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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사무실 : 메디컬캠퍼스박애관 212호 수여학위명 : 약학석사, 약학박사
TEL : 032-820-4774,4770 FAX : 032-8204775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가천대학교 대학원은 약학 분야에서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교육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약학 분야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관련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의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구성하여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의학교육

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연구 및 학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의학과 관련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연구분야

예방약학, 물리약학, 의약화학, 약물학,
약품생화학, 사회약학, 생리학, 약품분석
학, 미생물 및 면역학, 분자약학, 약제학,
생약학, 약품합성학,, 임상약학

예방약학, 물리약학, 의약화학, 약물학,
약품생화학, 사회약학, 생리학, 약품분석
학, 미생물 및 면역학, 분자약학, 약제학,
생약학, 약품합성학, 임상약학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교수 이후근 이학박사(미국 유타대학교) 물리-분석화학 hklee@gachon.ac.kr

교수 고영탁
약학박사(Texas Tech

University)
약제학 youngtakko@gachon.ac.kr

부교수 김미현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산업약학 kmh0515@gachon.ac.kr

교수 김선여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생약학 sunnykim@gachon.ac.kr

부교수 맹한주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약제학 hjmaeng@gachon.ac.kr

교수 박성진 약학박사(서울대학교) 물리약학 psjnmr@gachon.ac.kr

조교수 배문형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생약천연물화학 baemoon89@gachon.ac.kr

교수 서승용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약품합성학 syseo@gachon.ac.kr

부교수 신동윤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의약화학 dyshin@gachon.ac.kr

부교수 심원식 약학박사(서울대학교) 병태생리학 wsshim@gachon.ac.kr

교수 오승현 수의학박사(서울대학교) 예방약학 eyeball@gachon.ac.kr

교수 유봉규
약학박사(충북대학교, 미국

알바니약학대학)
임상약학/제제물리학 byoo@gachon.ac.kr

부교수 장선미 보건학박사(서울대학교) 보건사회학 smjang@gachon.ac.kr

교수 전희숙 이학박사(조선대학교) 면역학 hsjun@gachon.ac.kr

부교수 정광원
이학박사(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생화학/분자생물학 kwjeong@gachon.ac.kr

부교수 천광훈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생화학 khchun@gachon.ac.kr

부교수 최지웅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약물학 pharmchoi@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관련사항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준한다.

2) 지도교수
(1) (논문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석 박사과정 모두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논문지도교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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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

한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다만, 이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교수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3)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

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이수학점)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학점
을 신청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전문대학원은 매학기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수료인정)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연구

학점(3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연구학점(6학
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종합시험 과목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2과목) 외국어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전공시험 자격 부여박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4과목)

5)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가) 석사과정 :
(1) (석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석사 논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4개월 이전에 심사용 논문 4

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심사용 논문 제출 시에 지도교수는 심사 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와의 공동 책임 하에 학위 취득 희망 예정일 2

개월 이전에 논문 본 심사를 실시한다. 이 심사에서는 논문 요지를 발
표케 하고, 논문 심사 및 구술 고사를 실시한다. 논문 본 심사는 1회
실시한다.

(나) 박사과정 :

(1) (박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연구 계획서 5부와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
다. 이 때 연구계획서는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때 지도교수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이때는 예비심사 신청서 1부와 논문
5부를 제출하며,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④ 예비 심사 시에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본교 심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
운데 발표회를 개최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⑤ 예비심사 통과 후 학위 취득 희망자는 희망예정일 6개월 이전에 박사
논문 심사 신청서 1부, 심사용 논문 6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지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논문 심사료 및 논
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본 심사를 실시
한다. 다만, 위원장 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책임 하에 1회에 한하여 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본심사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종심 희망 일시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종심은 교무처 주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매년 6월 10-25
일, 12월 10-25일에 실시한다.

