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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급격한 변화상 이해

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도래
일자리의 변화 방향

전문가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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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제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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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 Rudd,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 운동) 노동조합의 탄생,   헨리포드(콘베이어벨트 생산체계, 실업의 발명)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명,  인공지능의 개발과 초연결사회(5G)



전문직업의 등장과 소멸

5

단순반복적 작업체계(자동화 가능)
정형화된 업무(감성 < 논리, 합리성 기반업무)
판단상황의 점진적 축소경향



전문가(專門家)란?

• 기술 · 예술 · 기타 특정 직역을 연구하여 그에 정통한 전문지식, 
능력, 경험을 갖췄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문제해결
에 필요한 기술을 갖췄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 영어로 expert, 해당분야의 직업보유자를 professional

• 특정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

• 집중적인 훈련과 경력을 갖추어 이론에 정통하거나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 전문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으로써 배타적 권리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전문가 (≠ 숙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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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이기에 빠지는 함정

권위의식이 높고 변화 거부: 
-전문가일수록 일반인에게 이의 없이 의견이 수용되나, 자신의 문제여부를 파악하기 곤란

-내가 처한 문제점을 남과 잘 상의하지 않음

배타성과 보신주의: 
-반대 의견에 대해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아?" 또는 "그게 확실한지 증명해 봤어?" 라며

거절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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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 우리의 현실_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교육시스템: 19위

• 139개국 중 기술수준: 23위

• 4차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순위: 25위

• 노동시장 유연성: 83위

• 성인학습 의지: OECD 국가중 꼴찌

 환경이 바뀌면 1)전략, 2)비즈니스모델, 3)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시급한 개선방향: 1)평생학습, 2)노동시장의 유연성, 3)개인의 변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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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평생학습 방식의 변화: 체계, 목표, 수단





21세기 생존 기술Skill_3영역 16가지

기초 능력

• 문해력

• 수학적 능력

• 과학적 능력

• 정보통신 능력

• 금융 능력

• 문화와 시민의식

핵심 역량

• 비판적사고/문제해결력

• 창의력

• 의사소통능력

• 협력

캐릭터 능력

• 호기심

• 진취성

• 적응성

• 리더쉽

• 사회·문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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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것

• 공감(empathy)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협력(collaboration)

• 공유

• 문제발굴력

• 문제해결중심 사고방법론(critical think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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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ven Star Pharmacist” (WHO/FIP, 2006)

1. Care giver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2.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

3. Communicator 의사소통자

4. Manager 약무관리자

5. Live-Long-Learner 평생학습자

6. Teacher 교사이자 스승

7. Leader 보건의료 현장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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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으로서 약사

• 21세기 유능한 약사의 자질과 소양(미국 약사회)

- 전문성 Professionalism

- 자기주도학습 능력 Self-directed Learning

- 지도력 Leadership & Advocacy

- 타의료직능인과 협력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공통 사항: 핵심기술(skill)의 숙달로 인한 총체적 역량과 능력

단순히 최신 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 달성되지 못함

 방법론(methodology)에 근거한 학습과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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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e giver  Client care skills

2. Decision maker  Decision Making skills

3. Communicator  Communication skills

4. Manager Managerial skills

5. Live-Long-Learner (3L) Learning skills

6. Teacher Mentoring skills

7. Leader  Leadership skills

“The Seven Star Pharmacist” (WHO/FI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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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의 기술(skill) 삼각형’
기술

숙달

수행

수행적 지식

방법적 지식

명제적 지식

고등교육의 학습결과:  ‘5대 영역’

• 지식과 이해
• 일반적 기술
• 인지적 기술
• 전문영역 기술
• 태도와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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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약료

질병

비약물치료약물치료

진단&검사

의약정보

건강사정약물요법

기획/설계

의사소통 &

환자인터뷰

환자 모니터링

Knowledge

Skills

Attitudes

문제해결 도구

문제해결 사고력

임상역량의 형성_기본 프레임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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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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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based Medicine)

근거중심실무 (Evidence-based Practice)

약물,
치료

의약
정보

효율,
기여

임상약학/약료 (Pharmaceutical Care)

환자중심 사고 (Patient-centered thinking) 

임상적 추론능력+계량적/체계적 실행력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지식(K) / 기술(S) / 태도(A) (교육/훈련) + 인문적 소양

과학적 방법론 / 시대변화 수용력 / 질적 관리체계

MTM, etc.



