하는 등 원내 약무 관련 정책 개선안 제안의 시간도 가졌다. 

심화실무실습을 수료한 김영광 학생은 ‘실습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실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Case Report를 준비하면서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에 어느 샌가 무뎌져 타자화된 객체처럼 인식되었던 의무기록상의 환자를 그저 

‘Case’가 아닌 ‘환자’로 다시 볼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큰 배움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은 올해 8월부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필수실무실습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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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연구실(김경임, 최수안 

교수)은 6학년 학생 6명과 함께 심화실무실습을 

진행하여 성료하였다. 임상약학트랙 심화실무실습은 

의료기관현장실습 파트와 임상약학연구실습 파트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임상현장과 임상약학연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관현장실습에서는 

장 기 이 식 약 료 ,  항 응 고 약 물 약 료 ,  임 상 약 동 학 , 

임상시험약국 및 의약정보 분야 실습이 선택적으로 

심도 깊게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약학적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의 치료향상에 요구되는 의사결정과정을 습득하는 방법을 체득하였다. 임상약학연구실습 

파트는 김경임 교수와 최수안 교수의 연구실 별로 진행되었으며, 저널클럽,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미래 임상약학자로서의 기본적 자격과 자세를 함양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심화실무실습 

종료 후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개최되는 실습보고회에 참여하여, ‘Liver transplant rejection of 

autoimmune hepatitis patient; case report’ (박소향), ‘Case report: Kidney transplantation 

with recurrent IgA nephropathy’ (김연주), ‘항응고약물서비스에서 와파린 복용 환자에 대한 

checklist 활용의 유효성 평가’ (송나윤),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서의 valproate 

치료적약물농도모니터링(TDM) 사례’ (김지하),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지식, 태도, 

행태 평가 및 관련 교육요구도 분석’ (이민주), ‘국내 임산부 및 수유부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태도•행태 및 교육요구도 분석’ (이은정)을 주제로 하는 포스터를 발표하였고, 교내 교수님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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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약학대학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들(김량원, 김수현, 

이남준, 정창화)이 이번 여름 방학 중 교내에서 

주최하는 해외 학술문화탐방 프로그램에 ‘미국 내 

전공약사 시스템 고찰을 통한 한국형 전공약사 발전 

방향 연구’의 주제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22일 동안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 Touro University, McKesson 

Drug Wholesaler 등을 방문하여, 전공약사과정 

과정을 이수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중인 약사들의 모습을 견학하고, 인터뷰와 

shadowing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전공약사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다.

동덕여대 약학대학에서는 지난 6월 7일 지역약국 

프리셉터 교육을 가졌다. 

이 때 실무실습과 관련한 간담회 및 향후 실무실습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이번 프리셉터 교육에서 프리셉터들 간 

학생들의 과제 공유 및 강의 제공, 약국 실무에 필요한 

행정 업무 절차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를 녹화, 수강 가능한 open_pharmatalk 라는 

온라인 상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는 강북메디칼약국 (대표약사 김용우)의 약사님께서 시작하신 공간으로 향후 동덕 지역약국 실무실습 

뿐 아니라 전국 지역약국 실무실습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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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2020 년에 창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깊은 대학교이다.

지난 9월 13일 해외학생 실무실습연수를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Wester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약학대학의 Dr. Chung, Dr. Prabhu, Dr. Scott 의 방문으로 MOU를 체결하여 

2018년부터 매 겨울 방학과 여름방학에 2weeks IPPE 해외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재 USC 약학대학 2 weeks IPPE 해외연수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 학생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우수한 20여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실무실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 30여개 지역약국에서 약국실무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약 15개의 제약회사에서 제약실습을 그리고 10여개의 행정기관에서 

행정실습을 수행함으로써 근거중심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약사로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의약연구분야 참여 학생은 15주 동안 참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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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3월 1일, 실무실습교육을 총괄할 교원으로 

이은실교수를 초빙했다. 이은실교수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약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은실교수는 의료기관 및 

지역약국에서 다년 간의 임상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대학에 임용되기 

전, 부산성모병원 약제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6년제 약대생의 실무실습교육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현재 이은실교수는 실무실습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의 기획과 실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프리셉터 및 학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효과 및 개발에 관한 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 학생들은 필수실무실습을 마치고 6월 5일부터 심화실무실습 교육을 

