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Pharmacist Who Realizes Humanism

의료 평등과 안전성 I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약사

Medical Equality & Safety



제 8회 KNAPS 한국총회 National Congress 2019는 ‘의료평등과 안정성 |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약사 (Medical Equality and Safety | A Pharmacist 

who Realizes Humanism) 라는 주제 하에 전국의 150여명의 약대생이 

모여, 2월 9일, 10일 양일간 학술과 문화의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9일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NC는 총 5

명의 의약계의 저명한 연사님과 함께 약사 약대생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의료평등과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날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지부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정진호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고 조제대회와 복약상담대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 

이혜경 약사님,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님이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의 직능계발을 위해 복약상담대회, 조제대회, 약학퀴즈대회를 

열어 전문성을 함양하였으며 해외의 약학대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번 NC

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홈커밍데이를 기획하여 선배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Social Night을 통해 국내 약대생 뿐만 아니라 

해외약대생, 약사 선배들까지 함께하여 참가자 모두가 친목을 다졌습니다.

한국총회 
NC
NATIONAL CONGRESS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KPLC는 한국총회 NC 전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약대생이지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IPSF의 

아시아태평양지부 APRO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소연 학생(IPSF APRO 

Regional Project Officer)과 태국에서온 Waranyu Lengwiriyaku(IPSF 

APRO Former Chp.)약사님이 각각 SDGs(지속가능한 계발) 속 리더의 

통찰과 스피킹에 대해 강연을 했고,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연사님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뿐만 아니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참여형 게임이 포함된 다채로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총 5개국(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의 약학대학생 대표단 16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1박 2일의 KPLC 프로그램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기관견학을 

다녀왔으며 외국 약대생들과 함께 야간에 창경궁을 다녀오는 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제교류 리더십캠프 
KPLC 
K-PHARM LEADERS’ CAMP



Seminar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지부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님

티에리 코펜스 한국사무총장님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의료 단체로서 시리아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의 역할 등을 의료 평등을 지키기 위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 
현재 치료제 부족 등 단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국가간 경계를 뛰어넘어
의료 평등을 위한 구호활동’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정진호 교수님

정진호 교수님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는 약의 장점과 함께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줄 수 있는 양면성을 다뤄주셨습니다. 의약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 ‘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 약에 대한 믿음을 돌이켜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셨습니다. 

‘위대하고 위험한 약이야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님

한순영 원장님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소개와,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와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가한 약대생들에게 
안전성을 지키는 일은 약사로서 전문지식,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이는 일’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 
이혜경 약사님

이혜경 약사님은 진정한 남북의 의료평등은 북한의료를 단순히 열등하다고 보는 
시각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북한 의료제도와 현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힘겨웠던 탈북과정과 한국 약대과정을 들려주시며 꿈과 목표를 정하고 신념을 
굽히지 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북한의료에 대한 나의 가치를 살리고
나에 대한 질적 충전을 계속 하라’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님

박경서 회장님은 “대한적십자사의 창립자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과 
인도주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인도주의는 인권, 평화, 봉사, 화해,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 정신이 용해되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의 
약대생들에게 인도주의적 시각으로 한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도주의, 제3의 길’





Social Night in Seoul

National Congress 1일차 본 행사 종료 후 KNAPS 회원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Social Night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Social Night 행사에는 NC에 참가한 KNAPS 회원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 해외 약학대학생 
참가자 전원과 졸업 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이신 선배 약사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원들 간 총회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선배 약사님들에게는 각종 상담을 받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Social Night을 통해 만들어진 뜻깊은 
인연들이 앞으로 각종 KNAPS 행사를 통해 더 굳건 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행사에는 페이펄유통의 RU21 협찬이 있었습니다.



