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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with cancer and the complexity of anti-cancer
drug therapies, it has become important for the pharmacists to develop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o provide enhanced pharmaceutical care for these patients. The concept of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however, is relatively new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systems in Korea and two advanced countries (the US and Japan) and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Methods : The information related to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system was obtained through the
official websites of related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For obtaining the outcomes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provided by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s, we explored the related domestic journals and
PubMed database.

Results : The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KSHP) conducted the first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examination in 2010 in Korea. To take this examination, completion of a related education course (at least a total of 360 hours) administered by the KSHP is essential. In the United States,
the Board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BCOP) was approved by the board of pharmacy specialty in
1996. In Japan, there are four types of the specialized pharmacist in oncology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Board Certified Pharmacist in Oncology Pharmacy, Japanese Society of Pharmaceutical Health
Care and Sciences (JSPHCS)-certified Senior Oncology Pharmacist, JSPHCS-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and Accredited Pharmacist of Ambulatory Cancer Chemotherapy. In the US and Japan, a
specialist is required to possess rigorous practical experience as well as academic training.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some of the pract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or improving the systems of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s in Korea.

[Key words] Certified, Pharmacist, Specialist, Oncology, System

전세계적으로 암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다
빈도 발생 질환이다.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암 환자의

나타나므로 보다 전문적 자질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의
참여가 요구된다.

생존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암 질환에 대한 체

의사 직종의 경우 1960년부터 내과, 외과, 방사선종

계적 치료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

양학과 등 26개 주요 분야에 대해 전문의 자격제도를

복지부의 암 관련 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암

실시했으며, 이는 의료법 제 7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발생자 수는 229,180명으로 이는 2006년 154,898명

장관의 인정을 받는다.2) 또한 2001년부터는 대한의학

대비 약 48% 증가한 수치이며,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

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마련하여,

율 역시 2016년 기준 70.6%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세부전문의 자격을 부여함으

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암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로써 의료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였다. 간호사 직종의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암 질환은

경우 2006년부터 종양, 중환자, 임상 등 13개 분야에

항암요법에 대한 개인별 치료반응의 차이, 반복되는 항

대해 전문간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시 의료법

암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부작용 발생, 장기적

제 7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

치료과정에서 기인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는다.2) 반면 약사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다소 늦은 2010

위축, 사회와의 단절 등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Korean Society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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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zations of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in each country
국가
한국

관련단체

홈페이지 주소

한국병원약사회

http://www.kshp.or.kr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

https://www.apha.org

전문약사자격위원회(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BPS)

https://www.bpsweb.org/bpsspecialties/oncology-pharmacy/

일본병원약제사회(
Pharmacists, JSHP)

https://www.jshp.or.jp/

미국

일본

, Japanese Society of Hospital

일본의료약학회(
, Japanese Society of Phamaceutical
Health Care and Sciences)

http://www.jsphcs.jp/index.html

일본종양약학회(
Oncology, JASPO)

https://jaspo-oncology.org/

, Japanese Society of Phamaceutical

system Pharmacists, KSHP)가 자체적으로 전문약

지와 PubMed에서 종양약료 전문약사 활동에 대해 임

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시험을 통해 종양약

상적(clinical), 경제적(economic) 또는 인문학적(hu-

료 분야를 비롯하여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

manistic; 환자 만족도, 삶의 질 등) 성과를 평가한 논

료 등 10개의 분야에 대해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한다.

문을 조사하여 평가∙분석하였다. 국내 관련 분야 학술

약물요법은 암 질환의 핵심 치료수단으로, 암 환자에

지로 병원약사회지, 임상약학회지를 포함하였다. Pub-

서 치료성과와 이후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Med 검색은 oncology, certified, pharmacist, spe-

으므로 종양약료 전문약사와 같은 전문적 자질을 지닌

cialty, outcome, clinical, economic, humanistic,

약사의 참여에 의한 약물관리서비스의 중요도가 매우

satisfaction, quality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수행하

높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사 직종에 비해 종양약료 전

였고, 논문 게재 시기나 언어 등에 제한은 두지 않았다.