시작했다. 크게 임상트랙(의료기관 20명, 지역약국 26명)과 제약행정 및 연구트랙 (제약회사 7명, 

약학연구실 12명, 보건소 2명)으로 나누어 실습 중이며 15주의 교육을 마치고 9월 중순 경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 

삼육대학교 약학과 6학년 학생들은 7월 20일 

지난 1차에 이어 2차 실무실습에서도 지역약국 

실무실습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1차 지역약국 

실무실습 때에는 5개 노원구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실습학생들이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봉사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은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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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연구실(담당교수: 

김은경, Eunkyung Euni Lee)에서는 미국 Howard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의 P4 학생 2명이 

17년 6월 19일 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의 

APPE rotation 과정을 이수하였다. 학생들은 

근거중심의 약료 기반의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및 국내외 보건의료전달시스템의 비교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 약학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서울대학교 

GMP 공장 및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견학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연구실 (담당교수: 

이장익)에서는 미국 Duquesne Mylan 약학대학의 

김수윤 학생이 2017년 7월부터 연구실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은 약물의 약동학 및 노출-반응 관계 

분석 연구에 참여하여 논문과 함께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자료 및 규제기관 평가자료 등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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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성 균 관 대 학 교  약 학 대 학 은  지 난  6 월  5 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과 더불어 전국 약대 

중 최초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관련 동아리 

'banD'를 창립하여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banD’는 

약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동아리명은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다. 동아리명의 

D는 Drug의 약자로 마약류 사용 금지를 위한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band 자체가 소통, 포용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약학도로서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해주는 band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향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교육 활동뿐 아니라, 페이스 북,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등 동아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임상약학연구실(담당교수: 

김현아) 에서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 a l i f o r n i a 약 학 대 학  학 생 들 의  실 무 실 습 을 

진행하였다.  USC 약학대학 P4 Edward Kim은 

6주동안 APPE, P3 Lina Hong은 2주동안 IPPE를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Samford University 

약학대학 P3 Su Hyun Kim도 임상약학연구실에서 

5 주 동 안  인 턴 으 로  일 하 였 다 .  학 생 들 은 

우리나라 종합병원 및 지역약국을 방문하였고, 

임상약학연구실과 공동으로 약물사용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숙명여대 약학부 학생들에게 

“Roles of Pharmacists in the U.S.”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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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순천대학교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천연물 

신약연구소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천연물 신약연구소가 완공되면,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 및 학생 강의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최신 환경의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강의와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인 사 의  강 연 활 동 도  활 발 하 게  진 행 되 어  지 난 

2월에는 서울대병원 조윤숙 부장님의 의료기관 

실습 특강이 이루어졌고, 3월에는 아산병원 양사미 약사님의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병원약사 진로탐색 

특강이 실시되었으며, 5월에는 건강보험시사평가원 박명숙 팀장님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해 

7월에 시작되었던 실무실습이 올해 6월에 이르러 심화실무실습까지 모두 종료되었다. 6월에는 당해 

7월부터 다시 시작될 실무실습을 대비하여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white coat ceremony가 

시행되어 앞으로 시작될 필수 및 심화실무실습에 대한 열의와 다짐을 보여주었다.

아주대 약학대학은 매년 실무실습 담당 교수, 

지역약국 실무실습 담당 프리셉터, 약대 6학년생이 

만나서 실무실습 교육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개선방향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7년 2월 11일에 아주대에서 제4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수원시 약사회 한희용 회장은 지난 

4년간 지역약국에서 실습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리셉터의 역할 및 학생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발표하였다.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약물안전교육 유현주 강사는 약사의 지역사회 활동으로서 약물안전교육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약대생과 프리셉터간 자유롭게 만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또한 아주대 

약대에서는 실무실습을 마치는 매년 6월 간담회를 통해 수고한 프리셉터 및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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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2 0 1 7 년  6 월  1 7 일  연 세 대 학 교 

약 학 대 학 ( 학 장  한 균 희 ) 과  인 천 시 

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연세대 약대 

주최로 지역약국 프리셉터 간담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발 표 는  연 세 대  장 민 정  교 수 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약국 실무실습 