Homecoming Day
홈커밍데이

KNAPS가 12주년을 맞이해서 홈커밍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회원수 1,500명으로까지의 성장을 하며 그간의 다져진 내실을 보여드리고자, KNAPS의 최근 
활동 및 소식을 발표하며 선배님들께 감사하는 자리를 갖고, KNAPS 후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KNAPS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는 20명 정도의 선배님들과 50명 정도의 KNAPS 회원이 참여하여 KNAPS 
단체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D events Professional Development events

복약상담대회
Patient Counselling Event, PCE

약사 직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적극적인 복약상담은 약사의 고유 직능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약상담능력 중요성 재고와 환자와의 소통 능력을 

계발하고자 ‘복약상담대회(PCE)’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약 순응도와 치료효과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만성질환인 호흡기계ᆞㆍ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세 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여 Beginner level(저학년)과 Advanced 

level(고학년) 단계로 나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사용되는 흡입기는 다소 사용법이 

복잡하여 환자에게 약사의 복약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예비 

약사로서, 대표적인 흡입기 중 하나인 ‘벤토린 에보할러(Ventolin Evohaler)’와 ‘

조터나 브리즈헬러(Xoterna Breezhaler)’를 선정하여 실제 호흡기 사용법을 익히며 

보다 나은 복약상담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주로 자가 주사제로 

처방이 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 교육용 ‘란투스 솔로스타 주(Lantus inj. Solos-

tar)’를 선정하여 주사용 제제에 대한 상담 능력을 계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인 협심증에 주로 처방되는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은 설하정으로 

복약지도를 필요로 하는 제형입니다. 설하정 제제를 주제로 직접 환자와 약사 역할을 

진행해봄으로써 환자가 겪는 어려움과 약사의 필요성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설하형 제형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제형의 복약지도를 

해보았습니다. 

2월 9일 오후, 총 1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

명의 평가위원이 각 주제의 복약상담 실기평가와 이론평가(SOAP note 작성과 이론 

문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권나연(덕성 16, 대상), 김소형(이화 16, 

최우수상), 구선우(동국 15, 우수상), 이지현(동국 15, 우수상), 현다은(계명 15, 

장려상), 이고은(덕성 15, 장려상), 심희진(경상 15, 장려상), 박세정(동덕 15, 

장려상) 씨가 선정되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되었습니다. 

대회에 사용된 사전 자료 및 평가 지표는 안혜림 약사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사전 검수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대회에 사용한 흡입기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도움을 받아 준비되었습니다.



조제대회
Compounding Event, CE

약품 조제는 맞춤 의료 시대(Personal Medicine)약사에게 요구되는 중요 직능 중 

하나입니다. 이에 앞서, 여러 제형 약품의 중요성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8회 한국총회(National Congress, NC)에서는 의약ᆞㆍ화장품을 결합한 

코스메슈티컬 산업 약사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약품 및 화장품에서 

응용이 무궁무진한 크림제 중 대표적인 ‘배니싱 크림(Vanishing cream)’과 ‘콜드 

크림(Cold cream)’을 주제로 선정하여 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9일 오후 총 1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기본적인 

크림제 제형에 관한 이론 습득과 더불어, 각 제형을 직접 조제하고 유제의 감별법에 

따라 배니싱 크림과 콜드 크림이 각각 O/W type, W/O type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 총회의 주제인 안전성에 기초하여 특별히 조제 중 시료의 로트 

번호(Lot number)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 측정 및 서명 등을 통해 

안전성 측면을 포함한 약사의 다양한 직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회에 사용된 자료는 신범수 교수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 사전 검수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대회 장소(동국대학교 신공학관 실험실)와 일부 대회에 필요한 기구 및 

물품은 권경희 교수님(동국대학교 약학대학)과 경희대학교 실험실을 통해 

도움받았습니다.



약학퀴즈대회
Clinical Skills Event, CSE

이번 8회 NC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학의 전반적인 이론과 약학 이슈 등의 

내용을 담은 약학퀴즈대회(CSE)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인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옆에 있는 

약학대학생들과 함께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약학 지식과 관련 상식을 배울 기회를 갖고자 온라인 

프로그램 ‘카훗(Kahoot)’을 이용하여 본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일 오후 약 8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병태생리학, 

약물학, 생약학, 약업계 이슈’ 등 약학 전반에 걸친 

내용과 더불어 KNAPS 관련 정보에 관한 총 30

문제의 퀴즈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장내윤(서울 17, 대상), 최명준(영남 13, 최우수상), 

김재성(가천 15, 우수상), 윤석민(중앙 13, 우수상), 

신효은(중앙 17, 장려상), 이현승(대가 13, 장려상), 

김승희(성균 16, 장려상), 장인우(동덕 16, 장려상), 

이소연(이화 15, 장려상), 이지수(숙명 16, 장려상) 

씨가 선정되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되었습니다.