⑧ 종심에서는 논문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약물학특론1  

본 강의는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강의로서 기초 및 응용 약물학분야의 국제적 연

구방향과 최신 지식을 수집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의 주제는 크게 뇌과학, 분자약물학

과 약물동역학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이들 주제를 기초로 약물의 효능, 원리 및 작용기전, 신약

개발의 배경을 인체, 동물, 세포 및 분자적 수준에서 학습한다. 본 과목은 유수학술지 논문을 바

탕으로 토론과 발표가 병행된다. 토론강의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함계 최근연구동향과 전문지식을

추적하는 능력,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의 습득도 본 수업의 중요한 목표이다.

약물학특론2

본 강의는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강의로서 기초 및 응용 약물학 분야의 국제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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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향과 최신 지식을 수집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의 주제는 크게 뇌과학, 분자약물학

과 약물동역학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이들 주제를 기초로 약물의 효능, 원리 및 작용기전, 신약

개발의 배경을 인체, 동물, 세포 및 분자적 수에서 학습한다. 본 과목은 유수학술지 논문을 바탕

으로 토론과 발표가 병행된다. 토론강의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함께 최근연구동향과 전문지식을

추적하는 능력,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의 습득도 본 수업이 중요한 목표이다.

중추신경계약물학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수업한다. 생체내의 현

상 중에서 신경계 특히 중추 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종류를 기준으로 이의 조절기전과 검색 방법

및 해석상의 문제점 등을 논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추신경계의 구조, 정상상태의 기능 및 비정

상 상태의 문제점과 질환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의 원리에 관해 이해하도록 한다.

중추신경계약물학2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연구 동

향을 파악한다. 또한, 연구 개발을 위한 과학적 접근법 및 이의 증빙, 평가 원리 등을 이해하도

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추신경계 질환 유발 기전 규명 방법, 검색법의 선정, 평가를 통해 도

출된 유효 물질의 효능 기전 검색 방법, 도출 결과 해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분자약물학 

Molecular Pharmacology is the study of drug actions and toxicities at the levels of

molecules. The topics on cell signaling and cancer biology will focus on the mechanism

by which cells process extraneous signals and how aberrant signaling pathways can

promote tumorigenesis and tumor progressi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se

pathway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better drugs for cancer prevention, control,

and cure.

생화학적약물학 

Biochemical pharmacology focuses on pharma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xenobiotics at the levels of biochemistry,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discuss the action of drugs, toxicants and xenobiotics in living

organisms. This course lectures the set-up og hypothesis,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s, and the creativity in the science and the research tools and methods.

Identification of the action mechanisms of drugs require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on physiology, biochemistry, pathology, immunology and molecular biology. Especially,

this lecture deals with the interactions of drugs and cellular macromolecules including

enzymes and receptors at the molecular and cellular levels. This class covers lectures/

discussion of the settiement of theory, understanding of the latest research trend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and their scholar interpretation.

뇌과학최신지견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뇌과학 분야에서 눈부

신 발전이 있어왔다. 본 강좌는 뇌과학의 중요 분야(뇌구조, 뇌기능, 뇌발달, 뇌유전학, 컴퓨터

기반 뇌과학, 진화와 뇌 등)들에서 최근의 획시적인 발전들을 고찰, 비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뇌과학의 최신지견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신경생리학 

본 강의에서는 정보의 전달을 위해 어떻게 신경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신호

전달, 이온채널, 수용체 및 시냅스 전달 등에 대하여 학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큰 시스템, 즉

감각신경이나 기억, 학습 시스템에 대하여도 알아볼 것이다.

신경신호전달의 이해

신경 활성화의 기본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이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감각이 어떠한 분자 기전을 통해 전기 신호로 변

환되는지를 습득하여 감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달성하고자 한다.

예방약학특론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이나 약물들이 인간의 생명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병의 예방 또는 건강증진에 활용하는 기술과학의 한 분야

이다. 유해인자 및 약물의 인체영향과 생체방어기전, 화학물질의 독성영향과 발현기전, 생활환

경과 건강, 영양과 건강 및 식생활 안전 등에 대한 기초기식을 습득한다

해부생리학특론

인체의 기본을 이루는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생리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전

공 연구 활동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수업이다. 해부학 기본 용어 정의 및 어원을 익히고, 골격과

근육 및 신경에 대한 구조와 생리를 파악하여 개별 연구 활동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병태생리학특론

다양한 질환의 발병 기전을 공부하고, 질환의 원인 및 유발 인자 등을 익히는 수업이다. 특히

각자의 연구 활동과 연관이 있는 질병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연구 활동

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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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증 연구의 최신 동향

가려움증은 누구나 경험하는 기본적인 감각이나 이에 대한 분자 수준의 이해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본 수업은 이러한 가려움증의 원인과 분자 기전 및 치료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최

신 지견을 넓히고자 한다. 최신 논문을 선택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가려움증의 대

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신경병리학

준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질환의 병태(pathogenesis)와 현태학적 변화를 공부한다.

