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주관캠퍼스 소개
1976년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과 화학기술의 산업체 이전,
화학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화학 인프라 지원을 통해 국가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UST-한국화학연구원 스쿨은 탄소자원화,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의약 및 바이오화학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강소기업 육성･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첨단 산업발전을 선도할 화학 전문인력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스쿨은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연구시설,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복지제도, 연수장려금 지원,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우수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창의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www.krict.re.kr

전공 개요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은 신약 후보물질 (암, 감염증, 당뇨 등) 도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Tel : 042-860-7114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이론 및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경험을 갖춘 창조적인

Fax : 042-861-7022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최적화 연구와 합성 화합물의 약효검색, 작용기전, 약동력, 약물성, 약물전달

신약개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화합물의 분자설계, 유기합성, 구조-활성
등의 연구를 통한 후보물질 도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전공 개요
의약화학은 유기합성화학, 약리학, 계산화학을 아우르는 융합학문으로 생리활성을
의약화학

갖는 저분자화합물의 설계, 유기합성, SAR 분석을 포함한다. 전공 학생들은
유기합성화학, 유기물질 분석에 필요한 기기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1. 약물스크리닝 기술개발 및 약효평가
약리생물학

2. 항암, 항바이러스, 심혈관 질환치료제 연구
3. 신약기반기술(고효율 약효검색, 약물전달, 약동력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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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CAMPUS INTRODUCTIO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founded in 1976, is pioneering the
development of Korea’s chemical industry by developing chemical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transferring chemical technologies to the industrial sector, cultivating a
workforce specialized in chemistry, and providing a variety of infrastructure for the chemical
industry. The UST-KRICT School contributes to resolving national and social issues by
developing carbon utilization technologies, higher value-added chemical materials, and
comprehensive technologies related to medicine and biochemistry, fostering small but
competent enterprises and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it is operating
a chemical expert cultivation program to foster a specialized workforce who will lead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industries of the nation.
The UST-KRICT School is doing its best to cultivate creative global researchers with
outstanding expertise and practical job competencies by providing a stable and outstanding
research environment including excellent faculty, state-of-the-art research facilities,
differentiated curricula, student welfare programs, training grants, and job competence
education.

INTRODUCTION OF MAJOR
The goal of the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is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with on-site experience who specialize in developing new drugs in creative ways. In this
major, students learn theories and core technologies essential to new drug development
while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on candidate substances for new drugs (to treat cancer,
infections, diabetes, etc.) Students are conducting candidate substance discovery research
by researching compound molecule designs based on organic chemistry, organic synthesis,
optimization through a quantitative-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analysis, and the efficacy
screening, mechanisms, pharmacokinetic properties, medicamentous properties and delivery
of synthesis compounds.

INTRODUCTION OF CONCENTRATION
Medicinal chemistry is an interdisciplinary science from synthetic organic
Medicinal
Chemistry

chemistry, pharmacology, and computational chemistry. Medicinal
chemistry

activity

includes

design,

chemical

synthesis,

and

structure-activity-relationship (SAR) analysis toward bio-active small
molecules. As an entry level medicinal chemist, students are trained
with strong synthetic organic chemistry and instrumental analysis,
problem-solving.
1. Development of novel drug screening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Pharmacol
ogy

to drug discovery
2. Research on anticancer, antiviral, cardioprotective drugs
3. Research on drug discovery platform technologies including
pharmacokinetics, DDS, and 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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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신약개발 창조적
전문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연구부문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인재양성 교육기관
국가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글로벌 수준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연구부문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겸비
화학/생물/약리 융합 및 응용기술 연구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
우수한 교수, 최신의 연구기자재 등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
산학연 협력연구 및 국제 협력연구
현장교육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창조적 연구자 양성

졸업 후 진로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한 약물의 합성 및 최적화를 연구하는 의약화학, 약효검색과 약리작용기전을
연구하는 약리학, 약물의 효율적인 전달기술을 연구하는 약물전달, 약동력학, 약물성 평가기술 등의
다학제적 신약개발 핵심기술 분야를 연구하여 신약개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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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편성 목록

∙ 생명과학
∙ 약학
∙ 화학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공통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Seminar)

|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2
|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2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3
|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3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4
|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4

의약화학

전공

(Medicinal

(Major)

선택

고급유기화학 | Advanced Organic Chemistry
유기분석화학 | Instrumental Methods of Organic Analysis

Chemistry )

고급유기합성화학 | Advanced Organic Synthesis
유기금속촉매화학 | Organometallic Catalyst Chemistry
의약화학 | Medicinal Chemistry
의약품합성화학 | Synthetic Chemistry of Drug
헤테로고리화학 | Heterocyclic Chemistry
세미나

신약개발 세미나 | Seminar on Drug Discovery

(Seminar)

항바이러스 의약화학 세미나
| Medicinal Chemistry for Antiviral Seminar

약리생물학

전공

(Pharmacol

(Major)

ogy)

선택

분자세포생물학 |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신약개발 개론 | Introductionto Drug Discovery
약효평가기술 | Biomolecular Screening Technologies
분자바이러스학 개론 | Introduction to Molecular Virology
암생물학 | Cancer Biology
약물성최적화전략 | Drug-Like Properties for Drug Discovery
약물전달학 | Drug Delivery System
면역학 | Immunology
식물미생물학 | Plant Microbiology
생물농약학개론 | Introduction to Biopesticides

세미나

약리생물학세미나 | Seminar on Pharmacology

(Seminar)

약리생물학 세미나 2 | Seminar on Pharmacology 2
바이오작물보호제 세미나 | Seminar on Biopesticide
바이오작물보호제 세미나 2 | Seminar on Biopestici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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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고급 세포생물학 1 | Advanced Cell Biology I
항바이러스 의약화학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 Medicinal Chemistry for antiviral

