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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진 학장은“
‘학장’
이라는 직책은 대학 발전을 위한 봉사의 직책이라 생각한다.
약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봉진 학장은 임기동안 신약개발센터 완공 및 운영, 약대
발전기금 대규모 확보, 세계 명문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임상약학 등 학생 교육 충실화
등을 중점 과제로 약학대학의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이봉진 학장은 2013년 말에 완공될 신약개발센터에 제약 업체 입주를 유도하고, 기기실 및 실험동물실을
구축하여 신약 개발 연구 활동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약학대학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Tokyo 대학 등 세계 명문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연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교수,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대학이 세계 TOP대학으로 나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약학 등 학생 교육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
시켜 학생들의 연구 경쟁력 및 실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미래 약학자로서의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이봉진 학장은 1977년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오사카대학교에서 분자생물
물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제약학과장과 교무부학장을 지내고 서울대학교 연구처
부처장, 지식재산관리본부 본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또한, 2009년부터 구조기반 신약발굴법의 기술적 토대 및 핵심 원천정보를 구축하여 국내 제약기업을 통한
혁신 신약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구조정보 통합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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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명예교수 5억 기부

명예교수의 모교사랑,
이은방 명예교수 신약개발센터 건축기금 5억기부
신약 연구 개발 성공을 신약 연구의 밑거름으로 환원
우리대학 이은방 명예교수(59년 졸업)가 신약개발센터 건축기금으로
3억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2억을 기부한 이래 두 번째 기부로,
총 기부액이 5억원에 달한다.
국내 굴지의 신약 물질 개발의 선구자인 이은방 교수는 자신의 신약
연구 개발 성공으로 얻은 성과를 후학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환원
하고자 기부를 실천했다. 이은방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천연물 신약
‘스티렌’
을 개발한 인물로, 일본 동경대학 유학시절부터 위궤양 연구를
시작하여 귀국 후에도 천연물 유효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위장질환
약물 발견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국제약학연맹(FIP)
에서 발표하여 한 제약회사 사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신약개발을 추진
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
사업에 참여하여 6년간 독성 및 임상 연구를 진행한 후 2002년에 식품의
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스티렌(Stillen)이란 이름의 급 만성
위염 치료제로 시판하게 되었다.

스티렌은 천연물 유래의 신약으로 신약개발 불모지인 한국에서 기초
연구부터 임상을 거쳐 제조한 신약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2012년
에는3억5천만개의처방으로연간800억원대의매출을올리는등의사의
처방 건수가 제일 많은 약이었다.
자신의 신약 개발 성공을 통해 일궈낸 성과를 국내 신약 개발 연구의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축기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신약개발자가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을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한 첫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방
명예교수는“신약개발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국내 신약 개발의 발전을
기대하며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권영대 동문 관악대상 수상

권영대 동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대상 수상
우리대학 동문 권영대 덕홍상사 회장(59년 졸업)이 제15회 관악대상
협력부문을수상했다. 관악대상협력부문은학교발전과동창회활성화에
유형적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1959년 약학대학을 졸업한 권영대 동문은 모교와 약학의 발전을 염원
하여 어려웠던 IMF 시련기인 1998년에 사재 7억원을 희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학대학 제약실습동(142동)의 4층, 5층 증축이 실현되어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동창회에 장학빌딩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장학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영대 동문은“동문 모두가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선다면머지않아세계10위권명문대학으로도약할것이라확신하며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2·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출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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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1인당 논문 편수 세계 1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전세계 약학대학과의 연구 역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 51개 우수 약학
대학과의 논문발표 실적을 비교한 결과, 교수 1인당 논문 편수 세계 1위,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횟수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과학·의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출판사인 네덜란드 엘시비어(Elsevier)사는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법을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출판된 논문을 분석했다.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연구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교수 1인당 논문 편수에서 32.1편으로
세계 1위를 차지 하였으며, 출판된 논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수 1인당 논문의 인용 횟수에서도
302회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 대학들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부분인
논문의 질과 양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 H-index*에서도 세계 6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 지표에서는
약학분야 최고 수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캘리포니아 주립대(UCSF)가 1위를 차지했다.