물리약학특론 1

본 과목에서는 약물의 개발 및 응용에 필요한 물리약학적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물질전달현상을

비롯하여 이를 응용한 방출조절 약물전달 제제를 심도있게 학습한다. 물질전달현상의 공학적 개

념을 약물전달의 개념과 함께 연계, 응용하며, 생체고분자의 합성법 및 응용분야를 비롯하여,

부작용 및 독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재료 및 생분해성 재료에 대해 학습한다. 미셀,

리포솜 등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전달제제의 개발과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

하며, 경피 흡수형 약물전달 제제, 약물전달제제를 신체작용부위에 특이적으로 전달하는 표적형

약물전달의 개념을 학습한다.

물리약학특론2

생명 과학의 하나인 약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 분야의 지식, 특히 물리 화학의 중요성은 대

단히 중요하다. 학부에서 다룬 기초적인 물리약학과 달리 이 과목에서는 실제 대학원생들이 여

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물리 화학적 지식을 중점으로 강의를 전개할 것이

다. 강의는 교과서와 더불어 최근 논문을 바탕으로 토론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생물물리약학

생물물리약학의 주요연구 대상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NMR 과 X-ray

Crystallography 법을 들 수 있다. 이중 NMR 방법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용

액상에서 생체물질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대학원생들이 NMR에

의한 생체물질의 구조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여러 NMR 지식을 중점으로 강의

를 전개할 것이다. 강의는 교과서와 더불어 최근 논문을 바탕으로 토론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구조분자약학 1 

생체내 거대분자(DNA, RNA, Protein)들의 기본적인 구조 및 구조와 기능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구조에 바탕을 둔 신약 개발법에 대해 공부한다.

구조분자약학 2 

결정상태에서의 의약품의 분자 및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술하고 구조와 야작용과의 관

련성을 검토한다.

약학분자생물학특론 

DNA와 RNA 구조와 기능, 복제, 전사, RNA 프로세싱, 번역, 유전자 발현 조절 등분자 생물

학의 기본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체내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일어나는 기전에 관하여 알

아본다. 신약 개발 관점에서 특정 단백질의 과발현, 돌연변이 등과 질병의 상관성에 관하여 토

론한다.

후성유전학특론

후성유전학이란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 정도가 변화하며 이러한 현상이 후세

로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 본 과목에서는 후성 유전학적 인자의 대표적인 DNA 메틸화와 히스

톤 단백질의 변형에 관하여 알아본다. 더 나아가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 메틸화, 인산화, 유

비퀴틴화 등이 크로마틴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에 대하여 토론한다.

의약분자생물학특강

인간 유전체 연구성과에 의해 규명된 다양한 우전자와 단백질들의 기능과 상호작용, 세포내 신

호전달 네트웍, 그리고 분자수준의 질병 예방과 치료법등 신개념의 의약품 개발 기술의 최신 연

구동향에 관하여 강의하고 토의함.

소화기질환의 분자생물학

이 과목에서는 성인과 소아 소화기질환의 발병과 치유를 분자생물학적 기전으로 이해한다. 토의

할 질환은 Barrett 식도, 식도암, Helicobacter pylori감염, 위암, B형과 C형 간염, 간암, 염

증성 장질환, 대장암, Wilson's disease, 소아 소화기질환 등이다.

