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호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발간기념회 개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발간기념회가 2017년 1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교수회관 2층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명예
교수 및 교수, 약대 발전기금 후원자, 약대 동창회, 역사자료기증자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서울대 약대 성상현 교무부학장의 개식선언 및 주요 내빈소개에 이어 이봉진 학장의 환영인사와 최규팔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봉진
학장은“서울대 약대가 국내 및 세계 약학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기관인만큼 우리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00년
사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심창구 명예교수에
게 약학역사관 명예관장 위촉장 수여 및 김진웅 교수와 서울대출판문화원 곽진희 출판실장에게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심창구 명
예교수의 경과보고 및 내용설명을 통해 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는 시간이 끝난 후 다같이 만찬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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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 서울대 약대 시설확충기금 6억원 사재로 쾌척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일동제약 명예회장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시설확충기금
6억원을 사재로 쾌척했다. 이로써 이금기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약학대학 신약개
발센터 기금, 선한 인재 장학금 등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총 13억원을 기부했다.
2016년 9월 1일(목) 서울대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봉진 약학대학 학장, 이은방 약학대학 명예교수
등 주요 학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금기 회장은“지난 50여년간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동안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
심을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
며“자랑스러운 서울대 약대인으로 앞으로도 제약산업

발전과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더욱 분발하겠다”
고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
성낙인 총장은“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약학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오신 이 회장님은 서울대 약대 동창회
장,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며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지원하고 계심에 서울대 전 구성원을 대표
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은 지난 1959년 모교 졸업 후 일동제약 평사원으로 입사해 50여년간 우리나라 제약업
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다. 더불어 일동제약 대표 브랜드인 아로나민(종합비타민), 큐란(위장약) 등을 개발
하는 등 일동제약이 국내 10대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1995년에는 전문경영인 최
초로 한국제약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1996년부터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 약대 동창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발전위원회 고문으로 모교
발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금기 회장의 뜻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생약역사관 등 약학대학 시설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
이다.

●

정낙신 교수, 제30회 약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서울대 약대 정낙신 교수가 2016년 11월 18일(금) 오후 5시에 웨스틴조선호텔 그랜
드볼룸에서 개최된 제30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본 행사
는‘안전한 의약품 사용, 건강한 100세 시대’
라는 주제로 인류의 건강과 의약품의 중
요성을 함께 느끼고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되었으며, 대한약사회와 대한약
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가
운데 진행되었다. 대통령 표창 외에도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국무총리 표창, 보건
복지부장관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이 총 46명의 수상자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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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옥

교수,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미옥 교수가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
였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은 23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
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2016년 11월 23일(수) 서
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은 본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미옥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내분비생리 및 약리의 핵심 조절인자인 호르몬 핵 수용체의 활성화
기전을 밝히고, 관련된 인체 만성 대사성 질환의 병리 기전을 규명하며 질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반응-특이적 전사조절 리간드를 신규 약물 후보군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91편의 SCI/SCIE논문을 게재하였으며 3500회 이상 인용되었다(H-Index
33). 최근 5년에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 수용체를 중심으로 지방간질환의 병

