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2022학년도 약학대학 6년제 학부 신입생 선발 계획
모집시기/전형명
수시
대학명

모집단위

합계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위주
(미래인재전형)

수능위주
(수능전형)

수능위주
(기회균형전형)

약학전공

20
(자연)

70
(자연)

6
(자연)

96

미래산업약학전공

10
(인문)

20
(인문ㆍ자연)

3
(인문ㆍ자연)

33

30

90

9

129

약학부
약학대학

정시(나)

계

*정원외 인원은 기회균형 전형(기초수급생활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자 전형)에서 선발함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FAQ
Q1. 미래산업약학전공자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A1. 네, 물론입니다. 미래산업약학전공자도 약학대학 소속으로 당연히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2. 약학전공과 미래산업약학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약학전공은 기존의 약학이 추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외에도 전공 선택으로 경영학, 심리학, 마케팅 관련 과목들을 수강
하게 되며 인문계학생들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전공입니다.

Q3. 4차 산업시대의 약사의 역할은?
A3. 단순조제업무는 상당부분 인공지능 및 자동화기계로 대체되겠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창의성과 윤리성을 전제로 하는 신약

지식을 갖추고 신의약품 개발과 약물요법을 주도할 전문약학인력

개발 연구, 맞춤약료 및 약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입니다. 반면 2022년부터 신설되는 미래

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래

산업약학전공은 기존 약학전공 교육의 토대위에 글로벌 융복합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약사직능이 새롭게 요구될 것이

교육을 추구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컴퓨터공학적 기법,

며,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다약제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인문, 경영, 법-행정, 국제학 등과의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 글로벌

노인들의 약물사용을 검토하고 상담하는 약사의 직능도 더욱 확대될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역으로 활동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약학전공의 경우에는 약학전공 교과목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여성리더 양성의 세계적 여성교육기관

‘최초’ ‘최고’의 명성에 빛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와 미래를 향한 꿈을 완성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134년

1945년 행림원 약학과로 출발한 이래 지난 75년여 동안 배출된 총 9,800여 명의 약학

전 이 땅에 여성교육의 문을 열었으며, 전문분야별 여성인재 양성을 선도해왔고, 인식

대학 졸업생들은 그동안 관련 약국은 물론이고, 대학, 연구기관, 제약회사, 병원, 공직,

과 제도의 변화를 통한 양성평등 시대를 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전문직 여성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여풍의 주역으로 활동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이다. 2020년 ‘THE 세계

하면서 대한민국 약학계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고의 약학교육체계는 물론이

대학평가’ 대학 영향력 순위 양성평등 부문에서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

고, 우수한 여학생들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학생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이화약학의 특별한

상부한 여성지성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세계적 여성교육기관임을 입증하였다.

문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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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전공 소개

교과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목적은 약학 관련 제반업무에 능동적으로

2022년 통합6년제 시행을 맞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 양성이다.

부응하는 약사인력의 배출을 위해 편제를 대폭 변화시켜 다학제간 융합형 교과

기존 약학부 교육

04

의약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신규 의약품 개발과 약물
요법을 주도할 약학전문인력 양성

미래산업약학전공 (2022년 신설)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컴퓨터
공학적 기법, 인문, 경영, 법-행정,
국제학 등과의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역으로 활동할 인재양성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지도자에 합당한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배양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전문지식 소통 역량, 창의적 리더십과 융복합형 통찰력을 지닌 약사인력
양성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성화 교육전략을 수립
하여 실시하고 있다.

e-Ewha Pharmacy 구축

•전공 트랙의 세분화 및 전문화

•AAPS e-Courses

•타 전공학과와의 융합 커리

•ASHP e-Courses

•전공별 학부 연구프로그램

•Harvard/MIT edX Webinars
Programs
•Virtual Classes

•약학-타 전공 이중 연계 교육
•Ewha Pharmacy Honors
Program

글로벌 선도 역량 강화
•스크랜튼학부 연계 영어 교육
•글로벌 핵심리더십 교과과정
•나눔 리더십/사회봉사 강화
•공인외국어 성적 졸업 인증제

실무교육 개편 및 국제화
•Internship 국제화
•
FDA/CDC/FIP Experientials
•PCCA 조제 실무
•

Study Abroad Program

맞춤형 약료

타 학과 전공

Track 2

의약품과학및연구

Track 3

보건정책ㆍ경영

Track 4

자기설계

까지 총 300여 명의 동문이 재직 중인 바 사실상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약제부장을 비롯
한 500여 명의 동문이 각급 의료기관 약제부에서 여성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으
며,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훌륭한 여성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약학대학 특징
프로그램/활동

학생 연구 활동

교육과정 특징과 강점

•약학연구소, 섬유화질환제어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바이오의약품연구센터, 실험
동물실 등의 구축된 인프라를 통한 신약개발연구에 학생 참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융복합형 전문약학 인력

다학제 융·복합 교육 선도

교과목(전산, 통계,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
행정학 등)과의 융복합 교육 선도