생화학특강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주제별로 선탁하여 강의하고, 생화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행을 파약하여 이를 자신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유전자발현생화학

유전자 발현생화학은 세포수준에서 Genome, Epigenome 및 전사인자 기능에 관한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발생유전학 

유전학/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의 발달이 가져온 배아발생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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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는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발생학 또는 연관 학문의 논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발생과정의 이상으로 인산 congenital human diseases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질병

에 대한 연구 현황을 최신 논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약물수용체론

생체현상의 조절기전에 관여하는 일차적인 정보 전달 과정으로서의 수용체 개념을 파악하고 체

내에서 발견된 수용체의 종류, 대상조직, 실험법, 생리현상별 연계성, 응용성 등과 이 분야 연구

의 현황 및 방향을 파악한다.

내분비학

호르몬이 생성되는 과정 및 그 작용 기전, 그리고 각 호르몬이 신체 각 기관들의 기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강술하고 신체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는 기전을 살펴봄으로써

내분비계가 신체의 성장 및 대사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절하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내분비계의

이상에 따른 증상들을 살펴보고 이를 연구하는 방법들을 익힘으로써 내분비계의 작용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당뇨병학특론

당뇨병 병인의 분자생물학적인 기전과 진단법 및 치료법을 알아보고, 당뇨병을 포함한 인슐린

저항성 증후근의 기전에 대해 연구한다.

염증병리학

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종류와 발병기전을 이해하고, 염증진행에 따른 질병진단 및 치료제에 관

한 분자기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분자면역학 

본 교과목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현상의 본질을 분자 면역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연구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면역반응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림프구와 항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signal을 전달하는 매개체와 signal 전달 경로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기전을 통하여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지를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학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최

근 연구 경향을 살펴본다.

종양면역학

암세포와 면역 세포간의 상호작용기전의 이해와 암세포의 분화 성장관련 신호전달에 관한 최신

연구의 이해

면역치료제특론

면역학의 각 분야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선택하여 그 이론적 배경과 실험 방법론을 이해한다.

화학요법제

약품구조와 작용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이론과 화학요법제의 화학수식

에 대한 이론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 증진

약품합성학특론1

C-C, C-O, C-N bond formation에 관한 다양한 인명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최신 보

고된 생리활성 천연물 전합성과 의약품 합성에 활용된 예들의 합성 전략과 구체적인 합성 방법

을 학습하고 논의한다.

약품합성학특론2

의약품의 기본 골격으로 중요하게 구성되어 있는 heterocyclic system을 환의 크기별로 구분

하고, 이에 대한 각 heteroycle의 반응성과 골격 형성에 관한 일반적인 반응법을 학습하고 토

론한다. 이후 의약품 및 생리활성 천연물의 합성법에 활용된 사례를 각 heterocycle별로 조사

하고 토론한다.

물리유기약품화학 1 

의약품의 유기합성화학반응에 대한 mechanism을 물리유기적인 방법으로 강술한다.

유기약품합성화학특론1

Cabocyclic 화합물들의 고리 크기에 따른 합성방법과 고리화합물들의 반응성을 컴토하고, 천연

또는 생리활성 고리화합물들의 고리크기에 따른 합성전략 및 합성 과정 등을 논의한다.

물리유기약품화학2 

의약품의 유기합성화학반응에 대한 mechanism을 물리유기적인 방법으로 강술한다.

유기약품합성화학특론2

Heterocyclic system을 환의 크기별로 구분한 후 이들의 일반적인 합성방법을 검토하고 의약

품 및 생리활성 물질 합성에의 적용 등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의약화학특론 1

본 교과목은 약물의 physicochemical properties과 pharmacological response 간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는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AR)과, 약물의 mode of cation, pharmacokinetic

및 toxicology를 molecular level에서 이해토록 강의한다. 특히 내성균과 내성암세포를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화학 및 생물학적 최신 접근 경향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약품

설계, 제조의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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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화학특론 2 

본 교과목은 약물의 physicochemical properties과 pharmacological response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AR)과, 약물의 mode of cation, pharmacokinetic

및 toxicology를 molecular level에서 이해토록 강의한다. 특히 내성균과 내성암세포를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화학 및 생물학적 최신 접근 경향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약품

설계, 제조의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게 한다.