Elsevier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진의 연구 생산성은 세계 최고이며, 전세계 Top5 약학대학 중 모든 평가 부분에서 세계 수준인 유일한
대학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 출판물의 양, 질, 영향력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조선일보(2013.8.22.자)에 기사화 되었다.

BK21 응용생명약학사업단 성공적 마무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BK21 (Brain Korea 21)사업은 교육부가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가 가능한 일부
대학원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 우수
대학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국가적 사업이다. BK21 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실시
되었고 현재 3단계 사업인 BK21+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운영되었는데, 대학원 특성화 및 경쟁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분야별 세계 3위권의 우수 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하였고, 우리 약대는 단독으로 응용생명약학사업단을 구성하여 39명/년, 총 48명의 교수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BK21 사업을 통하여 서울대 약대의 연구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우수한 석ㆍ박사 및 신진 연구 인력을 배출하였다. 예를 들면
BK21 1단계 사업 초기인 1999년에 교수 1인당 SCI급 발표 논문수는 4.62편 이었으나 2단계 최종년도인 2012년에는 6.13편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논문의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참여 교수가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것 중 Cell에 3편, Nature에 1편, Science에 1편이 있다. 또한 발표
논문 1건 당 Impact factor면에서도 평가 패널 내에서 7년 내내 최고 실적을 유지하였다.
BK21사업에 참여한 석·박사 학생은 1단계의 경우 매년 평균으로 276명이었으며, 2단계의 경우 매년 평균 310명이었다.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1건당
Imapct factor는 평가 패널내에서 매년 최고 실적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 약학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졸업생은 총 64명으로 파악되었다.
계약 교수는 1단계에서는 평균 1.7명, 2단계는 평균 3.1명이었고, 신진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은 1단계에서는 평균 5.1명이었으나 2단계의 경우 평균
23.4명으로 증가하였다. 계약 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중현재국내약학대학교수로재직중인사람은10명으로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수행한 BK21 사업은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참여 교수의 연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BK21 성공적 마무리>
BK21 대표 성과
김규원 교수(교신)
오정미 교수(교신)
오우택 교수(교신)
김성훈 교수(교신)

논문명
Regulation and destabilization of HIF-1alpha by ARD1-mediated acetylation, 111(5):709-720, 200211
A Silent Polymorphism in the MDR1 Gene Changes Substrate Specificity, 315(5811):525-8, 200701
TMEM16A confers receptor-activated calcium-dependent chloride conductance, 455(7217):1210-5, 200810
The haploinsufficient tumor suppressor p18 upregulates p53 via interactions with ATM/ATR, 120(2):209-21, 200501
Leucyl-tRNA Synthetase Is an Intracellular Leucine Sensor for the mTORC1-Signaling Pathway, 149(2):410-24, 201204

논문지명
Cell
Science
Nature
Cel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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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부속시설 약학교육연수원⋅약초원, 2012년도 부속시설 평가 A등급 획득
서울대학교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총 28개의 부속 시설의 운영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우리대학 부속시설인 약초원과 약학교육연수원이 A등급을
획득했다.

