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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세계대학

약학분야평가

2년연속

100위권진입

2016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1위

2013년도

중앙일보학과평가

국내최상위권

 국립대학 약학분야 1위

 충남대 전체 학과 (85개) 중 유일

   졸업생 평판(학과 교육의 질)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음

   전년도 평가에 비해 학계 평가 5% 상승함

 2016년도 : 약학과 82개 평가 학과 중 1위

비전과
목표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국제화 자구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총 등수

1위 2위 2위 7위 1위 2위 1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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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

전주기교육지원

시스템운영

(CK-1 특성화 사업

및 우수학과 사업)

 입학 예정생 : 우수학부생 유치 및 홍보 프로그램 2개 운영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교재개발 프로그램 등(총 7개) 운영

 학부생 지원 :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총 5개) 운영

 외국인 지원 : 외국인 기숙사 지원 등(총 5개) 운영

   졸업생(대학원 과정 포함) 지원 사업 :  학-석 연계과정 지원/취업의 질 분석 연구/

BK21+ 사업/LINC사업/중점연구소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내용 및 성과

산업체 인사 정규교과목 참여 37과목 (2주 이상 참여)

취업전략특강 약사국가고시 합격률 100%

취업연계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김OO 등 8명 산업약사 취업

학-석사 연계 과정 지원 변OO 등 3명 진학

우수 전문기관 실무실습 6개  프로그램  108명 참가

우수성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4

http://pharm
.cnu.ac.kr

http://cnu.ac.kr



우수해외네트워크

구축

우수연구역량

(BK21+ 사업: 7억/년, 

매학기 50여명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최근 2년간 7개국, 12개 기관과 MOU 체결

국가 기관

영국, 가나, 싱가포르, 태국, 일본, 베트남,

미국 (7개국)

대학: 노팅험 대학교 등 8기관

기업: 시뮬레이션 플로스 등 2개 기업

기타: 베트남과학기술원 등 2개 단체

우수성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BK21플러스사업

조직개편 / 시스템 구축

융복합
통섭적
교육

교육과정
개편

실용연구 
연계교육

국제교류
협력강화

산학협력
연계교육

교육시스템 구축

융합형 
창의인재

실사구시형 
창의인재

Convergent & Creative Human Resource in Innovative Drug Development

Pharm CNU 2020 master plan

연구역량 강화 

창조연구
유도 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국제공동
협력연구

융합적 
창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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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역량

우수성

중점연구소사업,3단계진입/전국약대유일
★ 50억/9년간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개발 기반연구지원 ★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혈전 치료약물 개발 및 
우수전문인력 양성

화학연구팀

• 분자모델링

• 구조최적화

• 가상검색

• 대량합성

천연, 합성
선도화합물

약효평가팀

약효평가

• 약물 작용 기전

• 심근수축력, 칼슘채널 평가

• 심부전 개선 효력평가

• 동맥경화, 혈전/혈소판 효력

물성 제제연구팀

• 물리화학적 특성

• 약물가용화

• 생체이용율 증진

제형연구

선도물질
JSH2236

Murrayafoline-A
Chrysosplenol C
DMNQ 유도체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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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인사말

2015, 2016 2년 연속 QS 세계대학

약학분야 평가에서 100위권대에 진입,

국내 거점 대학교 중 유일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은 1979년에 설립된 이래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전문약사의 양성, 신약 개발 담당 및 제약 생산 약사 양성, 보건의료 분야의 

약사 배출, 첨단 생명 과학 분야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충남권 약학 

분야의 거점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우리 약학대학은 우수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지원중인 BK21 플러스 사업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으로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개발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CK-1 사업 “충청권 융합생명의약 사업단”의 참여 

및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학부 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학부생 교육의 내실화 및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진학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첨단 약학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약학대학은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QS 세계대학 약학 

분야 평가에서 국내 거점 대학교 중 유일하게 100위 권대에 진입함으로써 세계 속의 

약학대학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되면서 약학대학의 학과 정원도 50명으로 증원되었고 또한 약무임상약학과 실습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년제 전문약사 배출을 위한 교과과정의 혁신, 시설투자, 담당 