약품분석특론1

약물 스크리닝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약품분석특론2 

의약품의 규격, 시험법에 관한 지견, 해설, 자료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 확인을 목적으로 의약

품의 분석연구에 있어서 IR의 정성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해설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구조를 추

정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함.

의약품제제분석1

기기분석을 이용한 의약품 제제분석 원리를 이해한다.

의약품제제분석2 

Mass spectrometru based proteomics를 이용한 단백질, 펩타이드 분석 원리를 이해한다.

생체물질분석

생체물질 분석 혹은 생체물질을 이용한 분석에 관련된 화학적 원리와 이론 및 응용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전기화학적 분석법, 분광법, 크로마토그래피법 및 이들의 조합적인 방법에 기초한

생체물질 분석 센서, 주사 탐침 현미경, Lab-on-a-chip, 면역분석법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본

과목은 대학원생 또는 분석화학과 기기분석 화학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다.

약제학특론1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와 기능에 덧

붙여 좋은 제제를 만들기 위한 이론과 기술, 제제의 성질과 약효, 제형의 선택돠 그 적용 방법

을 탐구한다.

약제학특론2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와 기능에 덧

붙여 좋은 제제를 만들기 위한 이론과 기술, 제제의 성질과 약효, 제형의 선택과 그 적용 방법

을 탐구한다.

생체막수송체학특강

생체막에 존재하는 수송체는 체내 약물의 흡수, 분포, 배설을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약물의 체내 동태에 중요하게 미치는 주요 생체막 수송체들의 종류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

고 그 역할에 대해서 강의 토론한다. 특히 최신 문헌에 보고된 약물 수송체 특성 및 기질에 해

당하는 중요 약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의한다.

고급약물동태학 

약물동태학이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정을 속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학문

이다. 이를 위하여 약물의 생체내 이행을 컴파트먼트 모델과 같은 간단한 모델을 활용하여 투여

후의 약물이 혈중 농도, 소실반감기, 대사속도, 배설속도 및 축적량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자 한다. 약물동태학의 중요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투여량, 투여간격 및 투여제형을 적절히 설정

하여 투여계획의 설계가 유효하고 안정성이 높은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약물

동태학 연구의 목적이다. 고급약물동태학에서는 약물체내의 동태를 해석하기 위한 대표적 모델

을 강의하고 관련 최신논문을 리뷰하며 발표해본다.

고급 생물약제학

약물의 투여 후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물의 체내 거동을

결정하는 약물 대사효소 및 약물 수송체의 분자 수준의 발현 및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약물의 대사효소와 수송체의 활성을 관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in vitro 및 in vivo의 여러 가

지 실험법 및 실험결과 분석 방법론을 습득하며 적절한 생물약제학 실험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한다.

약물송달학 

본과목의 교육목표는 거대분자약물의 투여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함양하는

데 있다. 본 과목에서 다루는 거대분자약물이란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단백질 약물, 다당류 약

물, 유전자 등을 일컫는다. 단백질 약물의 경우에는 화학적/물리적 결합체 기술, 변형체 기술,

제제 및 다비아스 기술 등에 의한 단백질 약물 전달 시스템을 학습하며, 다당류 약물의 경우에

는 화화적 유도체에 의학 경구제제 기술, 유전자 약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형 전달 시스템 및

비바이러스형 전달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세포기술을 이용한 세포전달기

술 및 이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 전달기술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본 과목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기본 원리 이해부터 최근 연구되고 있는 기술에 다한 분석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조직특이적약물수송학특강

조직생체막에 존재하는 약물 수송체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조직 특이적 약물지행수송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특히 뇌와 신장 등과 같은 polarized 생체막을 가진 장기 및 종양과 같은

변화된 생체막특성을 가진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특이적 약물 수송 연구의 최신 발전 내용을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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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동태학특강

약물속도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정을 속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약물의 생체내 이행을 간단한 모델로 가정하여 투여후의 약물의 혈중 농도, 소실 반

감기, 대사속도, 배설속도 및 축적량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생체 내에서의 약물현상의

기구를 해명하고, 투여랭, 투여간격 및 투여제형을 적절히 규정하여 투여계획의 설계와 나아가

서 보다 유효하고 안정성이 높은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속도론의 목적이다. 약물체내 동

태의 현상을 수식화하여 컴파트먼트 분석을 강의한다.