교육학술국
ㆍ김재성 : 조제대회(CE) 담당, 약학퀴즈대회(CSE) 담당
ㆍ김별리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ㆍ김명화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조제대회(CE) 담당, 
               약학퀴즈대회(CSE) 담당
ㆍ송유진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ㆍ한혜진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ㆍ장인우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약학퀴즈대회(CSE) 담당
ㆍ정은영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ㆍ차미정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ㆍ박성현 : 조제대회(CE) 담당, 약학퀴즈대회(CSE) 담당
ㆍ김예준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ㆍ김현지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조제대회(CE) 담당, 
               약학퀴즈대회(CSE) 담당
ㆍ김보민 : 조제대회(CE) 담당, 약학퀴즈대회(CSE) 담당
ㆍ이영은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교환학생관리국
ㆍ김승연 : 복약상담대회(PCE) 담당 & 통역
ㆍ윤지은 : 조제대회(CE) 담당
ㆍ조연서 : 조제대회(CE) 담당
 
국제협력국
ㆍ배윤하 : KPLC 기획 및 진행 & 통역
ㆍ안예은 : KPLC 기획 및 진행
ㆍ최상진 : KPLC 기획 및 진행
ㆍ이신영 : 통역 및 행사 보조
 
기획국
ㆍ고원보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김진규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양현석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정재윤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박세희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강소현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최희정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김희수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허장강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ㆍ장세경 : 홈커밍 기획 및 진행

남부지부국 
ㆍ장세원 : 행사 보조
ㆍ허유정 : 행사 보조

문서국
ㆍ신정민 : 기사작성
ㆍ윤홍원 : 기사작성
ㆍ강민지 : 기사작성
ㆍ주다슬 : 기사작성
ㆍ김새미 : 기사작성
ㆍ박연주 : 기사작성

문화정보국
ㆍ고유진 : 소셜나잇 기획 및 진행
ㆍ강소희 : 소셜나잇 기획 및 진행
ㆍ박주현 : 소셜나잇 기획 및 진행
ㆍ홍재현 : 소셜나잇 기획 및 진행
ㆍ임수연 : 소셜나잇 기획 및 진행
ㆍ강지원 : 소셜나잇 기획 및 진행
 
미디어홍보국
ㆍ최명준 : 사진 촬영
ㆍ박준경 : 사진 촬영
ㆍ피예은 : 사진 촬영
ㆍ전선호 : 사진 촬영
ㆍ윤석민 : 사진 및 영상 촬영
ㆍ이시형 : 사진 및 영상 촬영
ㆍ양재찬 : 사진 촬영
ㆍ이지현 : 사진 촬영
ㆍ정준영 : 사진 촬영
 
사무국
ㆍ최환용 : 등록 및 행사보조
ㆍ김경민 : 등록 및 행사보조
ㆍ이지수 : 등록 및 행사보조
ㆍ오근정 : 등록 및 행사보조
ㆍ이정연 : 등록 및 행사보조
ㆍ김지영 : 등록 및 행사보조
ㆍ정지혜 : 등록 및 행사보조
ㆍ고석진 : 등록 및 행사보조
ㆍ이예슬 : 등록 및 행사보조 
 
KNAPS 2018-19 임원진
ㆍ허 륜 : 회장
ㆍ조형근 : 부회장
ㆍ강진미 : 회계
ㆍ김서림 : 교육학술국장
ㆍ최성민 : 교환학생관리국장
ㆍ배성호 : 국제협력국장
ㆍ김정원 : 기획국장
ㆍ오세희 : 남부지부국장
ㆍ한수경 : 문서국장
ㆍ백용직 : 문화정보국장
ㆍ김민정 : 미디어홍보국장
ㆍ우지은 :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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