문약사가 발전해 온 역사가 짧고, 그 업무현황이나 성

검색된 논문은 독립된 두 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논

과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문의 주제와 내용의 적합성을 판별하여 일치하는 것을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격 제

선정하였다. 두 연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연구자 간

도, 시험운영 현황과 활동성과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

의 논의 또는 제 3자의 중재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내 종양약료 전문약사 발
전을 위한 시사점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연구 방법

1. 한국의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와 현황

국내외 종양약료 전문약사 관련 제도와 현황을 파악

1) 도입과 발전

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관련 단체 홈페이지, 단
체 또는 개인 발행의 보고서와 발간물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의 시작은 2008년에 한

(Table 1). 조사한 내용을 종양약료 전문약사 도입과

국병원약사회가 제정한‘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
과함

발전, 전문약사시험제도, 관련 조직과 정책, 교육과 양

께 한다. 이후 2010년에 종양약료 분야를 비롯하여 내

성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종양약료 전문약

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영양, 장기이식, 중환자 등 총

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분야 학술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제 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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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s growth by year in Korea

하였다.3) 한국병원약사회는 종양약료 전문약사를“항

의 Board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BCOP)

암화학요법뿐만 아니라 암 질환 및 암의 예방과 치료에

등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약사 교육

관한 임상적 지식을 갖춘 약사로서 암환자의 치료 효과

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이론, 실습)으로 구성되며,

를 극대화하고 암 질환 또는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을

각 200시간과 1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Table

경감시킬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임상약사”
라고

2). 교육과정은 약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전공

4)

정의하고 있으며,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역할로‘항암

약사 또는 대학원 교육 이수와 학회 교육 참석 등 다른

화학요법 처방 검토’
,‘항암화학요법 레지멘(regimen)

방법으로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6) 시행 첫

및 항암제 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
,‘약력관리’
,‘약물

해인 2010년에는 응시자격으로 총 4,000시간 이상의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항암화학요법 복약상담 및

종양약료 분야 실무경험과 학술논문 발표가 요구되었

환자교육’
‘회진 및 컨퍼런스 참여’
,‘최신 치료경향 파악

으나 2011년에 교육과정 이수 총 552시간(공통과목

및 정보 제공’
,‘교육’
,‘연구 및 학술 활동’
과‘삶의 질 향

288시간, 전공과목 26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5)

에 현재의 응시자격인 총 360시간 이수로 변경되어 초

상 활동 수행’
을 제시한다.

2010년 이후부터 종양약료 전문약사 취득자 수는 지

기에 비해 응시자격이 완화되었다.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제 9회 자격시험까지 총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매해 10월에 연 1회

181명의 종양약료 전문약사가 배출되었다(Fig. 1). 이

필기시험 형태로 시행되며, 총 70개의 객관식 문항이

는 전체 분야 전문약사의 2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

출제된다(Table 3). 시험은 공통영역과 전공영역으로

지한다.

구성되는데, 공통영역에서는 의학통계의 기본개념과
이를 활용한 논문해석과 비평, 임상적용 등을 다룬다.

2) 자격시험제도와 관리

전공영역에서는 종양약료에서의 약물요법 적절성 검
토, 약물요법관련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제시, 환자 맞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한국병원약사회가 산

춤형 약물 선택과 약물요법 계획 수립, 약물요법의 치

하 위원회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를

료효과와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환자 복약상담과 교

두고 주관하여 시행, 관리한다.3)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

육 등을 다룬다.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으

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

로, 최초 합격 후 7년 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총 360시간)을 이수하거나 미국

위해서는 병원약사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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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quired education for certification examination in Korea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소과목

세부내용

이수시간

관련 교육

전문약사의 역할 및 정책

전문약사역할론

6

전문약사역할 교육

임상약학연구

의약통계, 연구

6

의약통계 연수교육

약물치료학

질환별 약물치료학

140

임상약학 연수교육

임상약동학

임상약동학 전반

24

임상약동학 분과교육

의약정보학

약물의 치료학적 정보

24

의약정보 분과교육

80

병원약학분과 기본 및 심화교육

종양약료 전공이론과목

Table 3 Guideline of certification exam for oncology pharmacist
영역

시험시간/배점

출제범위
근거기반의학과 근거기반임상의료의 이해

공통역역

30분/10문항(각 1점)

의약문헌의 종류 및 특징
임상통계분석의 기본개념
논문해석과 비평, 임상적용
고형종양 :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췌장암, 간암, 신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악성 흑색종
혈액종양 : 백혈병, 림프종, 조혈모세포이식, 다발골수종

