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

T. 033-250-6910

Department of Pharmacy

http://pharmacy.kangwon.ac.kr

F. 033-259-5631

1982년 강원지역에 유일한 약사배출 기관으로 설립된 후 지역의료 및 보건향상과 약사직능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선진 교과과정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전문약사를 배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2011
년도부터 도입된 6년제 약학대학 실시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가진 약사 인재를 배출하여 국민보건과 건강복지에 큰 중추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고현정 교수

권용수 교수

김경호 교수

김현표 교수

김형춘 교수

033-250-6923
hjko
약품미생물학/면역학

033-250-6921
yskwon
생약학

033-250-6918
kyeong
약품분석학

033-250-6915
hpkim
약품생화학

033-250-6917
kimhc
신경약리학1

미생물학 및 면역학

약용식물학,
기능성식품학

광학활성 의약품의
염증발현기작 및
분리분석, 생리활성물질 항염증제의 개발
및 그 대사물의 미량 분석

신경독성학,
행동약리학

박해일 교수

신은주 교수

안성훈 교수

양희정 교수

이유정 교수

033-250-6920
haeilp
의약품화학

033-250-6922
shinej
신경약리학2

033-250-6912
ahnsh
약제학

033-250-6919
heejyang
천연물화학

033-250-6913
yujeung
임상약학

Drug Design,
구조-활성 상관관계
연구,
항염증제, 치매치료제

행동약리학,
신경약리학

생물약제학
(약물대사와 체내통태)

천연물화학

Adverse Drug
Reaction, Drug
Use Evaluation,
Drug Interaction

이종국 교수

조현종 교수

허문영 교수

033-250-6924
jkl
약품제조화학

033-250-6916
hjcho
약물전달시스템

033-250-6914
myheo
예방약학

유기약품제조화학,
의약화학 및 화학
생물학

물리약학, 약물전달
시스템

천연물로부터 기능성 물질
(의약품, 식품, 화장품)의
개발, 의약품 및 환경오염
물질들의 안전성, 독성연구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약학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관심이 있는 약사지망 학생
21세기 선진 약학 습득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마인드와 뚜렷한 목표의식을 미래약사에 맞춘
학생
글로벌 신약 및 신물질 개발 등과 관련된 의약품 창조에 관심이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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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진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5

공공기관
식약처 등의
보건복지관련기관, 대학교수

6
전학년

College of pharmacy
Business Administration

4

경영대학
약학대학

약학개론, 약품미생물학1, 약품미생물학2, 약품생화학1, 약품생화학2, 약품물리
화학1, 약품물리화학2, 생약학1, 생약학2, 해부학, 의약품분석학1, 의약품분석학2,
의약품합성학1, 의약품합성학2, 생리학, 전공실습1, 전공실습2, 의학용어, 약용식
물학, 한약학개론, 유기구조분석학
약품기기분석1, 약품기기분석2, 약리학1, 약리학2, 약제학1, 약제학2, 천연물화학,
의약화학1, 의약화학2, 약전및의약품품질관리학1, 약전및의약품품질관리학2, 무기
의약품학, 예방약학1, 예방약학2, 전공실습3, 전공실습4, 약품입체화학, 신경독성학,
분자생물학, 의약품정보학, 약품통계학, 제제공학, 면역학, 천연물의약품, 노인학, 약
물남용및중독, 방사성의약품학
임상약학1, 임상약학2, 약국경영학, 병태생리학1, 병태생리학2, 약물치료학1, 약
물치료학2, 약물치료학3, 약물치료학4, 조제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독성학, 기초
약무실습, 향장품학, 한약제제학, 식품의약품안전학, 생물의약품학, 제약산업학,
항생물질학, 환경생태독성학, 약품기기분석3, 제약관리학, 신약개발학, 제약산업
및의약품행정기관
병원실습1, 병원실습2, 지역약국실무실습, 전공심화연구1, 전공심화연구2, 약학병
리1, 약학병리2, 건강기능성식품학, 사회약학, 임상약동학, 제약공학, 공중보건학,
약동학, 의약품행정학

3

꿈-설계 상담

일반기업
약국개업, 약품관련 기업체,
국내외 병원약국,
제약회사 연구소

재학생 인터뷰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학과에서 제공해준 건강보험공단 견학, 제약회사 설명회를 다니며 제약산업에 관심
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공단 같은 국가기관에 들어가 공공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예술 속의 약학(대한약사회약사공론/허문영)
육일약국 갑시다(21세기북스/김성오)
최약사의 빌려본 세상이야기(책과길/최종옥)

자랑스러운 동문
권용수(82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유연휘(84학번) 한화제약 부장

이현우(82학번) 경희대학교 교수

전완주(86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최중국(82학번) 충북대학교 교수

이송진(90학번) CJ헬스케어 부장

이재호(82학번) 동아지앤피 사장

최동영(91학번) 영남대학교 교수

성선영(84학번) 특허청 심사관

신은주(94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최근 3년간 취업자
최지형 : 서울대학교 병원

김다솜 :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최정민 : 퀸타임즈

이경주 : 강원대학교 병원
차인애 : LG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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