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Pharmacy

◎ 교육목표

1)신약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실습 경력을 갖추며,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약과학자   양
성을 목표로 한다.
2)기존의 의약품보다 약효가 뛰어나며, 부작용이 개선된 신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갖춘 약과  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3)약물의 각종 영향과 기전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위한 이론과 지식을 겸비한 약과학자 양  성을
목표로 한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1) 공통과목
    - 공통과목 약학연습1(EEP009) 또는 약학연습2(EEP010)중 한 과목은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2) 전공분야
    - 약품화학, 보건사회약학, 약리독성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임상약학, 미생물 및 면역학, 약품분석
화학, 약제학, 물리약학 및 산업약학

 3) 이수학점
    - 석사 : 24학점 이상 (공통전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 포함, 연구학점 제외)
    - 박사 : 36학점 이상 (공통전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 포함, 연구학점 제외)
    - 석·박사통합 : 54학점 이상(공통전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 포함, 연구학점 제외)

 4)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박유미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약품분석화학) 교수

박요한 약학대학 약학과 약화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부교수

김만수 약학대학 약학과 약물학 부교수

천부순 약학대학 약학과 임상약학 교수

김연정 약학대학 약학과 약품미생물학 부교수

조관형 약학대학 약학과 의약품제조관리 부교수

김성옥 약학대학 약학과 사회약학 조교수

민경아 약학대학 약학과 약제학 조교수

윤현주 약학대학 약학과 면역학 교수



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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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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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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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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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약품화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004 약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eutical Chemistry

전공 EEP136 의약품설계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Retro-synthetic Analysis of Drugs

전공 EEP118 의약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Medicinal Chemistry

1-2 전공 EEP121 약품화학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Topics in Pharmaceutical Chemistry

Research

전공 EEP135 의약품합성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ynthetic Chemistry

전공 EEP117 화학요법제 3 3.0 0.0 이론

Chemistry of Chemotherapeutic Agents

소계: 18 학점

보건사회약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006 보건사회약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전공 EEP132 약물역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oepidemiology

전공 EEP133 연구윤리 3 3.0 0.0 이론

Research Ethics

1-2 전공 EEP126 보건사회약학연구방법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Research Method in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전공 EEP116 약물경제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oeconomics

소계: 15 학점

약리독성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123 약리독성학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Topics in Pharmacology and Toxi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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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독성학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EP003 약물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ology

전공 EEP115 의약품정보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Drug Information

소계: 9 학점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009 약학연습1 3 3.0 0.0 이론

Seminar in Pharmacy 1

1-2 전공 EEP010 약학연습 2 3 3.0 0.0 이론

Seminar in Pharmacy 2

소계: 6 학점

임상약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601 노인환자 약물요법 3 3.0 0.0 이론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for

geriatric patients

전공 EEP130 약학통계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atistics for Pharmacy

profession

1-2 전공 EEP131 약물유전학과 맞춤치료 3 3.0 0.0 이론

Pharmacogenetics and individualized

therapy

전공 EEP113 약물치료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otherapy

소계: 12 학점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002 생물약품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eutical Biochemistry

전공 EEP506 의약 신호전달생화학 특강 3 3.0 0.0 이론

Topics in pharmaco-molecular and cellular

signal trans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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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505 항암제 내성 기작 3 3.0 0.0 이론

Topics in resistance to anticancer drug

1-2 전공 EEP501 생명공학의약품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Biopharmaceuticals

전공 EEP506 의약 신호전달생화학 특강 3 3.0 0.0 이론

Topics in pharmaco-molecular and cellular

signal transduction

전공 EEP124 의약분자생물학특강 3 3.0 0.0 이론

Advanced medicinal molecular biology

전공 EEP108 종양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Oncology

소계: 21 학점

미생물 및 면역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702 바이러스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Virology

전공 EEP704 분자면역학특론 3 3.0 0.0 이론

Molecular Immunology

전공 EEP703 분자종양학특론 3 3.0 0.0 이론

Molecular Oncology

전공 EEP008 약품 면역학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eutical Immunology

전공 EEP504 의약생명과학의 최신지견 3 3.0 0.0 이론

Recent progress in pharmaceutical

bioscience

1-2 전공 EEP701 면역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Immunology

전공 EEP503 생물약품 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Experimental methods in biopharmaceuticals

전공 EEP107 약품미생물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eutical Microbiology

전공 EEP502 항생물질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antibiotic chemistry

소계: 27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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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분석화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106 기기분석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전공 EEP001 약품분석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eutical Analysis

1-2 전공 EEP128 나노약물 연구의 최신동향 3 3.0 0.0 이론

Recent Advance in Nanomedicine Research

전공 EEP129 약품분광분석학 3 3.0 0.0 이론

Spectroscopy in Pharmacy

소계: 12 학점

약제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801 분산계 약물전달체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Colloidal Drug Delivery Systems

전공 EEP802 약물동태학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okinetics

1-2 전공 EEP120 약제과학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Topics in Pharmaceutical Science Research

소계: 9 학점

물리약학 및 산업약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P005 물리약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hysical Pharmacy

1-2 전공 EEP127 특수제제론 3 3.0 0.0 이론

Special & Topics in Valuable Dosage Form

소계: 6 학점

총계: 135 학점



▣ 교과목 개요

◎ EEP004 약화학특론  (Advanced Pharmaceutical Chemistry)

고급 유기화학의 이론을 토대로 강의하며 최근 연구 논문에 게재된 유기 반응에 대해서 강술한다.