전공영역

90분/60문항(각 1.5점) 소아종양 (혈액종양 파트)
항암치료의 원칙 및 보조적 치료와 지지요법
암종별 위험인자, 예방 및 검진

인증 시험 통과, 2)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인정한 관련교

교육이수 시 각 140시간, 6시간이 인정되어 자격시험 응

육 28시간 이상 이수, 3) 종양약료 관련 논문 2편 이상

시에 필요한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다른 공

발표, 또는 4) 관련논문 1편 이상 발표와 관련교육 14

통과목인‘전문약사 역할’
은 2018년에 한국병원약사

시간 이상 이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회에서 (재)병원약학교육원으로 운영이 이관되어, (재)
병원약학교육원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각 19시간

3) 종양약료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

분량의 강의를 제공한다. 전공과목은 매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유료로 운영한다. 기본교육은 항암화학요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

법의 기본과 주요 부작용을 주제로 11시간의 온라인 강

응시를 위한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관련 교육과정을 온

의로 진행된다. 심화교육은 암 질환별 세분화된 약물요

라인(스마트캠퍼스; www.kshpce.or.kr)으로 유료 제

법과 실제 처방 검토를 주제로 하며, 온라인교육(필수,

공한다(Table 2).7)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공통과목 중

24시간)과 실습교육(선택, 8시간)으로 구성된다. 이외

‘약물치료학’
과‘임상약학연구’
에 대해서는 각각‘임

에도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격 재인증을 위해서 종양약

상약학 연수교육’
과‘의약통계’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료 심포지엄을 격년으로 개설하여 제공한다. 종양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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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은 최신 약제와 암 치료의 최신 지견 소개, 암

료의 제공 등으로 제시한다.

종별 약물요법 리뷰 등을 주제로 하며, 오프라인 4시간

2018년 6월 기준으로 BCOP 취득자 수는 총 2,524

강의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의 병원약학분

명이다.10) 이는 2008년 860명에서 10년 사이 약 3배가

과협의회는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격시

증가한 수치로, 2020년에는 그 수가 3,500여명에 이

험 응시 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전문

를 것으로 예측된다. BCOP 취득자 중 종양약료 분야

약사 역할 및 가이드’제 1판(2015년)과 제 2판(2016년)

에서 레지던트 2년차 과정(Post Graduate Year 2,

을 발간하였다.

PGY2)을 마친 약사의 수도 2008년 40명에서 2018년
1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1) BPS 규정에
따라 미국 외 국적을 가진 약사도 BCOP 시험에 응시

4)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활동에 따른 성과 분석

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18년 6월 기준으
국내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활동에 따른 임상적, 경제
적, 인문학적 성과를 분석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로 전체 BCOP 취득자 중 약 10%가 미국 외의 국적을
지닌다.10)

일차 검색을 통해 수집된 37개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BCOP에 대해 주(州)에 따라 다양한 관련 제도가 존

다수의 논문이 약사의 처방검토 등 활동에 따른 성과를

재한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부터 Advanced Prac-

제시하고 있었으나 종양약료 전문약사만의 활동 성과

tice Pharmacist (APP) 제도를 운영하는데, BCOP은

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APP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체검진 수행, 약물
치료와 관련된 검사 지시와 해석, 약물치료 시작, 조정

2. 미국의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와 현황

과 중단, 그리고 다른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의 질환
이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12),13)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00년부터 Clinical

1) 도입과 발전

Pharmacist Practitioner (CPP) 제도를 운영하고 있
미국의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로는 미국약사협회

다. BPS 자격을 소지한 약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약사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 산하

회(North Carolina Board of Pharmacy, NCBOP)와

자율기관인 전문약사자격위원회(Board of Pharmacy

의사회(North Carolina Medical Board)의 허가를 받

Specialties, BPS)가 운영하는 종양약료인증약사

아 CPP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감독의사(Super-

(BCOP)가 있다. APhA는 1971년에‘전문가 인증을 위

vising Physician)와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진단∙처

한 조직구조 및 체계’
에 대한 정책성명서를 채택하였

방 범위 내에서 진료∙처방의 권한을 가진다.14) 이외에

고, 1976년에 APhA 내 자치부서로 BPS를 설립하였

종양 등 특정 분야의 약물요법을 처방하고 관리할 수

다. 이후 1978년에 핵약학(nuclear pharmacy) 분야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U.S. Veterans Affairs Medical