<일산 약초원>

<약학교육연수원>

A등급은 대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실적이 그 임무에 충분히 부응
하고 있으며 발전가능성이분명한시설에주는등급이다.
특히 약초원은 규모별 평가순위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포상금 300
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약초원은 2007년부터 A등급을 유지하여 평가순위 1위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학교육연수원은 2007년, 2009년에 B등급에서 2012년 A등급
으로 승격되어 나날이 발전하는 부속 시설로 입증이 되었다.
약초원(총 면적 279,426㎡)은 자생 식물 자원의 가치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내 자생 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이용하기위한 국가 차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5년 개원했다. 생약학적, 식물분류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국내국외의 약초 및 수목 중 현재 멸종위기에 있거나 그 분포가 희귀한
종을 중심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전시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 실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약학교육연수원은 1988년 설립하여 약대 재학생들의 임상약학 교육 및 산업약학 현장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약학, 약물동태학, 임상시험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들을 배출하며 국내 의약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역약국 실습 프로그램 파견
약학대학은 6년제 도입으로 과거 이론, 물질 중심적인 교육에서 실무적 약사양성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약학대학은 실무실습과정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지역약국과
국내 지역약국의 비교 실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한국 약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선진국의 지역약국과 국내 지역약국의 비교 실습을 통하여 국내 의료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는 인력을 육성하고 정책 연구를 통하여 환자 중심의 선진국형
의사-약사 의료협력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는 데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더불어 6년제 약사의
사회적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약사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겨울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LA 한인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으며 미국 가주 소재 6개 지역약국에서
실무실습이 이루어졌다.
미국 지역약국 실습 프로그램에 선발된 약학대학 2년 재학생 6명(장지연, 유은지, 여원, 정상민, 이화정, 정유진)은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와 약대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지역약국 예비 실무실습을 마치고 2013년 1월 28일부터 4주간 미국 지역약국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 약국 실습 뿐
아니라 대학과 병원, Long-Term Care Facility, 제약 유통회사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USC 한인학생회, Westurn 대학 학생회, 체인
약국 및 병원약국 근무 약사, California 약사회 임원들과의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학생들은“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첫 주자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정신을 발휘
하여, 약학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지역약국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 약사공론 신문에‘미국 연수
탐방기’
를 6회 연재했다.
2014년 겨울에 진행될 프로그램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실무실습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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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제1기 멘토-멘티 결연식
지난 5월 25일, 약학대학 학부생 11학번12학번과 동문들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이 있었다.
동문들과 학생들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약학대학 동창회
및 여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를 리드하고 있는
약학대학 동문들의 경험과 지식, 조언을 후배들에게 전달하여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킬 것이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뵌 멘토님을 보니 내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선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며 소감을 말했다.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후배들이 차세대 약학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동문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교무행정실 880-7826)
<제1기 멘토-멘티 명단>
멘토
신용문(82, 장미약국)
임현주(82, LG생명과학)
최은실(83, 한성특허법률사무소)
서경원(84,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윤주(84, 한독약품)
임종대(85, 한국얀센)
박금낭(86, 법무법인 광장)

멘티(학번)
고민오(11), 천세은(11), 김진란(12)
서지혜(11), 홍은진(12), 김한선(12)
윤수민(11), 김효신(11), 이송이(12)
권나영(11), 김보성(12), 한혜주(11)
이현주(12), 송현주(12)
최선관(11), 김종영(11), 박상원(11)
장하영(12)

멘토
손현아(87, 한국병원약사회)
서인영(87, 국립암센터 약제부)
하태길(89, 보건복지부)
전준호(90, 동아ST제품개발연구소)
민향원(91, 한국얀센)
최단희(92, 보라매병원)

멘티(학번)
김지은(11), 양지은(12)
강혜인(11), 김성원(12), 박꽃송이(11)
김선태(12), 권소정(12)
박수준(11), 조가영(12), 이정원(12)
노대진(11), 이현진(12), 이은정(12)
신진아(12), 주유경(11)

2013학번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난 3월 4일(월) 142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3학번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선
우리 대학 새 가족이 된 63명의 신입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학부모와 교수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해주기 위해 축사를 맡아주신 윤여표 동문(34회,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실력과 인성 두가지를 겸비해야 한다며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새 가족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박성혁 교수와 이지원
학생의 플롯 협연과 줄번 동아리의 공연으로 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찼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종욱 동문(25회, 대웅제약 사장)이 특별강연 시간을 마련했다.“꿈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서울대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잊지 말아라.”
며 다양한 경험에서 배운 비전을 후배들에게 전해줬다.

제3기 차세대 약학자 양성 세미나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지난3월13일부터6월12일까지진행되었던서울대학교약학대학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 총 4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프로그램은 약학대학 대학원생들이 약학 분야에서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로서 균형감각을 갖춘 차세대 약학자로 발전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목으로 외부 명사 초청
강연, 제약산업 현장 견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설과 동시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2013년부터 2학점 수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의 프로그램에 연구계획서 및 과학논문
작성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대학원생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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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칠심창구김득준 교수 정년