••

분자세포생물학 |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항바이러스 의약화학 세미나
| Medicinal Chemistry for Antiviral Seminar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고급 세포생물학 2 | Advanced Cell Biology II

▶

-

고급바이러스학 | Advanced Vilology

▶

-

고급생화학 | Advanced Biochemistry

▶

-

고급유기반응화학 | Advanced Organic Reactions

▶

-

분자약리학 | Molecular Pharmacology

▶

-

약물동태실험법 특론

▶

-

약물동태학 | Biopharmaceutics and Pharmacokinetics

▶

-

유기화학 | Organic Chemistry

▶

-

제제공학 | Pharmaceutical Engineering

▶

-

천연물합성 | Natural Product Synthesis

▶

-

| Advanced Experimental Methods of Biopharmaceutics
and Pharmaco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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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암생물학
Cancer Biology
암 발생기전 및 항암제 작용기작 연구에 대한 연구

고급유기합성화학
Advanced Organic Synthesis

약물성최적화전략

본 과목은 의약/약품화학에서 기본이 되는 유기합성을 배우고 이를 실제

Drug-Like Properties for Drug Discovery

연구에 응용하는데 목표로 한다

신약개발을 위한 약물성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약물성이란 유효물질,
선도물질, 후보물질 등을 선별함에 있어서 필요한 화합물의 기본적으로

고급유기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화합물의 구조와 반응 메카니즘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를 통해, 여러

갖추어야 할 성질인 물성, 약물동태, 독성 등을 말하며 약물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신약개발 후보물질의 선택과 판별에 보다 효율적인 최적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신약개발에의 응용에 대해 학습.

가지 유기반응 및 유기합성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화합물
합성 능력을 배양

약물전달학
Drug Delivery System

면역학
Immunology
향후 면역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역학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함.

분자바이러스학 개론
Introduction to Molecular Virology
분자바이러스학 기본 개념 및 연구 방법 강의

약물의 인체 투여시 고려되어야할 인자와 인체 투여경로에 따른 특징,
효과, 문제점등을 이론적으로 습득한다. 또한 약물의 특성에 따라 제제화
기술을 다양하게 배우고 기존 제품이나 연구 중인 약물전달 기술의 실예를
바탕으로 응용성과 실용적 기술에 접근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약효평가기술
Biomolecular Screening Technologies
신약개발과정에서 활용되는 약물 스크리닝에 관한 최신 연구동향

Introduction to Molecular Virology and its application to research

유기금속촉매화학
분자세포생물학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기초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을 포함하여 세포의 생명현상에 대한
이론 및 예제를 통한 강의

생물농약학개론
Introduction to Biopesticides
생물학적 방제제를 이용한 식물병 방제 이해

Organometallic Catalyst Chemistry
유기금속촉매에 대한 이론 및 기초지식 습득. 유기금속촉매를 이용한
다양한 유기반응의 이해와 의약품 합성에서의 응용을 배움.
Understaning of organotransition metal chemistry and application
in organic-and medicinal Chemistry

유기분석화학
Instrumental Methods of Organic Analysis
본 과목은 의약/약품화학에서 기본이 되는 유기분석화학을 배우고 이를
실제 연구에 응용하는데 목표로 한다. 매주 월요일 강의로 진행되며 매달

식물미생물학

마지막 강의는 실제 합성 화합물 예를 가지고 세미나로 진행된다. 주

Plant Microbiology

강사 외에 초빙 강사와 수업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진다.

미생물(식물병원균)에 의한 식물병 발생 이해

신약개발 개론
Introduction to Drug Discovery
약리평가기술과 질환을 중심으로 신약개발과정을 소개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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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의약품합성화학

Seminar Course

Synthetic Chemistry of Drug
약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유기반응의 이해하고, 약물을 디자인하여
합성하는 방법을 배움. 약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의약화학 지식의 습득.
Understaing the stages of drug development and strategy for
synthesis of drugs. Essential organic reactions in drug design and
synthesis.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Understanding about drug design and the molecular mechanisms

바이오작물보호제 세미나
Seminar on Biopesticide
바이오작물보호제 최신 연구동향 파악

바이오작물보호제 세미나 2
Seminar on Biopesticide 2
바이오작물보호제 최신 연구동향 파악

by which drugs act in the body - Structure and function of important
drug targets such as receptors, enzymes, and nucleic acids.

신약개발 세미나
Seminar on Drug Discovery

헤테로고리화학
Heterocyclic Chemistry

신약개발 및 유기화학 외부연사 세미나 참석하여 최신동향 파악 및 세미나
능력 함양

헤테로고리화합물은 의약화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의 명명법, 합성법 및

약리생물학 세미나

다양한 유기반응을 이해하고, 특히 의약화학분야에서 응용을 학습한다.

Seminar on Pharmacology

Hetrocyclic compounds have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but are

약리생물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of particular interest in medicinal chemistry. In this subject,
fundamentals of heterocyclic compound including nomenclature,
reactivity, and synthetic methods will be introduced.

약리생물학 세미나 2
Seminar on Pharmacology 2
약리생물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나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하여, 발표능력을 함양하고 타 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도 향상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2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2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모든 학생 및 교수가 참여하여 연구결과나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하여, 발표능력을 함양하고 타 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도 향상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3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3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모든 학생 및 교수가 참여하여 연구결과나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하여, 발표능력을 함양하고 타 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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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공동세미나 4
Medicinal Chemistry and Pharmacology Major Joint Seminar 4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 모든 학생 및 교수가 참여하여 연구결과나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하여, 발표능력을 함양하고 타 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항바이러스 의약화학 세미나
Medicinal Chemistry for Antiviral Seminar
의약화학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유기합성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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