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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I 정의
임상약리학은 약물과 인체간 관련성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과학 분야이다. 이는 의학, 약리
학, 약학, 의생명 과학과 간호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과학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학제적
과학이다. ‘임상약리학자’라는 용어는 전문직업의
의미에서 흔히 임상약리학 전문의를 지칭한다. 이
들은 대학 졸업후에 수년에 걸쳐 보건의료(진료),
교육,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을 받는
다. 이러한 임상약리학자는 더 좋은 의약품의 개발
과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증진함으
로써 환자 진료를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I 목표
이 문서는 1970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의 개념에 이어 21세기 초반의 임상약리학 분야를
재조명(조망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 문서는 1차 및 2차 의료 체계의 최고 경영자와
이사들, 제약회사의 임원 등 다양한 조직(특히 정
부와 보건의료 부처)의 의사 결정자들을 주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모든 집단에게 더 나은 보
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임상약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
여주고자 한다.

I 환자 진료에서의 임상약리학자
임상약리학은 환자 진료를 개선시킬 수 있는 수많
은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제6장 참고). 그 주 목표
는 개별 환자와 이들이 속할 수 있는 환자 집단 모
두를 위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늘리는데
있다. 소아 및 노인 환자에 대한 임상진료는 임상약
리학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제7장과 제8장
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점에 대해 다룬다. 임상약리
의사는 새 치료법이나 기존 치료법의 비판적 평가
에 전문가이며,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약물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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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같은 기술뿐 아니라 약물 사용 연구와 약물역
학 서비스를 사용한다. 임상약리의사는 약물 및 치
료 위원회(DTC)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
기에서 고가의 새로운 약물을 의료에 합리적으로
도입되고 사용되도록 한다. 임상약리학자는 약사
와 같은 다른 보건의료 담당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처방권자에게 약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의 서비스에는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과 임상 약
물독성학 및 약물감시에의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약물유해반응(ADR)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약리학적 지
식을 통해 예측 가능하므로 의료체계는 이들을 예
방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춤의학(Personalised Medicine)의 개념은 특정
환자의 약물유전학적 특성이나 다른 개인별 특성
을 바탕으로 약물치료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하
나의 학문 영역으로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개별 환자의 유전적 기질이나 다른 특성에 대한 지
식을 통해 유해(이상)반응을 최소화하고 약물의 효
과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예들이 있다.

I 임상약리학에 대한 교육
임상약리학에 대한 교육은 임상약리학자의 업무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제9장 및 부록 I, 부록 II
참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영역은 새로운 처방권
자(주로 의과대학생, 신규 의사)에 대한 교육일 것
이다. 대개 특정 영역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간호사와 약사의 처방이 늘어나고 있
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방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젊은 신규 의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 능력에 대한 비판이 최근에 있어 왔으며, 따
라서 의과대학생의 수련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가 개발되고 있다. 평가
는 학습을 유도하므로, 평가 체계 역시 개선되고 있
다. 임상약리의사에 대한 전문의 교육은 부록 II에
서 다뤄지는데, 그것은 이러한 전문의가 전세계적
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그 필요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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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원, 규제가 다르므로, 이 문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I 임상약리학의 연구 영역
연구는 임상약리학자의 수련과 일상 업무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제10장 참고). 임상 환경에서
일하는 약리학자의 노력은 개별 환자와 환자 집단
에서 약물 사용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약리 연구는 이 분야
가 약물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자료와 합리적인 환
자 진료를 중개(translate)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중개적(translational)이었다. 임상
약리학자가 임상시험, 특히 조기 제I상 임상연구의
설계, 수행, 실행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어떤 식으로라도,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강화
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I 임상약리학과 제약산업
제약산업은 임상약리학자의 수련을 돕는 최전선에
있어 왔다(제12장 참고). 이러한 회사에서 요구되
는 많은 기술들은 임상약리학자의 수련에 전반적
으로 쓸모가 있지만(예, 임상시험), 이러한 회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교육과 경
험, 일련의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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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 임상약리학의 필수 역할
임상약리학자가 병원, 규제 기관 또는 보건의료기
술평가(HTA) 분야 중 어디에서 일하든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보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약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제13장 참고). 예외적으로 HTA 분야는
임상약리학의 공헌 없이 나타났다.
임상약리학자는 15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서명
한 WHO의 의제인 “국가 약물 정책 개발 지침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rug Policies)”의 수행을 돕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2). 정책의 목표는 다음을 보장하는데 있다.
•
•
•
•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의약품에 대한 모든 국민의 공평한 접근
합리적/질적 의약품 사용
생존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지역 제약산업

임상약리학자는 과거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보건적
요구에 점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는 소아, 희귀질환자와 세계의 극빈 지역에서 만연
하는 질병(풍토병)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
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임상약리학자의 수련
은 WHO의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1970년에 예
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1).

서론
약 40여 년 전 세계보건기구는 임상약리학 및 치
료약물학 전문가 그룹을 모아, 임상약리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하고, 이것이 보건의료의 수행에서 약
물 사용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해 기술하였다(1). 지난 40년 동안 약물요법
의 중요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의 효력과 사용
가능한 약물의 수와 다양성, 그리고 치료 가능한 질
병의 수 측면에서 괄목할 만큼 변했다. 또한 분자생
물학 분야가 약물 개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합리적 의약품 사용(Rational Use of Medicine, RUM)을 뒷받침하는 약리학적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식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
요하다.
1970년도에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로, 약물 개발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새로운 화합물을 시판
하기까지의 비용은 1조원을 쉽게 넘어간다. 그 결
과 새로 개발된 약물의 가격은 매우 높아졌고, (회
선사상충증 치료제인 이버멕틴과 같이 대형 제약
회사들이 매우 저가 또는 무료로 신약을 제공하는
환영할 만한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약가 증가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은 약물치료비를 부담하기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약물치료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이는 약물요법의 비용-효과와 같은 새로운 개
념과 약물경제학 분야를 낳았다.
임상약리학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는 방
법을 개발하는 중이지만, 1970년대에 알게 된 약
물요법에 관한 문제를 아직도 다루고 있다. 그 당시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이
입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으나(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
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수십 년 동안 크게 줄지
않았다. 게다가, 병용요법과 노인 환자 비율의 증
가는 ADR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ADR(이
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라는 분야 탄생)이 입원의 약 7%를 유발
하며, 이것이 특히 노인 환자에서 그다지 드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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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cause of death)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4, 5). 이들 ADR 중 많은 부분이 예측 가능하며 처
방권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좀더 중시했더라면 예
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적절한 정보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이용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과정 중의 오류는
1970년 이래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또 다른 문제
이다(6). 이러한 문제들은 부유한 국가에서 더 많이
보고되지만, 가난한 국가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교훈과 다뤄왔던 문제를 통해
WHO의 최초 보고서를 현대화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정된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기초•임상약리학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IUPHAR), 그리고 국제의과학 협의회(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CIOMS)간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학문
의 한 분야로서의 임상약리학은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의 성장기를 거친 후 많은 국가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제약기업에서 임상약리학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의심받은 적이 없는데, 최근 수년 동
안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과 이 분야에 대한 열
망이 나타나고 있다(7). 제약기업과 영국 국립보건
원(National Health Service, NHS)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는 NHS의 핵심 영역으로서
임상약리학을 재건하는 것이 영국에서의 보건의료
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
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8).
이 문서는 WHO의 최초 보고서의 개념을 갱신하
여 21세기 초반 임상약리학 분야를 재조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저명한 임상약리학자들을
초청하여 보건의료(진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
약리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루고자 계획된 개별
섹션을 작성하고, 이 분야가 맺고 있는 산업 및 정
부와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우리는 이 문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의 각 임상 전문 분야 내에서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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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과, 합리적 의약
품 사용(RUM)에 관한 WHO의 정책(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약물요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으
로 개선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문서는 다양한 조직
(특히 정부와 보건의료 부처)의 의사 결정자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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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차 의료 조직의 최고 경영자와 이사들, 제약회
사의 임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임상약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모든 사람들
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많은 혜택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임상약리학의 정의
임상약리학은 약물과 인체의 관련성에 대한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과학 분야이다. 그 범주에는 신약
의 탐색과 개발, 치료제로서의 약물의 적용, 개인
과 사회에 대한 약물의 이익과 위해, 그리고 약물
오용 등이 포함된다. 임상약리학은 의학, 약리학,
약학, 의생명 과학, 간호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과
학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다학제적 팀 과학
(multidisciplinary team science)이다. 임상약리
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전문가들로는 사회 및 행동 과학자, 치과의사, 경제
학자, 역학자, 유전학자, 독성학자, 수학자,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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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자’라는 용어는 전문직업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임상약리학 전문의로서 환자의 진료에
관여하는 의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대개 임
상시험과 약물 평가, 약물역학, 약물경제학, 약물감
시, 그리고 임상 약물독성학 등, 임상약리학의 중
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수년에 걸친 대학졸업후
(또는 대학원) 과정의 수련(부록 II 참고)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약리학에 대해 전문의로서의
인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많은 국가의 경우 그
렇지 않다. 본 문서에서 임상약리학자는 본질적으
로 의료인으로서의 임상약리학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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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의 역사
임상약리학은 오래된 학문이면서 동시에 젊은 학
문이기도 하다. 약물치료는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
라가 퀴닌, 레세르핀, 아르테미신과 같은 약물을
약초로서 사용하며 발견한 것이다. 심부전의 치료
에 디기탈리스(foxglove)를 사용했다는 William
Withering의 보고(제10장 참고)는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서술이라고 생각되지만, 디기탈리
스의 약리가 정확한 임상약리학적 방법으로 탐색
되기까지 그 후 200년이 더 걸렸다. 과학 분야로서
의 임상약리학은 20세기 중엽에 시작된 젊은 학문
이다. 누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국가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다. 20세기의 중반에 활
동했던 몇몇 저명한 약리학자들은 약리학과 약에
대한 임상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약물 평가
를 시행착오 상태로부터 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하
는 것을 도왔다. 앵글로-색슨 사회의 문헌에 따르
면, 1940년대 초기에 임상약리학이라는 이름을 최
초로 도입한 사람으로서 대개 코넬 대학의 Harry
Gold라는 사람이 인용된다(10, 11). 그러나 1914
년, 독일의 Hans Horst Meyer와 Rudolf Gottlied
가 ‘약리학, 임상과 실험’이라고 번역되는 제목을
가진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또 다른 독일 문
헌으로, 본(Bonn) 의학대학의 교수인 Paul Martini
가 1932년 ‘치료적 연구 방법론(Methodology of
Therapeutic Investigation)’이라는 제목의 단행
논문집(monograph)을 출판하였고, 몇몇 사람들
은 그를 최초의 임상약리학자라고 생각한다(12).
Shelley와 Baur에 따르면, 그의 공헌은 영어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12). 영어 문헌으로는 ‘약물학
(materia medica)’이라는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
는 문헌이 있으며, 이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두
드러진다. 1884년, John Mitchell Bruce는 ‘약물
학과 치료학: 합리적 질병 치료법 소개(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An Introduction to
the Rational Treatment of Disease)’라는 교과서
를 저술하였고 이는 제20판으로 이어져, Dilling의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이 되었다.
이 책은 1960년에 출판되었는데, 같은 해에 Desmond Laurence의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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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gy)’이라는 제목의 교과서가 나왔다.
임상약리학을 학문적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
장 활발한 노력이 일어난 곳이 미국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13, 14). Goodman과 Gilman
의 ‘치료약물학의 약리학적 기초(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제1판과 ‘임상약
리학 및 치료약물학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이라는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과학
저널을 출범시킨 Walter Modell(역시 코넬대학 소
속)의 성공적 시도(1960년)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1960년 초, 미국은 임상약리학자 수련의 세계
적 중심지가 되었다. NIH의 책임연구원인 James
Shannon과 그 동료인 Bernard B. Brodie와 Julius
Axelrod는 과학의 한 분야로서 생화학적 약리학
을, 그리고 임상약리학의 도구로서 체액 중 약물
측정법을 도입하였다. 임상약리학 분야의 유수한
몇몇 센터에서는 전세계에서 모인 역량 있는 임
상약리학자들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Harry Beecher의 문하였던 Louis
Lasagna의 임상 약물 평가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
력은 특별히 인정 받을 만하다(13, 14). 1966년,
Lasagna는 임상약리학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에
관한 뛰어난, 그리고 여전히 가치 있는 과학적 견
해를 발표하였다(14). 임상 약물유전학의 탄생은
Werner Kalow와 A. G. Motulsky의 선구적인 공
헌 덕분이었다(15, 16).
같은 시기에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기초 약리학
과 임상의학의 굳건한 기반이 이 분야의 급속한 성
장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되어 발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개 언급되는 이름으로 John Gaddum
경과 Horace Smirk경, 그리고 Austin Bradford
Hill경이 있다(10). 1960년대 말, 독일과 영국, 스
웨덴에서는 임상약리학 강좌가 만들어졌으며, 스
코틀랜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약물학(Materia
Medica) 강좌가 확립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이 분
야에 대한 학문적 성장이 있었다(17). IUPHAR은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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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의 선도적 역
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초 임상약리학 부문
(section)이 만들어졌고, 1990년대에는 분과(division)가 만들어졌다. IUPHAR의 몇몇 임원, 특
히 스웨덴의 첫 의장이었던 Börje Uvnäs뿐만 아
니라 영국의 Arnold Burgen경과 체코슬로바키아
의 Helena Raskova 역시 이 분야를 강력히 후원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그 발전을 위해서는 약리
학이 임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WHO에서는 1970년, 고 Derrick Dunlop경(영
국)을 대표로 하고, 고 Louis Lasagna 교수(미국)
와 고 Franz Gross 교수(독일), 고 Leon Goldberg
교수(미국) 등이 포함된 연구 그룹을 소집하여 임
상약리학의 범위와 조직, 수련에 관한 보고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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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도록 하였다(1). 1991년 유럽 WHO에서는 교
육, 연구, 보건의료(진료) 분야에서의 임상약리학
의 역할을 주제로 한 권의 소책자와 함께 일련의
논문들을 유럽임상약리학저널(Europ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에 실었다(18). 최초로
일차 진료에서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에 대한
임상약리학 분야의 잠재적 유용성이 강조되었다.
John Vane경, James Black경, George Hitchings,
Gertrude Elion과 Arvid Carlsson과 같은 몇몇 노
벨 의학상 수상자들은 임상약리 연구의 최고봉에
있는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임상
의학에 새로운 약물치료 원칙을 도입하려는 그들
자신의 노력 과정에서 임상약리학을 ‘실천(practice)’하였다.