2013년 8월, 우리대학 최응칠심창구김득준 교수가 정년을 맞이했다.
최응칠 교수는 우리대학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도쿄대학에서 박사를 마친 후, 1980
년에 모교의 교수로 부임했다. 부학장과 종합약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균학회 부회장과 대학약학회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최응칠 교수는 국내의 대학병원
에서 분리된 임상균주들의 Mupirocin향균제에 대한 내성 분포 및 역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내성 기전을 생화학적, 분자 생물학적, 유전학적 차원에서 연구했다.
심창구 교수는 우리대학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도쿄대학에서 박사를 마친 후, 1983
년에 모교의 교수로 부임했다. 이 후 약학교육연수원장과 제약학과장, 약학연구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약제학회 회장, 식품
의약품안전청장등활발한활동을펼쳤다. 약제학을연구하며발전을위해노력해왔다.
김득준 교수는 우리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Fordham대학에서 박사를 마친 후, 1983년에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득준
교수는‘Intramolecular enolate Alkylation 등의 새로운 유기합성 방법 및 전략 정립’및‘생리적 활성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다양한 천연물의 전합성에
적용’
등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9월 4일(수)에 142동 5층 강당에서 열릴 정년기념식에서 세 분의 고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 세 분의 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받아 서울
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한다.

심창구 교수 인터뷰
세 명의 교수님들의 정년을 앞두고 심창구 교수님께서 대표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정년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정년’
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여전히 후학 양성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제 정년이 한 달여 남았는데요, 정년을 앞두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동료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과 국가 및 제도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었기에 정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점에 비해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수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로는 약제학 영역의 새로운 분야였던 생물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물송달학 관련 교과서를 저술한 것이 기억이 남네요. 이 교과서를 저술함으로써
이 분야들을 국내 약제학에 도입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013년에 간행된 교과서에‘맞춤 약제학’Chapter를 저술함으로써 약학 및 약제학의 미래
방향에 대해 제시하려고 시도한 일이 저에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능력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만, 유능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한 일이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교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는 신조가 있으시다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교육도, 연구도 제자 혹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고, 그 사랑이
근간이 되어 모든 일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결실도 잘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편을 잡으시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퇴임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학생들이나 기업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놓고 토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젠 학교 밖에서 사명감을 갖고 약업계를 위해
조언자의 역할을 하며 약업계가 발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교회 섬기기도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후배이자 제자인 약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 드립니다.
우선 약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질병 치료’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고 꿈을 제한하지 마세요. 꿈이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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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태도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다리 한 칸, 한 칸을 착실히 오르십시오. 올라보면 오르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전망이 보일 것
입니다. 다시 사다리 오르기를 계속하면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큰 꿈도 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심창구 교수는 지난 7월 11일, 약제학 연구실 문하생들이 심창구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퇴임기념만찬연을 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후학 대표 한용해 박사(미국 BMS근무)의 송공사를 비롯해 이상섭 서울대 명예교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축사와 도쿄대 스기야마 유이치 교수의
회고사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심창구 교수의 그 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존경하는 축원을 보냈다.
이 날 만찬연장에서는 정년퇴임지와 함께 심창구 교수의 수필집‘약장춘추’
가 배부되었다.‘약장춘추’
는 지난 2007년부터 5년이상 약업신문에
기고해온 칼럼 중 100편을 골라 엮은 책이다. 심창구 교수는“이 같은 잡문을 누가 읽어줄까 두렵기도 하지만 정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허욕으로 부끄럽지만 감히 책으로 묶었다.”
며 소회를 밝혔다.