내용 및 학생 평가방안’, 한양대학교 

약 학 대 학  최 경 식  교 수 의  ‘ 약 국 

실무실습과 프리셉터의 역할’, 인천시약사회 프리셉터 최봉수 약사의 ‘내실 있는 지역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한 프리셉터의 제언’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선 참석한 프리셉터 약사들과 약대 교수들 간에 학생실습 관련한 활발한 의견이 

제안되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 형태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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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들의 축제 ‘신입생 환영회 행사’가 2017년 3월 31일 오후에 영남대학교 

자연과학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약 200여 명의 약대 학생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5학번 

신입생들이 창의적인 장기자랑 및 공연을 선보여 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약대 신입생들은 

과중한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숨겨두었던 재치와 재능을 맘껏 뽐내고 학우 간 우정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남대 약학과 65학번 장준식 동문((주) 지디에프아이브레일셀연구소 대표이사)은 2017년 3월 10일 

학교를 방문하여 약대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 약정했다. 장준식 동문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명성을 

가진 영남대 약대를 다니는 우리 후배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며 

발전기금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17년 4월 8일 ‘약대 83입학 87졸업 동기회’가 한자리에 모여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 및 사은회 자리를 마련하고, 86명 동기들이 뜻을 모아 약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5천만을 쾌척하였다. 행사 준비위원장 하난향 동문은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동기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모교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영남대 약대는 약대 건물 신축 및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재직 교수 및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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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원 광 대 학 교  약 학 과  임 상 약 학  연 구 실  소 속 의 

학생들이 안숙희 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하고 

발표한 포스터가 2017년도 대한약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있는 신생아에서 저체온 

치료가 gentamicin의 약동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약학과 6학년에 재학중인 박정호 학생이 연구 

내용을 포스터로 발표하였으며, 대학원 석사 과정의 

이소연 학생과 5학년에 재학중인 최동욱 학생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근거중심약료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은 신생아는 

gentamicin의 약동학 파라미터에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포스터의 교신저자인 안숙희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부과정의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임상약학 

전공지식을 연구실 실습 과정에 적용하고, 연구실 구성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결과물을 도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 전했다.

원광대학교 약학과 임상약학 연구실에서는 신생아중환자의 약물치료, 소아환자의 임상약동학, 환자의 

약물치료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변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27

 No 1. 
August

201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017년 5월 10일(수)와 5월 26일(금)에 해외에 재직 중인 약학 전문가와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멘토의 글로벌 체험 이야기와 해외에서의 진로 모색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e-mentoring이 진행되었다. 5월 10일에는 박윤영 박사로 본교 약학대학 졸업 후 KIST에서 석사 

후 식약처에서 근무했으며, Harvard University 약물역학박사를 마쳤다. 현재 보스톤에 있는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에서 Postdoctoral Researcher로서 근무 중에 있다. 박윤영 박사는 

현재의 진로에 이르게 되기까지 품었던 여러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5월 26일 금요일에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Santa Rosa Memorial Hospital에서 Clinical Pharmacist/

Pharmacotherapy Specialist로 근무하며, UCSF 약대와 Touro대학 약대학생의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희 박사의 e-Mentoring이 이어졌다. 박성희 박사는 서울대학교 약대 

졸업 후, 제약회사, 근무약사, 개국약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미국 노스다코다 대학에서 팜디를 

획득하고, 이후 임상약사로서 활약 중이다. 박성희 약사는 임상약사가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자질과 

덕목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조언하였으며, 특히 현재 병원에서 임상약사로서 담당하는 업무와 

임상약학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며 해외에서 임상약사로서의 진로를 모색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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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2017년 4월 12일(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2017-1학기 동문회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약학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회 관계자, 약학대학 교수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31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2017년 5월 26일(금) 중앙대학교 102관(약학대학 및 R&D 센터)에서 병원약국, 지역약국, 제약회사, 

연구기관, 보건행정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 멘토들과 재학생멘티로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발대식은 멘토단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멘토-멘티 활동서약서 낭독,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학기에는 분야별 특강, 그룹별 소모임, 성과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선배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서비스러닝의 

일환으로 포천시약사회와의 공조하에 초중고 

학 생  약 물 오 남 용  예 방  교 육 을  실 시 하 였 다 . 