전세계 의학 현황:
임상약리학의 위치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에서 현대의 약물요법이 사
람들의 건강을 향상시켜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
해와 같은 질환이 정복되었다. 현대의 항생제로 많
은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완치 가능하다. 또한 우리
의 선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수술
이 현대의 마취제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 천식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
증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로 만
성질환자들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혜택을 입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모두에 채워지지 않은 커다란 임상적 요구
가 아직 남아있다. 예를 들면, HIV/AIDS와 말라리
아, 결핵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 개발은 매우 절실하
다. 우리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또는 헌팅톤병
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에서 신경 기능의 어
김없는 퇴화를 막기 위한 수단을 아무것도 갖고 있
지 않다. 그리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
더라도, 전세계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이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20세기 후반, 실질적인
측면에서 신약개발의 유일한 원천은 연구에 기반
을 둔 제약기업들이었다. 그들은 - 제약산업 기반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보건
의료체계(주로 선진국)에게 - 종종 상당한 창의력
으로,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하였으며 이를 공급
하였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
건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한 빈국의 주민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미충족된 의
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보다
밝았던 적이 없었다. 분자(생물학) 기술의 발전은
끔찍하고 치명적인 많은 질병을 경감하거나 완치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 표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생명기술학 기법의 출현은 혁
신 약물의 개발을 위한 유래 없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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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이 주는 장밋빛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공적 영역과 비영리 기구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 및 바이오제약기업의 의생
명 연구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약물
규제 당국에 등록되는 새로운 활성물질의 수는 급
격히 감소하고 있다. 신약을 시판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 과
정에서 제품이 실패하는 것도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규제 당국이 더 장기간의 근거기반 문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예,
노인 환자에 대한 자료). 여기에다 최대 규모의 제
약기업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블록버스터’ 약물들
의 특허 기간 만료로 인해 대규모의 매출 감소에 직
면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 문제로 일부 시판된 약물이 주목을
받으며 철수된 바 있다. 그 결과, 약물 규제 당국은
점점 위험을 회피하는 입장이 되며 제조회사로 하
여금 시판 전후에 그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도
록, 전례 없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약물
의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러한 조치가 신중한 고려 없이 시행된다면 의약품
의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세계
보건의료체계는 시판되는 신약에 대해 제약기업들
이 붙인 높은 약가를 감당하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
다. 국민들의 건강상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사
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으로 진료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점 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고령 및 초고령(많은 수가 복수의 약물요법을 필요
로 하는 장기 만성질환 환자) 인구가 많아질수록
효과적인 검진방법의 활용은 더 많아지고(특히 노
인 환자에서), 대중의 기대는 증가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유럽과 북미에
서 보건의료기술평가(HTA) 기관의 출현이 급속하
게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치료 전략의 임상적 유
효성과 비용-효과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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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향후 전망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도 운
동(initiative)은 교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
을 시사한다.
1. 약물 규제 당국 스스로 사람들이 혁신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
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19)과 EU
의 유럽의약품청(EMA)(20) 모두 적합한 안전성
과 유효성이 확보된 혁신 약물에 대한 규제적 절
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 20세기의 대부분에 연구 기반 제약기업의 실험
실로 한정되어 있던 약물 발굴(discovery) 과
정이 훨씬 더 다원화되었다. 특히 대학에서 근
무하는 학계의 과학자들이 ‘약물 발굴가(drug
hunter)’가 되었고 일부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
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주요 제약기업은 자신
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면 제품으로 개
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열정을 가
지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기업들
은 학계의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화합물 라이브
러리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을 만큼 그들과의 실
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다.
3.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시애틀 소재)이나
유전질환재단(Hereditary Disease Foundation;
뉴욕 소재)과 같은, 점점 더 많은 수의 비영리 기
구들이 학계 및 제약업체와 협력하여 약물 발견
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4. 일부 주요 제약기업 및 바이오 제약기업에서는
약물의 발견과 개발, 가격 책정에 관한 자신들의
전통적 모형이 환자나 보건의료체계, 또는 주주
들의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다(21). 이러한 변화에는 ‘블록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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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아시아의 신흥
시장에까지 판로를 넓힌다거나, 또는 현재의 재
정상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의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회사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와 논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I 결론
이러한 세계 의약품 현장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사
람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
절히 훈련된 임상약리학자의 기여가 필요하다.
1. 임상약리학자들은 ‘중개(translation)’ 연구, 특
히 제1상 연구의 설계와 수행을 위한 능력을 더
욱 향상시켜야 한다.
2.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현대 임상약리학자들의 수가 너무 적다. 이
분야의 선구자들(예, Lou Lasagna(13))은, 때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화합
물의 특성(특히 용량-반응 상관성)을 규명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에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3. 몇몇 특수한 예외의 하나로 보건의료기술평가
(HTA) 분야는 임상약리학의 도움 없이 나타났
다. 보건의료기술평가(HTA)가 그 잠재력을 완
전히 꽃피우기 위해서는 변화(역자: 임상약리학
과 교류, 협조)가 필요하다.
4. 임상약리학자는 과거 소외되었던 환자들의 건
강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는 어린이, 노인, 희
귀질환자, 세계의 극빈 지역에서 만연하는 질병
(풍토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포함된다.

환자 진료에서의 임상약리학자
임상약리학 서비스가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은 앞서 언급한 1970년의 WHO 기술 보고
서(technical report)에서 최초로 기술하였다(1).
환자 진료에서 약물요법의 질과 그 결과는 환자 집
단과 개별 환자의 요구에 맞춘, 비용-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상당히 개선
될 수 있다. 약물 개발 방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환
자에게 그 질환의 분자적 특성에 맞춘 신약과 새
로운 약물 병용요법,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 그리
고 표적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22, 23,
24).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후발의
약품(generic drug)이 늘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보건의료체계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력에 대해 균
형을 맞추기 위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25). 이러한 전략이 수행되는 속도는 보건의료
체계마다 크게 다르다(25). 근거에 기반한 약물 정
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의사와 보건의료 담
당자들이 약물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하
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26, 27). 이 일은 우선 순위가 높은
데, 그것은 환자와 환자 단체들은 건강상의 이익 측
면에서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새로운 치료법이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지만, 신약이나
새로운 약물병용요법을 모든 환자나 보건의료기관
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새
로 등록된 약물 중 혁신적인 것은 드물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24, 27). 결과적으로, 약물 선
택이나 보험 급여 결정에 있어, 사회적 관점에서 새
로운 약물요법의 전체적인 비용-효과와 안전성 측
면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22, 28). 새로운 약
물요법의 사용 여부와 그 가치는 보건의료기관 내
에서 새로운 치료법의 체계적 도입과 추적 과정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의료 각 전
문 영역의 약물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임상 결과 자
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24, 28).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조 임상시험에서 기록된 유효성과
실제 진료에서 관찰된 효과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24, 28). 비평적인 약물 평가와 과학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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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약물 개발, 그리고 약물 및 치료제 위원회의
업무 참여에 중심을 둔 임상약리학은 환자, 임상의
사, 약사, 행정가, 정치가, 제약기업을 포함한 보건
의료기관 안팎의 이해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지식
의 간극을 메워주는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26,
27).
약물요법의 질은 국가나 개별 보건의료시설의 자
원과 무관하게 모든 보건의료 환경에서 개선될 수
있다.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 약물이 처방되고, 그
약물이 의학적,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상황에 맞
추어 사용된다면, 환자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관장하는 원칙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대
한 지식과 실제 임상 사용 사이의 간극을 줄일 필요
가 있다. 학생과 의사, 보건의료 담당자, 그리고 환
자들은 일상의 임상진료에서 이러한 원칙들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고, 배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24,
27, 29, 30). 약물요법에서 그 지식과 실제 진료 사
이의 간극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쌍방향
의 의학보수교육(CME)과 함께 실무 중심의 질 보
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근거 기반 지침에 전자
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다(24,
27, 31). 보건의료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자원 부
족을 감안한다면,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위
한 원칙은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과정 및 자원 배분
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약물 평가와 합리적 의약
품 사용(RUM)을 위한 원칙에 중심을 둔 임상약리
학자의 역할이 환자 진료에 필요하다(22, 27, 28,
29). 그들은 약물 평가의 원칙을 보건의료 담당자
에게 교육해야 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추천
된 약물과 지침을 사용하도록 진작시켜야 한다. 개
별 병원과 의료 기관 수준에서, 임상의사와 약사
들 사이에서 비평적 약물 평가의 원칙에 대한 지식
과 실천 없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없다(26, 27). 비평적인 약물 평가에
대한 수련을 받은 임상약리학자와 약사의 뒷받침
이 있다면, 특정 적응증에 대한 약물 사용 및 급여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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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결정은 지역 수준에서 의료 분야의 핵심 오
피니언 리더가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시설이 처한
지역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이다(27, 29, 30, 31).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이해
집단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그러들 줄 모르는 신약 판촉
과 약가 상승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27).

다. 비평적 약물 평가의 핵심 요소에는 임상 약물
연구의 질과 완결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보건
의료 담당자는 이 방법론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특
정 약물요법의 가치를 평가 척도(0, 1, 2점)로 평가
할 수 있다(33). 요약하면, 임상 약물 연구의 평가
에는 다음의 측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I 환자 진료에서 핵심적 임상약리학
서비스

- 임상시험의 목적
- 임상시험과 보건의료의 관련성
- 환자의 진단 및 선정 기준의 질과 정밀성
-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조군의 유형
- 연구 설계의 질
- 치료제에 대한 무작위배정의 적절성
- 약동학 자료의 질
- 약물-약물 상호작용 문제(존재하는 경우)
- 약물 효과 기록 방법의 적절성
- 약물유해반응(이상약물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평
가하는 방법
- 통계 계획 및 분석의 질
- 연구 결론의 정밀성과 단점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는 이용 가능한 전문가와 재
정적 자원에 따라 국가마다, 그리고 시설마다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주체는 병원 또는 일차 진료의 약물
및 치료 위원회(DTC)와 임상약리학과이다. 따라서
모든 보건의료시설은 명확한 지침과 자원, 그리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갖춘 잘 발달된 DTC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27, 32).
(a) 새 치료법과 기존 치료법에 대한 비평적 평가
(critical evaluation)는 환자 진료의 토대를 이룬
다. 이것은 임상 자문과 약품정보실, DTC 서비스,
임상 동료/클리닉에의 자문, 약물 선택, 임상시험
설계 등에서 핵심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비평적 약
물 평가는 RUM의 초석이며 가난한 환경뿐만 아니
라 부유한 환경에서도 중요하다. 비평적 약물 평가
의 역할은 고가의 새로운 약물요법이나 새로운 약
물 병용요법을 도입할 때 특히 중요하다(제12장 참
고).
비평적 약물 평가는 진료의사가 다른 대안 요법과
비교하여 특정 약물요법의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에 대한 증거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비평적으
로 약물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기술과 임
상약리학 및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13, 26, 27).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비평적 약물 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약물 등록 주체(정부, 의료기관, 보
험기관)에 의한 평가에 대해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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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통해 약물 연구의 질을 최대 24점
만점인 점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임상의가 특
정 임상 약물 연구 및 약물요법의 강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약물에 대한 임상 연구들의
평가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약물요법들 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b) 약물 및 치료 위원회(DTC): 모든 의료기관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적절한 형태의 DTC
를 갖춰야 한다. 되도록 병원에 기반을 둔 전문의와
일차 진료의 모두를 구성원에 포함시켜 보건의료
의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유형의 권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6, 27). 구성원은 지역의 환
경과 자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상약리의사, 관
련 의료진, 임상약사 및 기타 약사, 그리고 해당되
는 다른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가급적 진료겸직
임상약리의사가 의료진과 약국 그리고 다른 직원

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적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
하다(26, 27). DTC는 과학적 증거와 지역 수준에
서의 의료 요구를 바탕으로 시설 내에서의 약물 사
용에 대한 권고안을 발행해야 한다. 이 권고안은 대
개 지역의 처방 목록(local formulary)이나 “권장
약물 목록(Wise List)”의 형태를 갖는데, WHO의
필수 약물(WHO Essential Drug) 개념이 그 유용
한 모형이다(27, 34).
(c) 약물 사용 연구와 약물역학 서비스는 클리닉과
병원에서의 DTC 업무 및 약물요법의 질 보장 활동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0, 35). 이상적으로는
각 임상 전문과와 약물역학, 약물경제학, 그리고 임
상약리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법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설(의료기관)에
새로운 약물요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모니터링
할 때 중요하며, 보건의료기관에서 미래의 약물 사
용을 예측하는 것과도 연계될 수 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지식은 약물 권고안에 대한 처방권자의 준수
여부와 약물 정보 및 교육 활동의 효과에 대한 추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27, 30, 35).
(d) 약물 정보 서비스는 임상의가 환자의 약물 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런 서비스는 대개 서술적이면서
문제 지향적이다. 환자 수준에서 문제를 다루는 서
비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인력 사정에 따라 임상약
리의사 또는 임상약사가 적절히 담당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약물 정보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및 참고
서적을 이용한 체계적 문헌 검색과 더불어, 환자 관
련된 진단적 문제들에 관한 문헌 평가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 서비스는 DTC의 근거 기반 약물 권
고안 구축을 위한 문헌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물 정보 서비스는 학술적 측면의 약물 정
보 제공 활동(academic drug detailing)에서 편향
되지 않은 약물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약물 권고안과 지침의 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
역시 DTC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36).

(e) 약물(유해반응)감시 서비스에는 임상의와 다
른 처방권자의 약물유해반응(ADR) 보고를 위한 지
역 또는 국가 수준의 코디네이팅 센터로서의 책임
이 포함될 수 있다(37). ADR 보고서는 체계적으
로 평가해야 하며, 그 결론은 이를 보고한 임상의와
DTC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
은 국가에서는 약물감시를 위한 지역 임상약리 센
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37). 자원이 부족
한 환경에서 HIV/AIDS나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주요한 감염성 질환을 통제하기 위한 집단 기반 요
법을 시행할 때에는 약물감시를 우선 순위에 두어
야 한다(38).
(f) 의학보수교육(CME, 지속적 의학 교육): 주요한
약물치료 분야와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의 원
칙, 그리고 새로운 약물요법 및 새로운 약물 병용요
법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다. 학술적 약물정보 제
공 활동을 전자학습(e-learning) 도구나 공개 접근
이 가능한 인터넷과 통합시키는 것과 같은 쌍방향
학습 모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형은 빈국
의 오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약물요법에 관
한 지식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적 의료 교육은 되도록 쌍방향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임상 동료의 참여를 최대한
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g)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TDM)과 약물유전학
서비스에는 임상약리학과가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
이다. TDM 서비스를 실시할 때에는 진단과 약물약물 상호작용, 신기능, 약물유전학 등을 고려한 임
상적 자료 해석을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 중요한 서
비스로, 특히 노인 환자에서 노화에 따라 일어나는
신기능의 감소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하도록 하
는 것이 있다(제8장 참고). 약물유전학의 과학적 발
전을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중개한 예로는, 유전자
형 검사를 통해 아바카비어 과민반응 증후군을 예
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39). 맞춤 의료 분
야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암 분야가
두드러진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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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진단과 약물 남용의 예방을 위한 약물 농도 측
정 및 다른 독성학 서비스: 많은 병원에서 임상약
리학자는 약물 중독의 진단과 치료와 같은 독성학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해독제를 이용하여 원인
치료를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약물 분석
을 통해 관여된 약물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추적
관찰과 향후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
는 운동선수나, 사회 일반에서 발생하는 동화 스테
로이드(anabolic steroid)와 같은 금지약물(doping
agent)의 남용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새
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40).
(i) 환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임상약리학자는 다양
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일부 국가
에서는 임상약리의사들이 고혈압과 같은 특정 질
환이 있거나 소아 또는 노인과 같은 영역의 환자들
을 대상으로 특정한 임상적 문제(예, 중환자 진료)
가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할 책임을 갖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중약물요법과 같은 임상적 약물 문
제를 평가할 때 주로 임상약리학자의 도움을 받는
다. 임상약리학자는 HIV/AIDS나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주요한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서 병용요법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그 유효성과 안전성의 평가 업
무를 돕는다. 약물 남용 문제는 부국과 빈국 모두에
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41). 환자 진료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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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적절한 약물 분석 설비를
가진 임상약리학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j) 전자 약리학(e-Pharmacological) 서비스: 많은
국가의 웹사이트에서 합리적 약물 처방을 위한 근
거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42, 43).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적 의학저널에 통합될
수도 있고 처방약물 목록에 링크될 수도 있다. 전자
약리학 서비스에는 여러 도구와 약물 권고안에 대
한 지식 데이터베이스, 약물-약물 상호작용, 임신
또는 수유 여성에게 사용되는 약물, ADR, 그리고
약물 관련 문제의 해결 도구 등이 포함된다. 전자
약리학 서비스는 발표된 근거와 실제 임상을 서로
연결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
가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래에는 일반 대중과 환자에게까지 확장될 필요
성이 있을 것이다(24). 다학제적 분야인 전자 약리
학 서비스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특히 중
요할 것인데, 이 국가들은 전세계적 전문 네트워크
로 연결된 임상약리 커뮤니티로부터 서로 다른 국
가에서 수집된 전자적 약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다. 전자 약리학 서비스의 내용은 비평적 약물 평가
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한다(그러므로 비평적 약물
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다.).

소아 환자의 약물요법
잘 알려진 1950년대 후반의 소아 치료에서의 재앙
(예, 설피속사졸, 클로람페니콜)으로 소아 임상약
리학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수십 년
간 소아 임상약리학자의 수련이 계속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수련 수용 능력은 여전히 매우 적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련 받은 소아 임상약리학
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들이 있다 해도 그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44). 이
글에서 소아 임상약리학자는 소아과학과 임상약리
학 수련을 모두 받은 의사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이십 년간, 소아 임상약리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
는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 분야 이외의 전문
가가 이 분야에 들어와 다양한 업계(학계, 규제 당
국, 임상 분야 및 산업계)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WHO의 소아 약물 선도운동
(initiative)에서는 소아 약물의 발전과 과학적 연
구, 규제적 평가 그리고 적합한 사용 등의 측면에서
그 규모와 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선도운동(initiative)에서 요구하는 소아
연구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련이 잘 된 연구
자와 다른 전문가(예, 연구에 대해 수련을 받은 간
호사, 약사, 실험실 과학자)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그들의 수는 소아 약물의 개발과 관련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
서 전세계적으로 소아 임상약리학의 규모와 능력
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선도운동(initiative)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I 소아 임상약리학의 정의
소아 임상약리학은 성장, 발달, 성숙기 동안 인체
와 약물 사이의 모든 관련성을 포괄하는 과학 분야
이다. 그 범주에는 소아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한
약물(성분 및 제형으로서의)의 발견으로부터 개발,
규제 조치 및 그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소아 임상약리학은 약물에
대한 반응과 유해반응, 올바른 사용과 오용, 그리고
약물요법의 경제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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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과학적 연구와 약물 개발은 여러 이유로 인해
먼저 성인에서 행해지므로 소아 임상약리학은 과
학적 방법을 변용하고 성인으로부터 얻은 과학 정
보를 소아 환자의 것으로 중개하는 중개적(translational) 요소가 포함된다(45).
소아 임상약리학은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
문에, 하나 이상의 과학적 분야나 소아 임상약리학
분야의 임상적 측면과 관련된 수련을 받고 그 기술
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전문 그룹(예, 의사, 의생명 과
학자, 그리고 간호사와 약사와 같은 의사가 아닌 보
건의료 제공자)이 참여한다. 따라서 소아 임상약리
학은 소아 약물요법의 적절한 측면에 대해 수련을
받거나 특별한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의 노력
이 필요한 과학 분야이다.