교수진의 확보, 대학원 약무임상학약학과의 운영 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은 앞으로도 재학생들과 동문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지금까지의 

학문적 전통과 우수한 교수진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 과학 기술과 제약 산업의 발전 및 밝고 건강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약사 인력을 배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장  정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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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9 자연과학대학 약학과 (40명) 설립

 1985 약학대학으로 승격, 약학대학 부설 의약품개발연구소 설립

 1989 약학과를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분리

 1996 약초원 및 실습약국 설립

 1999 약학부로 학제 개편

 2009 개교 30주년

 BK21 대형사업단 선정,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2010 학과제(약학과/제약학과)로 학제 개편 

 2010학년도 학문분야평가 최우수상(제약학전공), 장려상(약학전공) 수상

 2011 6(2+4)년제 시행 (50명)

 2011학년도 학문분야평가 최우수상(제약학과), 우수상(약학과) 수상

 2013 LINC사업단 참여학과 선정 

 BK21플러스사업단 선정 

 중앙일보평가 우수약학대학 선정 

 2013학년도 학문분야평가 최우수상(약학과) 수상

 2014 대학특성화사업단 선정 

 교육부 특성화우수학과(명품학과) 선정

 2015 약학과 통합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 발표 2015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100위권대 진입

 2016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 발표 2016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100위권대 진입

 2017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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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발전계획

•   6년제 약사(Pharm.D.) 첫 배출

•   약학과/제약학과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학과 운영

•   세계 약학대학 순위 100위권 진입

•   전국 최고 수준의 약학과 진입

•   CK-1 지역전략 사업단 수행

•   BK21플러스 사업 수행

•   중점연구소 사업 수행

•   특성화 우수학과 사업 수행

•   실무 중심 실습 과정 운영 강화

•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편

•   세계 약학대학 순위 50~100위권 
진입

•   글로벌 해외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   국가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   약학관 리모델링 진행

•   우수 교원 지원 및 신임교원 유치

•   우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유치

•   세계 약학대학 순위 50위권 이내  
진입 

•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선도적인 
약학교육 비전 제시

•   글로벌 수준의 약학교육 제공

•   2019년도 세종시 바이오 융합 창조 
클러스터 및 제2약학관 건립 추진

2015년 2016~2018년 2018~2020년

약학과
특성화
과정

대학의 특성화 수립 
및 구조조정 단계

신 성장동력을 견인할 글로벌 임상, 산업, 사회 약사 인력 배출
안정화 및 질적 성장 단계

중기발전계획

교육비전및목표
신 성장동력을 견인할

글로벌 임상, 산업·사회약사 인력배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약학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 

및 맞춤형 교육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창의적인 

연구기반 구축

임상, 연구, 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인력 양성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 강화

목표

TARGET

활동

ACTION

비전

VISION

발전계획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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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장학현황

교육환경

장학현황(재학생)

 수요자 중심 교육 시행

 전공핵심과목의 강의ㆍ실습연계

 강의계획서 공개로 강의내용과 강의 수행능력 평가방법을 객관화

 강의평가에 의한 피드백을 통하여 교수 강의개선 노력 유도

 교과과정위원회의 교과과정 검증과 교육과정의 꾸준한 개발

 효율적교과과정 → 약사국가시험 유리 

 교수 1인당 재학생 인원 약 10.8명 / 전임교수 강의담당 비율 100%

 2017학년도 제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포함

 재학인원 216명 중 142명 장학금 수혜(재학생의66%이상장학금수혜)

장학명 장학금액 인원 장학명 장학금액 인원

보령제약
등록금 전액 + 

월 30만원
2 교내우수 등록금 전액 9

종근당고촌재단 등록금 전액 2 교내격려
등록금 일부

(수업료 상당액)
43

송파재단 등록금 전액 1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 일부

(기성회비 상당액)
20

대한약사회 학기당 100만원 1 학생활동장학 등록금 전액 3

CNU 멘토링 장학

(약학대학)