인과 치료타겟, 그리고 비만과 유방암의 내분비 내성과의 연관성을 주요 연구 주제로 15편의 논문(피인용 횟수 112
회)을 게재하였고,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 제3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공로상 시상식 개최
제3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공로상 시상식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주관으로
2016년 11월 1일(화) 오후 5시부터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센터 1층 하나홀에서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공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에 현
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하나제약의 조경일 회
장이 신약개발센터 건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행사는 서울대 약대 성상현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서울대 약대 이
봉진 학장은“하나제약 조경일 회장은 약대 장학기금 및 신약개발센터 기금을 총 19
억원 이상 기부하여 서울대 약대 발전에 공로가 크신 분”
이라며“하나제약의 이름
을 따서 지은 하나홀은 최대 120명까지 수용가능하여 학생들의 강의와 더불어 세
미나 및 심포지엄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곳”
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서울대 약대 최규팔 동창회장과 김윤종 마성상사 대표이사(22회)의 축사 후 시상
식이 진행되었다. 수상자인 하나제약 조경일 회장은 상패와 함께 서울대 약대 개
교기념 100주년 우표가 새겨진 기념품을 받았으며, 수상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
다. 시상식 후에는 진양홀에서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공로상은 인류의 생명존중을 기본정신으로 대한민국 신
약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대한민국 약학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學 · 硏 · 産 協力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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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주중광 Lectureship 시상식 및 강연회 개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주최하는 제5회 주중광 Lectureship 시상식 및 강연회
가 2016년 10월 14일(금) 오후 4시 30분부터 신약개발센터 신풍홀에서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주중광 Lectureship Award는 서울대 약대 동문인 주중광 교수(미국 조
지아대학교)가 설립한 장학재단인‘The Chu Family Foundation’
에서 모교에 출
연한 기부금으로 약학 및 신약개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국내외 한국 과학
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주중광 Lectureship 시상식 및 강연회에서는 주중
광 교수님과 사모님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하
였다.
본 행사는 서울대 약대 성상현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정낙신 연구부

학장의 수상자 소개 및 경과보고가 있은 후 이봉진 학장의 개회사 및 최규팔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5회
주중광 Lectureship Award의 수상자로는 서울대 약대 정진호 교수와 김상건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신풍홀을 가
득 채울 정도로 많은 교수와 학생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하였다. 시상식이 있은 후에는 주중광 교수의 격려사에
이어 수상자인 정진호 교수가‘A Systemic Review of Cardiovascular Risk of Xenobiotics:from Cell to
System’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이어 또 다른 수상자인 김상건 교수가‘Roles of Gα12/13 in signal
transduction and cell biology’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 후에는 신약개발센터 진양홀에서 수상자와 참석
자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이 열렸다.
주중광 Lectureship 시상식 및 강연회는 앞으로도 엄정한 심사와 시상을 통하여 약학 연구 개발에 노력하는 학
자를 격려하고, 국내 최고의 신약개발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술이 Global 제약 기술로 도약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김대덕, 오정미 교수, 김일규 연구원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
2016년 10월 18일(화) ~ 10월 20일(목) 3일간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아‘70년을 지나 더 나은 100년을 향하여(Toward Better 100 Years Beyond 70
Years)’
를 주제로 열린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
대덕 교수, 오정미 교수, 김일규 연구원(지도교수 : 강창율)이 수상하였다. 본 학술대
회는 약학회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2일간 진행했던
것을 3일로 연장하여 진행했으며,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및 해외 유명석학 초청 심포
지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울대 약대 김대덕 교수는 최근 5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회원에게 수여하는 녹

암학술상을, 오정미 교수는 제약기술개발, 산업약학발전 또는 약무수행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하는 약학기
술인상을 받았다. 김일규 연구원은 암 면역 치료 및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Nature Medicine, OncoImmunology, PNAS, Aging Cell에 게재하였으며 학위 기간 중 제 1저
자로서 Impact Factor 총합 38점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게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유망약학자상을 받았다.
미래유망약학자상은 최근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관련 논문을 해당분야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
술지(S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준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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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성과
●

변영로 교수, 2016년도 국내 의과학부문 연구성과 Top 5 선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변영로 교수의 연구성과(암 혈관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가 2016년도 국내 의과학부문 연구성과 Top 5에 선정되었다. 변영로 교수는 암 조직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되는 도펠(Doppel) 단백질을 억제하는 선택 항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KIST/고려대의 김인산 교수와 공동연구
하여 그 결과를 올해 3월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게재한 바 있으며, 이 결과가 올해의 Top 5 연구
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브릭(BRIC,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생물학 관련 연구자들이 참
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해왔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국내 바이오 성과 뉴스
Top5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본 선정조사는‘Cell Signaling Technology'의 후원을 받아 5일간 브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http://www.ibric.org/scion/top5/)로 진행되었으며,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한창엽