I 소아 임상약리학의 적용 범위
소아 임상약리학의 진료 환경은 다양해서, 여기에
는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 약물 개발, 약물 관련
규제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아 임상약리학자
는 일차 진료 제공자나 자문가로서 소아 환자 진료
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보건의료 환경이
나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건(부유하거나 빈곤함)과
관계 없이 의약품 사용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과
학 또는 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다. 국가 단위
에서 소아 임상약리학자는 소아 집단과 관련된 특
별한 사안을 심사하는 국가의약품정책의 개발 분
야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는 소아 약물요법에서의 합리적 의약품 사
용(RUM)과 의약품 연구에 참여하는 소아 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들이 포함된다. 때로 소아 의약품에 대한 규제 기관
의 평가, 국가 치료 지침 개발, 보험급여 목록에 소
아 의약품의 제안,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시판 후 서로 다른 임상 환경에서 실시
되는) 의약품 성능 모니터링(예, 약물역학, 약물감
시, 약물경제학 원칙의 적용을 통한 것들) 등이 포
함된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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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
과, 후진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절반이 소아 연령
대(18세 미만)이다. 매년 9백만 명에 가까운 어린
이들이 대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만 5세가 되
기 이전에 사망한다. HIV/AIDS와 말라리아, 결핵
과 같은 우선순위의 질병의 경우, 소아는 어른에 비
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낮으며, 이는 특
히 환자 대부분이 소아 집단인 질병(예, 말라리아)
에서 더욱 그러하다. 소아는 전세계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약물의 개발 및
임상 적용에 관해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아 임상약리학자가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향상
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전세계 수준의 중대한 요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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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아 임상약리학에서의 수련
소아 임상약리학은 임상약리학과 소아과학의 세
부 분야이다. 최소한 영국(46)과 호주에서는 이 분
야가 소아 의학의 공인된 세부 전공이다. 다른 전
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전문 협회를 통
해 소아 약물요법과 관련된 특정한 영역에서 수련
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소아 임상약
리학의 수련은 전문의로서의 소아 임상약리학자의
육성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영아 및 소아 치료와 관련된 모든 보건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 소아 임상
약리학 원칙의 적절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
사한 교육 요소가 의대 학부 프로그램과 소아과 및
외과의 세부 전공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도 포함
되어야 한다. 소아 임상약리학의 지속적인 프로그
램 개발 및 전문가의 양성은 전세계적으로 달성되
어야 할 이러한 광범위한 교육 목표를 위해 필수적
이다.

노인 환자의 약물요법
전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연령
대는 80세 이상 연령군이다(47). 약물요법의 혜택
을 볼 수 있는 복수의 병발 질환의 존재가 노인 환
자군의 예외 없는 특성이다. 병용하는 약물의 수가
늘어날수록 약물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
하게 증가한다. 약물유해반응의 중증도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하는 생리 기능이 쇠퇴하면서(심장 예
비 기능의 감소, 압력반사 기능 장애, 면역반응과
신기능의 감소)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다중 약물요
법과 관련된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이 특히 높아진
다(48). 그러나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이나 울혈성
심부전, 당뇨, 관절염 등, 고령과 관련된 다른 만성
질병 치료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명백히 확립되
어 있다. 노인 환자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임상 서비
스에 주목하는 임상약리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노인 환자 집단에 대한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개선할 기회를 가지
고 있다.
과거 30년 동안 임상약리학자들은 노화에 따른 약
동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49). 이러한 연구, 특히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
(또는 그 대사체)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안전과 안
녕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많은 약물에서 적절한 용
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노인 환자에서의 약력학적
특성과 약물의 위해/이익 연관성이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 연구할 기회가 풍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 환자에 대한 RUM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를 노인 의학의 관점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임상약
리학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노인의학 임상약리학
자로서 수련을 받은 의사의 수는 연구나 교육 수요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들이 노인 임상약리학을 수행
하도록 수련시키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 과제이다.
임상약리학은 노인의학의 원칙과 질병 기반 치료
법의 결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복수의 병발 질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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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이로 인해 환자가 장애나 사망에 이르는 공
통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늘면서 노인의학에서
노쇠증후군(frailty syndrome)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50). 또한, 노인 환자에서 한 질병을 성공적
으로 치료했을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병발 질병이 임상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쟁적 이환(competing morbidity)의 개념은 임
상적 의사 결정과 임종 환자 진료에서의 진보를 가
져왔다. 임상약리학자는 개별 노인 환자와 그들의
병발 질환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특정 약물치료의
위해와 이익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교육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상약리학자에게 있어
이 영역에서의 연구 기회는 도전적이면서도 흥미
로운 일이다. 노인 환자에 대한 임상 진료의 개선으
로 귀결된 임상약리학자의 연구 노력에는 “권장 약
물 목록(Wise list)”(27)이나 Beers 기준(51)과 같
은, 전문가 의견으로 개발된 약물 목록이 포함된
다. 또한, 유럽의 임상약리학자들은 광범위한 약물
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환자에서 가장 피해야
할 약물들을 정리하여 “비권장 약물 목록(Unwise
List)”을 개발하였다. 노인 임상약리학자들은 또한
“약물 부담 지수(Drug Burden Index)”(52)와 같
은 연구 도구를 개발했는데, 노인 환자가 항콜린성
약물 및 진정 약물에 노출된 정도와 중요한 임상 기
능적 결과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질병 기반 요법은 특정 질병의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한 치료 지침의 개발과 그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노인 환자에서 복수의 질환이 존재할 때
각 질환의 치료 지침을 이행하는 것은 극단적인 다
중 약물요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임상약리학자
와 노인의학 전문의의 지적이다. 여러 치료 지침을
동시에 준수하기에는 서로 상충되거나 사용 금기
또는 약동학적으로나 약력학적으로 해로운 상호
작용을 갖는 약물들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53,
54). 노인의학 임상약리학자는 이러한 치료적 난제
(dilemma)를 해결하거나,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
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련과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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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에서는 복수의 병발 질환이 있는 복잡한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는 최적의 방법으
로, 다학제적 진료팀을 권장한다. 임상약리학자는
노인의료의 일차 진료의사와 임상약사, 그리고 다
른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노인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맞추어 복합
약물요법을 개별화하고 변형시키는, 다학제적 진
료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임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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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자들의 역할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수의 질병을 가진
노인 환자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과적
이고도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
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맥락 속에서 치료 관련 의
사결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임상약리학
자가 노인의학 전문의 및 다른 보건의료팀원들과
협력하여 다수의 노인 환자에게 최선의 약리학적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임상약리학 교육
I 약물 처방권자에 대한 요구 증가
대부분의 의사에게 약물요법은 자신의 뜻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갓 졸업한 의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능숙하게 약물을 처방할 수 있으
리라고 기대한다. 다음과 같은 많은 중요한 경향들
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상의 이 (갓 졸업한 의사)집단
에게 주어지는 처방의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사용 가능한 약물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의사들
은 때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약물을 처방해야
한다.
•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늘어나고, 따라
서 그 요법의 복잡성과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상당수 예방할 수 있었던 약물과오와 ADR은 공
공 보건의 중요한 과제이다.
•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의 나이가 증가하고 증세
가 더 심해져 유해반응에 더 취약해진다.
• 진료할 환자수가 증가(이에 맞추어 처방수도 유
사하게 증가)하여 개별 처방권자에게 업무 부하
가 더 많이 걸린다.
• 근거중심의학(EBM) 및 보건의료기술평가(HTA)
의 확장으로 약물의 유익, 위해 효과를 양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적합한 약물 사용 기준을 정의한
임상 지침의 수가 증가하였다.
• 자신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
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는 훈련된 의료진에 대
한 접근이 어렵다.
•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특히 아프리카에서 불량
의약품이나 HIV/AIDS나 결핵과 같은 만성 질병
에 대한 병용 약물요법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
고 있다.
• 환자와 처방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견해와 ‘허위
정보’의 출처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터
넷 접근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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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비용-효과적 처방 결
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
비자에 대한 직접 광고로 인해 이 문제가 더 심
각하다.
약물 처방은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해의
위험까지 수반하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이다. 대개
새로 자격을 취득한 의사에게 위험이 높은 진료 행
위를 담당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때로 임상 업
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강력한 약물을 처방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경험
이 부족한 의사들이 대부분의 병원 처방을 발행하
고 있다. 의대를 졸업한 모든 의사들은 졸업 시점부
터 합리적 처방을 내리기 위한 기초로써, 임상약리
학에서 배운 실무 처방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무 영역에서 처방권자의 능력을 결정
짓는 일차적인 요인은 약물요법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처방권자가 받은 교육과 그 변화에 대응하
는 능력이 될 것이다. 약사와 같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처방 지원 시스
템과 전자 처방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처방권자
의 업무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교육
과 수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몇몇 연구 결과에서는 약물에 대한 처방권자의 수
련 부족과 생소함이 심각한 투약 사고에 대한 중
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6, 55). 새로 졸
업한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 업무에서 처방을 가
장 어렵고, 준비가 가장 덜된 항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WHO 좋은 처방 지침
(WHO Guide to Good Prescribing)’과 같은 교육
활동을 통해 처방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I 학부 과정의 교육
학부 과정 의학 교육의 핵심 목표는 모든 학생에
게 필수 지식, 기술,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
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확실히 달성될 수 있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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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해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약물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상약
리학 및 치료약물학(CPT)이 새로운 교육 분야로
대두되었고, 많은 의과대학에서 이를 교과과정에
별개의 과정으로 포함시켰다. 많은 의과대학에서
기초약리학과 임상약리학에 대한 일부 교육을 모
두 제공하는데, 이 중 전자는 학부 임상 과정의 초
기에, 후자는 후기에 제공된다. 학생들이 임상 수련
을 시작할 시점이면 대개 기초약리학 시험을 통과
한 상태이며, 약물 작용의 기전을 이해하고 있으리
라고 예상할 수 있다(56-59).
CPT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은 비평적 약물 평가에
주안점을 두면서, 편의상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기술(skill), 태도(attitude)로
나누어진다(부록 I 참고). 이러한 결과물의 대부분
은 임상 진료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
로 약물을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된
다. 이러한 CPT 핵심 학습 목표는 수많은 개별 약
물 및 치료적 문제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제 CPT
의 원칙을 설명하는 임상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개별 약물에 대한 교육의 구성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 교육 모형에서는 해당 국가의 질병 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50-100개의 상용 처방 약물로 이루어
진 특정 목록을 교육하는데 집중한다. 이들을 선택
할 때에는 그 약리학적 특성에서 합리적 약물 사용
이 기반이 되는 중요한 약력학적 원칙과 약동학적
원칙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목록은 국가 약물
목록(National Drug List)(2)이나, ‘권장 약물 처방
(Wise Drug Prescription)’과 같은 권역 목록(27),
또는 WHO 필수 약물 목록(WHO Essential Drug
List)(34)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
한 목록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약물만을 포함할 것
이다.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처방은 수년 후 처방권
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므
로, 약물 목록을 너무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
야 한다. 처방권자가 익숙해져야 할 특정한 약물 목
록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의사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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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종양학 전문의가 모두 다를
것이다. 따라서 학부 과정에서의 교육보다는 졸업
후 지속적인 임상약리학 교육이 일반적으로 처방
되는 약물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들이 CPT
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앞으로 진료 도중 접하게
될 약물에 대해 배울 때 그 약물이 어떤 것이든 관
계 없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의대 학부 과정에서 CPT를 이수하기 위한 주요 권
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CPT와 처방(또는 이와 동등한 활동)은 그 자체
로 하나의 독립된 과정 또는 다른 모듈과 통합된
테마의 하나로서 매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 중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 약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약물의 처방과 관련된
기술, 약물요법에 대한 태도 등의 CPT 핵심 학
습 목표는 확실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 WHO에서 ‘필수약물(Essential Drugs)’ 정책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과정과 유사한 핵심 상용 약
물목록(‘학생 약물목록(student formulary)’의
일종)에 대한 학습을 우선하면 많은 수의 약물로
인한 실질적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 주요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견
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통합된 평가의
한 부분이어도 되지만 단, 다른 과목에서의 우수
한 성취를 통해 이 과목에 대한 불량한 성취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I 학생 약물목록(Student Formulary)
의과대학생들은 때로 그들의 수련 과정에서 접하
는 수많은 약물들에 의해 압도당하곤 한다. 이로 인
해 의기 소침할 수도 있고 학습에 있어 뚜렷한 목
표가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
이, 잠재적 해결책은 ‘학생 약물목록(student formulary)’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약물목록을 개발하
여 학습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
능한 학습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여러 지역의 수많은 의과대학에서 실
행되어온 방안이다. 그 목록에는 흔하게 처방되고
흔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50-100개의
약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각 약물 또는 각
약물 계열에 대해 그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적합한
적응증과 금기, 그리고 잠재적 상호작용 및 유해반
응에 대해 알고 있으며,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
과 위에서 설명한 주요한 모든 특성을 환자에게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
은 또한 불합리한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원칙에 대
해서도 배워야 한다. 핵심 약물목록을 기관계 별로
구성하고 이들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치료 조건에
따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의 주안점은 개발
된 CPT 학습 과정이 문제-기반 접근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과 CPT가 계통체계-기반의 교과과정에
쉽게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I CPT 핵심 교과과정의 수행
의대 과정의 구조는 다양하므로, CPT 교과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이 지역마다 다르다. 전
통적 합의가 있다면, 약리학을 포함한 과학 분야를
포괄하는 예비 과정과 이후의 ‘CPT’ 또는 ‘약물요
법’ 과정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직선적인 모
형이다. 더 도전적인 상황은 전통적인 장애물을 제
거한 후 때로 문제-기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진정
한 의미에서의 통합 교과과정을 만들 때이다. 이러
한 교과과정에서 CPT의 학습 목표는 대개 서로 다
른 많은 영역에 걸쳐 수년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던 많은 다른 분야와 동시에 경쟁을 펼쳐야 한
다. 이것은 CPT의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많은 영역 전반에서 학습 기회를 조율
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환자의 약물 차트를 비평적으로 관찰, 평가
하고, 약물의 유익한 효과와 위해한 효과를 관찰하
고, 관련 기술(예, 처방, 용량 계산, 약물의 조제 및
투여, 처방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질 좋은 정보의 검
색)을 닦을 수 있는 지속적 기회가 있는 모든 임상
분야에서 CPT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I CPT 리더십
CPT 핵심 과정, 특히 통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강력하고도 열정적인 리
더십이다.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
인 약물 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전체 과정에서 강
조되는지 감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CPT 배경과 그 수
련 경력이 있는 선배교수들이 다른 분야의 동료들
(이들 중 일부는 CPT 수련의일 수도 있음)의 협조
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임상약리학과
가 없는 의과대학의 경우, CPT의 원칙이 전교과과
정에서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열정을 가진 다른 전
문의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CPT 학습 기회의 조정 권한은 전체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에게 이양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때로 장기기반(organ-based)의 전문의가 포함된다. 그들 역
시 자신의 원칙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개별 장기
기관계의 범위를 넘어선 약물의 효과에 대해 교육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약물과 임상적 상태를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는 처방을 시작하기 위한 결
정을 둘러싼 복잡한 고려 사항을 이해하기에 불충
분하다.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 학생들
이 약물요법의 위해와 치료 효과의 평가, 약물의 처
방, 그리고 치료 효과의 모니터링 등의 실무적 사안
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임상약리의사보다는 수가 많은 임상약사 역시
다른 약물요법 전문가와 일하면서, 임상 활동 중 학
습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 학습 유형(Learning Style)
핵심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는 지
역적 선호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예, 강의, 문
제-기반 지도)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수동
적 학습보다는 점점 더 탐구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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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대규모 그룹과 소규모 그룹 교육, 실습과
자기 주도 학습 기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있어
야 한다. CPT 핵심 교과과정은 점점 더 그 선호도
가 늘어가는 방식인 문제-기반 학습의 장점을 취하
는데 적합하다.
대부분의 처방 사례는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직접적 시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록 I에 기술
한 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다. 몇몇 대학
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처방 및
치료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를 부과하는 일련
의 ‘치료적 사례 토의(therapeutic case discussions)’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상대
적으로 규모가 큰 집단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고, 수주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연구, 토의될
수도 있다. CPT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사례
보고서 작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치료적 측면에 대
한 논의(예, 포트폴리오 사례), 의사소통 기술의 일
부로써 처방 결정에 대한 환자와의 논의, 해당 약물
의 임상시험에 대한 비평, 신약의 효과 주장에 대한
평가, 약물 정보 검색이 포함된다.