학생6인과 교수1인, 약사회장님으로 구성된 팀으로 

활동하였으며 전체 학생들이 본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매 회 구성원을 달리하였다. 포천시 

소재 초등학교들을 방문하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현장에서의 약사의 역할,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타지 출신이어서 포천시라는 지역사회를 잘 몰랐었는데 포천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친밀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천시약사회장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좋았던 점으로 꼽았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약사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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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대 학 교  약 학 대 학 은  올 해  외 국 인  대 상 

심화실무실습 수업을 개설하였다. 베트남 학생 

4명, 싱가포르 학생 4명, 독일 학생 1명 총 9명이 

연구실, 지역병원 및 약국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학생은 하기 계절학기 뿐만 아니라 

2학기 심화실무실습 수업도 수강할 예정이다. 

각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양 국가의 실무실습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은 2017년 6월 13일 오후에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실습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보훈병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조현묵 대전보훈병원 원장과 정혜광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장 외 여러 약사진과 교수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실무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작하여 청주, 대전, 서울, 분당에서 의료기관 

필수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총 52명의 학생이 각 병원에서 10주간의 실습을 받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청주의료원과 실무실습 MOU를 체결하여 실무실습이 진행되었다.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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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17년 전반기 약학대학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결과로 평가인증을 받았다.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올해 4월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서면평가(4월 28일)와 현장평가(5월 11-

12일)를 거쳐 지난 6월말 최종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약학대학(과)의 운영 체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졸업 후 교육의 총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7개의 필수문항 모두와 

47개의 일반문항 중 45개 문항을 충족하였다. 특히, 국내외 의•약학 교육수준의 평균치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우수평가문항 15개에 대해서는 총 11 문항에서 

우수함을 인증 받아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신설된 약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이고 우수한 교육 및 연구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31

No 1. 
August

2017신임교원소개  

나현오 교수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학력  

1981.03. - 1985.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사

1992.03. - 1994.02.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원 약학석사

1998.08. - 2002.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원 약학박사

경력  

2010.08. - 2010.11. 미국 NIH Bioethics 과정 수료

2010.08. - 2011.07.  미국 National Catholic bioethics center, Bioethics 과정 수료

2011.02. - 2012.01.  미국 Rutgers Uni. Pharmacoeconomics & Pharmacoepidemiology 과정 수료

2004.03. - 2017.02  가톨릭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부교수

2004.10. - 2015.08.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지원부장

2009.03. - 2015.08.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2009.03. - 2015.08.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2016.01. - 2017.02.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원장

2013.03. - 2017.02.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학술이사

2008.01.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2013.03. - 현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

2016.07. - 현 대한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2017.03. - 현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부회장

2017.03. - 현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관심분야 및 연구분야

- 임상약학

- 사회약학 

- 연구윤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약학대학 교수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4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에서 봉직하다가 2017년 3월부터 가톨릭대

학교 약학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약학대학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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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력

2001.03. - 2005.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2005.03. - 2007.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약물역학)

2007.03. - 2010.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약물역학) 

경력

2009.04. - 2012.0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사, 책임연구원

2012.02. - 2017.0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팀 책임연구원, 차장 

2017.03. -  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및 연구분야

- 의약품 적정사용 

-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 임상성과 평가 

- 약물감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부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정선영입니다.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 분야 연구와, 해당 분야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충분히 갖춘 우수한 약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상약학회 여러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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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교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력

1993.03. - 1997.0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2011.03. - 2013.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석사 (임상약학)

2013.09. - 2016.08.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임상약학)

경력

1997.03. - 1999.02.  삼성서울병원 전공약사

1999.03. - 2009.08.  삼성서울병원 약사 

2013.09. - 2014.02.  대구가톨릭대학교 시간강사

2013.09. - 2016.07.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2016.07. - 2017.02.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2017.03.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수 

관심 및 연구분야 

- 약물유전체학  

- 임상약동학

- 임상성과 평가

-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임상약학회 뉴스레터 창간호를 통하여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임상약동학과 