생물약제학특강

약물의 투여 후 약물의 체내 거동에 관여하는 생체내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관찰

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in vitro, in vivo의 여러 가지 실험법 및 실험결과 분석 방법의 도구를

습득하며 실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나노의약품학

Nanomedicine refers to applications on nanotechnology focused on finding new ways

to diagnose and treat disease. In this seminar, the fundamental concepts of nanoscience

and nanomaterials will be introduced, the tools for visualizing the nanoscale will be

investigated, applications in nanomedicine will be presented and the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 will be discussed.

위생화학특론

위생화학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견을 종합하여 토론하는 강좌로써 각종 유

독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의 독성발현 및 이에 대한 생체방어기정, 영양상태와 생체이물의 독서 발

현 상관성, 식품 본래성분과 첨가성분의 안전성 및 위생분석 등을 포함한다.

환경질환 

환경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은 사람에게 노출 되었을 때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

다. 본 강좌에서는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다이옥신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분자수준의 독성기전 및 질병에 대해 강의한다.

환경위생학

환경위생학은 질병의 예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약학의 한 분야로 이를 위해 대기환경을 비

롯한 각종 생활환경으로부터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유해인자들

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강

좌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이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과목이다.

생체방어기전 

생체에서 활성화되는 화학물질 중 free radical을 생성하는 물질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defense system을 공부하여 free radical의 생체공격과 질병과

의 상관성에 대해 토론한다.

산업독성학 

산업장 안전관리 및 산업용 화학물질의 독성의 특성과 기전, 표적장기에 관한 최근 지견을 소개

하고 토론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함양한다.

환경위생학 및 실습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윤리, 사회,

경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분자독성학 

독성물질의 생체지표(Biomarker)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독성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하는 개념을 이해한다.

생체유해라디칼

생체에서 활성화되는 free radical은 oxygen radical 및 carbon-centered radical등이 있는

데 반응성이 강하여 세포 구성물을 공격하면 체내 독성이 야기된다. 본 강의에서는 생체내 발생

할 수 있는 free radical 종을 설명하고 그 화학적 특성 및 검출방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세포와

반응시 나타나는 독성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free radical을 차단하는 인체내

효소 및 비효소적 방어계를 소개하고 질병과의 관련성을 토의하고자 한다.

종양학 

종양학은 종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본적인 형태학적 및 생물학적 형태의 특징에 초점을 두

고 암발생의 분자생물학적 기초를 이해하는데 있다. 종양과 숙주간의 관계 등을 토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성과 악성 종양의 특징, 암 역학과 관리, 암 발생 과정, 암 세포의 유전적

변화, 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세포주기의 조절과 세포 자멸사, 종양의 전이의 생물학적

기전, 종양의 면역학 즉 암의 진단과 치료의 면역학적 접근, 암에 대한 유전자-표적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공부한다.

종양단백질체학

종양단백질체학은 종양생물학 관련연구자로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단백질체학에 대한 개념과 최

신 연구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생물 개체 혹은 심상시료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및 단백질체에

대한 동정과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인 단백질체학은 질량기기분석, 단백질체정보분석, 단백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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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분석 방법들이 융합되어 개발되어 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다학제간 학문으로 변화되고 새

롭게 전개되는 단백질연구기법을 고찰할 것이다.

종양분자생물학

종양의 원인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공부한다.

실험동물학

동물실험이 윤리, 동물실험 방법 및 기술,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워, 의학자로서 의학

연구에 있어서 동물실험이 중요성을 깨닫고 전반적인 실험동물에 관한 지식을 깨우친다.

동물세포공학특론

이 과목은 동물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동물세포의 대사적,

유전학적, 세포생물학적인 특징에 관하여 이해하고, 동물세포로부터 각종 항체, 백신 및 유용단

백질의 생산과 응용 가능성에 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생약학특론 

천연물의 생합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생합성 경로에 대한 연역적인 추론을 바탕으로한 연

구를 수행한다.