를 첫 시작으로 현재 11개 분야의 전문약사자격제도를

Centers (VAMCs)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8)

운영하고 있다. 종양약료 분야는 BPS가 5번째로 인

가 운영하는 Clinical Pharmacy Specialist (CPS)가

정한 전문약사 분야로, 1998년에 제 1회 BCOP 자격시

있다.15) 국방부나 재향군인 관련 기관에서는 BCOP 자

9)

험이 시행되었다. 2014년에는 미국 내 전문가 인증 프

격 소지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더 높은 급여체

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관인 미국자격인증위원회

계를 적용하기도 한다.16)

(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
2) BCOP 자격시험제도와 관리

NCCA)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여, 그 공신력이 더욱 높
아졌다. BPS는 BCOP의 역할을 암 환자의 약물치료에
서 지식과 기술의 적용, 암 질환 관련 정보의 생산∙해

BCOP 자격시험은 BPS가 시행∙관리한다. BCOP 자

석∙전달, 암 관련 지침∙정책∙표준 개발, 실행과 유지,

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약학교육협의회(Ac-

암 환자 관련 공중보건인식 제공과 암환자 특이적인 약

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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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한 약학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미국 이외의

운영하는데, 매년 BCOP 시험범위를 반영하여 환자사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례와 실무중심의 내용을 다룬다.18),19) 이외에 ASHP와

약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지녀야 한

ACCP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Oncology Phar-

다. 후자의 경우 근무한 기관의 종류에 따른 종양실무

macy Home Study Syllabus for Recertification,

경력을 반영하여 지원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1)

BCOP Clinical Sessions, Oncology Pharmacy

종양약료 활동에 소요된 시간이 최소 50% 이상인 4년

Webinar Series 등이 있다.20) HOPA는 Webinar,

이상의 실무경험 보유, 2) 종양약료 활동에 소요된 시

Annual Conference Programming, Self-study

간이 최소 50% 이상인 레지던트 1년차 과정 (PGY1)과

Modules, BCOP Oncology pharmacy Updates

추가 2년의 실무경험 보유 또는 3) 종양약료 분야 전문

Course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1)

레지던트 과정(PGY-2) 이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17)

4) BCOP 활동에 따른 성과 분석

BCOP 자격시험은 4월 중순~5월 초, 9월 중순~10월
초에 연 2회 실시되며,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 원하는

BCOP 활동에 따른 임상적, 경제적 성과에 대해 Chung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휴

등은 2011년에 BCOP이‘종양전문약사(Oncology Phar-

식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동안 Part 1(시험시간 2.5

macist Specialist, OPS)’
로서 다학제 종양관리프로

시간, 4지선다형 100개 문항)과 Part 2(시험시간 1시

그램(interdisciplinary oncology program)에 참여한

간, 4지선다형 75개 문항)로 나누어 진행된다. 출제범

결과, 항암화학요법 총 투약오류가 이전보다 유의하게

위는 Pathology & Molecular Biology of cancer;

감소하였고(45%) 관련 비용도 연간 120,000 USD가

Therapeutics, Patient management & Education;

절감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22) 또한 Ruder 등은

Clinical trials & Research; Practice management

외래종양 클리닉에서‘종양약사(oncology pharma-

와 Public health의 총 5개 영역이며(Table 4), 해마다

cist)’
의 항암화학요법 용량 조절, 적절한 단위의 바이

새로운 법령이나 신약, 최신 약물요법 등이 시험문제에

알 선택 등 활동에 따라 환자부담금 감소의 경제적 성

반영된다. 시험성적은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해 Equa-

과를 얻었으며, 인문학적 성과측면에서도 환자 또는 동

ting & Scaling 통계적 절차를 거쳐 원점수를 변환하

료의 긍정적 평가를 보고한 바 있다.23) 이외에도 외래

여 평가되며(최소 200점-최대 800점), 합격기준은 총

종양 클리닉에서 시행된 설문연구는 BCOP 중심의 약

점 500점 이상이다. 합격 시 7년 후에 재인증이 필요한

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의 86.4%가 약사와의 상담이 매

데, 재인증 시험(BCOP 자격시험 Part 1 해당)에 통과

우 필요하며, 76.0%가 향후 방문 시 약사의 지속적 관

하거나 BPS로부터 허가 받은 100시간의 연수교육을

리를 요청한다고 평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24) 이러한

16)

연구들은 미국 내 입원 또는 외래 환경에서 BCOP 활

이수하여야 한다.