등록금 전액 +

월 20만원
4 외국인대학생

등록금 일부

(수업료 상당액)
2

글로벌엘리트A,B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지원
2 백마복지 등록금 일부 60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장학
등록금 일부 2~4

학석사 

연계과정
학업장려금 2

교내보훈 등록금 전액 1 농업인자녀 등록금 일부 2

교수 1인당 학생수

10:1
등록금대비 장학금수혜율

70%
약사국가시험 합격률

100%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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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체계도

약학대학학부생

교육프로그램

(2+4개방형6년제)

약품생화학

물리약학

약물분석학

약품미생물학 및 면역학

의약품합성학

의약화학개론

약학이론실습 I~III

보건학, 약용식물학, 일반인체생리학, 

약화학, 약학소프트웨어응용, 

약물표적세포학, 의약품합성학, 

기관계생리학, 무기및방사성의약품학, 

생약학총론, 의약품컴퓨터모델링, 

약학소프트웨어통계학

•전공핵심 14과목

•전공심화 12과목

약물치료학 I~V

사회약학

의약품제조품질관리

약무관계법규 및 윤리

한약제제학

기초약무실습

약학이론실습 VIII~IX

분자독성학, 약전, 제제설계학, 임상중개치료학, 

면역약품학, 본초학, 약물대사론, 환경독성학, 

건강기능식품학, 임상독성학, 과학문화론, 

동물의약품학, 일반의약품약물요법, 제약산업학, 

질환별증상 및 약물치료, 항암면역치료학,

의약품소프트웨어특허분석법, 

의약품소프트웨어정보학

•전공핵심 12과목

•전공심화 19과목

약리학

생약학

예방약학

병태생리학

약제학

의약품제조품질관리

약학이론실습 IV~VII

약물송달학, 임상약물동태학, 분광분석법, 

생물의약품학, 정신약리학과, 약물남용, 

면역질환학개론, 천연물약품학, 신경계약화학, 

약물분리분석학, 유전자치료학, 독성학요론, 

임상약리학, 치료제화학원론, 한약학개론, 

심화생약학, 의약유전체학

•전공핵심 14과목

•전공심화 14과목

필수실무실습

Mandatory pharmacy practice (MPP)

- 지역약국 필수실무실습

- 병원약국 필수실무실습

- 제약/행정 필수실무실습

심화실무실습

Intensified pharmacy practice (IPP)

- 지역약국 심화실무실습

- 병원약국 심화실무실습

- 제약/행정 심화실무실습

- 연구 심화실무실습

•MPP (총 720 시간)

•지역약국: 200 시간

•병원약국: 400 시간

•제약/행정: 120 시간

•IPP (총 600 시간)

3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

입학정원:

50명 / 년

정원외입학: 약간명,

총 학부생 정원: 
2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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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이수체계도

약학과석사및

박사과정전공

약무임상약학과

석사및박사과정

전공

전공 신약표적 신약소재 신약평가

목표
·질환기전 연구

·단백질 신규 발굴

·저분자화합물,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유래 신소재 발굴

·의약품생산/공정관리

·품질보증, 품질관리

·임상약학, 독성평가

과목
·표적발굴

·표적 단백질 개발론 등

·분자모델링, 기기분석, 

천연물화학, 

혁신신약개발 등

·약제학특론,  

제제특허분석론,  

의약독성학 등

대학원 약학과

 세부전공 : 신약표적, 신약소재, 신약평가

 입학정원 : 석사 19명, 박사 8명

전공 약무임상약학 제약산업학

목표
·  임상약학, 생물통계, 보건행정,  

경제성평가 등 실무자 양성

·미래 선도형 제약산업 인재 양성

·산학협력 연구활성화

과목

·감염질환약물치료학

·임상영양관리

·중환자 약물치료 요법 등

·제약기업맞춤형 실습

·제약산업특허법

·약물경제학 등

대학원 약무임상약학과

 세부전공 : 약무임상약학, 제약산업학

 입학정원 : 석사 8명, 박사 3명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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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Undergraduate)

대학원생

(Graduate)