박사, 간섬유화를 억제하는 신규 헤파토카인 규명
약물학 한창엽 박사(지도교수:김상건)가 간섬유화를 억제하는 물질로서 헵시딘(hepcidin)의 기
능을 새롭게 발굴하고 작용 기전을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세계 유수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 (IF 11.329) 2016년 12월호에 게재되었고, 국내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에
도 한빛사 논문으로 소개되었다 (Hepcidin inhibits Smad3 phosphorylation in hepatic
stellate cells by impeding ferroportin-mediated regulation of Akt. Nat Commun.
2016;7:13817).
만성 간질환 진행 과정에서 간세포의 손상과 함께 간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의 활성화가
수반된다. 활성화된 간성상세포는 세포외기질을 생성하는 주된 세포로서 간섬유화와 간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간세포에서 생성되는 헤파토카인(hepatokine)인 hepcidin이 간성
상세포에 미치는 새로운 작용(간섬유화 억제 작용)을 처음으로 찾아냈으며, 관련된 세포 및 분자 생
물학적 기전을 규명하였다. 현재까지 간세포에서 분비되어 간성상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항섬유화
헤파토카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팀은 간섬유화 환자의 간조직에서 질병이

심화됨에 따라 hepcidin의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간조직에 hepcidin 유전자를 전달하여 발현양을
높일 경우 이 같은 간섬유화증이 극복되는 것을 세포 및 동물 실험모델에서 증명하였다.
생리적으로는 간세포에서 분비되는 hepcidin이 주변 세포인 간성상세포에 작용하여 철 수송체인
ferroportin 발현을 감소시키며, 간성상세포에서는 Akt 활성이 조절되어 TGFbeta1-Smad3 신호가 억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본 연구결과가 간섬유화 및 간경화의 발병과 진행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hepcidin이 뇨로 분비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간 손상 및 섬유화 단계를 지표하는 새로운 분자 지표로도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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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라오스 국립대학교 약학대학 MOU 체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라오스 국립대학교 약학대학(학장: Sily
Kaenphachanh)과 2016년 9월 8일(목) MOU를 체결하였다. 라오스 국립대
약대는 라오스 보건과학대학교(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소속으로 수
도인 비엔티엔의 대통령궁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라오스 유일의 약학대학
인 이 대학의 학제는 5년제이며 한 학년에 85명이 재학중이고 약과학과(생약
학, 약제학, 분석·약화학 및 품질관리학, 식품과학 전공)와 약료학과(임상약
학, 공중보건약학, 제약경제학, 식의약행정학)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 일행은 올해 2월 라오스 약학대학을 방문하여 상
호교류협정 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나 라오스에서는 이러한 협정 체결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관계로 실제 협정 체결
은 9월에 이루어졌다. 이번 라오스 국립대 약대와의 협정 체결은 서울대 약대의 외연을 넓히려는 일련의 사업 중의 하
나로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본 협정에 따라 양 대학은 앞으로 교수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공동심포지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연변대학 약학원 MOU 체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연변대학 약학원(학장 : 이호)과 2016년 10월 29일
(토) MOU를 체결하였다.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 이은방 명예교수, 박정일
교수는 중국 연길에 있는 연변대 약학원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이봉진 학장은 우수한 인재를 서울대에 보내주고 남북관
계가 해빙될 경우 남북상호 교류에 연변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
변대 이호 학장은 연변대의 교육과 연구에 서울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
다. 협정 체결 후에는 연변대 약학원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특히 최근 대규모의
투자로 넓은 교육과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최신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점이 돋보
였다.
같은 날 연변대 약학원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도 개최되었고, 이은방
명예교수가 천연물 신약개발에 관한 특강을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많은 관심
을 받았다. 또한 연변대 약학원의 동창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학원 출신 동문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학생들의 주도로 춤과 노래, 연극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서울대 약대는 연변대 약학원 창립 20, 30주년 기념식에도 축하사절을 파견하였으며, 박정일 교수는 연변대 약학원
의 20, 30, 40주년 기념행사에 모두 참가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연변대 약학원의 이호 학장은 조선약학교 1회 졸업생인 이정재의 손자로, 이정재는 1930년대에 연변으로 이주하여
연변대 의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1974년 타계하였다.
본 협정에 따라 양 대학은 앞으로 교수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공동심포지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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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 실무실습 진행
2017년 1월 2일(월) ~ 26일(목)까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실습공장에서 약학대학 5학년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실무실습(기초실습)을 진행하였다.
본 실습은 약학대학 6년제 개편에 따른 약국, 병원, 제약공장 실습의 일환으로 약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가 되기 위한 실습과정으로, 10명 정도를 그룹으로 묶어
모든 학생이 전체과정을 빠짐없이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실습 과정은 KGMP 관련 공장현황, 제약
공정의 이해 및 내용고형제와 주사제 제조실습, 제품표준서와 제조지시기록서 등 작성 및 문서 관리,
KGMP 규격에 맞는 환경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형별 실습으로는 정제, 캡슐, 과립제 등의 고형제
실습과 앰플 및 Vial의 주사제(무균제제) 제조실습을 실시하였다.
본 실습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이론으로 배운 공정, 설비들을 직접 접해보고 이해가지 않았
던 부분들을 체험과 실습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약을 제조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정과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 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등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
다며 이번 실습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약실습공장 공장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대덕 교수가 맡고 있으며, 실무 교육 및 실습에는 동아제약에서 본
부장으로 재직한 차봉진 겸임교수를 위촉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서울대
학교 약학대학 제약실습공장에서는 전국 약학대학 15개, 총 600명 이상(전체 약대생의 1/3이상)의 약대생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약사 양성과 신약개발 제제화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고교생