동이 임상적, 경제적, 인문학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
3) BCOP 양성을 위한 교육

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BCOP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로는 APhA, 미국

3. 일본의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와 현황

병원약사회(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1) 도입과 발전

Pharmacists, ASHP), 미국임상약학회(Americ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ACCP)와 혈액/종양
학약사협회(Hematology/Oncology Pharmacy Asso-

일본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항암치료분야에 대한 관

ciation, HOPA) 등이 있다. ASHP와 ACCP는 자격시험

심의 증가로 1984년, 1994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준비와 재인증을 위해 공동으로 Oncology Pharmacy

‘the Comprehensive 10-year Strategy for Cancer

Preparatory Review and Recertification Course를

Control’
을 공표하였고, 2006년에는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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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oncology pharmacy specialist certification content outline
시험시간/배점
영역 1.
Pathology &
Molecular Biology
of cancer

출제범위

비중(%)

i. 최적의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태생리학, 분자생물학 정보 관련 문헌 적용
ii. 개별 환자에서 최적의 치료 결정을 위한 유전체, 분자생물학적 시험결과의 적용
iii. 치료법의 가치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필요 평가

20

iv. 약물요법의 계획, 수정을 위한 종양 내성의 잠재적 기전 확인
i. 약물치료계획의 목표 확립

영역 2.
Therapeutics,
Patient
management, &
Education

ii. 환자 관련 정보의 통합적 평가와 근거기반 약물요법 설계, 수정
iii. 합병증과 부작용 관리를 위한 예방, 모니터링 전략 수립

38

iv. 암 생존자 관리 계획과 전략 수립
v. 약물치료계획에 대한 환자, 간병인 교육
vi. 실습생과 의료진에게 훈련과 교육 제공
i. 연구설계, 방법론, 통계분석에 대한 문헌평가

영역 3.
Clinical trials &
Research

ii. 종양관련 임상시험 등 약물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 적용

14

iii. 환자중심 진료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활동
iv. 연구,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한 규정과 지식 적용
i. 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근거, 규정, 현행 치료지침과 부합하는 제도적 약물사용지침,
정책, 절차, 형식의 수립

영역 4.
Practice
management

ii. 약물사용 프로세스의 안전성/효과 보장 시스템 유지와 관리

22

iii. 최적화된 비용-효과를 위한 약의 조달과 보험관련 지식 적용
iv. 종양 치료약물의 사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최적화

영역 5.
Public health

i. 암 예방, 검진, 조기진단 전략에 대한 지식 적용

6

ii.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암 지원 기관에 대한 대중 홍보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에 암관

macy, BCPOP), 일본의료약학회(Japanese Society of

리 부서를 설치하고 암관리 증진을 위한 계획(the Basic

Pharmaceutical Health Care and Sciences: JSPHCS)

Plan to Promote Cancer Control programs)을 진

의 암지도약제사(

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와 함께

Se-nior Oncology Pharmacist, JSOP) 또는 암전문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역할도 발달하게 되었다.25)

약제사(

, JSPHCS-certified
, JSPHCS-certified Oncology

일본의 종양약료 분야 전문약사의 종류는 주관단체

Pharmacist, JOP)와 일본임상종양학회((Japanese

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일본병원약제사

Society of Pharmaceutical Oncology: JASPO)의

회(Japanese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외래암치료인정약제사(

JSHP)의 암약물요법인정약제사(

,

dited Pharmacist of Ambulatory Cancer Chemo-

Board Certified Pharmacist in Oncology Phar-

therapy, APACC) 등 4종류가 있다(Table 5).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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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pes and qualifications of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in Japan
종류

암약물요법인정약제사

암지도약제사

암전문약제사

외래암치료인정약제사

주관기관

일본병원약제사회

일본의료약학회

일본의료약학회

일본임상종양학회

취득방법

필기시험

연구업적 심사

필기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약제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일본의료약학회 인정 약제사