약학대학을 빛낸 사람들

김대덕 교수, 2013년 신풍 호월 학술상 수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대덕 교수가 2013년 신풍 호월 학술상을 수상했다.
신풍제약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제정한 신풍 호월 학술상은 신풍제약 창업주
장용택 회장의 선친인 호월 장창보 선생께서 생전 강조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의 뜻을 받들어 제정되었으며, 약학연구개발에 공로가 있는
약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이 학술상의 심사는 권위를 위해 후보자의 기준 자격을 엄격히 정하였으며, 추천
위원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한 후 국내 대표 과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우수 연구 업적과 미래 약학 연구분야의 탁월한 역량에 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대덕 교수는 약제학 분야 중 약물송달학 연구로 국제 SCI 학술지에 매년 10편 이상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난 5년 간 70여편의 국외 SCI
논문과 16편의 국내 논문을 발표했다. 나노입자를 이용한 암세포로의 항암제 표적화 연구와 비강 점막 흡수와 피부를 통한 약물의 제형연구 분야
에서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J. Pharm. Invest 편집위원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에
탁월한 기여를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MRC 센터장을 지내며 많은 기여를 한 공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희 교수,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새별 여성과학자상 펠로우십 수상
지난 6월 26일 진행된‘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진흥상’
에서 우리대학 이승희 교수가
펠로우십 부분을 수상했다.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진흥상 펠로우십’
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과 로레알 코리아에서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진흥상’중 40세 이하의 전도유망한 젊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주어
지는 상이다.
이승희 교수는 운동신경 세포의 형성과 분화 연구와 같은 유전자발현조절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성과들을 Developmental Cell, Neuron, PNAS 등의 우수한 학술지에 발표하며 한국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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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교수, 세계 독성학회 다이크만 수상 강연
지난 2013년 6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13회 세계독성학회에서 정진호 교수가 다이크만 수상강연
(Deichmann Award Lecture)을 가졌다. 다이크만 수상강연은 세계독성학회 창시자‘윌리암 다이크만’
을 기념
하기 위하여 1980년 제정된 이래, 유치국가의 대표적인 과학자를 선정하여 개막식에서 기조 강연을 갖는다.
이 날 정진호 교수는‘유해물질의 인체독성을규명하기 위한 세포, 실험동물, 인체의 융합 시험계를 활용함
으로써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응용’
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독성평가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미옥 교수, 환경안전원장 취임
우리대학 이미옥 교수가 2013년 7월 27일 환경안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미옥 교수는 본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
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약물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5년, 본교 약학대학 부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은 1982년에 설립되어 실험안전 교육의 의무화, 실험실 정기점검 시스템 확립, 실험 폐수 및 방사능
폐기물 관리 제도 등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대학 및 연수고의 실험실 안전 및 환경관리의 리더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기관이다.

우수성과 - 김상희 교수 국가과제 선정
김상희 교수 2013년‘도약연구사업’
,‘연구소재지원사업’신규 선정
본교 김상희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도약연구사업’2013년 신규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도약연구사업’
은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
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억원의 연구비가 기본 3년, 최대 9년동안 지급되게 된다.
김상희 교수(연구 책임자)가 이끄는‘구조 유사성 기반 스마트 라이브러리 제작 및 기능성 바이오신약 소재 개발’과제는
바이오신약 소재 발굴을 위해 기존의 고비용/저효율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단점을 개선한 미래원천기술로서 화학/생물정보학에
기반한‘SOS (Similarity Originated Smart) Library 구축’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체 내 단백질들의 구조적 상호유사성과
이들에 작용하는 화합물들의 구조적 공통성을 informatics적으로 재해석하여 스마트 라이브러리를 설계/합성한 뒤, 구축된 스마트 라이브러리를
기능성 바이오신약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스마트 라이브러리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chemical library 시장과 바이오신약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고유의 원천적인 유형
자산으로 신약개발, chemical probe, chemical chip, chemical sensor 등 주요 바이오산업에 이용가능하고, 관련 기초연구소재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로 구축한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스마트 라이브러리 (SOS 라이브러리) 및 관련 정보의 DB화를 통해 국내의 산학연 연구진에 접근 가능
하도록 하여 바이오의료분야 신소재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상희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연구소재지원사업’2013년 신규과제에도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소재지원사업’
은 기초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연구소재 및 관련 정보의 확보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연구소재를 산학연 연구자에게 제공함
으로써 기초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1억 2천만원의 연구비가 5년동안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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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교수(은행장)가 이끄는‘스핑고리피드소재은행 (Sphingolipid Bank)’사업단은 구조적, 생물학적 활성이 다양한 sphingolipid 소재를 효율적
관리와 분양을 통해 제공하고, 기존의 보편적 sphingolipid 화합물을 이용한 연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소재은행의 활용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다양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Sphingolipid 소재은행은 한 가지 작용점에 국한시킨 약효검색에서 탈피하여 물질자체의 잠재적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총체적,
체계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문적 clustering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어 국내 lipidomics 연구의 질적/양적 향상과 연구 분야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임 교수 소개
 학력
•(0GMA BMGM BME MH