II. 노인약료 전문약사 도입의 필요성

※ 전문약사란, 특정한 훈련,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임상부문 약의

전문가로서, 노인환자에게 향상된 약료를 제공하는 약사이자 전문

의료팀의 일원이 되어 치료성과 및 환자의 건강개선에 기여하고

약물요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임상경험을 가진 약사이다.

(한국병원약사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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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의 증가

• ≥65세 노인 인구: 1900년 310만명 2009년 3,560만명 2030년 ≥70세 7,100만명(예측)

• ≥85세 초고령자 인구: 2015년 400만명 2050년 2,000만명

• 초고령자 증가 = (복합만성질환), (노쇠), (특별한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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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노인약료 전문약사 제도 시행중인 국가: 8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스웨덴, 싱가포르, UAE, 파나마)

• 활동 중인 전문약사 수: 1,700여명 이상

• 국제협력: 8개국 대표 CCGP international TF 회의 개최(2010. 5)

- 노인전문약사 제도의 확산방안 모색

-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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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국가 특성

미 국

- 1997년에 The Commission for Certification in Geriatric Pharmacy (CCGP) 설립
- 세계 최초로 노인전문약사 인증
- 49개주에서 CGP가 활동( 노스다코타州 제외)

캐나다
- MTM을 제공하는 약사들에게 도움되므로 인증 받을 것을 권고함
- 면허취득 후 2년 경과해야 응시 가능
- 약 200여명 인증

호 주
- 면허 소지 약사는 home medication review를 할 수 있음
 정부에서 급여하는 서비스로 가정 방문하여 의약품 관련 상담 실시

- 약 150여명 인증

싱가포르

- 미국시험을 통해 인증 받은 후 다시 PSAB에서 인증 받아야 함
- 까다로운 인증조건
 Pharm.D.에 준하는 학위소지자로서 레지던트 1년을 pharmacotherapy 분야에서,         

그후 1년은 세부 전문영역에서 수련 받아야 함
 또는 관련 전문영역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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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약사 역할 (미국 임상약학회, ACCP)

• 처방약물에 대한 적절성, 효과 평가

• 치료되지 못한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의 개선가능성 인식, 조언

• 약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상태의 경과 주시

• 의료전문가와 협의, 최적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조언

• 운동, 식품,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 건강증진 활동, 개입, (필요시 의사에게)의뢰 등

 즉,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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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요인

• 고령화 가속화, 국가별 노인케어 방식의 고도화 및 첨단화

• 약물사용 증가에 따른 환자케어 고도화 및 약물부작용 경감 노력

•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한 팀의료(협업) 활성화

• 보건의료인의 전문화 추세(전문의사, 전문간호사, 전문의료기사…)

• 외래환자들에게 전문화, 세분화된 복약지도 필요성 증가

• 약대6년제 전환을 계기로 의사-약사 대등한 위상 및 직능 강화

• 약국 경영여건 개선과 ‘단골(담임)약국제도’정착요구 증대

• 정보화, 자동화로 약사의 기존 업무가 기계로 대체(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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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증가, 약물부작용 확대

•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9명이 만성질환 보유
-만성질환 없는 경우는 4.7% 불과(보사연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2011)

-10명중 6명은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보유 환자(60.5%)

• 부적절한 의료, 약국 쇼핑행태로 사회적 비용 증가

-단과 전문의 제도로 복수의 의료처방이 일반화

• 노인 처방약의 평균 개수 증가(입원환자 18개, 외래환자 6개) 