�약제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약제사 실무경험 3년 이상

지원자격

�일본병원약제사회 또는 별 �일본의료약학회 회원자격 7 �일본의료약학회의 회원
년 이상 유지
도 지정단체 회원
�일본의료약학회 인정약제사
�국제학회 또는 일본학회에 �일본병원약제사회 평생교육
�별도 지정 학회 회원
서 의료약학에 관한 10회 이
이수 인정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암약
상의 발표
물요법에 연속 3년 이상 종사
�평생교육 인증제도 인증약
제사, 또는 일본임상약리학
�인증연수시설 3개월 이상 �일본의료약학회 연회에서
주발표자로 1회 이상 발표
회 인정약제사
연수, 또는 연수시설에서 3
�국제 또는 일본학회지에 의 �일본의료약학회 인정 암영
년 이상 암약물요법 종사
료약학 학술논문 10편 이상
역 강습회 50단위 이상 이수
�인정 암영역 강습회 이수(40
게재, 제1저자 학술논문 1편
시간)
�암환자 약물치료 개입사례
이상 게재
50건 이상(3개 이상 암종
�암환자 대상 약제관리지도
포함)
실적 50건 이상(여러 암종
포함).

�일본임상종양약학회 정회원
�일본임상종양약학회 인정
암영역 강습 또는 연수 60단
위 이상 이수
�일본병원약제사회 평생교육
이수
�평생교육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약제사
�일본의료약학회 인증약제사
�일본약제사회 평생학습 지
원시스템 임상래더레벨 5중
인증 취득
�외래 암환자 지원사례 10명
이상

전문약사제도 도입 전에 종양약료 분야에서 약사의 역

2018년 1월 기준으로, 암지도약제사의 수는 238명이

할은 처방검토와 항암주사제 조제에 그쳤으나, 전문약

다. 암전문약제사는 암영역에서 약물요법 등에 대한 고

사제도 도입 후에는 항암제 처방검토, 항암요법 제안,

도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암

항암주사제 조제, 환자교육,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약물요법을 실천하는 약제사를 뜻한다. 2006년에 일

관리, 완화요법 실시, 의료진 대상 약물정보 제공 등으

본병원약제사회가 도입하였으나, 2009년 10월부터 일

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본 의료약학회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1월

일본병원약제사회의 암약물요법인정약제사 제도는

을 기준으로 암전문약제사의 수는 578명이다.27) 암전

1999년에 시작되었다. 일본병원약제사회는 전문가로

문약제사는 후생노동성의「의료업, 치과의술, 병원 또

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활약

는 진료소에 대해 광고할 수 있는 사항 및 광고 적정화

할 수 있는 약제사를 전문약제사(감염병, 정신과, 임산부

를 위한 지도 등에 관한 지침」
에 의거하여, 2010년 5월

및 수유부, HIV 분야) 또는 인정약제사(종양, 감염병,

부터 의료법상 전문성 있는 의료종사자로 명시하여 광

정신과, 임산부 및 수유부, HIV 분야)로 인증하고 있

고할 수 있게 되었다.28),29)
일본임상종양약학회의 외래암치료인정약제사는 외

다.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암약물요법인정약제사의
26)

래암약물요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병원, 진

수는 1,106명이다.

일본의료약학회는 암지도약제사와 암전문약제사 제

료소 또는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암약물요법을

도를 운영한다. 먼저 암지도약제사는 일본의료약학회

실천하는 약제사를 뜻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외래

가 인정하는 암영역에서 약물요법 등에 대한 깊은 지식

암치료인정약제사의 수는 639명이다.28)

과 숙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약사에 대한 지도적
역할과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약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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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령 : 종양약료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와 비교

Table 6 Sample questions of the Board Certified Pharmacist in Oncology Pharmacy certification test in
Japan
1. 35세, 70kg 환자가 6주 전부터 오른쪽 복부통증과 구역증상으로 내원했다. 복부 CT scan 검사에서 복막에 큰 고체모양의 종양이 관찰
되었고, 복강경으로 8.0×7.0 cm의 종양을 제거하였다. 환자는 고환암 진단 후 오른쪽 고환을 적출하고, 이후 PVB (Cisplatin,
Vinblastine, Bleomycin) 치료의 첫 번째 사이클을 위해 입원했다. 급성구토 예방을 위해 가장 적절한 항구토제를 선택하시오.
① Ondansetron
② Metoclopramide
③ Prochlorperazine
④ Haloperidol
2. 항암제에 의한 신장 손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2가지를 고르시오.
① Cisplatin의 신장 손상 발생 기전은 세뇨관 장애이다.
② 신장 손상 예방을 위한 acetazolamide는 소변을 산성화한다.
③ 요산 신증의 예방법은 충분한 요량 확보, 소변의 알칼리화, 항암제 투여 24시간 전 allopurinol 투여이다.
④ 항암제에 의한 신장 독성은 용량 비의존적이다.
⑤ Methotrexate의 신장애 발생기전은 폐쇄성 신장애이다.