약물유전체학을 바탕으로 한 맞춤약물요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저의 다양한 임상경험을 

살려 약대 학생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활용 가능한 약물요법 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임상업무를 개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임상약학회 선배교수님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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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상약학회 출범식 및 제1차 임원회의

  일시 2017년 2월 24일 (금) 16:0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가든뷰

• 3월 집행위원회 회의

  일시 2017년 3월 24일 (금) 16:30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17동 회의실

  주제 각 위원회 연간계획 및 추진방안

• 한국임상약학회지 27권 1호 발간

• 대한약학회 2017 춘계국제학술대회 임상약학 분과 심포지엄

  일시 2017년 4월 20일 (목) 14:30  

  장소 충청북도 C&V센터

  주제 Implementation & Impact of Multidisplinary Team-Based Pharmaceutical Care Service 

• 2017 춘계 약학회 임상약학분과 회의

  일시 2017년 4월 20일 (목) 13:10 

  장소 충청북도 C&V센터 소회의실(202호)

  안건 임상약학분과 현안 보고 및 논의

  약물치료학 제4개정 교과서 개정판 출판

  약물치료학 제4개정 제1권: 2017년 6월

  약물치료학 제4개정 제2권: 2017년 7월 출판 예정

• 한국임상약학회지 27권 2호 발간

• 6월 집행위원회 회의

  일시 2017년 6월 28일 (수) 17:00

  장소 서울역 명가의 뜰

  주제 각 위원회별 활동보고

• 한국임상약학회-한국병원약사회 공동 '시험문항개발법 워크샵'

  일시 2017년 7월 15일 (토) 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교육연구동(연건캠퍼스 17동) 지하 강당

  주제 선택형 단일정답형(A형) 및 사례형 문항 개발의 이해 및 사례 토의 등

  강사 황인홍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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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열 교수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임상약학회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한국참가단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된 17회 아시아임상약학

회(Asian Conference on Clinical Pharmacy, ACCP)에 참가하였다. 17회 ACCP는 ‘Unity in Diversity and 

the Standardisation of Clinical Pharmacy Services’의 주제 아래 2017년 7월 27일 Pre-workshop을 시

작으로 7월 31일 대학 및 병원 투어를 마지막으로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아시아 

1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천 명 이상의 참가자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Pharmacotherapy의 대표 저자인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Joseph T. Dipiro의 ‘Building 

Consistent Models of Clinical Pharmacy’의 keynote speech를 포함하여 총 8명의 기조 강연, 47개의 각 국 

대표 초청 연자 강연, 142개의 구두 발표, 199개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임상약학회 오정미 회장을 필두로 하여, 양재욱(삼육대 약대 교수), 이숙향(아주대 약대 교

수), 조윤숙(서울대 병원 약제부장)의 초청 강연과 함께 6명의 구두 발표, 10명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 졌다. 한

국참가단은 학술 교류뿐 아니라 한국인의 밤, 갈라 디너, 투어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국내 임상약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박은정 약사 (충남대학교 병원)

아시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와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임상약학회라 해서 병원과 지역약국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발표하시는 연구

내용들을 보며 오히려 병원, 지역 약국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뿐 아니라 지역 약국 약사님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아시아 임상약학회에 구두 발표자로 참가하였는데, 외국 학회에 참석하는 것과, 구연 발표 모두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기대도 많이 했지만, 긴장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다. 학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션에 참석하였고, 발표 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무사히 발표를 마친 것에 굉장히 뿌듯했다.  

이렇게 좋은 학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었고, 학회 일정 동안 함께 했던 한국 참가자분들과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되어 기뻤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병원의 다른 약사님들도 함께 참가를 하여 소중한 경

험을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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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준 학생 (중앙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 처음 서 본 해외 학회의 Oral Presentation 자리였다.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발표도 

중요하지만 7분 발표 후 주어지는 3분의 질의응답시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Indonesia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유독 질문이 많으셨는데, 해외학외에서의 질의는 질의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았다. 연구주제에 

대해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발표 그 이상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발표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준비해 가서 발표할 때 사용했던 것이 더욱 유익한 시간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다. “슬라맛시앙~” 이라는 말을 “Good afternoon” 뒤에 붙여서 사용했을 때의 인도네시아 

청중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고맙게도 발표에 대한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다. 