취업현황

| 2017년 |

구분

재학생 수

재학생 휴학생학년 성별
총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자 여자

약학과 55 55 53 32 112 83 195 194 1

제약학과 - - - 23 14 9 23 23 -

합계 55 55 53 55 126 92 218 217 1

| 2017년 |

구분 학과
학생수

재학생 휴학생 총

석사과정
약학과 55 4 59

약무임상약학과 10 1 11

박사과정
약학과 33 2 35

약무임상약학과 5 - 5

합계 103 7 110

| 2016년 2월 졸업생 기준 |

취업 77%

대학원 13%

기타 10%

병원약사 54%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약국약사 32%

제약회사 14% (아스텔라스, 룬드백, 보령제약,  

LG생활건강, 동아ST 등)

취업률 취업현황

학생현황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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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헌 교수

-   의약품합성학, 사회약학, 
의약화학

- 이학박사

박 경 래 교수

-    약물분석학, 약전,  
분자모델링

- 이학박사

김 영 호 교수

-   약용식물학, 생약학, 
한약제제학, 천연물약품학,  
생약학총론, 한약학개론

- 약학박사

강 종 성 교수

-   약물분석학, 약학통계학, 
의약품제조품질관리, 
약물분리분석학

- 약학박사

명 창 선 교수

-   약리학, 임상약리학, 
약무관계법규 및 윤리, 
일반의약품약물요법

- 약학박사

정 혜 광 교수

-   보건학, 예방약학, 
독성학, 건강기능식품학

- 이학박사

송 규 용 교수

-   의약품합성학, 약화학, 
무기약학 및 핵약학

- 약학박사

우 선 희 교수

-   병태생리학,  
인체생리학, 
기관계생리학

- 이학박사

김 상 겸 교수

-   예방약학, 독성학, 
약물대사론

- 약학박사

교수진

박 정 숙 교수

-   물리약학, 약물송달학, 
동물의약품학

- 약학박사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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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영 교수

-   약제학, 약전, 제제설계학,  
유전자치료학,  
의약품제조품질관리,  
의약품특허분석법

- 약학박사

채 정 우 교수

-    약물치료학, 
질환별증상 및 약물치료

- 약학박사

조 정 원 교수

-   약제학, 약전, 제제설계학,  
동물의약품학,  
의약품제조품질관리,  
의약품특허분석법

- 약학박사

나 민 균 교수

-       약용식물학, 생약학, 
한약제제학, 천연물약품학,  
생약학총론, 한약학개론,  
건강기능식품학,  
일반의약품약물요법

- 약학박사

신 영 근 교수

-   약물치료학,  
제약산업학

- 약학박사

황 인 규 교수

-       약품미생물학 및 면역학, 
면역질환학개론, 
항암면역지료학

- 이학박사

윤 휘 열 교수

-   약물치료학, 병태생리학,  
일반의약품약물요법

- 약학박사

이 승 진 교수

-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질환별증상 및 약물치료

- 약학박사

허 경 선 교수

-   약물표적세포학, 약리학,  
임상약리학, 동물의약품학,  
정신약리학 및 약물남용

- 약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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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원
실습 약국

1996년 설립, 2005년 관리동 신축

면적: 3300㎡

작물종: 400여개 약초 재배 중 

1996년 개국, 2017년 제1학생회관 2층으로 이전

기초약무실습 기회 제공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제 및 복약상담 업무 진행

약초원

실습 약국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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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환자 기초 건강 검진 장비

의약정보검색, 수기/자동 조제 시스템, 

복약지도 실습에 활용

의약품 생산 실습을 위한 타정기, 

과립 제조기 등 보유

기초약무
실습실

제약공장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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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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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팜스 >

락밴드

   (1979년도 부터 매년 

연주회개최)

< 열린소리

대중가요 연주 및 합창 

동아리

(봄, 가을 연주회개최)

< 생약연구회

생약자원 연구 및 세미나

(매년 약차 제공 행사 개최)

몸살 >

댄스 동아리

   (매년 발표회 개최)

팜베이스 >

야구 동아리

약지 >

약학대학 소식지 발행 

동아리

< PIFA

축구 동아리

< 틀

사진 동아리

약바구니 >

농구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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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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