I E-학습
최근에 많은 임상약리학과에서 CPT에 대한 학습
기회와 자가 평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웹-기반 접
근법을 사용해 왔다. 학생들이 신뢰할 만한 약물 정
보를 전자 검색과 관련된 원리를 경험하고 수련을
받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패키지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가상현실 환경
의 진보에 의해 종이 처방전에서 전자 처방전으로
의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짐에 따라,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 세계에서의 치료법에 대한 점점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것이다(60). 교육을
받은 실무진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부족 국가
에서 e-학습 방법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혁신적인 교육자들은 교육자와 학생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용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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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I 평가
평가는 학습을 유도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CP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졸업생들이 실무에 적
합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하다. 모든 의과대학은 학
생들 자신이 교육 목표를 달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
도록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갖추어
야 한다. 평가는 단순히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무 기술(예, 처방 발행, 약물에 대한 환자 정보 제
공, 잠재적으로 위험한 처방의 발견)의 획득 여부
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평
가(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는 이러한 종류의 평가에 대한 이상적인 형
식이다. 교과과정의 변화로 인해 평가 방식을 다양
한 학습 목표에 대한 통합 평가로 전환하였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학만이 전통적인 CPT
시험을 치르고 있다. 통합 평가인 경우에 합리적 처
방 위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명료하고 확
인 가능하며 견실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이, 평가가 하나로 통합되었든 아니면 분야별 평가
의 조합 중 일부이든지 간에, 처방(prescribing)이
나 치료약물학(therapeutics)에서 나쁜 성적을 거
둔 학생이 다른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이를 만
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의
과대학 과정 중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
고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자가 평가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I 질 보증
모든 학교에서는 그들이 제공하는 CPT 교육 기회
와 그 평가가 목적(즉,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지식
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의 외부 질 보증 활동을 갖춰야 한
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섹션의 초반부에 개괄하
였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PT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평가자

를 두면 적절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I (대학)졸업후 교육
CPT 및 처방에 대한 교육은 의대 졸업후에도 지속
되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약물이 지속적으로 출
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이미 확립된
내용에 기반한 지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
다(부록 II 참고). 이전 섹션에서는 졸업후 교육을
확립할 확고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 중요성에 대
해 기술하였다. 학부 과정의 수련이 감독 하에 폭넓
게 처방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보다 전문화되
고 감독을 덜 받는 업무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문의 수련을 위한 교과과정과 관련 평가는 CPT
의 원칙과 지식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하
다. 일차 의료 또는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경
우, 지식과 기술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를 진료

에 반영하는데 의학보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이 중요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처방권을 갖는 새로운 그룹(예, 약사, 간호사)이 대
두되면서 CPT 교육이 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졸업후 CPT 교육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과제가 있
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쉴 틈 없는 바쁜
임상 진료 일정 가운데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유연한 웹 기반 학
습 솔루션이 개발되고 재면허/재검증 과정에서 모
든 의사에게 CME를 위한 보장된 시간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생김에 따라 점차 극복되고 있다. 또 다
른 중요한 과제는 질 높은 비영리적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다. 최근 제약기업들이 편향되지 않은 졸업
후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임상약리학
자는 비영리적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데 공헌할 기
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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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의 연구 영역
I 서론
임상약리학에 대한 WHO의 1970년 최초 보고서
(1)중 연구에 관한 섹션에서는 약물의 작용기전을
탐색하고 사람에서의 약동학을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과 전통적인 치료적 임상시험을 개
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높은 우선 순위를 두었다.
임상약리학 분야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
가고 있으며 이는 약물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합리
적인 환자 진료에 적용시킨다는 정의를 갖는, 중개
의학(translational medicine)의 많은 원칙들을 만
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약물에 대한 모든 연구가 중개 의학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상 환경에서
일하는 약리학자의 노력은 개별 환자와 환자 집단
에서의 약물 사용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과 전략
을 개발하는데 있어야 한다. 약물 평가, 약물 이용,
약물감시, 약물역학과 같이, 1970년 보고서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언급되었던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는 주요한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
든 연구 영역은 보건의료인이 합리적 의약품 사용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합리
적 의약품 사용(RUM)이라는 개념은 유효성과 약
물유해반응(ADR), 비용을 잠재적으로 중요도가 동
일한 파라미터로 보고 이들에 의거하여 약물을 선
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상약리학 분야의
연구에는 새로운 적응증이나 그 동안 경시되어 왔
던 환자 집단(예, 소아, 노인 환자 - 제7장 및 제8장
참고)에 대한 치료와 같이, 사용 중인 약물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까지도 포함된다. 또
한 여기에는 약물유해반응(ADR)이나 약물유전학,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임상약리
학 분야의 연구는 대개 다학제적이고 따라서 때로
는 다른 과 전문의 출신의 임상 연구자뿐 아니라 약
사나, 약물분석화학자, 분자생물학자, 통계학자, 컴
퓨터 전문가 등과의 협업 하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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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약동학, 약력학,
약물유전학 연구
이 연구는 약물의 생명체에 대한 작용(약력학, PD)
또는 생명체의 약물에 대한 작용(약동학, PK) 기전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
는 과거 임상약리학자들이 중요한 공헌을 해왔던
분야인 약동학 및 약력학에서 개체내(內)와 개체간
(間) 차이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동
성의 기전에는 대개 약물 표적과 약물 수송체, 약물
대사효소를 부호화한 유전자의 개인별 유전 특성
이 관여된다. 연구의 관점은 분자적 기전을 이해하
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형 또는 표현형 연구를 설계
하는 데까지 미쳐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약물
반응을 예측하고 약물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유전적 원인과 비유전적 원인을 구분하기도 한
다. 생체내(in vivo) 연구는 흔히 시험관내(in vitro)
연구와 컴퓨터내(in silico) 연구를 통합한다. 이런
연구의 목표는 약물의 대사 및 배설 경로를 확인하
는데 있다.
약동학 연구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이 존재
하는데, 하나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일
정 동안 실시하는 수 차례의 약물 측정을 바탕으
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
으로 하지만 각 대상자에게는 약간만 채혈하는 것
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집단 약동학). 이러한 자
료는 약물 제거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증가된 세부
집단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집단 접근법
(Population Approach)은 또한 약동학-약력학 평
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I 임상 약물 평가와 제I-III상 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한 약물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
은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신약의 인체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하는 최초연구(제I상)는 소수의 사람만
을 대상으로 매우 조심스럽고도, 세밀하게 시행한
다. 때로는 이러한 제I상 연구를 산업계 또는 특화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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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임상시험 유닛(unit)에서 근무하는 임상약리학
자들이 수행한다. 치료 대상 질병(예, 고혈압)을 가
진 환자에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할 시기가 오면 또
다시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연구를 실
시한다(제II상 연구). 임상약리학자들은 수련을 통
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다.
무작위배정 대조 임상시험(Randomised Controlled Trial, RCT) 또는 그것을 확장한 것인 (몇
몇 RCT에 대한) 메타분석(Meta-analysis) 과 체계
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은 약물의 유효성
을 입증하기 위한 표준으로 간주된다. RCT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으므로, 임상적 중재법을 평
가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61). 임상약리
학자는 RCT를 도입하는 데, 특히 대조군으로 위약
을 도입하는데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RCT는
더 이상 임상약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실제
로 모든 의학전문가들의 임상적 중개연구에 사용
된다. RCT는 모든 약리학자들이 익숙해져야 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 RCT가 대부분의 약물평가
에서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임상약리학자가 차
별화할 수 있는 한 분야는 약물의 작용기전을 바탕
으로 예측가능하며 이해 가능한, 상대적으로 빈발
하는 ADR을 찾는 것이다. 또 다른 영역은 임상시
험에 약물의 작용을 측정하는 변수로써 생체 표지
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신약의 경우, 위에서 기술한
연구들이 제I상 임상시험의 일부를 이룬다.

개체간 약동학 차이가 커서 특정 용량을 개인에게
투여했을 때 노출(농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 임상적 유용성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TDM
은 ADR 사례나 치료 실패시 개인의 용량 조절을
위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TDM은 약
물의 혈장 농도가 약물 표적 부위에서의 농도를 반
영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중추신경
계(CNS) 활성 약물이나 국소화된 조직 감염 치료
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경우처럼 일부에서는 이 가
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일상 진료 환경에서의 검체 채취를 통한 TDM 연구
는 노인, 소아, 신부전 또는 간부전 환자와 같이 위
험에 처한 특수 환자 군에서 특정 약물을 더 안전하
게 사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TDM 연구
는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발견하여 관리하고,
약물 제거 경로에서 유전적 다형성이 미치는 임상
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인간 유전체 서열분석과 생체공학 및 인체 분자의
학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은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1세기 초반부터는 유
전적 변이가 약물대사효소, 약물수송체, 수용체 등
의 용량(capacity)이나 기능(function), 나아가 약
물치료에 따른 임상 효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TDM 실험실에서 TDM 외에 유전자 분석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학적 지식은 맞춤요법
을 위한 임상 해석에 결정적이다.

I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제6장 참고)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은 임상약리학이 크게 이바지해 온
과학적 의학 기술이다. 혈액 또는 혈장에서 약물 농
도의 측정은 종종 개개인의 약물 노출 정도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투여된 용량에서의 예
측 노출 수치와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인지 약물유해
반응(ADR)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TDM은 치료 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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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자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직
접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 TDM 또는 약물유전학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는 문제를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설계
하며, 연구 자원자에 대한 의학적 책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임상으로 중개하는 것이 임
상약리학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I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I 약물역학(Pharmacoepidemiology)

신약이 시판될 때, 그 약은 단지 3천-5천 명의 환자
에서만 연구된 상태이다. (신약이 시판되기 위해서
는) 이 약물이 위약에 비해 우월하다거나, 기존 치
료제에 비해 유사하거나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흔하게 나타나는 대부
분의 위해 효과, 그 중 특히 기본적인 약리 특성으
로부터 예측할 수 있거나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들
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중대하거나 심지
어 치명적이지만 그 약물의 기본적인 약리 특성으
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환자 1만 명당 1명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발생하는 매우 드문 ADR이라면 시
판 당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식되지 못했을 가능
성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약물 독성을 발
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ADR 보고가 사용
된다. 이것은 ADR로 의심되는 임상적 사례에 대해
개별적인 증례보고서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ADR
연구에서의 자료 조사는 대규모 ADR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일정한 구조나 양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수작업을 통한 조사는 불가능해진
다. 자료 조사에는 약물 투여와 이상반응간 연관성
이나 유형을 찾기 위한 전산 분석, 루틴 알고리즘,
도구 등을 개발,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이 포
함된다.

때로는 가설을 검정하거나 특정 신호(signal)를 밝
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환자가 필요하여서
RCT는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예, 태아에
서 위해 효과를 발견하는 것)일 수 있다. 임상약리
학자는 약물역학을 확립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이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약물
의 이용과 작용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약물역학에서는 임상약리학과 역학에서 유
래한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호
(signal)를 감지하거나, ADR의 위험을 추정하거나
또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
건의료기관이나 개별 환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약물의 최적 사용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I 약물 이용 연구(Drug Utilization
Study)
임상약리학자는 약물 이용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하는데, 이 연구는 의약품을 처방, 투약,
소비하는 과정에 대한 정량화와 이해, 그리고 그 평
가를 위한 기술적, 분석적 방법 및 이론을 취사선
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이러한
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도 관
련이 있다. 흔하게는 정해진 일일용량(정의상, 주
적응증에 대한 성인의 전형적 유지용량)으로 약물
이용을 정량화한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특정 약물로 치료한
일군의 환자 표본에서 약물 효과(치료, 사망, ADR)
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대조군으로는 해
당 약물로 치료하지 않은 일군의 환자 표본을 사용
한다. 무작위 배정과 눈가림은 적용하지 않으며, 따
라서 혼동(confounding)이나 비뚤림(bias)의 문제
가 존재하지만 이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극복
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증례-대조군 연구
(case-control study)에서는 ADR인 것으로 의심
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의 약물 사용을 그 증
상이 없는 환자 표본에서의 약물 사용과 비교한다.
따라서 ADR 발생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를 계
산할 수 있게 된다. 연결 연구(linkage study)는 개
인 차원의 처방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출된 자료를
보건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약물역학은 임상약리학에서 새로운 중
요한 발전이다. 약물역학이 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
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물역학의 일부분
은 임상약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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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약물경제학(Pharmacoeconomics)
약물경제학은 다른 보건의료 중재법뿐 아니라 의약
품, 서비스, 프로그램의 임상적, 경제적, 인간적 측
면을 평가하는 과학 분야이다. 그 목적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의사 결정권
자와 공급자, 그리고 환자에게 최적의 결과와 보건
의료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약
물경제학은 약물을 검토하기 위해, 보건경제학, 임
상 평가, 위험 분석, 기술 평가,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역학, 의사 결정 과학, 보건 서비스 연구를 통
합한다. 약물경제성 평가에서 임상약리학자의 중요
하고 적합한 역할은 환자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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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해 의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
고, 연구 방법에서 평균적인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변수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어떠한 임상적 장점이 있는지를 결
정하기 위해 임상시험 자료의 질과 적합성을 평가
하여 전반적 분석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임상약리학자의 주요한 역할이다. 약물경제학
자들이 개발한 비용-효과 모형(cost-effectiveness
mode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익(benefit)’이나
‘효과(effectiveness)’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상약리학자는
제조회사가 제출한 평가나 주장에 대해 다르게 평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능력이 있다.

임상약리학의 떠오르는 역할:
생물학적 제제 및 동등 생물의약품
I 배경
생물학적 제제(biopharmaceuticals)는 그 중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1970년 WHO의 최초 문
서가 발표된 이후 임상약리학자의 관심이 매우 확
장된 영역이다. 최근 30년 동안 인슐린이나 소마
토스타틴, 인터페론, 과립구-자극인자, 에포에틴
과 같은 적혈구 조혈 자극인자, 종양괴사인자-알파
(TNF-alpha), 인플릭시맙과 같은 TNF-alpha 억
제제 등 생물에서 기원(예, 재조합 제품, 단클론성
항체, 재조합 백신)되어 제조되거나 추출한 약물
이 치료제로 개발되고 허가되었다. 생물학적 제제
가 새로 개발된 약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
지고 있으며 2006년 미국에서의 판매량은 40억 달
러에 달했다(62). 오늘날 의약품의 20-30%가 생명
기술적 방법을 통해 생산된다. 사람 인슐린의 특허
는 1980년 등록되어 2002년에 만료되었다. 다른
특허 역시 끝났거나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약 400
개의 생물학적 제제가 임상 개발 단계에 있고 이 중
약 절반이 암 치료제로 사용된다. 이들 중 많은 수
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 약물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비용-효과적인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되는 전통적인 약물과 달
리, 생물학적 제제는 미생물이나 식물 또는 동물세
포와 같은 생체 환경에서 제조된다. 생물학적 제제
는 합성된 화학 의약품과 비교하여 제조 공정과 작
용기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잠재적 유해반응 양상
이 다르고, 이러한 유해반응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
다(63).
대부분의 생물학적 제제는 크기가 매우 크고 복잡
한 분자이거나 혼합물이다. 생산은 대개 재조합
DNA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공정은 때로 기업
의 기밀정보이다(62). 사용되는 세포주나 벡터, 배
지, 조건 등과 같은 제조 공정에 대한 변화는 이형
(isoform) 단백의 형성이나 당화(glycosylation) 양
상의 차이, 4차 단백구조상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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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전통적인 약물과는 달리, 이미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기준 의약품 또는 대조약(reference
drug)를 모방한 공정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은 기준
의약품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러한 의약품은 ‘후발의약품(generic drug)’이라는
말 대신 ‘동등 생물의약품(biosimilar)’ 또는 ‘후속
생물학적 제제(follow-on biologic)’라고 부른다.
생물의약품 생산에 관여하는 기술의 복잡성 때문
에 유럽의약품청(EMA)에서는 후발의약품(generic
drug)에 대한 통상적인 접근법이 동등생물의약품
에는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
였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임상약리학자들은 과거
필요했던 지식이나 기술과는 다른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거나 습득해
야 할 필요가 있다.