추후 대학원생들이 Oral Presentation을 하게 된다면 현지 인사말을 꼭 준비해 갈 것을 권유한다. 또한, Oral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보통 Speaking Skill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응답시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질문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Listening Skill이 더욱 중요하다. 다시 해외 학회 참석의 기회가 온다면, 질의응답을 

위한 Listening Skill을 좀 더 보강해서 질문자가 원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발표자가 되겠다.

김주영 학생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석사과정)

대학원 1학기 차로서 설렘을 가득안고 참석한 첫 해외 학회인, 2017 ACCP 인도네시아. 

규모 면에서는 국내 학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그 안에 들어가보니, 아시아의 문화와 환경

의 다양성만큼 그 주제들도 광범위 했다. 약학대학 학생들의 교육에서부터 병원에서의 환자교육이 환자의 질환

개선이 미치는 영향 연구, 약물유전체학과 관련주제, 할랄(무슬림이 지켜야할 식사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만 먹을 

수 있음)음식과 관련된 건강의 이점,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자가요법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 같은 다양한 주제를 

볼 수 있었으며, 특별한 구성의 포스터형태, 연구방법, 주제 선정 기준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 동안 

연구를 컴퓨터 스크린으로만 보던 게 전부였던것에 비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직접 그 저자와 이야기 나누고 

질문해본 경험은 문헌을 읽고 선택하는데 있어 시야를 확장시키게 해준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임상약학을 이끌어가시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병원약사님들을 이 학회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함께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연구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 아시아 임상약학 연구진들이 오늘도 더 나은 환자의 약물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장을 체험했던 

2017 ACCP. 가는 길에는 한국의 한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출발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의 시간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어있는 기분이었다.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지만, 짧은 4일의 기간은 그 어

느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동기부여의 시간이자, 좋은 분들을 만난 행운의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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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호작용 정보 

▶ Repaglinide와 clopidogrel 병용 시 저혈당 위험 증가

Clopidogrel은 CYP2C8의 대사효소를 저해하며 이는 CYP2C8의 기질인 repaglinide의 약물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1,2 따라서 이들 약물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repaglinide의 일일 약물의 투여 총량이 

4mg을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CYP2C8효소가 약물 대사에 있어서의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특히 강력한 CYP2C8의 저해제와 유도제의 약물상호작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 Dabigatran과 특정 statins 병용 시의 출혈위험의 증가

최근 46,000여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6세 이상의 심방세동으로 dabigatran을 복용하면서 

simvastatin 또는 lovastatin을 병용한 환자군에서 다른 statin 약물을 병용하는 군과 비교했을 때 대략 50% 

정도 중대한 출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알 수는 없으나 추가 정보가 있을 

때까지 dabigatran을 처방 받고 있는 중대한 출혈의 위험이 높은 노인환자의 경우 lovastatin 또는 simvastatin

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약물이상반응 정보

▶ Finasteride와 dutasteride의 정신신경계 부작용

2017년 6월 finasteride와 dutasteride의 치료로 인한 정신신경계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finasteride 또는 dutasteride를 처방받은 90,000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은 상

응하는 대조군에 비해 약물시작 18개월 이내에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자해나 우울증의 위험이 높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약물들을 처방 받는 환자에게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다.4

▶ 심근경색 환자에게서 ticagrelor에서 clopidogrel로의 전환요법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있어 P2Y12저해제인 ticagrelor가 흔히 처방되나 출혈의 위험이나 숨참 증상 등

으로 인해 clopidogrel로 약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약물 변경에 대한 세부지침은 없었다. 최

근 ticagrelor에서 clopidogrel로 약물을 변경하는 환자들을 bolus arm (clopidogrel 600mg bolus followed 

by 75mg daily)과 no-bolus arm (clopidogrel 75mg po daily)로 나누어 항혈소판 효과를 확인하는 약동

학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 ticagrelor를 최종 투약한 후 12시간 후 clopidogrel을 투약할 때 약물부

하량을 주었던 군에서 일부 항혈소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하여 

ticagrelor에서 clopidogrel로 약물을 변경하는 경우 ticagrelor 마지막 투여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되는 시점

에 clopidogrel 600mg(약물부하량)을 투약하는 것이 권고된다.5

1  Tornio A, Filppula AM, Kailari O, et al. Glucuronidation converts clopidogrel to a strong time‐dependent inhibitor of CYP2C8: a phase II metabolite as a perpetrator of 
drug–drug interactions. Clin Pharmacol Ther. 2014;96(4):498-507.