•우수한 신입생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수시우수입학 장학금, 정시우수

전공필수 교과목

입학 장학금, 나눔 장학금 등)이 다양하게 지원되며, 특히 정시우수입학 장학금의

약물전달학, 약물치료학, 약물학, 약제학, 의약화학, 약품미생물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결정을 위한 선제적 맞춤
형 전문화 교육 시행

해외실무실습을 비롯한 현장형 실무실습 교육 강화
•병원, 약국, 제약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현장에서의 체계화된 임상 및 제약
실무실습교육 시행

경우 정시모집 수능전형 통합선발 최초합격자 상위 50%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약대 동창회의 주홍, 선교부, 오정자, 박매영 등 17개의 약학 대학 기탁 장학금이

전공선택 교과목

•맞춤형 약료, 의약품과학 및 연구, 보건정책 및 경영, 자기설계 트랙별 다양한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와의 교육 및 연구 교류를 통한 실질적 글로벌 교육 실시

장학금 지원

•생명약학, 의약화학, 물리약학 등의 기초교과목과 산업약학, 약물학, 약제학,

트랙별 전문화 교육
학제간 융복합 약학교육 수월성

Track 1

비교과

생리학, 약물치료학의 심화교과목의 다학제 약학교육을 기반으로 타학과 전공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융복합형 전문 약학인력 양성

약학과 전공 선택

교양

03

점증하는 사회복지요구와 급변하는 약학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약학전공

벤쳐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MSD,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임원진이 현재 약학
대학 동문들이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등 국내외 제약사 및 유관기관

약학부

전공

02

의약품생산과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신약개발
능력을 갖게 한다.

보건복지부, 특허청, 심평원, 식약처 등 관련 공직에 100여 명의 동문이 현재
활동 중이고, 부광약품, 우리들제약, 일본 화이자에센셜헬스사업부, 안지오랩 등

교과

01

트랙별 전문화 교육

약학과 전공 필수

과정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약학전공을 신설하였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기초 이론과 기술을
연마하고, 임상응용 능력을 함양한다.

국내 약학계를 선도하는 졸업생 파워

있으며 종근당고촌, 송파, 한독제석재단, 문봉, 유한, 수석문화재단 장학금 등 약대

약무행정학, 기능성식품학, 임상연구디자인, 약학전공설계프로젝트, 향장품
과학, 의약품규제과학, Challenges in Global Health, Innovation in
Health Care Ventures, Food & Behavioral Medicine 등

생 대상의 외부장학금 지원
•약대 재학생의 등록금 총액 중 40% 이상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

다양한 학과 활동
•약학대학 아너스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실시하여 아너스 리서치,

타전공 인정 교과목
경영리더십, 소비자마케팅, 상담심리학, 보건의료정책, 과학기술경영의
이해, 경제원론,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관리, 금융의 이해 등

연구실 인턴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체험과 자기주도적 지적 성취 기회
제공 및 우수 학생 시상
•팜챌린지, 캡스톤, 해외실무실습, 보건행정 부트캠프, 복약상담 경연대회,
TALK&SHARE 등의 활동 기회와 지원을 통해 관심 분야를 스스로 탐색하고 도전

•하버드 대학과 AG Scientific을 비롯한 해외기관에서의 글로벌 실무실습
교육 시행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
•약학대학은 약학연구소, 섬유화질환제어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바이오의약품연구

글로벌 미래 핵심 인재로의 지속적 성장 지원 교육

센터를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4대 대형과제인 BK21플러스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도자로서 리더십 확립과 사회적 책무와 나눔의 이화

화사업, 제약산업 특성화사업,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을 이끌며 한국 약학 연구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 핵심 인재로서의 지속적 성장 지원 교육

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최고 수준의 1인당 연구비 수주를 기반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아너스 리서치 교과목 운영 및 팜챌린지, 캡스톤, 해외의료봉사 등 비교과

갖춘 약학부는 21세기를 선도해나갈 융복합형 글로벌 약학 인재 양성

활동 지원

History

1945
•이화여자대학교 행림원 내에
약학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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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968

1996

2006

2011

2014

2020

•약학대학으로 승격

•제약학과 분과

•대학 내 부속실습약국 설립

•교육부 BK21 사업 선정

•6년제 도입 시작

•교육부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단(CK-Ⅱ) 선정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설립

•NCRC (세포신호전달계 바이오의약연구
센터) 설립

2012

2015

2022

2008

•PHC (Pharmacy Healthcare
Communication) Center 설립

•첫 6년제 학사 졸업생 배출

•미래산업약학전공 신설

•글로벌 종양치료 신약개발 사업단 선정

2013

1955

1989

1997

•약학대학 건물 A동 완공

•약학연구소 설립

•약학연구소 주관 국제심포지움 개최

1956

1994

2001

•약초원 설립

•약학대학 건물 B동 완공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과제 선정

1962

1995

2005

•약학대학 정원 120명으로 증원

•실험동물실 설립

•단일학과인 약학과로 통일

•WCU (바이오레독스 시스템 융합연구
센터) 선정

2009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

•일반대학원 제약산업학과 신설
•BK21 플러스 이화 미래핵심
약과학사업단 선정

2016
•보건복지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 선정

2018
•MRC (섬유화질환제어센터) 설립

최초의 약학대학
9,800명 이상의 졸업생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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