I 동등 생물의약품 - 평가상의 문제
동등 생물의약품은 원료물질과 제조공정 측면에서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리지
널 제조회사 제품의 임상시험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던 면역원성과 같은 문제가 동등 생물의약품에
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MA에서는 동
등 생물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허가 이전에 광범위한 시험을 요구함으로
써 환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틀을
세우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더해 동등 생물의약품
은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에서 필요한 것과 같은 시
판후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 그에 따라, EMA에
서는 동등 생물의약품에 대해 사례별로 다른 접근
법을 취하고 있으며 전형적으로는 새로운 임상시
험을 요구한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는 후
속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유사성과 호환
성-의 핵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
한 크기의 자료와 시험이 얼마인지 결정하는데 어
느 정도의 유연성을 두고 있다(64). 구체적으로는,
동등 생물의약품 제조회사는 제조공정과 제조시
설, 비임상 생물분석의 이행, 독성 연구, 국소 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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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 참조 의약품(reference product)과 비교
한 제I상부터 제IV상까지의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
자세한 약물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에포
에틴의 동등 생물의약품의 경우, EMA에서는 신 손
상 이후 빈혈이 나타난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적
혈구 생성 자극인자의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해, 평
행군 방식의 두 건의 이중 눈가림 연구를 요구하였
다. 일반적으로, 유효성 결과를 특정 치료 영역에서
의 다른 영역(예를 들면, 신성 빈혈에서 전신 화학
요법관련 빈혈)으로 외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
나 이것은 규제 기관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면역원성은 생물학
적 제제의 주요한 문제이다. 이들은 단백이기 때문
에, 전통적인 의약품에 비해 항체 형성과 같은 면
역 반응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면, 에포에틴 알
파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
에 대한 중성화 항체(neutralizing antibody)가 생
성된 결과, 단독 적혈모구 감소증(isolated erythroblastopenia), 진성 적혈구계 무형성증(pure red
cell aplasia)이 발생하였다(65). 바이오의약품의
면역원성은 일반적으로 제조공정과 투여 경로, 용
량, 치료 기간, 개별 환자의 특이성에 따라 달라진
다. 따라서 면밀한 약물감시가 필요한데, 면역반응
은 임상적 증상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
증 이상반응의 유발 없이 약효의 소실만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MA 지침에 따르면 동등 생
물의약품의 면역원성 여부와 유해반응 프로파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기준 물질과 비교하여 관찰해야
한다(66).
허가 전 연구에서 얻은 안전성 자료는 완전한 면역
원성 프로파일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모든

32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동등 생물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안전성 연구와 위
험 관리 계획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에포에틴의 동
등 생물의약품에 대한 허가의 차이를 예로 들자면,
압시메드(Abseamed; Medice, Iserlohn, 독일) 및
비노크릿(Binocrit; Sandoz, Kundl, 오스트리아)은
유럽에서 받은 허가 적응증 중 만성신부전 환자에
서의 피하 주사가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이 적응증
에 대한 면역원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에포에틴 알파 헥살(Epoetin alfa
Hexal; Hexal, Holzkirchen, 독일)에 대해서는 이
렇게 적응증이 제외되지 않았다.

I 결론
동등 생물의약품의 전임상 및 임상연구에 관한 규
제 당국의 광범위한 요구는 일반적인 후발의약품
(generic drug)에 비해 그 개발 비용을 상당히 증
가시킨다. 따라서 오리지널 생물학적 제제와 비교
하여 동등 생물의약품으로 절약될 수 있는 비용은
15-2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67).
요약하면,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 생물의약품의 위
해/이익 비를 평가하는 것은 의사와 제약사, 규제
당국 모두에게 도전적인 일이고, 약물 혁신의 필요
성과, 환자의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개적 노
력(translational effort)이 필요하다(68). 이러한
까다로운 신약의 활용을 위해서는 분자생물학자,
면역학자, 임상약리학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임
상약리학자가 받는 표준적인 수련 외에 분자생물
학 및 세포생물학 분야의 수련이 교육 과정에 포함
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임상약리학자의 기회는 상
당할 것이다.

임상약리학과 제약산업
I 개요 및 산업 환경
최근까지 제약기업들이 신약과 기존 약물의 발굴
(discovery)과 개발(development), 판매(marketing)를 이끌어왔다. 화이자(Pfizer)와 글락소스미
스클라인(GlaxoSmithKline)과 같은 ‘글로벌 대형
제약기업(Big Pharma)’으로부터 대개 특정 질병
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소규모 기업, 대규모(예, 제
넨텍(Genentech)) 또는 소규모 생명기술 기업, 그
리고 후발의약품(generic drug), 일반의약품(OTC)
또는 보완 의약품에 초점을 맞춘 기업에 이르기까
지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양하다. 임
상약리학자는 약물의 발견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약동학/
약력학으로부터 약물역학, 약물감시(이익/위해 관
리), 약물경제성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세부-전문
분야(sub-specialty)’가 모두 중요하다. 더욱 중요
한 사실은 임상약리학자는 약물 표적, 질병의 병태
생리와 상태, 관리, 그리고 전임상 및 임상 자료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정보에 기반한 윤리적이면
서 정통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약물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제약기업은 진화하는 경제, 정부규
제, 사회, 정치적 영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가 강
요되는 복잡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R&D 투
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판되는 신약
의 출현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합화
학(combinatorial chemistry), 고효율 스크리닝
(high-throughput screening), 합리적 약물 설계,
약물유전체학, 생물정보학, 그리고 질병 및 경로 모
델링을 포함하는 혁신적 모형에 대해 기대가 크지
만, 높은 수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블록버스터’ 약물
에 집중하는 사업 모형 역시 특허만료나 후발의약
품(generic drug) 업체의 맹렬한 도전으로 인해 위
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를 대체할 신약 공급원도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 후기 단계에 있는 잠재적
블록버스터 약물이 실패해 왔고, 다수의 약물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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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과 관련한 문제로 시판 후에 철수되었으며, 이
는 약물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 규
제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다른 수준에서는, 소비
자, 건강보험사업자, 정부가 약물 자체가 아닌 치
료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
이고 있고, 신뢰도의 감소 추세로 인해 기존의 판매
및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
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약물 발굴(discovery) 단계에서는, 질병은 복잡하
므로 하나의 표적에만 집중하는 것은 최적의 접근
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표적에 기
반한 R&D에서 질병 모형에 기반한 R&D로 회귀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서로 별개의 영역으
로 존재하던 약물 발굴과 전임상 개발(preclinical
development), 그리고 임상 개발이 수직적으로 통
합되어 초기 발굴단계에서부터 약물경제성 평가
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기능을 포함하는 개발
팀으로 진화하였다. 기업들은 시험관내(in vitro)
연구와 전임상 동물 연구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과
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개 연구를 강조하고 있
고, 약물은 생체표지자나 생물유전학적 접근을 통
해 반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된 좁은 대상의
환자군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치료제의 비용-효
과가 개선되고 있다(소위 ‘맞춤 의학(personalised
medicine)’). 기업들은 해당 의약품과 반응이 있을
환자를 확인하는 진단도구를 함께 시판하고 있으
며, 개발도상국 시장과 이전에는 도외시되었던 질
병이 약물 개발과 마케팅의 대상으로 새로 주목 받
고 있다. 비용-효과에 대한 지불자의 관심은 기업
으로 하여금 진정한 보건적 이득을 가져오는 약물
의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 생명(공학)기술
패러다임은 고수익, 고가치를 제공하는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로 기존의 화학의약품을 대체하고 있
다. ‘Big Pharma’는 사내 R&D, 특허 거래(licensing), 외주 R&D, 그리고 소규모의 활발하고 신속
하고 혁신적인 (때로 학계에서 출발한) 생명기술기
업과의 파트너 관계 수립이나 그 인수를 통해 생명
기술 의약품에 접근하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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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시장,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의 출현과 성장으로 인해 2010년대에는 의약
품에 대한 요구량과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
다.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역설적으
로, 틈새 시장이 중요해지고 생명기술, 후발의약품
(generic drug) 기업 모두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면
서 기업 내부의 동질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I 산업계에서의 임상약리학자의 역할
임상약리학자는 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계 또는 병원 환
경 등 통상적인 것을 넘어선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임상약리학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종류와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아래 논
의한다.
전통적인 역할: 기업에서 임상약리학자는 전통적
으로 임상 약물 개발의 조기 단계, 즉 인체 대상 제I
상 및 제II상 임상시험의 계획, 설계, 수행, 분석, 해
석, 보고 등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개발중인 약을 처음으로 인체에 투여하고, 내약
성, 약동학(PK), (해당되는 경우) 약력학(PD) 파
라미터에 대한 첫 탐색과 관련된 인체 대상 최초
임상시험(first in human trial). 임상약리학자는
전임상, 중개의학/생체표지자, 약물 대사/약동학,
독성학 파트너와 일하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
료를 종합하고, 임상 개발 및 궁극적으로 시판 허
가를 위한 최적의 제I상 전략을 계획한다.
• 제한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II상 개념 입증(proof of concept) 임상시
험
• 약물 상호작용, 질병 상태에 대한 영향, 초기 및
후기 개발 단계에서 사용되는 제형의 생체이용률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노인 또는 소아와 같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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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환자 집단과 같은 사안을 탐색하는 PK/PD 연
구에 대한 추적
특별한 역할: 임상약리학자는 그 분야 내에 다양한
특수 관심 영역을 가지며 이러한 역할과 기술 중 많
은 부분이 제약산업에서 필요한 것이다(69-71). 임
상약리학의 폭넓은 수련 영역과 배경을 바탕으로,
임상약리학자는 기능적 및 치료적 영역 전반에서
그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전임상 개발
• 약물유전학
• 약물역학
• 약물감시(이익/위해 관리)
• 약물경제학
• 후기 임상 개발 - 제III상 확증적 연구
기타 활동: 기업의 임상약리학자는 그 정도에는 차
이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공헌
한다.
• 규제 업무 - 제출 문서의 준비, 규제 당국과의 교
류, 규제 관련 전략 수립
• 외주 - CRO 및 학계와의 계약 관리
• 자문 - 과학 및 임상자문위원회의 조정과 관리,
제품 개발 과정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학 자문위원 및 임상 자문위원과의 대화
• 지식재산권 관리 - 특허 준비 과정 지원, 특허 변
호사와의 연락 및 전세계 특허 사무소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답변; 특허를 사내 노하우로 유지할
지 공공 영역에 개방할지에 대한 결정; 특허 보호
를 위한 과학적, 임상적 조언 제공
• 실사(due diligence) 업무 - 자료에 대한 과학적,
임상적 분석, 제품 또는 기업의 과학적, 임상적,
시장적 가치 분석에 관여
•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및 재무 - 효율
적인 개발 경로 계획을 통해 더 높은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를 창출함

I 소규모 제약기업 또는 생명기술기업
에서의 역할
임상약리학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약물 발굴, 개발,
마케팅 전반과 관련된 더욱 폭넓은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제약 기업은 흔히 소수의 치료영역만
을 대상으로 소수의 약물만 개발하거나 시판한다.
이 경우 대개 더 넓은 범위의 전략 계획 수립, 관리,
재정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 임상약리학자는 사업
전영역의 많은 부분에서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여
기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가용 자금과 관
련한 개발 전략, 개발 초기에 해당 물질을 시판단
계까지 개발할 것인지, 특허를 매매할 것인지, 혹은
(물질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I 산업적 역할과 요구
제약기업은 대개 과학 계통과 관리 계통을 분리하
여 갖고 있다. 임상약리학자는 일반적으로 과학 계
통에서 일을 시작하겠지만 두 영역 모두에 기여
할 수 있는 넓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 두 영역 모
두에 적합하다. 임상약리학자는 프로젝트나 의약
품 개발팀의 관리, 중추신경계(CNS)나 심혈관계
(CVS)의 치료 분야의 선도, 그리고 임상약리학, 이
익/위해 관리, 또는 약물역학과 같은 기능적 분야
의 선도 등을 포함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임
상약리학자의 폭넓은 시각은 기업에서의 약물 발
견, 개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더 높은 관리 업무
를 담당하기에 적합하다.

I 지식, 기술, 태도
산업계의 임상약리학자는 대개 임상약리학 전문가
이면서 의사로서의 기초 수련도 받았다. 기업은 프
로젝트 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산업 고유의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사내 또는 외부 수련 기회를 제공하
지만 대부분은 실무 경험을 통해 얻게 된다. 여기에
포함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권 및 지식 관리
• 전략적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
• 규제적 요건 - 국제, 권역, 국가 특이적
• 규제 준수 - GxP들, 전자 및 종이 형태의 기록 자
료 및 정보의 관리
• 복잡한 조직과 다기능 업무 팀에서의 리더십과
의사 결정
• 핵심 사업 기술 - 산업의 구조, 산업에서의 사업적
사안과 모형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산업 부문간
차이,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
• 윤리적, 사회적 관점, 넓은 산업적 사안 - 기업 또
는 산업 부문에서의 태도와 윤리 실무, 의학부서
와 마케팅부서간 관점, 가치, 업무의 차이 이해
약물 개발의 목표는 지적, 과학적 창조성을 환자의
관점에서도 이득이 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
모형에도 가치가 있는 의약품으로 변환하는 것이
다. 큰 규모의 재무중심의 조직에서는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지만, 임상약리학자는 윤리적, 사회적, 의
학적인 면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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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상약리학의 필수 역할
임상약리학자는 약물요법과 의약품의 평가에 대해
체계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약물
허가나 시판후 감시, 약물요법 선택, 보험급여 여부
결정, 연구 프로젝트의 윤리성 검토와 같은 수많은
정부 기반의 공적 활동을 하는데, 임상약리학은 적
합하고 가치가 있다. 정부는 의약품의 윤리적, 과학
적, 개발적 측면에 관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영역
에서의 활동은 공공 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보호라
는, 어느 정부에게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보완하고
뒷받침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임상연구에
서 위해를 입거나 기본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어떤 의약품(또는 보건의료 중재시술)을 인
체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기반이
제공되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계획된 임
상연구가 연구로부터 예상되는 위해와 이익을 정
당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평
가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 중 윤
리적 차원에 해당된다.

I 역사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몇몇 선구적 단체들
이 인간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는 1964년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으로 구
체화되었다. 특히, 1949년 세계보건기구(WHO)
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UNESCO)의 후원 아래 국제의과학협의회
(CIOMS)가 설립되었다. 1970년 후반, CIOMS에
서는 WHO와의 협력 하에, ‘여러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령 및 규정, 행정부
서과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대로, 인간 대상자를 포함하는 의생명 연구의 수행
을 지도할 윤리적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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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 CIOMS의 가장 중요한 출판물은 1993
년 처음 발표된, 인간 대상자를 포함하는 의생명
연구를 위한 국제윤리지침(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이다. 개정판이 2002년 발표되
었는데(72), 이 지침은 의생명 연구 윤리의 정의,
지역적 환경에서의 윤리 표준 적용, 인간 대상자
를 포함하는 연구의 윤리성 검토를 위한 충분한 체
계의 확립 또는 재정의를 위해 (특히 가난한 나라
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IOMS 지
침은 주로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와 의뢰
자, 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임상
약리학자의 공헌으로 만들어진 이 지침은 임상연
구,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왔다. 인간 대상의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성
과, 모니터링, 점검, 기록, 분석, 보고를 위한 표준’
인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이다. GCP는
자료와 보고된 결과의 신뢰성, 정확성, 임상시험 대
상자의 권리, 완결성, 비밀 보호를 보장하도록 한
다. 많은 GCP 지침은 헬싱키 선언과, 1995년 발표
된 WHO GCP 지침(73)과 1996년 이래의 국제조
화회의(ICH) GCP(E6)(74)를 바탕으로 하거나 이
를 참고하고 있다.