• 약물복용 관련 부작용 위험 증가(2개 13%, 4개 38%, 7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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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미국)

• 1935년, 노년에 대비한 사회보장법(일반인 대상 연금계획) 제정

• 1942년, 노인병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 창립

• 1945년, 노화학회(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 창립

• 1940~1950년대, 노인의학자와 노년학자에 의한 공동연구 지속

• 1960년대 후반, 최초로 ‘노인의학 펠로우(fellow) 프로그램’ 발족

• 1965년, ≥65세 노인 및 장애자 대상 메디케어(Medicare) 의료보호제도 시작

• 1974년,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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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미국)

• 1970년대, WWII에 참여한 약 900만명의 재향군인이 65세 이상 고령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원($$$) 확보 필요

• 의학연구원(The Institute of Medicine, NGO, 생의학과 건강문제의 국가자문기관): 

○ 1978년, ‘노령과 의학교육’ 1차 보고서 모든 관련 의료인이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에게 노인의학 교육커리큘럼 구축하도록 강조

○ 1987년, 2차 보고서 노인의학 지도자 역량을 키울 우수 교육센터 구축 제안

○ 1993년, 3차 보고서 1차진료 의사의 노인의학 교육강화,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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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미국)

• 기 확립된 영국의 노인의학 전문의제도가 미국에서 불가능했던 이유
 노인인구의 증가로 내과학회와 가정의학과학회 갈등

(노인 진료가 내과나 가정의학과 환자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

• 노인의학 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이 내과,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개설

 1980년대 크게 확대

(1986년, 93개  2009년 120개, 매년 250-300명 노인의학 전문의 수련과정 이수)

• 노인의학전공 펠로우 프로그램 확대의 근본이유 = 민〮관의 재정지원
○ 공적지원: 메디케어와 재향군인병원(VA)

○ 민간지원: 하트포트 재단(John A. Hartford Foundation), 레이놀드재단(Donald W. Reynolds    

Foundation)이 의대생 및 노인의학 전공의 수련교육 전폭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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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미국)

• 1980~90년대 급증한 노인의학 펠로우 지원자가 2000년부터 감소시작
(2006년, 내과 및 가정의학과 9,491명 전문의 중 노인의학 펠로우 자원자는 불과 3%) 

2006-2007년, VA병원과 Medicare에서 펠로우 프로그램 재정지원 감소

노인환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Medicare에서 보험급부가 일반 사보험 보험
급부보다 낮아짐(=노인의학 의사 직무만족도는 높았지만, 내과전공 의사보다 노인의학
추가전공 의사의 급여가 낮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인력 양성 = 정부나 사회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경제적 지원이 시작~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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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전문약사(CGP) 자격제도 (미국)

• CGP가 활동하는 영역: 요양시설, 병원, 지역약국

• 요양시설(Nursing Facility 또는 Skilled Nursing Facility)

≥65세 노인이 대부분; 만성질환 및 중증장애자가 많아서 노인의 적절한 약물사용에 관한

전문지식 필요; CGP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되는 장소

(실례) 300개 전문요양시설과 40개 노인복지주택(Assisted Living Centers)을 운영중인

'Golden living' 회사는 CGP 자격약사만 고용; CGP 자격증이 없는 자를 고용할 경우, 2년

안에 CGP를 갖추도록 요구(Golden living 산하 노인요양시설 재직 약사 CGP 자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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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미국)

• 병원

 두 번째로 많은 수의 CGP 활동 영역(약 25.0%)

 분야별 보건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노인환자를 집중적 치료

(실례1) San Francisco 종합병원 약사는 노인 급성질환치료를 여타 보건전문팀과 함께 제공

(실례2) 미국북부 300개 병원에서 시행중인 노인건강증진간호(Nurses Improving Care for Healthsystem

Elders, NICHE) 프로그램과 노인 입원환자의 인지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병원노인

건강프로그램(Hospital Elder Life Program, HELP)에 약사가 의사, 간호사와 함께 건강관리팀 구성원

으로 동참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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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약국