◎ EEP117 화학요법제  (Chemistry of Chemotherapeutic Agents)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항진균제 등을 중심으로 화학, 합성, 화학 수식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서 논의한다.

◎ EEP118 의약화학특론  (Advanced Medicinal Chemistry)

의약품의 작용 기전의 이해를 돕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선도 물질 도출하는 과정의 최신 연구 방법을 강

의한다. 분자 설계 기술, 분자 모델링 기술도 강의한다.

◎ EEP121 약품화학연구방법론  (Topics in Pharmaceutical Chemistry Research)

약품화학 전공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 연구의 디자인과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

성하는 방법론을 익힌다.

◎ EEP135 의약품합성화학특론  (Advanced Synthetic Chemistry)

고급유기합성학을 토대로 강의하며 최근 연구논문에 게재된 유기 의약품 합성에 대해 강술한다.

◎ EEP136 의약품설계학특론  (Advanced Retro-synthetic Analysis of Drugs)

고급유기합성학을 토대로 의약품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강의하며 최근 연구 논문에 게재된 의약품 설계에

대해 논의한다.

◎ EEP006 보건사회약학특론  (Advanced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의약품의 개발, 생산, 투약에 필요한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적의 약물요법을 제공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EEP116 약물경제학특론  (Advanced Pharmacoeconomics)

의약품경제성 평가, 의약품 가격 결정 및 보험관리, 의약품 시장 분석의 수행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 방법

론을 습득하며, 직접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 EEP126
보건사회약학연구방법특론   (Advanced Research Method in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보건사회약학 분야의 정책평가 연구에 필요한 정량적 방법론인 시계열분석, 생존분석 및 희귀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과 정성적 방법론인 면접, 표적면접조사 등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숙지하여, 실제 의약품 정책

평가를 사례연구로 실시.

◎ EEP132 약물역학특론  (Advanced Pharmacoepidemiology)

Pharmacoepidemiology를 약물역학으로 최근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

◎ EEP133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약과학자로서 연구 진실성 확보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연

구설계와 수행에 고려해야 할 연구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해 이해한다.

◎ EEP003 약물학특론  (Advanced Pharmacology)

약물의 작용, 기능, 기전, 대사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인체 내 특정 기관 및 조직에의 작용과 분포에 대

해서 강의한다.

◎ EEP115 의약품정보학특론  (Advanced Drug Information)

의약품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약학계 논문을 찾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습

득한다. 또한 검색한 의약 정보를 기본 바탕으로 약물 모노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는 배양한다.

◎ EEP123 약리독성학연구방법론  (Topics in Pharmacology and Toxicology Research)

약리독성학 전공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 연구의 디자인과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

성하는 방법론을 익힌다.

◎ EEP009 약학연습1  (Seminar in Pharmacy 1)

약학 전공 기초와 관련된 모든 기초강의를 강의한다.



▣ 교과목 개요

◎ EEP010 약학연습 2  (Seminar in Pharmacy 2)

약학 전공 기초와 관련된 모든 기초강의를 강의한다.

◎ EEP113 약물치료학특론  (Advanced Pharmacotherapy)

학부 과정에서 습득한 약물치료학의 심화과정으로 임상약학적 지식과 시술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강의한다.

◎ EEP130 약학통계특론  (Advanced statistics for Pharmacy profession)

약학에서 필요한 통계이론과 통계프로그램 SPSS의 활용방법을 학습함

◎ EEP131 약물유전학과 맞춤치료  (Pharmacogenetics and individualized therapy)

유전적 요인에 따른 약물 반응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특정 환자군에게 적합한 약물 치료를 이해함

◎ EEP601 노인환자 약물요법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for geriatric patients)

노인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pharmacokinetics와 약물 반응의

parmacodynamics를 이해함으로써, 노인환자의 적절한 약물요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또한

이 과정

◎ EEP002 생물약품화학특론  (Advanced Pharmaceutical Biochemistry)

최근 학술 잡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 결과 중 주제별로 선별하여 연구 기법과 결과, 연구 경향에 대해서 논

의한다. 특히, 강의와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 EEP108 종양학특론  (Advanced Oncology)

발암과정의 기전, 암 세포의 특징, 원인, 발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 및 치료에 이용되는 각종 약물들의 생

화학적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강의한다.