I 윤리위원회 및 규제 기관
윤리적 고려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윤
리검토위원회의 독립적 평가를 받도록 연구 제안
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많은 정부에서 윤
리위원회 업무의 절차적 측면을 상세하게 정의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연구 신청서 처리를 위한 엄격한
일정을 설정하였고 이는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의
윤리위원회 업무에 영향을 준다. 임상약리학자는
의약품 관련 임상연구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윤
리검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특히 가치가 높다. 또
한 정부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우수한 품질의 의
약품만이 국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한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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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래에는 처방에 사용되려면 모든 의약품이 시
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의약품의 품질, 안
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의약품
의 수명주기(시판 허가로부터 가능성으로서의 시
장 철수까지)동안 안전성을 모니터하는 것 역시 정
부의 업무이다. 대개, 이러한 업무와 다른 의약품
관련 규제 기능은 특화된 정부 기관, 즉 미국 식품
의약품국(FDA)이나 유럽 의약품청(EMA)과 같은
국가 의약품 규제당국(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NMRA)에서 수행한다. 넓은 의
미에서, NMRA의 역할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데, 이는 그들의 사명(mission) 때문이다. WHO의
의약품 정책 전망(Policy Perspective on Medicines) 제7호, ‘효과적인 의약품 규제: 안전성, 유
효성, 품질의 확보(Effective Medicines Regulation: Ensuring Safety, Efficacy and Quality)’(75)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국가 규제 당국
의 명확한 사명(과 목표)의 선언이 필요하다. 목표
는 대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적절한 사
용의 보장과 공공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제공되
는 의약품 정보의 적절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공 보
건의 보호와 증진을 포함한다.”
유럽 내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의 업무를 조정하
는 EMA는 더 넓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였다(76).
(EMA는) 다음을 통해 “공공 및 동물의 건강 이익
을 위해 의약품의 평가와 감독에서 과학적 탁월성
을 기른다.”
• 단일화된 유럽 시판 허가를 통해 사용자가 안전
하고 효과적인 혁신적 의약품과 후발의약품(generic drug) 및 비처방 의약품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개발한다.
• 특히 약물감시 네트워크와 식품 생산 동물 내 잔
류물에 대한 안전성 한계를 수립함으로써 인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한다.
•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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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에 기반을 둔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공헌한
다.
• 전 유럽연합 내 과학적 자원의 이동과 조절을 통
해 의약품에 대한 질 높은 평가를 제공하고 연
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하고, 근본적
인 GxP(GxP는 임상시험 관리기준(GCP)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GLP)을 집합적으로 의미함) 항목이 일관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하며,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유용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WHO와 EMA의 사명 선언문을 살펴 보
았다. EMA의 경우는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측면,
즉 윤리적, 과학적, 개발적 관심을 다룬다. 의약품
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관여하는 규제 담당자가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교육과 배경을 갖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들은 또한 임상 자료에 대해 비평
적인 과학적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검토 대
상의 각 약물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알려진 사실
과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일
부 NMRA 또한 임상약리학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가진다. 예를 들면, 미국 FDA에는 약물평가연구
센터(Centre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내에 임상약리학 사무국(Office of Clinical
Pharmacology)을 두고 있다. 근래에는 안전성 조
사와 약물감시도 규제 담당자의 책임이다.

I 정부의 임상약리학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직접적으로 또는 특화
된 관청을 통해 공적 조달을 위한 의약품의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 국가 치료 지침의 개발, 그리고 보
험 목록 의약품 선정 제안 등에도 관여한다. 이들
은 또한 WHO에서 장려한 바와 같이, 국가 필수의
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을 작성하고 갱
신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임상약리학자는 정부 수
준에서 대개 국가의약품정책(National Medicines
Policy)을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개인들이 정치적 지원을 받는 환

경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에
도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가능해
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건기술평가(HTA)
와 같은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비용-효과 평가를 포
함하여, 정부 허가 이후 실제 환경에서 약물의 효
과를 모니터링 할 때에는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가
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활동은 때로 ‘양
질의 사용(quality use)’(77)이라고도 불리는, 합리
적 의약품 사용(RUM)에 대한 촉구 활동과 관련되
어 있다.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의 예로
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이 있다. 이러
한 기관들의 활동은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방법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는 과학 차원
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책무이다. 임상약
리학자는 의약품 평가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처하
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
정부수준의 업무체계에서 임상약리학자는 HTA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 평가 대
상 중 많은 부분이 신약, 특히 분자생물학적 신약에
관한 것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약물 투여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공공 보건을
발전시키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약품 연
구들이 민간의 주도(initiative)와 재원만으로 이루
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의약품과
관련한 임상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관여될
수 있다. 임상약리학자는 정부 재원을 요청하는 연
구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에 적합하다.
전자의무기록은 많은 나라에서 이행되고 있거나 준
비 단계에 있으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행정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
지만, 약물요법의 안전성과 질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의무
기록이 약물감시 연구에 커다란 가치를 더해줄 수
있다는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78). 합리적 약물 사
용 및 안전성을 포함한 향후 임상연구에서 전자의

무기록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므로 임상약리학자
는 이들의 설계와 이용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I 향후 과제
각 국가가 연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각 정부 부서가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충분히
얻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법적 장치
등의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치료법의 상대적 부족과 환자 그룹 및 산
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조기 시판 허가’를 내리도록 강요를 받는다. 그러
나 조기 시장 접근 상황에서, 약물감시와 안전성 연
구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할 필요
가 있는데, 임상약리학자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79, 80). 임상약리학자는 또한 약물역학이
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기여한다. 이 분야는 그 사용
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때로 장기 약물요법의 이
익과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물경제학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재정적인 비용과 가치를 평가하려고 시도
하는데 이는 합리적 보험급여(상환) 체계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법령 및 규정을 만들고 정부 기관 측면에서 필
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필
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핵심 자원 중 하나로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은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방법과 증거를 바
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모
든 분야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좋
은 윤리는 좋은 과학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좋
은 과학은 윤리적일 수 있지만 나쁜 과학은 결코 그
럴 수 없다.

I 결론
임상약리학자는 정부 수준에서 일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만 사용 허가를 받도록 도울 뿐만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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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처방이 용이하도록 하며 합
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임상약리학자
의 수련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상적인 것으로, 공
공 보건에서의 의사 결정에 최고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서비스 수
요에 따라 수련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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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임상약리학자의 전문지
식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
상약리학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부여
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좀더
‘주류(mainstream)’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
들과 함께 경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마
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상약리학자와 전통 의약품
“전통 의학(traditional medicine)”이란 전통적인
중국 본초학과 아프리카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
및 유나니 의학(Ayurvedic and Unani medicine),
동종요법(homeopathy), 자연요법(naturopathy),
그리고 천연에서 기원한 다른 치료제를 포함한 다
양한 형태의 토착 의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포
괄적인 용어이다(81). 도수물리치료(manipulative
physical treatment)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임상약리학은 서구의 대학에서 발원하였는데, 근
대적인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만이 그 연구 대
상이었고 수련을 받은 임상약리학자는 이러한 약
물에 대해 교육, 연구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늘날 실무에 있는
대부분의 임상약리학자들은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한 전통 의학을 접해본 경험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WHO가 임상약리학에 관한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 on Clinical Pharmacology)(1)를 최
초로 발표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전통(‘보완’, ‘대
체’) 의약품은 선진국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이들 중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그 질과 안전성에 관
한 기준을 세울 국가 규제 기관을 설립하였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통상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개
선되었지만,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전히 ‘필
수 의약품(Essential Medicines)’에 대한 접근이 충
분하지 않으며 이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국민이
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인구 중 다수가 여전히 전통
의학 및 그 관련 종사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전통 의약
품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상약리학자들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
이다. 임상약리학자의 관점에서 전통 요법과 관련
된 몇 가지 사안들이 존재한다. 천연성분의 식물,
동물, 광물에서 유래한 제제는 필연적으로 표준화
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질은 공급자와 계절에 따
라 변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 의약품이라 해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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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쥐방울덩굴속 식
물(Aristolochia)의 신독성 및 발암성의 예(82)와
같이 일부 전통 중국 제제는 사용한 지 수년이 지
난 후에야 심각한 독성이 입증되곤 한다. 비록 쑥
속(Artemisia) 식물종에서 유래한 의약품들의 놀라
운 항말라리아 활성을 보이는 듯하고, 충분히 조사
될 때까지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
나, 많은 제제들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
고 적합한 임상시험들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
았다. 더욱이, 전통 의약품과 통상적인 약물을 병용
하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유발될 가능
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요한초(St John’s Wort;
효소 유도제의 일종)는 사이토크롬 P450 3A4 효소
아형으로 대사되는 약물의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83).
모든 의사들은 일부 상용되는 약초 치료법의 부작
용 또는 독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
요가 있다. 환자들은 때로 전통 의약품이 잠재적으
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자신이 복용하는 다른 의
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들을 사용하고, 의사에게 그 사용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의사에게는 전통 의약품의 사용 여부
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진할 책임이 있다. 어떤 보
고서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약 20%가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통상적인 의약품과 함께 전
통 의약품을 복용하였다고 한다(84). 환자가 이를
의사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에는 의사가 무관심하
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의
사가 유용한 정보를 주기를 꺼려하거나 그럴 능력
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통상적인 의약품과 전통 의
약품을 병용할 때의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
는 것 등이 있었다(85). 이러한 결과로부터 임상약
리학자, 실제로 모든 의사의 수련 과정에서, 전통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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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과대학 학부 과정의 교육과정
모든 의과대학 학부 과정에 전통 의약품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특정 사회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환자 진료에서 치료학적으로나 독성학
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반적인 전통 의약품
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젊은 의
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하는 환자들
에게 조언하거나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통
상적인 의약품과의 잠재적 상호작용에 대해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전통
의약품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 중 일부는 나중에 이 분야에서 일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다.

I 대학원에서의 임상약리학 교육과정
연구: 인체 대상 연구의 수행과 평가에 관한 과학
적으로 허용되는 지침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통 의약품의
질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해 임상연구와 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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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임상약리학자가 전통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그 가치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임상약리학자가 전통 요법 치
료사나 관련 종사자가 내리는 처방 내용에 폭넓게
관여하기 위해서는 전통 의약품에 대한 추가 수련
을 받거나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약리학적 전
문 자격을 갖춘, 전통의학의 전업 의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로서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일
것이다.

I 정보원
최근 전통 의약품에 관한 근거 기반 문서들이 급
속하게 확장되고 있으며(86-88), 이들 제제에 대
한 과학적 기반이 계속 강화될 것이다. 코크란(Cochrane) 라이브러리에는 전통 의약품의 유효성에
관한 많은 체계적 문헌고찰이 있고(89), 몇몇 우수
한 웹사이트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90-93). 임상약리학자들은 이러한 정보원
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른 약물 전문가와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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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임상약리학의 부상은 크게는 약리학이
실제 임상과 유리되어 있다는 기초약리학자들의
자각 때문이지만, 과학을 발달시키고 약물요법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한 저명한 진료겸직 임상의사
들의 열망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의 임상약리학자
들은 약리학 및 내과와 협업을 통해 결실을 거두었
고, 대개는 두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수련을 받았
다.

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다른 수련을 받은
개인들의 공헌과 이들간의 협업이 증가하였고, 이
를 통해 의학적으로 수련을 받은 임상약리학자들
의 공헌 기회가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이것은 특히
다학제적 성격을 갖는 약물 및 치료 위원회(DTC)
와 약물 정보 서비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약물
역학과 약물감시에서는 역학자와의 협업이 필요하
다.

임상약리학은 이제 내과학이나 소아과학, 정신과
학, 마취과학, 노인의학, 종양학과 같은 약물이 사
용되는 모든 의학 분야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필요
로 한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임상약리학의 역할
은 약물 평가와 합리적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들
을 교육하고,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약물의 평가
와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의 원칙에 대한 정보
를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들은 약물요법을 모
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으로써 강화된다. 학문 분야가 발전하고 임상약리
학자와 임상약리학과에서 수련을 받은 박사급 과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TDM)에서는 사용되는 분
석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분석 전문가
와 협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가는
대개 화학과나 약학과에서 수련을 받는다. 분자생
물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과의 협업은 특히
약물유전학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많
은 임상약리학자들은 훈련된 간호사와의 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물 사용을 측정하고 평
가하는 업무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등의 분야에
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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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임상약리학 조직의 구조 모형
I 서론
역사적으로, 임상약리학은 약리학과 또는 내과로
부터 발전해 나왔다. 임상약리학은 이제 많은 국가
에서 독립적인 전문 의료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
다. 임상약리학이 전문 의료 영역으로 독립되지 않
은 나라에서는 임상약리학을 고유한 권리를 갖는
과학 분야이자 임상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임상약
리학은 대개 임상약리학자를 수장으로 하는 별도
의 단위로 구성된다.
임상약리학 단위는 지역 및 국가적 상황에 따라 임
상과내의 임상약리학 부서로 설치 될 수도 있고, 약
리학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임상약리
학 부서는 내과에 기반을 두었지만, 점점 더 많은
임상약리학 단위가 소아과학(제7장 참고)이나 노
인과학(제8장 참고), 마취과학, 또는 정신과학과 같
은 다른 임상 과목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어떤 모형이든지, 가장 적합한 것은 대학병원에 있
는 것인데, 그것은 임상약리학의 세 가지 주요 기
능, 즉 보건의료(진료), 교육, 연구가 모두 뒷받침되
기 때문이다. 지역병원과 일차 보건의료 또한 임상
약리학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약리학자가 한정적인 경우, 이러한 전문
지식은 대학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일부
의 경우, 임상약리학 분야는 소규모 조직으로만 합
당해서 ‘분과(Division)’보다는 ‘실(Unit)’라는 용
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조직의 모형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

I 임상약리학이 대학병원에서 독립된
과(科, Department)로 존재하는
형태
일부 국가에서 임상약리학은 대학병원에서 독립된
과로 만들어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 조직
은 연구, 교육, 임상 서비스 측면에서 임상약리학의
다양한 관심을 다루기에 충분한 연구진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진은 임상약리학자, 약사, 약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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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자와 같은 다른 다학제적 연구진 모두로 구성되
며, 때로 기초약리학자가 포함된다.
과 조직은 병상을 가질 수 있고, 진료겸직 임상약리
의사는 환자 치료에 온전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체
계의 장점은 진료겸직 임상약리의사가 병원의 임
상업무에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임상 동료들과 관
계를 맺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임상약리의
사들이 직접적인 진료에 참여하면 다른 중요한 임
상약리 활동(제6장 참고)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 것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임상약리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지
않는다. 두 가지 모형(위 참고) 모두 장단점이 있으
므로 국가 및 현지의 전통, 환경, 필요를 반영하여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기초약리학자와 임상약리학자 간의 협업은 각 분
야에서 따로 일했을 때 할 수 없었던 성취가 가능하
게 한다. 마지막으로, 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컴퓨터 전문가, 통계학자, 실험
실 연구원, 사무원과 같은 다른 기술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I 임상약리학이 임상과내에 하나의
분과(分科, Division) 또는 실(室,
Unit)로 존재하는 형태
많은 국가에서는 이 임상약리 모형이 더 적합하다.
이 모형은 완전히 독립된 과로 존재하는 것이 실용
적이지 않을 때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서, 자
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모형은 필요한 임상 서비스의 범위가 6장에 열거
된 것보다 상당히 축소되었거나 고용된 구성원의
수가 제한된 서비스만을 감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장기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적절한 시점에 별도의 과로 독립할 수 있
을 것이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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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상약리학이 약리학과(교실)내에
하나의 분과(分科, Division) 또는
실(室, Unit)로 존재하는 형태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약리실(또는 분과)이 기초약
리학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조직으로 구성되었
거나 이로부터 발전되어 나왔다. 이러한 체계의 장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 있다. 기초약리학
과가 병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위치한다면 상
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I 임상약리학 조직의 발전
많은 임상약리학과가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지만
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여 수 년 동
안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서
로 다른 연구 집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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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약리학에서 발전되어 나왔지만, 이제는 약물을
과량 투여하는 환자를 돌보거나 임상시험실(Clinical Trial Unit)을 운영하거나 치료적 실패나 약물
유해반응(ADR)과 같은 약물치료 문제가 있는 환자
를 평가하는 등, 환자의 보건의료를 직접 담당하거
나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개별적인 임상약리
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예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임상약리학 조직 중에는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발전하여 기초 약
리학에 점점 더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약물유전학적 변이를 이해하기 위해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하고, 따라서 더 진보된 맞춤요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임상약리학자에게 제공할 수련 과
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부록 II 참
고).