•(0GMA GMK BME H

•7,EM.K :ME 5H

 주요경력
• 7,1MLIK LIK, /=LIK, "=LIK
• @/GMA BMGM =H, @A

• Baylor College od Medicine 5HC LIK
• 2$@EM< %& 1-JF K?9 ?9

•DLJ4<* GHF+ >8 )6 C;JF LI
•DLJ4<* :  >8 C;JF LI
•DLJ  DLJ .K :J ?9 I

• # F+(@' , corona virus !) >8 )6 C;JF LI
•3M   H7 DLJ 2 -3 LI

 주요 연구분야

K
조교수 / 생약학

동문동정

김종국 동문, 약학교육학회 초대회장 선출
김종국 동문(20회)이 지난 7월 19일 개최한 학국약학
교육학회창립총회에서초대회장으로선출됐다.
한국약학교육학회는 6년 약대 도입과 함께 급격히
늘어난 약대수에 비해 준비된 인력과 교육시스템의
부족에 따라 약학교육계가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김종국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약대
학장 등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임원과 지부장들, 병원 약제부장
등이참여하고있다.

박인춘 동문, 제41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박인춘 동문(33회, 前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4월 5일 개최한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약업계
대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박인춘 동문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의약
분업제도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노력한 공과 인보사업
및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근희 동문, 대한약사회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당선
이종욱 동문, 혁신형 제약기업 협의회 초대회장 선출
이종욱 동문(25회, 대웅제약 사장)이 지난 6월 26일
발족한‘혁신형 제약기업 협의회’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7월에 제2차 총회를 갖고 위원회 위원장단
등 집행부를 선출하여 활동중이다.

오흥주 동문, 동국제약 신임 사장대우 승진
오흥주 동문(35회)이 지난 3월 15일, 동국제약 신임
사장대우(관리 및 해외 영업담당)로 승진했다.
오흥주 동문은 1989년 3월 동국제약에 입사해 해외
사업부믈 총괄해왔다.

박근희 동문(37회, 강동구분회장)이 지난 3월 28일,
대한약사회 서울시 분회장협의회장에 당선됐다.
박근희 동문은 24개 분회장의 경선을 거쳐 마지막
까지 선전하여 당선하게 됐다.

유무영 동문,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승진
유무영 동문(37회)이 지난 5월 3일, 식약처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에 승진 발령됐다. 유무영 동문은
식약청 대변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청와대 보건
복지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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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소식

박사과정 김성환 학생,
미국 생약학회에서 Student Travel Award 수상

석사과정 김경록 학생,
미국 결정학회에서 Pauling Poster Prize 수상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경록 학생(지도
교수 한병우)이 2013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013 미국 결정
학회에서 Pauling poster
prize 중 하나인 Muttaiya
Sundaralingam Pauling
PosterPrize에선정되었다.
<Picture credit: Dr. Peter Mueller (MIT, USA)>

박사과정 김성환 학생(지도교수 오동찬)이 지난 7월 13일에서 17일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미국 생약학회에서 Student Travel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포스터 발표와 이력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
하는데, 이번 2013년 학회에서는 김성환 학생이 유일한 한국인 수상자가
되었다.

Pauling Poster Prize는 단백질 구조 연구의 개척자인 Linus Pauling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상으로 학회에 참여한 대학원생 중 뛰어난 포스터
발표를 한 7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중 Muttaiya Sundaralingam Pauling
Poster Prize는 nucleotides와 nucleic acid의 stereochemistry의 결정학 연구에
지대한 공을 끼친 Muttaiya Sundaralingam을 되새기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김성환 학생은 소똥구리 애벌레에서 공생하는 박테리아로부터 구조적
으로 신규성이 높고 특이적인 히스톤 디메틸라아제 억제 활성을 가지는
천연물질을 발견한 내용으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김경록 학생은“Crystal Structure of Human Cytosolic Aspartyl-tRNA
Synthetase, a Component of Multi-tRNA Synthetase Complex”
를 주제로 발표
하여 수상 받았다.