2   Backman JT, Filppula AM, Niemi M, Neuvonen PJ. Role of cytochrome P450 2C8 in drug metabolism and interactions. Pharmacol Rev. 2016;68(1):168-241.
3   Antoniou T, Macdonald EM, Yao Z, et al. Association between statin use and ischemic stroke or major hemorrhage in patients taking dabigatran for atrial �brillation. CMAJ. 

2017;189(1):E4-E10.
4    Welk B, McArthur E, Ordon M, et al. Association of suicidality and depression with 5α-reductase inhibitors. JAMA Intern Med. 2017;177(5):683-691.
5    Pourdjabbar A, Hibbert B, Chong AY, et al. A randomised study for optimising crossover from ticagrelor to clopidogrel in patients with acute coronary syndrome. Thromb 

Haemost. 2017;117(2):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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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승인 신약 정보

• 2017년 9월까지 미국 FDA에 새롭게 허가된 약물은 40여개로 확인되며 희귀의약품과 항암제가 다수 포함되

어 있다.6 이 중 novel drug이라 할 수 있는 new molecular entities를 아래 Table 1에 기술하였다.7 특히 트

럼프 정부가 FDA 신약 승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신약 승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8 이 

중 이벨류에이트파마의 2017 보고서에 의하면 ocrelizumab과 dupilumab은 블록버스터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9 그러나 다발성경화증이 대부분 백인에게 흔히 발생하고 국내 유병률이 낮다는 점을 감

안하면 국내에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Dupilumab도 국내에서 보험 급여

여부가 약물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Dupilumab은 Regeneron사의 약물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제이며 interleukin-4 receptor alpha 

antagonist로 IL-4와 IL-13의 cytokine 매개 염증반응을 차단하여 IgE, chemokines, cytokines 같은 전염

증 물질들의 분비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는 16주간 진행된 두 개의 임상연구(SOLO1, SOLO2)에서 아토피 피

부염의 증상과 징후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위약보다 효과적이었다. 위의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dupilumab

은 처방 국소제제로 적절히 조절이 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허가되었다.10

• Ocrelizumab은 재발하거나 원발성의 진행형의 다발성경화증(primary progressive multiple sclerosis; 

PPMS) 치료제로 PPMS 환자에게서 장애가 진행되는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첫 번째 약물이다.  CD20-

directed cytolytic 항체로 이 약물의 정확한 약리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숙 또는 미성숙 B 림프구에 결

합하여 보체 매개 용해나 항체 의존성 세포 용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기관 임상이었던 ORATORIO 

연구에서 24주차의 장애 진행 환자는 ocrelizumab 군에서는 29.6%이었고 위약군에서는 35.7%이었다

(hazard ratio, 0.76; 95% CI, 0.58-0.98; P=0.04).11 또한 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군 에서도 두 개의 임상연구에서 재발률의 감소와 MRI상 뇌의 병변 수의 유의한 감소가 보고되

었지만 감염발생의 위험증가나 종양발생과 같은 보고 있어 안전성 데이터가 더 축적될 때까지 RRMS 환자군

에서 이 약물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12

6 2017 FDA Approved Drugs; Center Watch. Accessed on Sep. 21st, 2017. Available at http://www.centerwatch.com/drug-information/fda-approved-drugs/
7 U.S. FDA Novel Drug Approvals for 2017. Accessed on Sep. 19th, 2017. Available at https://www.fda.gov/drugs/developmentapprovalprocess/druginnovation/ucm537040.htm
8 “Trump Is Slashing FDA Rules. Why Isn’t Big Pharma Excited?”. Accessed on July 19th, 2017. Available at http://fortune.com/2017/03/28/trump-fda-regulations-drug-policy/
9  World Preview 2016, Outlook to 2022. EvaluatePharma®. Accessed on July 19th, 2017. Available at http://info.evaluategroup.com/rs/607-YGS-364/images/wp16.pdf
10  Blauvelt A, de Bruin-Weller M, Gooderham M, et al. Long-term management of moderate-to-severe atopic dermatitis with dupilumab and concomitant topical 