전세계 공공보건에서 임상약리학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
I 배경
1970년 WHO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 1판
(1)이 나온 이후, 의학계는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HIV/AIDS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고,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가 탄생
하였고, 인터넷의 발달로 소통에 혁신이 있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말라리아나 다제 내성 결핵을 제
외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많은 질병들이 감소하
면서 이 자리를 비전염성 질병이 차지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50% 내외의 의약품이 부적절하
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2003년 WHO 조사에 응답한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약물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38).
대표적인 예가 항생제의 과량 사용으로서, 이는
이질, 폐렴구균 폐렴, 병원 획득성 감염에 대한 기
존의 일차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높인 주요 원인
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는 ‘회원국이 약물
사용을 감시할 다학제적 국가 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하고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WHA 대책
60. 16, 2007년 05월).
이와 같은 국가의료정책의 가치에 대한 많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인식은 전세계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임상약리학자의 역할을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 1988년 WHO에서 발표한 ‘국가약물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rug Policies)’이 이러한 관심
을 촉발시켰다(2). 그 이행 단계는 다르지만, 이제
150개국 이상이 고유의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다.
•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 의약품에 대한 모든 국민의 공평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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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질적 의약품 사용(The rational/quality
use of medicine)
• ‘생존 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지역 제약산업’
(2000년 호주 국가의약품정책(Australian National Medicines Policy, 2000)에서 인용)
임상약리학자는 이러한 핵심 요소 각각을 이행하
는 과정에서 명확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I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모조약, 열악한 제조환경, 또는 유효 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비양심적 판매가 의약품의 품질을 위협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
한 문제이다(94). 많은 국가에서 임상약리학자들이
약물 규제에 상당히 관여한다. 서로 다른 많은 영역
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춘 숙련된 임상약리학자의 비평적 기술이 신약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시판전 평가 과정에
필요하다. 신약이 특수 집단에서 가지는 의미와 발
생 가능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현지의 역학적 환
경(해당 국가에서 특정한 의학적 상태의 유병률과
중증도에 대한 평가만을 바탕으로 의약품이 ‘필요’
한지를 결정하는 경우)과, 존재 가능성이 있는 인
종간 변이(예를 들어, 의약품의 대사)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점점 많은 제약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의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효율
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개발도상국에서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 임상시험 결과는 시판전
평가 시점에 규제 당국에 제출된다. 이것은 국가 특
이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비평적으
로 평가할 임상적 책임을 맡을 주체, 연구 초기에
필수적인 윤리적 검토에 대한 신청과 그 허가를 관
리할 주체, 그리고 환자에 대한 임상적 감독의 책임
을 맡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
킨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이 임상약리학
자들의 표준적인 역할이며, 이것이 개발도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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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안전성은 시판 시점에 완전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일정한 형태의 시판 후 조사만이 제한된 시판전 자
료에서 감지되지 않은, 덜 흔한 이상반응을 시기 적
절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많은 개발도상국
은 한정된 자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서 약물의 판매여부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대
개 약물이 이미 다른 곳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
으며, 약물유전학적 변이에 대한 국가간 차이가 밝
혀졌을 정도로 안전성이 좀 더 완전하게 규명되어
있을 수 있다. 어떤 시점에서든, 임상약리학자는 자
발적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보고된 이상반응을 검
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며, 자국에서의 결
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데이터베이스에 기
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95).

I 공평한 접근
‘가능한 최고의 보건 표준(best possible standard
of health)’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확
립되었다(96). 몇몇 국가의 법정에서 필수 의약품
에 접근할 권리는 보건에 대한 권리의 하나로 판결
을 받은 바가 있다(97). 이러한 원칙과 의도에 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WHO 추산 20
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재 필수 의약품을 이용
하지 못하고 있다. 극빈국 국민의 경우 재정 부족
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각 국가별 생활비로 보정
한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는 ‘국제 달러(international dollar)’로 표시했을 때(소위 ‘구매력 평가
(Purchasing Power Parities)’), 미국이 41,674 달
러, 스리랑카가 3,487 달러, 나이지리아가 1,892달
러였다(98). 1인당 국민 소득과 같은 척도에 비례
하여 국가별로 의약품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기 때
문에, 위의 숫자로 예측할 수 있듯이, 많은 의약품
의 비용은 빈국의 제한된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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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벗어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의약품의 시판전 경제성 평가를 위
한 체계를 갖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다. 어떤 경제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겠지
만, 평가의 시작은 비용-효과 분석의 비용이 아니
라, 잠재적 이익을 추정한 근거가 된 임상시험 자료
에 대한 평가이다. 이것은 임상약리학적 기술을 필
요로 하며, 이러한 사안들을 알맞게 다루기 위해서
는 임상약리학자가 약물경제성 평가팀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의약품 비용을 지원
하는 국가에서는 선택 의약품 목록을 보유하고 있
다.
이것은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과 동일할 수도 있는데, 저소득 및 중위
소득 국가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이든, 어떤 보험의 형태로 환자와 부분적으로 부담
하든, 상관없이,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뿐
만 아니라 비용-효과 및 비용 부담 능력에 대해서
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임상약리학자는 선진
국에서 대개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만, 개발도상국
에서는 현재 참여 기회가 적은데, 부분적인 이유는
임상약리학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비용-효
과적이고 해당 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의
약품만을 구매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I 합리적 의약품 사용
고품질의 의약품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고 하여, 이것이 최선의 방식으로 이용된다고 보장
하지는 않는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용 표준을 준수
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하면서도 보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 의약품 사용의 질을 측
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수행되
어 왔다.

I 약물 이용 검토
어떤 지역사회에서 의약품이 사용되는 방식을 개
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
인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기록의 기밀성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동반
되어야 함)가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나 병원, 의원
(clinic) 또는 국가 수준에서 의약품의 사용을 측정
하고 임상 적응증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것은 생각
만큼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공급량이 사용량과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 특히 빈국
의 경우 공급량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간접 지표
일 수도 있다. 대표성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대개 충분한 시간 동안 한정된 지역에서 전향적으
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 업무는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 특별
한 수련을 거친 약사에게 맡겨진다. 그러나 그 결
과를 해석할 때에는 임상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처방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과정의 수련을 거친 임상의가 필요하다. 이
상적으로는 다양한 임상 수련과 경험을 갖춘 임상
약리학자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
병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국가가 승인한 표준 치
료 지침들(아래)이 평가 기준이 되며, 부적절한 진
료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상약
리학자는 평가팀의 일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설계하고 이행하
는데 참여해야 한다.

I 표준 치료 지침
근거 기반 치료 지침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
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진 수단
중의 하나이다(99). 지침이 필요한 권위를 갖기 위
해서는 확인 가능한 최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모
든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대표적 정보들이 포
함되어야 하며,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예, 태평양 지역의 외떨어진 섬 국가와 같이
기후가 나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의약

품의 특정 제형과 관련된 보관 및 수송상의 문제).
또한 현지의 오피니언 리더(정부 및 전문가 단체
포함)로부터 이 지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해
야 한다. 임상약리학자는 대개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임상약리학자들이
받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수련은 이러한 업무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해준다.

I 필수 의약품 목록
필수 의약품 목록은 국가 표준 치료 지침을 반영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지침이 먼저 개발되고, 권고안에 따라 필수 의약품
목록이 작성되는 것이 좋다. 순서가 어찌되었든, 두
문서는 서로 간의 갱신 작업과 검토 시점에 항상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I 의약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6장 참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건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다. 이 간
극은 제약기업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해 채워지지
만, 여기에는 판촉을 위한 정보 왜곡이 있다고 생
각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약물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여기에서 의약품
의 사용에 관한 최신 사안을 다루고, 새로 도입된
의약품의 특성(profile)을 검토하며, 유해반응에 대
해 논박한다. 임상약리학자는 편집 과정에서 주요
한 역할을 맡고, 이러한 출판물의 저자가 되기도 한
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임상약리학자와 약사, 그리
고 다른 보건 전문가로 이루어진 약물정보센터가
구축되어 환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한다. 점
점 더 많은 의약품 정보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제작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의
첫 처방과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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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건 전문가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제9장 및 부록 I, 부록 II 참고)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임상약리학자는 항상 학부
및 대학원 교육, 그리고 보수 교육에 참여할 책임
이 있다. 의사들이 처방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
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6, 38). 학부 과정의 수련과
후속된 대학원 교육, 그리고 보수 교육은 처방 수준
을 표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신약 또는 기
존 약물의 새로운 용법이 도입됨에 따라 일정한 형
태의 평생 학습을 제공한다. 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 같은 소비자가 실시하는 교육
(Peer education)은 강력한 수단이며, 몇몇 연구에
서 의약품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개선시키는 데 효
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이 전략이 선택된다면, 임
상약리학자는 일차 교육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때
로 의학 정보를 일상적인 용어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조언자가 될 수는 있다. 특히 대규모 교육 병
원의 약물정보센터와 약물 및 치료 위원회(DTC)의
업무는 위에 열거한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확장되
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I 전세계 공공 보건에서의 임상약리
학자의 직무 기술(JOB DESCRIPTION)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경우 임상약리학자의 직무
기술은 매우 광범위하다. 위에 열거한 많은 전략들
이 지식을 증대시키고 처방이나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99). 그러나, 순응도 개선을 통한 질병 조절의
좋은 사례(특히 최근의 HIV/ADIS 치료)와 항생제
의 (올바른) 선택과 순응도가 환자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례를 제외하면,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의
개선과 보건 결과의 개선이 관련 있을 것이라는 직
관적인 예상 말고는 증거가 없다.
앞서(그리고 제6장에서) 기술한 업무 목록은 임상
약리학자들의 업무가 처방의약품과 관련된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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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부각되는 또 다른
역할은 전세계 인구의 80%까지에서 일차 치료제
로 제공되는 전통 의약품(제14장 참고)에 대한 평
가와 조사이다. 서구의 임상약리학에서는 대개 무
시되었지만, 이러한 전통 제제들은 놀라운 잠재력
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10년간 말라리아에 대한
약물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는 쑥속(Artemisia)
식물 유도체의 도입인데, 이는 중국의 본초학 전통
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것이다.
몇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 전통/보완
의약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
도 운동(initiative)을 촉발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제품의 제조 품질 관리를 보장하고, 예상치 못한 독
성(예를 들면, 일부 전통 의약품에 들어있는 쥐방
울덩굴과 식물의 산 성분(aristolochic acids)이 유
발하는 신장애 및 신장암(82))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과거 과학적 연구
가 없거나 거의 되지 않았으면서, 특허권 보호 수단
이 별로 없는 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한 필요한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
은 채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제
약기업과 정부 기금이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
였다.
일부의 경우, 임상약리학자들이 정부의 규제 담당
자들에게 권고를 내리는 국가자문위원회의 위원으
로 활동 중이고, 호주와 영국에서는 임상약리학자
가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일부 제제들은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
며, 이는 전세계 보건과 관련하여 임상약리학자가
맡아야 할 추가적인 역할이다.
많은 집단에서 의약품이 공공 보건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인자들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만큼의 규
모로 치료제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

식의 결과, 이러한 의약품들이 전체적으로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역학적 방법이 사용
되고 있다. 약물유해반응(ADR)의 탐색은 부작용과
의약품의 사용간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한 신선한
접근법으로 이어졌다. 증례-대조군 연구(100) 및
보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는 가설을 설정하고,
때로 부작용들이 약물 노출로부터 유래했다는 강
력한 인과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
는 국가에서만 기록 연계가 가능하지만, 재원이 부
족한 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더 널리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I 결론
임상약리학 분야는 두 가지 필요, 즉 환자에서 의약
품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또
한 중요한 유해반응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
구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 임상약리학자가 담
당하는 업무 목록에는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특히 자원
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임상약리학자가 병원이나
지역사회 또는 행정적인 위치 중 어디에서든 팀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임상약리학자의
수련은 1970년에 예상된 것과는 많이 다르고 훨씬
더 광범위해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9장과
부록 I 및 부록 II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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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8

I 제3장. 임상약리학의 정의

I 제6장. 환자 진료에서의 임상약리학자

임상약리학은 약물과 인체간 관련성의 모든 측면
을 포괄하고 보건의료(진료), 교육, 연구의 수행을
포함하며,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정책의 입안을 돕
고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과학 분야이다. 이것은
의학, 약리학, 약학, 의생명 과학, 간호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과학 기술 전문가를 포괄하는 다학제적
과학이다. ‘임상약리학자’라는 용어는 전문적 측면
에서, 임상약리학 전문의로서의 의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대개 임상시험과 약물 평가, 약물역
학, 약물경제학, 약물유전학, 약물감시, 그리고 임
상 약물독성학 등, 임상약리학의 중요 측면에 집중
하여 수년간의 대학졸업후(또는 대학원) 과정의 수
련을 받는다. 임상약리학자의 일차 목표는 약물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환자 진료를 개선하
는데 있다.

환자 진료에 있어 임상약리학자의 일차적인 역할
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으
로서 이는 흔히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이라고
도 한다. 일부의 경우, 임상약리학자가 환자 진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다양
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 임상약리학자는 특
히 새로운 요법과 기존 요법 모두에 대한 비평적 평
가를 위한 수련을 받으며, 따라서 약물 및 치료 위
원회(DTC)에서 일하거나 (때로 약사와 같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업 형태로) 약물 정보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적인 기술은 약물 사용 적합성 평가, 약물역학,
약물감시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임상약
리학자들이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 서비스에 참여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때로 약물유전학 서비
스와 통합되어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더 높은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의학으로 이어지게 된다.

I 제4장. 임상약리학의 역사
임상약리학은 20세기 중반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학 분야이다. 그러나 그 기원
에는 수세기 전의 ‘약물학(materia medica)’이라
는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 있다. 20세기 말, 여러
국가에서 이 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미래에 대
한 긍정적인 징후가 보인다(서론 참고).

I 제5장. 전세계 의학 현황: 임상약리
학의 위치
최근 50년 동안 선진국에서 현대적 약물요법이 사
람들의 건강을 개선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개발도상국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의
요구들뿐 아니라, 이들 선진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I 제7장. 소아 환자의 약물요법
소아는 단지 작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 환자
의 치료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1950년대
소아에서 많은 약물 사고를 겪은 이후, 소아 임상약
리학이 고유한 권한을 갖는 전문 영역이며 여러 가
지 이유,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으
로 인한 소아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그 발전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I 제8장. 노인 환자의 약물요법
노인 환자의 치료는 오늘날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전세계적으로 80세 이상 연령군이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몇 가지 생리학적 기능, 특히 약물
의 배설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신기능의 장애와 노
화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은 약물치
료시 특이한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복수의 약물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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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더 많이 유발
된다. 따라서 노인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들은 노인 임상약리학에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I 제9장. 임상약리학 교육
모든 임상약리학자는 학부나 대학원, 또는 지속적
인 전문성 개발의 단계 중 어디에 속하든, 교육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규 처방권자에게 주어
지는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신규 처방권자가 선
임 의사보다 덜 효과적으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실수를 범한다는 증거로 인하여, 현재 학부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많은 방법들이 기술되며, 부록
I에서 이에 필요한 핵심 지식 및 이해, 기술, 태도에
관한 한 가지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임상약리학의 대학졸업후(또는 대학원) 교육 역시
다루고 있으나(제9장, 제12장, 부록 II 참고), 전세
계적으로는 가용한 교육자와 자원의 정도가 학부
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수요가 모두 다르기 때문
에, 여기에 소개된 접근법은 좀더 일반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I 제10장. 임상약리학의 연구 영역
연구는 수련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대부분의 임상
약리학자들의 업무이다. 임상 환경에서 일하는 약
리학자는 개별 환자와 전체 환자 집단에서 약물 사
용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약물 평가, 약물 사용 적정성 평
가, 약물감시, 약물역학에 대한 연구들이 1970년
WHO 보고서(1)가 발표되던 시점에 비해 더 중요
해졌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이라는 개념은
유효성과 약물유해반응(ADR), 비용을 잠재적으로
중요도가 동일한 파라미터로 보고 이들에 의거하
여 약물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임상약리학 분
야의 연구에는 새로운 적응증이나 그 동안 경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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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던 집단에 대한 사용 사례와 같이, 사용 중인
약물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약물유해반응이나 약물유전학, 약
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임상약리학
분야의 연구는 거의 항상 다학제적이다.

I 제11장. 임상약리학의 떠오르는 역
할: 생물학적 제제 및 동등 생물의약
품
생물학적 제제는 임상약리학에서 최근 주목을 받
고 있는 영역이다. 전형적으로 화학적 합성을 통
해 생산되는 일반적인 약물과 달리, 생물학적 제제
는 생체에서 만들어지고, 따라서 일반적인 후발의
약품(generic drug)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접근법
은 과학적 측면에서 이들 의약품에 적합하지 않다.
생물학적 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등 생물의약품에 대한 특별한 규
제 틀이 필요하고, 동등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새
로운 혁신 생물의약품(new innovative biologics)
에 대한 것과 유사한 시판후 감시를 실시해야 한
다. 따라서, 의사와 제조사, 그리고 규제 당국에게
생물학적 제제 및 동등 생물의약품의 위험/이익 비
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도전과제이며, 이를 위해 여
러 분야에 걸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I 제12장. 임상약리학과 제약산업
임상약리학자는 다방면에서 제약산업과 생명기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약물 사용의 모든 측면에
관한 임상약리학자의 폭넓은 지식은 임상 실무에
서 얻은 그 식견과 더불어 치료 약물의 효과적이고
도 윤리적인 개발과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한 기반을 제공한다. 임상약리학자는 넓은 시각을
갖는 높은 수준의 관리자적 위치에서부터 임상약
리학 내의 특정 전문 영역에 집중된 업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기여한다. 그들은 학계의 임
상약리학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게 된다.