 외래환자 및 이웃 노인의 건강관리 담당

 일반 약국처럼 조제업무나 OTC 판매가 아닌, 사무실이나 환자 집을 방문 노인환자의

약물사용내역 검토, 관리



7.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영국)

• 1947년, 영국노인병학회(BGS, British Geriatrics Society) 설립

• 1948년,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Insurance)에 의한 통제 시작

• 노인의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

• 영국노인병학회는 현재 2,500여명 회원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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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일본)

• 1987년, 후생성: 고령사회 대비 ‘장수과학조직검토위원회’ 설립

• 65세 이상 노인인구: 1970년 7.0%, 1994년 14.0%, 2007년 22.0%로 초고령사회 진입

• 백세인(百歲人): 1997년 8,400명 2007년 9월 32,000 (10년내 4배 증가)

• 국민 총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율: 1973년 10.9% 1983년 22.8%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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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일본)

• 1973년, ≥70세 고령자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 실시(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

• 고령자 의료비 부담의 공평성과 장년기부터 종합적 보건대책에 의한 고령자
건강확보를 위한 ‘노인보건법’ 제정(1983년 2월 실시)

• 2000년 ‘간병보험제도’ 제정: 고령화 친화사업 확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정 영향

• 지속 증가 의료급부 억제 위해 2008년 ≥75세 후기고령자와 특정장애인 65세
~74세 전기고령자를 동일 건강보험제도 가입(‘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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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일본)

• 일본 노인의학은 1900년대 초부터 체계적 발전 시작

(고령자에 대한 의료인 1차진료, 노인병을 기초적, 임상적 관점에서 연구)

• 1959년, ‘일본노년의학회’ 창립 (1995년 사단법인)

• 2004년, 노인병 전문의 배출

• 2010년, 약 6,500 여명 정회원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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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우리나라)

• 1968년 ‘대한노인병학회’를 창립, 노령화사회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실시

• 1990년대 후반, 의학계에 노인병 개념 정립, 노인병에 대한 관심 시작

• 1999년,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시작) 

• 2002년,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노인요양보장제도) 발표

•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구성, ‘저출산·고령화 대책단’ 발족

(고령화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위한 기반구축 등 고령화사회 정책수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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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우리나라)

• 보건복지부, 2004년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급속진행에 따라 산부인과 서비스와
소아과 전문의 필요량 감소’ 결정

(해당분야 전공의 단계적 감축; 잉여인력은 노인치료 관련 전공의로 전환)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정신의학전문의 등 요양환자 치료할 전문과를 선정

 2020년 산부인과 서비스수요 현재대비 70-80%로 감소, 아동환자 30% 감소

(‘노인 요양환자 치료전문인력 집중양성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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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 (우리나라)

• 2004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노인의학 전문의 양성에 대한 의견 조회

 대한의협, 노인의학전문의제도 필요성 인정, 의료계 합의도출 실패로 반대의견

•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법률7496호, 2005. 9. 1 시행 입법화, 제 28조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년 7월 발효) 입법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수발급여 제공시작; 

요양보호사제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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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전문약사(CGP) 자격제도: 운영성과(미국)

• 노인환자의 약물치료에 있어서 약사의 개입

 환자의 질환관리와 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

 노인환자의 ↑(치료성과, 안전성, 복약순응도) + ↓(입원률)

 Medicare Part D 가입자 대상 MTM 서비스 제공 시, 약물과 관련된 문제(DRP)가 감소
또는 환자의 임상결과 개선시킴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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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전문약사(CGP) 자격제도: 운영성과(미국)

• 2003년 MTM 등장 이전부터 약사들이 제공한 MTM 서비스 성과
(outcomes)에 대한 문헌 29개와 종설논문에서 찾은 인용논문 12
개 분석 (숙명여대 조은 교수, 2014년 한국임상약학회지 발표) 

• 총 41개의 고찰대상 문헌 중:

• 임상적 성과만 본 문헌 9개, 경제적 성과만 본 문헌 7개, 삶의 질 성과만 본 문헌 2개; 

• 임상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함께 본 문헌 7개; 

• 임상적 성과와 삶의 질 성과는 7개; 

• 경제적 성과와 삶의 질 성과를 비교 분석한 논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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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전문약사(CGP) 자격제도: 운영성과(미국)

• 7개 논문은 임상적, 경제적,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성과제시. 문헌의 연구대상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이거나 질병을 구분 하지 않고
MTM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Medicare Part D가입자가 대부분이었다. 몇 개의 논문에서는
임상적 및 경제적 성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문헌
에서 MTM 서비스로 인해 임상적, 경제적, 삶의 질 성과 중 적어도 1개 이상 이득을 언급

•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 16개 중, 2개와 4개의 논문에서 MTM 서비스와 같은 중재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비용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 외 10개 논문에서 의약품 비용 및
전체 의료비용의 감소가 약사의 중재가 없는 그룹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

• 삶의 질 성과를 비교 분석한 18개의 논문 중 16개 논문에서 약사의 중재로 인해 약
물치료에 있어서의 환자의 만족도, 환자가 인지하는 건강상태 및 환자의 삶
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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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약학, 노인약료전문약사제도 필요성(요약)

•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 증가:
2010년 전체 인구의 11.0%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계속된 증가로 2026년에 20.8%

• 노인인구 증가 = 노인환자 증가: 
노인은 생리적 노화과정을 겪으며 일반적으로 건강이 약화되고, 다수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1개 이상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

• 약물간 상호작용 부작용 + 약물축적 및 독성 부작용
다제약물복용 + 약물부작용 치료 = 의료비용에 영향

심평원 '2012 의료급여진료비 통계지표'  ≥65세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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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약학, 노인약료전문약사제도 필요성(요약)

• 미국 (2008년):
- 병원의 부작용 사고율은 13.5% (이 중 약물관련 사고율 31.0%) 

- 환자에게 일시적 해를 끼친 경우 포함한 병원의 부작용 사고율 27.0%

(예방 가능한 부작용 사례는 전체의 44.0%, 이 중 50.0%가 약물관련 사건)

• 우리나라:
- 여러 연구에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약물처방 및 사용이 여러 번 보고됨

- 이런 문제 해결 위해 노인 약물치료를 계획, 검토하는 전문화된 약사직능이 더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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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약학, 노인약료전문약사제도 필요성(요약)

약물 부작용 및 의료비 지출 위험에 직면한 노인환자의 (↑약물치료효과) + 
(↓의료비용) 위해 노인환자에 대해 전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약사역할 중요

 미국은, 노인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위한
약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선행

 1969년, 미국 상담전문약사협회(American Society of Consultant Pharmacists, ASCP)는
노인 약물치료성과를 높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care) 제공하는 활동 개시

 1979년, 노인전문약사위원회(Commission for Certification in Geriatric Pharmacy, CCGP)
설립; 노인전문약사(Certified Geriatric Pharmacist, CGP) 자격제도 출범; 

현재까지 노인분야의 전문화된 약사인력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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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약학, 노인약료전문약사제도 필요성(요약)

• 미국 정부:

1970년대 말~1980년대 약학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의 노인의학(Geriatric)교육 장려

•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

동 시기, 노인관련 교과과정 및 연수프로그램 만든 학교에 재정 지원

• 2003년, ≥65세 노인 처방약보험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Part D) 도입

 약물치료관리(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 서비스 제공을 법제화

 최적 약물치료를 위한 제도적 움직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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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약학, 노인약료전문약사제도 필요성(요약)

MTM 서비스: 

• Part D 가입자 중 (1) 복합만성질환이 있고, (2) 처방의약품을 다수 복용하고, 
(3) 연간 $ 3,017 이상(2014년 기준) 의료비 지출자 대상으로

• (1) 약물의 적절 사용, (2) 부작용 발생 위험요인 차단 및 (3)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통해  약물치료 효과 극대화 목표 프로그램