◎ EEP124 의약분자생물학특강  (Advanced medicinal molecular biology)

인간 유전체 연구성과에 의해 규명된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의 기능과 상호작용, 그리고 분자수준의 새로

운 예방법과 유전자 치료법 등 신개념의 의약품 개발기술을 강의 및 토론하고 최신 연구 동향과 향후 약학

분야에서의 활용과 발전방안을

◎ EEP501 생명공학의약품학특론  (Advanced Biopharmaceuticals)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면역학의 발달과 함께 생물의약품의 시장은 소분자 화학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을

2배나 앞지르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 인간 유전체 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신규 약물표적 단백질 또는 유

전자의 발견에 따른 새로운

◎ EEP505 항암제 내성 기작  (Topics in resistance to anticancer drug)

효과적인 항암요법의 가장 주요한 장애 요인은 항암제에 대한 일치 및 획득내성으로 알려져 있다. 내성의

발생작용 기전 및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항암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경 지식

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EP506 의약 신호전달생화학 특강  (Topics in pharmaco-molecular and cellular signal transduction)

세포생물학적 및 생화학 연구방법의 첨단화 및 연구의 활성화로 세포 자체에 대한 연구, 특히 세포기능의

조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포신호전달 과정들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분야는 날

로 새로운 사실들을 더해가고

◎ EEP008 약품 면역학 특론  (Advanced Pharmaceutical Immunology)

면역 관련 질환 및 면역 치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자 수준 및 세포 수준에서의 면역학적 지

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강의로 구성됨. 또한 면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신의 면역 치료제 연구 방향 및

개발 동향을 이해하는 것

◎ EEP107 약품미생물학특론  (Advanced Pharmaceutical Microbiology)

약학에 관련된 특히 의약품의 생산에 관련된 미생물에 관한 최근의 진보와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강의한다.

◎ EEP502 항생물질화학특론  (Advanced antibiotic chemistry)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물질과 새로 발견되는 항생물질에 대한 최신지식에 대해 강의한다. 항생물

질의 생산 작용기전, 내성기전, 생합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강의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교과목 개요

◎ EEP503 생물약품 연구방법론  (Experimental methods in biopharmaceuticals)

생물약품학 전공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 연구의 디자인과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

성하는 방법론을 익힌다. 또한 관련 고급 실험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 EEP504 의약생명과학의 최신지견  (Recent progress in pharmaceutical bioscience)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소개되는 최신의 의약생명과학 연구분야의 우수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빠른 속

도로 발전하는 의약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연구의 흐름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함.

◎ EEP701 면역학특론  (Advanced Immunology)

이 교과는 학부에서 기초 면역학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역학연구분야에서의 최신 동향에 대하여 공

부한다.

◎ EEP702 바이러스학특론  (Advanced Virology)

이 교과는 학부에서 미생물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러스의 특성 및 질환 그리고 치료법 등

에 대하여 공부한다.

◎ EEP703 분자종양학특론  (Molecular Oncology)

이 강의는 종양의 발병과정 및 치료 등에 대하여 분자수준에서 공부한다. 특히, 종양 발생과 관련된 분자

글의 종류 및 역할 그리고 종양치료와 관련된 분자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최신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공

부한다.

◎ EEP704 분자면역학특론  (Molecular Immunology)

이 강의는 면역체계의 세포와 분자 상호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면역체계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된

분자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최신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 EEP001 약품분석특론  (Advanced Pharmaceutical Analysis)

약품분석화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며, 이를 약학에 응용함에 있어서 각종 혼합물로부터의 분리, 분석

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및 활용에 대해서 지도한다.

◎ EEP106 기기분석특론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분리분석을 중심으로 크로마토그래피법과 분광학의 기본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강의하며, 기기 사용법을

숙지시켜 그 응용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빠른 발전을 보이는 기기 중의 하나인 질량분석기를 중

심으로 이를 약학에서 응용하는

◎ EEP128 나노약물 연구의 최신동향  (Recent Advance in Nanomedicine Research)

다양한 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입자-약물 중합체의 합성, 물리/화학적 특징, 약리활성 평가에 대한 최근

논문을 탐색하고 발표함

◎ EEP129 약품분광분석학  (Spectroscopy in Pharmacy)

약품의 정성, 정량 목적으로 활용되는 분광분석기의 종류와 그 응용에 대해서 다룸

◎ EEP120 약제과학연구방법론  (Topics in Pharmaceutical Science Research)

약제과학 전공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 연구의 디자인과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

성하는 방법론을 익힌다.

◎ EEP801 분산계 약물전달체특론  (Advanced Colloidal Drug Delivery Systems)

본 강의를 통하여 약물의 송달목적으로 개발되는 분산계 약물전달체에 관한 응용지식을 익히고 약물송달관

련 최신기술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EEP802 약물동태학 특론  (Advanced Pharmacokinetics)

신약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학 연구분야로서 약물동태 연구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임상에서 약

물 투여계획(dosage regime)에 사용되는 약물동태 분석모델에 대해 배우고자함. 약물 투여 후 체내에서의

약물의 흡수, 분포

◎ EEP005 물리약학특론  (Advanced Physical Pharmacy)

의약품 제형설계와 약물 송달을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규명, 예비 제제화 이론, 제제화 및 약물 송달 이론

에 대한 접근



▣ 교과목 개요

◎ EEP127 특수제제론  (Special & Topics in Valuable Dosage Form)

고부가 가치 제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연구적 접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