60여명, 서울대 약대서 약사 꿈 키워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교육현장인 서울대 약학대학을 방문해 약사직능의 다양한 진출 분야와 활동을 이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학술위원회(부회장 박규동·위원장 김예지·손윤아)는 2016년 9월 5일 서울
대 약학대학에서 '서울시 약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동아리' 2차 교육을 실시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박춘
란 부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서울대 약대 견학에는 이봉진 학장과 오유경 학생부학장이 동작구 관내 동작중, 동양중, 성남고, 숭
의여고 등 60여명의 진로체험 동아리 학생들을 직접 반기며 미래 약사의 꿈에 도전을 더했다. 오유경 학생부학장은
건전한 직업관에서부터 약사직능의 다양한 진출 분야와 역할 및 서울대 약대 등을 소개했으며, 질의응답이 이어지면
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어 서울대 약대 재학생들은 5개조로 나눠 학생들을 인솔해 강의실, 신약개발센터,
대학 교정 곳곳을 안내하면서 미래 약대생과 대학생활의 꿈으로 가슴 뛰게 만들었다. 이봉진 학장은 "약학은 약국, 병
원, 제약사, 화장품 회사, 정부기관, 변호사·변리사 등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갖
고 있다"며 "약학 분야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진로선택에 참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규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진로체험 동아리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준 서울대 약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번 체험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손윤아 학술이사도 "약사 진로체험
동아리는 서울시약사회와 서울대약대 체험에 이어 10월 제약사 공장 또는 연구소, 11월 지역약국과 병원약국 체험 등
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로체험 동아리는 중·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군별로 동아리를 조직해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약사체험은 서울시약사회와 동작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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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약대생이다