• Part D에 관한 제정 법률조항: 보건전문인에 의한 MTM서비스 제공 포함

 구체적으로 '약사' 를 MTM 서비스의 제공자로 유일하게 언급함으로써

약사가 노인의 약물치료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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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약학, 노인약료전문약사제도 필요성(요약)

2010년 의료법시행규칙(개정):

• 노인성 만성 질환자가 입원대상인 요양병원에 1인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 고용의무화

• 노인의 병태생리적 특성 이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전담약사 요구도가 점증

하지만,

 노인약료 전문지식 갖춘 약사 양성위한 체계화된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미비

 국내 약학대학에서도 노인관련 약료교육 취약

 노인전담약사가 환자의 약물치료효과 향상에 도움을 체감, 이해와 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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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노인약료 전문약사 도입방안
(Certified Geriatric Pharmacist, GCP) 



12. 노인전문약사(CGP) 자격제도 (미국)

• 노인전문약사위원회(Commission for Certification in Geriatric Pharmacy, 
CCGP)가 관리

• 최초시작: 1997년 11월

• 취득요건: (약사면허) + (≥2년 임상경험) + (시험합격)

• 유효기간: 5년 마다 갱신

• 응시기회: 연간 4회 (150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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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전문약사(CGP) 자격제도 (미국)

• 시험출제 영역(3개 분야):

(1)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노화이론(General principles of aging): 25%

(2) 환자상태평가, 건강개선 위한 근거중심 접근법, 치료, 모니터링, 환자교육,  

치료계획 및 성과문서화 관련된

노인환자 돌봄 및 치료(General principles of caring for older adults): 60%

(3) 노인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약료의 경제성평가, 안전한 약물사용 등

인구특성 맞춤분야(Population specific activitie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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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미국)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수험자료 제공:

(예1) 노인전문약사위원회(CCGP)
노인 약물사용의 주요 논문과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의 치료가이드라인, 노인 약물사용 적절성 판단

표준지침서(Beer's criteria), 노인에게 사용가능한 의약품 목록, 노인의학 교재목록, 노인의학 저널 및

온라인 자가모의시험(self-assessment exam)

(예2) 상담전문약사협회(ASCP)
유료 온라인교육; 노인의학 관련 자료, 노인 약물치료의 정보 및 웹사이트 연결

(예3) 캘리포니아 노인교육센터(California geriatric education center)와 웨스턴대 약대
 매년 시행하는 노인약학 집중코스(Intensive Course in Geriatric Pharmacy and Board Review)

(예4) 캐나다 온타리오 약사회(Ontario Pharmacists Association)
 CGP 자격대비 과정(MTM for Older Adults - CGP Preparation Course의 평생교육(CE) 52



12.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미국)

• 노인전문약사 자격갱신 (2종):

(1) 평생교육(CE) ≥75hr 이수 + CGP 자격시험 재응시

(2) 'Professional Development Pathway‘: 상담전문약사협회(ASCP)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수강 OR 현장평생교육(ASCP 연례모임 및 워크샵 ASCP annual 

meeting & exhibition)에 참석 및 학점인정

• 상담전문약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CGP 자격갱신을 위한 온라인 강의:

- ‘고급 노인약물치료 강좌’ 26.5hr

- 기초 노인약물치료 과목('CGP갱신을 위한 보충강좌‘) 48.5hr

- 매년 15hr 5년간 꾸준한 평생교육 장려(15hr 강좌패키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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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미국): 
Pharm.D. 과정 중 노인약학과 관련된 커리큘럼

미국약학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Pharmaceutical Education, ACPE)
는 1980년대 이후 약대가 제공하는 노인환자 관련 커리큘럼을 조사, 발표함:

• 1980년, 당시 승인된 72개 약대의 노인 관련 교육과정 실태 조사(응답률: 100.0%), 

43.0% 학교가 적어도 1개 이상 노인관련 교육제공 vs. 22.0% 전혀 없음

• 1994년, 응답 71개 약대(응답률: 94.7%) 중 대부분 노인 관련 교육 제공 중

(이론 선택과목이나 실습 선택과목 형태로 운영 중)