corticosteroids (LIBERTY AD CHRONOS): a 1-year, randomis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phase 3 trial. Lancet. 2017;389(10086):2287-2303.
11 Montalban X, Hauser SL, Kappos L, et al. Ocrelizumab versus placebo in primary progressive multiple sclerosis. NEJM. 2017;376(3):209-220.
12 Hauser SL, Bar-Or A, Comi G, et al. Ocrelizumab versus interferon beta-1a in relapsing multiple sclerosis. NEJM. 2017;376(3):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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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S. FDA Novel Drug Approvals for 2017 as of Sep. 19th, 20177

Drug Name Active Ingredient Approval 
Date FDA-approved use on approval date

Aliqopa copanlisib 9/14/2017 To treat adults with relapsed follicular lymphoma

Radanil benznidazole 8/29/2017 To treat children ages 2 to 12 years old with Chagas disease

Vabomere meropenem and 
vaborbactam 8/29/2017 To treat adults with 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Besponsa inotuzumab ozogamicin 8/17/2017 To treat adults with relapsed or refractory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Mavyret glecaprevir and 
pibrentasvir 8/3/2017 To treat adults with chronic hepatitis C virus 

Idhifa enasidenib 8/1/2017 To treat relapsed or refractory acute myeloid leukemia

Vosevi sofosbuvir, velpatasvir 
and voxilaprevir 7/18/2017 To treat adults with chronic hepatitis C virus

Nerlynx neratinib maleate 7/17/2017 To reduce the risk of breast cancer returning

Tremfya guselkumab 7/13/2017 For the treatment of adult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plaque psoriasis

Bevyxxa betrixaban 6/23/2017 For the prophylaxis of venous thromboembolism (VTE) in adult patients hospitalized 
for an acute medical illness

Baxdela dela�oxacin 6/19/2017 To treat patients with acute bacterial skin infections

Kevzara sarilumab 5/22/2017 To treat adult rheumatoid arthritis

Radicava edaravone 5/5/2017 To treat patients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Im�nzi durvalumab 5/1/2017 To treat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or metastatic urothelial carcinoma

Tymlos abaloparatide 4/28/2017 To treat osteoporosis in postmenopausal women at high risk of fracture or those who 
have failed other therapies

Rydapt midostaurin 4/28/2017 To treat acute myeloid leukemia

Alunbrig brigatinib 4/28/2017 To treat patients with 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positive metastatic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who have progressed on or are intolerant to crizotinib

Brineura cerliponase alfa 4/27/2017 To treat a speci�c form of Batten disease

Ingrezza valbenazine 4/11/2017 To treat adults with tardive dyskinesia 

Austedo deutetrabenazine  4/3/2017  For the treatment of chorea associated with Huntington’s disease 

Ocrevus ocrelizumab 3/28/2017 To treat patients with relapsing and primary progressive forms of multiple sclerosis

Dupixent dupilumab 3/28/2017 To treat adults with moderate-to-severe eczema (atopic dermatitis)

Zejula niraparib 3/27/2017 For the maintenance treatment for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fallopian tube or 
primary peritoneal cancers

Symproic naldemedine 3/23/2017 For the treatment of opioid-induced constipation

Bavencio avelumab 3/23/2017 To treat metastatic Merkel cell carcinoma

Xadago sa�namide 3/21/2017 To treat Parkinson’s disease

Kisqali ribociclib 3/13/2017 To treat postmenopausal women with a type of advanced breast cancer

Xermelo telotristat ethyl 2/28/2017 To treat carcinoid syndrome diarrhea

Siliq brodalumab 2/15/2017 To treat adults with moderate-to-severe plaque psoriasis

Em�aza de�azacort 2/9/2017 To treat patients age 5 years and older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Parsabiv etelcalcetide 2/8/2017 To treat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in adult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undergoing dialysis

Trulance plecanatide 1/19/2017 To treat Chronic Idiopathic Constipation (CIC) in adul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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