2016 학생-교수 만남의 날 약대 한마당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2016 학생-교수 만남의 날 약대 한마당 행사”
가 2016년 9월
22일(목)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실습동(142동) 및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서울대 약대의 교수와 학생이 서로 사제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
도록 마련되었다.
12시부터 14시까지는 본 행사의 1부로서 지도교수와 학생이 만나 상담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14시부터 18시까지는 제약실습동(142동) 5층 대강당에서 2부가 진
행되었다. 2부에서는 약대의 여러 동아리들(줄벗, 프로작, 아우성, SSLD 등)이 지금껏
연습해온 악기연주나 춤실력 등을 뽐냈다. 또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장기자랑, 선배와
의 대화 및 김영식 교수의 색소폰 연주와 마크 교수의 전래동화 낭독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8시부터는 교수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학부생, 졸업생, 교수가 모두 모
여 저녁만찬을 즐기며 교류하는 3부가 진행 되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봉진 학장은“학생과 교수간 만남 활성화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오유경 학생부학장께 감사드린다”
며,“2014년 신약개발센터 건립, 2015년 100
주년 행사에 이어 올해는 한구동교수 흉상제막식, 신약개발센터 실험동물실 개관식을 마
쳤다. 앞으로는 20동 재건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
고 있으니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여 주길 바란다 ”
고 학생들을 격려했
다. 서울대 약대는 매년 학생-교수 만남의 날 약대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제4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성적우수학장상 시상식 개최
제4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성적우수학장상 시상식이 2016
년 9월 5일(월) 오전 12시에 21동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성적우수학장상은 학부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성적향상을 장려하
기 위하여 2015년 봄에 처음 도입 되었다. 성적우수학장상 선정
기준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9이상,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이며
이번에는 3학년 6명, 4학년 7명, 5학년 11명으로 총 24명이 수
상하였다.
본 시상식에는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과 성상현 교무부학
장, 오유경 학생부학장, 정낙신 연구부학장, 신종헌 천연물과학
연구소장, 송준명 약학과장, 박성혁 제약학과장이 참석하여 수
상하는 학생들을 축하하였다. 이봉진 학장은“서울대 약대 학생
들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그 중에서도 성적우수학장상을 받은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면학분위기를 주도하여 주길 바란다”
며 축하
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대 약대는 앞으로도 매학기 성적우수학장상을 시상하여 한학기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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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약대생이다

2016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생 및 연구원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2016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생 및 연구원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2017년
1월 16일(월) 11시 30분에 약대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상은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연구력 함양과 사기 고취를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2016년 출판된 논문중
Impact Factor 10이상의 논문, 학문 분야별 SCI Impact Factor 상위 5%이내의
논문, BRICS의 한빛사 논문으로 소개된 논문, SCI 논문 분야별 논문 중 Review
논문을 제외한 제1위 저널에 개재한 논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한 대학
원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시상식에는 김성(지도교수:박성혁), 박지현(지도교수:김규원), 부혜진(지도교수:이호영), 서지혜(지도교수:김규원), 알힐알(지도교수:변영로),
엄수현(지도교수:오동찬), 우수(지도교수:김상희), 윤수영(지도교수:이지우), 이상재(지도교수:이봉진), 이석우(지도교수:김상희), 이재영(지도교
수:김대덕), 조지희(지도교수:김상희), 클라우디아(지도교수:마크 디더리치), 한창엽(지도교수:김상건) 총 14명이 수상하였으며, 상장과 상금도 함
께 받았다.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은“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고 전하며“상을 받은 만큼 앞
으로는 더 노력하여 우수한 논문을 많이 쓰기를 바란다”
고 격려하였다.

제1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진로박람회 개최
제1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진로박람회가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
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신약개발센터 1층 진양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대학원 실험실별 소개 및 대학원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부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
을 주고자 제35대 약대 학생회‘도약’
이 주관하여 마련하였다. 본 행사에는 학부
생 180명과 대학원생 60명 총 240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30개가 넘는 실험실이
참가하였다. 대학원생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대학원생의 일상 및 실험실 분위기부
터 연구과제까지 대학원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실제 연구
과제 포스터 게시 및 연구실 소개 팜플렛을 통해 대학원 생활에 대한 학부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점심시간에 진행된만큼 김밥 및 음료수를 나눠
주었으며, 연구실 부스를 방문할 때마다 출석 스티커를 나눠주어 출석스티커 경품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약대는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생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본 행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201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추계 산행대회 개최

교수 및 학생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가을을 맞이하여‘2016 서울대학교 약학대
학 추계 산행대회’
가 2016년 11월 5일(토) 관악산 등반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는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 오유경 학생부학장, 정낙신 연구부학장, 노민수 교수
및 약 30여명의 학부생들이 참가하였다. 서울대 연구공원에서 출발하여 마당바위
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등반이 끝난 후에는 다함께
저녁식사를 즐기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서울대 약대는 본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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