I 제13장. 정부: 임상약리학의 필수 역할

I 제16장. 조직: 임상약리학의 구조 모형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만을
제공하는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공공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데, 임상약리학자는 이러한 목적에 적
합할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도
록 하고 합리적 의약품 사용(RUM)을 증진할 수 있
다. 임상약리학자가 받는 수련은 공공 보건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최선의 과학적 지식이 사용되도
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서비스의 요구에 부합하
는 형태이다. 특히, 신흥 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임상약리학자의 전문지식으로부터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우
선 순위를 부여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임상약리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
른 의학 분야들과 경쟁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임상약리학 서비스는 다양한 구조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체계는 대학병원급이든 아
니면 지역 일반병원급이든 상관없이, 임상약리 서
비스가 병원에 기반을 둔 하나의 과(department)
나 분과(division)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다. 일차
진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서비
스가 병원 외의 환경에서 수행되는 경우 더욱 그러
하다.

I 제14장. 임상약리학자와 전통 의약품
임상약리학자는 통상적으로 전통 의약품을 접해
본 경험이 적지만, 아직까지도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모두에서 전통의약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
통 의약품을 사용할 때 위해와 이익이 모두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임상약리학자는 전
통 의약품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전통 의약품
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넓히는 업무에 더 많이 참
여해야 한다.

I 제17장. 전세계 공공보건에서 임상
약리학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
임상약리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지
만 개발도상국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수요
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으로 인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
(RUM)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필요
로 한다. 임상약리학 분야는 두 가지 필요, 즉 환자
에서 의약품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치료를 모니터하고 약물유해반응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기원했다. 그러나 현
대 임상약리학자가 담당하는 업무 목록은 한 개인,
또는 한 분야가 담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다. 현
실적으로, 특히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임상약
리학자가 병원이나 지역사회 또는 행정적인 위치
중 어디에서든 팀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된다.

I 제15장. 다른 약물 전문가와의 협업
임상약리학은 다학제적 활동으로 수많은 서로 다
른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임상약리학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분야에는 의
학, 약리학, 약학, 의생명 과학, 간호학, 사회ㆍ행동
과학, 치과학, 경제학, 역학, 유전학, 독성학, 수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임상약리학자의 수
련은 WHO의 최초 보고서(1)가 발표된 1970년에
예상한 것과 사뭇 다르고 훨씬 더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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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의과대학생을 위한 임상약리학,
치료학 및 처방의 핵심 교과과정 모형
본 부록에서는 의과대학 학부 교과과정상 핵심 내
용이 되어야 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
기술, 태도에 대한 목록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모든
졸업자들이 졸업 시점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
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학습 결과(outcome)
에 해당한다. 이러한 핵심 목표들은 일반적인 것으
로, 치료학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은 관련된 핵심 약물 목록과 이들이 적용되는 치
료적 문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
다. 의과대학에서는 그들이 처한 지역적 환경에 적
합한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대 졸업
생이라면 당연히 각 약물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적합한 사용 적응증과 투여경로를 알고 있으며, 주
요한 금기 및 유해반응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
다. 일부 목록의 경우, 흔하게 사용되는 그 계열의
약물을 함께 수록한다. 선택된 약물 목록을 ‘학생
약물목록(student formulary)’으로 사용할 수도 있
을 것이다.

I 합리적 처방을 위한 핵심적인 지식
및 이해, 기술, 태도
핵심 지식 및 이해
기초 약리학
• 약물에 대한 분자, 세포, 조직, 장기 수준에서의
작용기전
• 이러한 기전이 치료 효과 및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법
• 약물이 작용하는 표적으로서의 수용체, 그리고
작용(agonism), 길항(antagonism), 부분 작용
(partial agonism), 선택성(selectivity)과 같은 관
련 개념
• 약물의 내성(tolerance) 발현
임상약동학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기전
• 분포용적, 청소율, 반감기의 개념과 그 임상적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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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자들과 약물 투여의 최적 경로, 용량, 빈
도, 투여 기간 사이의 상관성
약물 반응에서 개체간 변이를 결정하는 인자
• 치료에 대한 준수
• 약력학적 변이
• 약동학적 변이
• 약물유전학적 변이
• 환경적 변이
• 약제학적 변이
약물치료 모니터링
• 약물치료 효과 모니터링의 중요성
•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예, 혈장 약물 농도 측
정 또는 약력학적 반응 평가)
• 약물 용량과 혈장 농도 및 임상적 효과 사이의 다
양한 상관성
약물유해반응
• 약물유해반응의 서로 다른 유형
• 일차 및 이차 의료에서 유해반응의 발생 빈도
• 흔한 감수성 인자(susceptibility factors) 및 위해
의 위험(risks of harms)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인지
• 유해반응 보고의 중요성 및 약물감시를 위한 다
른 접근
약물-약물 상호작용
• 약물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치료 효과나 유해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
•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기전(약제학적, 약동
학적, 약력학적)
•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회피하기 위한 방법
투약과오
• 투약과오의 서로 다른 유형
• 실무에서 투약과오를 유발하는 흔한 원인
• 개개 처방권자의 투약과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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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약물독성학
• 흔한 중독물질(예, 아세트아미토펜)의 평가와 인
지 및 치료
• 독성물질 복용 후 그 효과의 제거 또는 반작용
(counteracting)을 위한 원칙
• 독성약동학(toxicokinetic) 및 독성약력학(toxicodynamic)

농도-효과 연구, 생체표지자
• 약물 상호작용
• 효과의 기록(주관적 또는 객관적)
• 유해반응의 기록
• 통계 계획
• 저자의 결론: 적절, 의심스러움, 관련 없음 또는
평가 불능

생리학 변화,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이 달라진 특
수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
• 노인 환자
• 소아
• 임부, 수유부, 또는 가임 여성
• 신질환 또는 간질환 환자

보건 서비스에서 의약품 처방의 관리
• 지역 의약품 목록(formulary)의 역할
• 약물 및 치료 위원회(DTC)의 역할
• 개별 처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바탕으로 한, 신약
의 합리적 평가

처방 약물의 법적 측면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controlled drug) 등과 같은 약품 분류
• 허가되지 않은(unlicensed) 제제의 처방
•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된 책임

처방 윤리
•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한 환자 동의 및 치
료 준수

신약의 개발
• 임상시험(제I상에서 제IV상까지)을 포함한 약물
개발
• 해당 국가에서의 허가 절차 및 주요 규제 기관
• 적절한 임상시험 설계의 요건
• 동의, 윤리, 비뚤림(bias), 통계, 정보의 전파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의 원칙과 위험의 이해
• 임상시험의 목표
• 보건의료(진료)와 임상시험의 관련성
• 환자 선정, 진단기준, 검체 채취 절차, 포함 및 제
외기준
• 대조군: 교차, 별도의 대조군, 무치료(관찰), 기타
치료, 위약
• 시험설계: 이중 눈가림, 단일 눈가림, 공개
• 치료의 무작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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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약물
• 상용 약물의 작용기전, 사용 적응증, 적절한 투여
경로, 투여 빈도 및 기간, 중요 금기 및 이상반응
치료중 흔한 문제
• 치료중 흔하게 나타나는 급성 및 만성 문제의 관
리
대안 요법 및 전통 의약품
• 환자가 대안 요법을 찾는 요인
• 흔하게 사용되는 일부 적응증 및 그 유효성의 근
거에 관한 평가
• 이러한 요법과 환자가 투여하고 있는 처방 의약
품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양상
약물 정보 검색
• 처방권자 및 다른 보건의료진을 위한 약물 정보
검색
• 약물 정보원의 가치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실무 경험

핵심 기술
약물 이력 청취
• 현재 사용하는 처방 약물 및 비처방 약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 청취
• 약물요법에 대한 준수 여부의 평가
• 현재 및 과거의 약물유해반응과 알레르기 기록
처방전 작성
•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과 적합한 용량의 선택
•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포함하여, 정확하고 합법
적이며 명료한 처방전 작성
• 처방 및 반응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
• 환자의 체중 또는 노모그램(nomogram)을 바탕
으로 한 약물 용량 계산
• 필요한 약물 투여 속도를 바탕으로 한 주사액 농
도(strength) 계산
• 산소(유속, 전달량) 및 정맥용 수액의 처방
약물 투여
• 적절한 투여 경로의 선택
• 피하, 근육, 정맥 주사
• 혼합 및 용해가 필요한 약물을 포함한 비경구 투
여용 약물의 조제
• 주입 펌프를 이용하는 약물의 조제와 투여
• 분무기(nebulizer)를 이용하는 약물의 조제와 투
여
• 흡입, 국소 적용, 또는 인슐린과 같이 투여 방법이
특수한 경우의 환자와의 상담
특수 환자 집단에서의 약물 처방
• 노인, 소아, 임부, 수유부, 신부전, 간부전
통증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약물의 처방
• 통증 및 다른 고통스러운 증상에 대한 고식적 치료
약물유해반응과 상호작용
• 증상과 징후의 잠재적 원인으로서의 약물 평가
• 유해한 상호작용 가능성의 인지
• 약물유해반응 및 상호작용의 보고

약물 알레르기
• 알레르기성 약물반응의 인지, 알레르기 반응 이
력의 청취
• 알레르기 반응의 치료와 급성 아나필락시스의 응
급 치료
임상약동학
• 안전한 처방을 위한 약동학적 핵심 지식의 이용
약물치료 모니터링
• 관찰하여야 할 치료 효과의 종류 확인
• 혈장 약물 농도 측정값의 적절한 이용(측정 대상
및 시점)
•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새로운 근거의 분석
• 근거 기반 처방 실시
• 신약 또는 새로운 약물요법이 주장하는 근거의
타당성 평가
• 임상시험의 이해, 평가, 비평
• 비뚤림(bias) 요소를 포함한 연구의 방법론적 결
함 찾기
• 임상적 결과변수와 대리 결과변수간 차이 인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위한 정확하고도 객관
적인 정보의 수집
• 국가약물목록(National Formulary)의 이용
• 의학저널 및 의학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신뢰성
있는 약물 정보의 평가
• 독성 정보 서비스(Poisons Information Services) 접근
• 근거 및 견해에 대한 다양한 정보출처의 신뢰성
평가
치료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획득
• 환자에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
신의 치료를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약물요법의 이익과 위해에 대해 논의
• 약물요법과 관련한 환자의 관점과 희망 탐색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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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태도
처방 및 치료를 위한 합리적 접근
• 정확한 임상 진단의 확인
• 관련된 병태생리학적 과정의 이해
• 이러한 과정에 유익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한 지식
•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할 결과변수
의 확립
• 치료의 잠재적 위해와 이익에 대한 평가
• 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와의 소통

처방그룹의 일원으로서 의사의 책임에 대한 인지
• 불필요한 처방과 제한된 자원의 낭비 지양
• 공익을 위한 약물유해반응의 보고 필요성 인지
• 제한된 의약품의 가용성 관리
• 치료 지침과 약물목록(Drug Formulary) 준수
•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 지양

이익과 위해의 균형 평가
• 모든 약물 치료에는 그와 관련된 위해와 이익이
있음을 인지
• 이들이 다양한 인자에 따라 환자마다 다를 수 있
음을 인지
• 의사는 자신이 처방하는 약물의 효과를 모니터링
해야 함을 인지

미래에 대한 대응
• 처방 실무를 갱신할 필요성에 대한 인지
• 의학 지식의 진보로 얻을 수 있는 환자 이익 보장
• 새로운 요법의 이익과 위해를 평가할 필요성 인
지
• 개별 환자에게 임상시험 자료를 적용하는 경우의
한계 인지

개인의 지식의 한계에 대한 인지
• 친숙하지 못한 처방 문제에 부딪혔을 때 추가 정
보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인지

약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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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임상약리학 전문 과정의
교과과정 모형
I 서론
임상약리학자는 개별 환자 및 전체 집단에서 합리
적 의약품 사용(RUM)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약
리학에 대한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이다.
전자에는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
실패, 약물유해반응, 약물 상호작용과 같은 복잡한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한 자문이 포함된
다. 약물 관련 문제의 양상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
다. 약물 치료를 좀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신약
개발, 기존 약물 활용(현재 진료에 대한 분석과 이
를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 모두를 포함), 약물요법
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역 조직(병원 약품집)
에서부터 권역, 국가, 국제적 기구에 이르기까지 약
물 및 치료제 위원회에서의 업무, 그리고 임상약리
학 실무 중 발생하는 다른 문제 등이 포함되지만
(아래 참고),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I 목표
이 교과과정 모형은 뜻있는 임상약리학자로 하여
금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러 폭넓게 만들었다.

I 입국(수련시작)을 위한 요건
의사는 대개 그 지역에서 진료 의사로서 등록에 필
요한 요건들을 완료한 후 임상약리학 수련 프로그
램에 들어온다. 또한 그들은 때로 약물요법이 주요
치료 수단인 전문과목 중 한 곳에서 지도교수의 감
독 아래 수련의로서 2-3년 동안 진료업무를 마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임상약리 수련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
은 각 국가의 필요와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에 제시한 모형이 임상약리학자의 이상적인 수
련 방식이지만, 개발도상국 중 많은 나라에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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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유로 인해, 보건의료 전문가가 임상약리학
의 관련 지식을 갖추고 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한 수련의 범주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군의관 또는 일반 의사를 위한 예비 수련 형태
로서의 수련 과정 진입 요건은 지역 여건에 따라 결
정된다.

I 기타의 관심
최초의 의사 등록 또는 면허 취득 후 프로그램을 시
작하는 의사라면 추가적인 전문 수련 과정을 취득
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는 두 프로그램을 관장하
는 관리자들의 특별 조정에 의해 임상약리학 수련
중간중간 실시될 수도 있고, 또는 임상약리 수련을
마친 후에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I 교안의 개요
임상약리학 정규 수련 프로그램은 대개 3년간의
활동으로 구성되지만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는 2-5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수련생이 임상약리학자의 전문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규 과정 (이는 종종 기초
약리와 함께 일하기도 한다.)
2.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는 임상적
경험
3. 치료학을 더 광범위하게 진보시키는 연구 경험
4. 일부 국가에서 임상약리학은 논문 주제를 생산
하는 연구 중심 학문이다.
1. 정규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과대학 학부과정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약리학 검토. 기초 약
리학에서 동물을 포함한 실험실 업무를 경험하는
것은 수련생에게 큰 이익이 된다.
• 이 분야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약리학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건의료, 교육, 연구에서의 임상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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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부작용을 포함한 약물 효과의 임상적 평가
임상시험과 같은 실험적 방법과 관찰적 방법
모두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연구 방법의 원칙
III.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한 자발적 동의 및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
IV. 자료 관리 및 생통계학
V. 인체에서의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ADME)
VI. 약물유전학
VII. 연령, 성별, 임신, 간질환 및 신질환, 약물 상
호작용, 환경 인자 등 용량-반응에 대한 추가
적인 개인간 변이 요인
VIII. 약물 농도 측정 및 약물요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기술
IX. 의도적인 또는 사고에 의한 약물 중독
X. 약물 내성, 의존성, 탐닉
XI. 약물감시와 약물역학(약물 사용 적정성 평가
포함)
XII. 약물경제학
XIII. 약물의 신규발굴과 개발, 규제의 절차
XIV. 약물요법에 대한 순응
XV. 약물 정보
XVI.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타 주제
각각의 주제는 전체 교과과정중 적절한 시기에 다
뤄져야 한다.
2.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는 임상적 경험
수련생은 심각한 또는 복잡한 약물 관련 문제를 갖
고 있는 환자들에게 자문하거나 이들을 돌보는 상
당한 임상 경험을 가져야 하며, 수련생의 지식과 기
술 수준이 증가할수록 그 책임도 커진다. 이상적으
로는 영아 및 소아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에 대한 경
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그램 중
한 시기에 집중될 수도, 전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약물요법에 관한 지식을 더 확장하는 연구 경험
수련생은 첫 해의 종료 시점에 적절한 약물요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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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한 분야를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가 개
선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그
약물요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후 수련생은 수행할 연구를 계획하고, 계획서를 작
성하고, 진행할 작업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필요한
모든 승인을 얻는다. 이 작업은 감독하에 이루어
지며, 그 결과는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식으
로 보고되어야 하는데, 저명한 저널이나 단행논문
집(monograph)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연구에 재능이 있는 수련생에 대해서는 임상
약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밟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경험은 긴 시간 동안 논의되어야 하
며, 어디에서든 이러한 연구 경험을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수련생은 특정 환자 집단에서 약물요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이들 환자
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또는 지리적 거주 지역이 얼
마나 좁은지와 상관 없이, 임상약리학 업무라는 태
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I 수련에 필요한 자원
임상약리학 수련 프로그램은 그 교과과정을 이행
하기 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으로
는 수련 경험과 헌신적 인성을 갖춘 충분한 수의 교
수진과 수련생이 임상약리학적 경험을 쌓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질환을 가진 충분한 수의 환자, 인체
체액에서 약물 농도 측정 시설을 포함한 임상 서비
스의 지원,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공
의를 위한 연구 시설 등이 있다.
수련 프로그램은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춘 기관의
경우 단일 기관에서, 또는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간의 연합체(consortium)를 통해 이
루어질 수 있다.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관련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참고문헌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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