나는 약대생이다

제32대 약학대학 학생회 출범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표해 2013년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제 32대 약학대학 학생회가 출범했다. 약학대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제32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 학생회장에 김진란 학생(12학번), 부학생회장에 장하영
학생(12학번)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했다.
신임 학생회장 김진란 학생은“6년제로 바뀐지 3년째, 변화를 넘어 발전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며“선후배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약대축제, 총 M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우회
선배들과 현역 학생들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대학이 최고의 대학인 만큼
최고의 환경을 만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도와 앞으로 1년 동안 약학대학 학생회를 꾸려 나갈 신임 집행부에는
최선관, 주유경, 박찬인, 이화정 등 총 14명의 학생들이 구성되어, 다같이 힘을 모아 더나은 약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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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수학여행-체육대회 행사 개최
지난 5월 9일, 학부 3학년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수학여행은 6년제의 첫 학부생인 3학년 학
부생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전원 참석으로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동기
간의 단결심,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올레길 탐방, 성산일출봉, 섭지
코지 관광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친밀감과 우정을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학여행은 성상현 교수님과 오동찬 교수님과 함께 하며
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학부생 전체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학생 약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발야구, 피구 등 각종 구기 운동과
장기자랑,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등 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였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학생대표 김진란(12학번) 학생은“체육대회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학우들과 가까워지고 학교에 대한 사랑도 커진 것 같다. 특히,
‘우리는 서울대 약학대학생!’
이라는 소속감과 함께 학우들과의 연대감이 더 강해진 것 같다.”
며 소감을 말했다.

제1회 약학대학장배 탁구대회 개최
제1회 약학대학장배 탁구대회가 5월 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학대학
탁구동아리인 Pharm Ping Pong(지도교수 한병우, 회장 12학번 황세연)이 주관하고 약학대학이 후원한
이번 탁구대회는 약학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60여명이 참여하여 구성원 전체의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남자 단식 학부생부 12명 출전, 대학원생+교직원부 23명 출전, 여자 단식 10명, 혼합 복식 16명이 출전
하여 쟁쟁한 경쟁을 펼쳤다. 이에 남자 단식 학부생부 이동언(12학번), 대학원생+교직원부 강윤표
(약품분석학실), 여자 단식 최혜리(12학번), 혼합 복식 김성원, 이동언팀(12학번)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결승전에는 스낵바를 운영하며 모두가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이 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약학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었던 탁구 대회는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거웠던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약학대학 최장수 동아리, 본초학회 창립 40주년
생약을 직접 체험하고 익히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 본초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함께 생약에 대한 공부를 통해 약학도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책을 통해 생약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손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생약학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동아리로,
1973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아리 중 최장수다.
본초학회는 재학중인 학부생들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있고 졸업을 하더라도 본초학회
회원들은 본초회로 들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매년 홈커밍데이를 통해 재학중인
본초학회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만남의 장을 열며, 학기 중에는 차시음회, 티데이,
소풍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오는 9월에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전체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조혜림 동아리 회장은“이번 본초학회 40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
라는 뜻깊은 행사를 선배님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초학회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아리내 가장 역사 깊은 동아리로써 훌륭
하신 본초회 선배님들과 함께 이번 40주년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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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과 실천

“세계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PHARMAVISION 2020,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PHARMAVISION 2020 주요 모금 사업
1. 신약개발센터 설립
- 신약개발의 산⋅학⋅연 협력 인프라 마련
2.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반 확립
- 노후 장비 개선 및 최첨단 기자재구비

- 무균 동물실 설립

3. 글로벌 교육 시스템 구축
- 장학기금 확대조성

- 외국인 석학교수 초빙

-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참여 방법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www.snu.or.kr/) 인터넷 약정 이용
- 약정서를 작성한 후, Fax 혹은 우편 송부
◆ 납부 방법
- 무통장 입금, CMS 자동이체, 지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등
◆ 참여문의
- 서울대 약학대학: 02-880-7820

- 서울대 발전기금: 02-880-5026

참여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연하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탁 명단>
기금목적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축기금
SNU 희망 장학금
약학대학 위임
약학교육연수원

(2013.1.1.~2013.8.31.)

이름

금액(원)

신풍제약㈜
이은방(명예교수)
김대덕(교수)
제37기 임상약학연수생일동
하나제약㈜
이병훈(교수)
신완균(교수)
제37기임상약학연수생 일동
제7기 임상약학 및 복약지도 디지털 교육과정 연수생 일동

300,000,000
100,000,000
5,000,000
3,850,000
15,000,000
761,840
2,000,000
11,550,00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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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약정 300,000,000원

월 95,230원 210회 약정
월 250,000원 40회 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