• 2005년, 응답 42개 약대(응답률: 50.0%) 모두가 노인 관련 교육 제공 중

• 2011년, 응답 50개 약대(응답률: 50.0%) 모두가 노인 관련 교육 실시 중

(이중 34.0% 필수과목, 62.0% 선택과목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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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미국의 성과_정리

(1) 미국은 약사직능 전문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시스템이 잘 구비

(2) 상담전문약사협회(ASCP), 노인전문약사위원회(CCGP), 노인전문약사(CGP) 

제도로써 노인전문약사 교육과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3) 약대에서도 노인 관련 교육을 이론수업 및 요양기관 실습으로 제공하면서

졸업 후 CGP 활동 기반이 될 지식과 경험을 교육

(4) 약사들은 임상현장에서 보건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인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고, CGP들도 요양기관, 병원, 약국에 종사

하며 역량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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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미국의 성과_정리

(5) 약사가 환자의 건강과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약사들이 직능을 넓히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분야인 MTM 서비스에서 약사의 개입이

환자의 약물관련 문제의 해결과 치료효과 상승은 물론 의료비용도 감소시킨 연구 성과

(6) CGP가 전문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경우, 일반약사가 지금까지 창출한 임상적, 

경제적, 삶의 질 성과보다 더욱 큰 성과 기대:

Medicare Part D 가입자 대부분이 2개 또는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2~8개 이상의

Part D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매년 $ 3,017(2014년도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약물

치료관리(MTM) 서비스의 대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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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한국의 현실

• 약학대학 교육측면

(미국) 2011년 조사, 약 50% 대학에서 노인관련 교육제공 대비,

(한국) 35개 약대 중 5개(약 14.3%)만 노인학, 노인약학, 노화생물학 교과명의

별도과목 개설 중(2014년)

- 1개 대학은 노인과 소아를 묶어 1.5학점으로 운영

- 위 5개교 중 1개는 전공심화연구로 노인환자의 약물요법에 관한 교육 제공

- 노인학 관련 학위/이수증명서(Certificate) 수여는 전무; 교육제공 학교 수도 미흡

- (미국) 이론&실습 형태 선택 or 필수과목의 교육 제공 vs. (한국) 5개교 모두 이론형

선택과목

57



15.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한국의 나아갈 길

• 약사들
- 노인에게 질 높은 임상서비스 제공 위해 CGP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

- 미국 약사가 노인환자의 약물치료에 개입하여 획득한 긍정적 성과와 CGP의 활동을

근거로 노인환자 약물치료에 전문성 강화

• 대학 및 교육기관들
- 6년제 약학교육 실무실습과정에 노인 관련 기관의 실습 추가

- 임상약학을 대학교육부터 강화하자는 6년제 교육개편의 취지와 부합; 약대생에게 자신

에게 맞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됨

- 미국 CGP 제도와 약대 교육과정을 참고, 한국형 CGP제도 수립, 정착 위한 적극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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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인전문약사 자격제도: 한국의 나아갈 길

• 서울시약사회 노인약료 전문과정 교육현황 (2016~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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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언 (이해당사자별 역할과 활동)

• 추진 주체의 정립과 연구활동 증대: 약사회, 학회, 민관위원회

• 현장 직능단체의 전문교육 확대: 지역사회약국 중심으로 먼저 실시

• 정부의 관심과 지원(법적 의무) 확대: 정책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전문약료 교육 및 수련제도의 수립 및 정착: 제도화 연구, 재정확충

• 약학대학 교육 강화: 교과과정, 교육방식 개선

• 노인약료 전문약사 자격제도의 실시: 인증 자격 시험

• 재인증 제도 도입(지속적 질관리): 재인증 자격시험

• 계속교육(CE) 프로그램 개발, 제공(지속적 質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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