식물성분생합성

천연물 유래 이차대사산물의 생합성에 다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

요 천연물과 이들의 이차대사산물의 생합성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천연물정보과학특강 

천연약물의 등록과 허가에 관한 법류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본 과목은 국내외 천연약물 관련 법규,

즉 식약청의 한약, 생약, 천연물신약 등록 법규 및 미국의 건강보조식품법(Dietary Supplement

Health Educatin Act), US FDA의 Guidance for Botanical Drug Products, 유럽연합의

Directories of Herbal Medicines, 일본의 한약/식품 법규 해설 및 비교

해양천연물성분화학 

해양천연물의 화학적 특징, 분포, 구조 및 생리활설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육상식물 및 미생물

유래의 천연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약용식물학

인간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산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을 식용 및 약재로 이용하여 왔다. 이중

가치가 높은 약용 식물들은 수요가 증가하고 자연산만으로는 자급이 불가능하거나 희소하고 품질

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식물로서 재배 생산해야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강

좌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용식물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이용적인 측면, 생명공학적 접근방

법 등이 소개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약용식물들의 식물학적 특성과 약리작용, 효능 등에 대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세미나 방식의 참여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원생약연구법

자원생약으로부터 유효 성분 분리 및 구조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기법을 연구 사례를 중심

으로 학습하고자 함.

활성물질탐색 1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탐색방법과 이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는 최근 연구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토론한다.

성물질탐색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탐색방법과 이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는 최근 연구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토론한다.

생약화학 및 실험

생합성 경로를 중심으로 생리활성물질(2차대사산물을 중심으로)의 생성, 역활 및 그 활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 응용한다.

생약자원보전연구 

세계각국에서 약용식물을 주요한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약용식물을 비롯한 민간약 생약 등 전통생약에서의 신약개발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활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들을 활성 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천연물의약품학

천연물의약품과 기존 전통의약품과의 비교 및 천연물의약품의 이해 - 천연물의약품의 작용과 부

작용 - 천연물의약품과 기존 정통의약품과의 상호 보완적효과 - 천연물의약품과 기존 정통의약

품과의 약물상호작용

천연생체조절물질

천연물 의약품 개발의 개론에 대하여 질환균을 중심으로 각각의 병리학적 기전과 의약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최근의 발표된 논문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천연물성분화학

인간에 유용한 천연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이차대사산물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천

연물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천연물 유래 화학성분을 다루는데 기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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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천연물분리정제기술론

천연물정제에 필요한 분리기술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천연물생체기능론특수연구 

생물자원으로부터 생리활성성분을 검색하고 약리활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을 약물작용

점 또는 작용기전을 중심으로 강론하여 실제 활용과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자한다.

천연물약리독성학 

의약품의 흡수, 대사, 분배 등 약리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작용부위에서의 선택적

인 작용을 가지는 기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천연물로부터 의약품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

도록 한다.

천연물생체기능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의약화학, 생화학, 면역학, 약물학 등의 내용에서 필

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천연물자원

유용 천연물자원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물계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파악하여, 천연

물자원의 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유용천연물의 경제적 가지를 평가, 자원의 이용

개발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잠재적 효용을 지닌 생물 유전자원의 개발 밒 보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유용천연물자원 확보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을 축적한다. 한편 자원식물을

용도별로 대분하여 주요 자원식물의 기원과 개발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자원식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신자원식물의 개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천연물생물공학

생물공학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도입되어 생명현상에 관한 새로운 지견의 응

용을 토대로 생물활성 검색모델의 개발, 생리활성물질의 발굴 및 신물질 창출, 유용물질의 대량생

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과목은 천연물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공학의 기본원리 및 연구방법론을

이해토록 하면서, 유용 유전자를 이용한 천연물생산에 있어서 실제 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천연물구조결정론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천연물 구조결정

1) 핵자기 공명의 실제적 적용방법

2) 천연물 유형에 따른 구조결정 접근방법

3) 천연물 구조결정 실습(문제풀이)

천연물합성화학 

천연물질의 부분합성 및 전합성을 다룬다. 특히 비대칭탄소 함유 천연물질, 질소, 산소, 유황 등

의 원소를 함유하는 heterocyclic 천연물질 합성방법 등 천연물질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

한 합성기법들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천연물질 합성방법의 개발, 확립단계를 강의한다.

생물정보학

Post-genome시대의 정보처리 및 해석을 다루어, 21C의 BT와 IT산업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

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그 응용과 전망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internet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database의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고, 그 database들에서 단백질의 특

성 및 역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약물유전체학

약물유전체학은 최근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이다. 흔히

SNP라고 불리어지는 단일염기다형성의 연구가 주요한 약물유전학연구의 내용이지만 악물유전

체학은 약물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모든 유전자 발현의 차이와 이를 이용한 맞춤약의 실현과 신

약개발이 주요한 내용이다.

시스템생물학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현상 및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수학하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

한 과학적 사고능력을 배양시키며, 생명체의 관찰과 현상의 규명을 통하여 공학과의 접목에 대

한 기본 개념을 행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바이러스학특론 

이 과목의 목적은 학부에서 일반생물학, 바이러스학을 이미 수강한 학생들이 보다 심도 있게 바

이러스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러스학에서의 실험적 방법론을 이해

하고, 데이터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실험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

이다. 이 과목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 강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강생들에게 매주 2-3편의

논문을 주면, 수강생들은 이를 상세히 읽고 와서, 수업시간에 직접 이 논문에 대해 분석을 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분자세포바이러스학

병원성 바이러스의 병인 기전 및 숙주 방어 기전을 분자세포생물학 및 면역학적 관점에서 이해

한다. 바이러스의 복제, 숙주 침입기전, 숙주세포 신호전달 조절기전, 숙주 면역반응 및 바이러

스의 면역 회피 기전 등을 중심으로 숙주-바이러스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

해 학습한다.

단백질치료제개발특강

생물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고분자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치료용 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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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이러한 치료용 단백질은 높은 시장 성장률에 힘입어 많은 회사들이 뛰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단백질치료제 개발의 특징을 개괄하고, 일련의 개

발과정을 산업적, 학문적, 규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줄기세포생물학

Stem cell bi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growin fields. Therefore, this lecture give

students understandings the methods how to isolate and characterize human stem

cells from various organ including embryonic stem cells. This lecture is directed to a

broad audience of graduate students in stem cell biology, chemistry and agriculture,

natural science, pharmacology.

제약산업학

제약산업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단위 Process에 대한 이해 및 공정 중 만나게 되는 문제 해결

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법 소개

신약학

신약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concept과 technology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

다. 본 수업의 목표는 최근들어 신약 개발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조합화학과 이를 이용한 chemical

genomics의 가본개념과 최신방향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장품학 

향장품의 제법, 성상, 종류, 적용법에 있어서의 생체와의 관계 등에 관해 강술한다.

약물상호작용기전특강

이종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야기되는 임상적 약효발휘 및 부작용을 다음 항목으로 학습함.

1)약화학적 효과와 작용기전 2)임상적 사용결과 평가 3)실용상 의견 4)종합 5)관련되는 기타

약물

약물역학특론

Pharmacoinetics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최근 논문을 통해 최근의 지식을 얻는다.

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가천대학교 대학원 약학과는 신약 발전 및 임상, 사회약학을 선도할 차세대 연구 리더를 양성하

기 위해서 2011년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이 개교한 후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내 약학대학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설립된 가천대학교 약

학대학은, 이를 위해서 우수한 교육대학원 프로그램 및 산학연 연구프로그램뿐만 아니라

G-ACE로 학부교육시스템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학과는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의 네 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진

다. 생명약학전공은 약물학, 생화학, 해부생리학, 면역학, 미생물학, 예방약학의 연구분야로 구

성되어있고, 산업약학은 의약화학, 의약품합성학, 약제학, 물리약학의 연구분야로 구성되어 있

다. 약학연구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19명의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대학원생 프로그램으로는 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명과학의 궁극의 목적은 인간의 질병치료이다. 약학은 기초연구에 기반한 응용연구로서 인간

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개발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약학연구의 뜻을 가진 학생들

의 도전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