암약물요법인정약제사 자격시험은 연 1회(매년 6월)

술지에 암분야 관련 학술논문 1편 게재, 학회발표 2회

시행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암전문약제사 시설 또는 지

실무경험, 연수경험, 환자대상 약제관리지도실적 등의

역학회 등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7) 반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Table 5). 시험은 필기시험 형태

암전문약제사 자격은 심사와 시험을 거쳐 취득한다. 응

로, 객관식 문항이 출제된다. 출제범위는 암약물요법

시자격은 일본 약제사면허 소지자로서, 실무경험 5년

(항암제의 약효∙약리, 항암제의 용법 및 용량), 분자표

이상, 관련 인증약제사자격소지, 강습회 이수와 암환자

적치료제의 약효∙약리, 항암제 제조, 항암제 부작용과

약물치료 개입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Table 5). 일차

보조요법, 암역학∙진단∙병기분류, 임상시험과 각 암

로 일본의료약학회의 지원자 자격심사 후 응시자격을

종의 표준치료를 포함한다(Table 6). 최초합격 이후 5

획득한 사람에 한해 매년 11월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에

26)

응시할 수 있다. 출제범위는 암의 기초(6문항), 암약물

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일본의료약학회의 암지도약제사 자격 취득은 별도의

요법(22문항), 암종별 약물요법(22문항), 암약물요법에

시험 없이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연 1회 시행(매년 11

서 약제사의 업무(9문항), 의약품정보(27문항), 완화요

월)되는 심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학회 발표실적

법(4문항)과 종합문제(10문항)으로, 총 100개 문항이

보유, 학회지 논문 게재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

출제된다(Table 7). 최초합격 후 5년마다 자격을 갱신

다(Table 5). 심사는 암전문약제사 인증제도위원회가

해야 한다.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일본의료약학위원회

지원자의 연구업적 등을 바탕으로‘의료에 공헌하는

회원 유지, 일본의료약학회 인정 강습회 50단위 이상

암전문약제사를 육성 및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적합한

이수, 암환자 약물치료 개입사례 50건 이상 제출 등이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를 판정한다. 최초합격 후 5

필요하다.27)

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일본임상종양약학회의 외래암치료인정약제사 자격

일본의료약학위원회와 암분야학회의 회원 유지, 일본

취득을 위해서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의료약학회 인정 암영역 강습회 50단위 이상 이수, 학

거쳐야 한다. 보통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은 각 11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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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mple questions of the Japanese Society of Pharmaceutical Health Care and Sciences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certification test
1. 2009년 암 사망자 통계에 대한 설명 3가지를 고르시오. 데이터는 국립암연구센터 암대책 정보센터(
)의“암 통계”
에 근거한다.
① 전체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② 전체 사망자 수의 2위는 대장암(결장암 + 직장암)이다.
③ 남성의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④ 여성의 사망률 1위는 위암이다.
⑤ 40대 여성 사망자 1위는 유방암이다.
2. 분자 표적 치료제의 작용 기전에 대한 설명 2개를 선택하시오.
① Bortezomib은 NF-kB의 활성을 저해한다.
② Bevacizumab은 VEGF 수용체를 억제한다.
③ Vorinostat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를 억제한다.
④ Gemtuzumab ozogamicin은 CD20에 작용한다.
⑤ Pertuzumab은 PD-1에 작용한다.
3. 일본의 위암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 3개를 선택하시오.
①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술 후 6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다.
③ S-1 단독 요법은 표준치료이다.
④ 조기 위암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⑤ HER2 양성인 경우 trastuzumab을 사용한다.

12월에, 면접은 다음 해 1월에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세한 사항은 Table 8을 참고할 수 있다.

약사 면허 소지자로서 실무경험 3년 이상, 외래 암환자
3) 종양약료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실적 보유 등이다(Table 5). 필기시험에서는 약물
요법관련 지식, 약물사용지침 등을 다루며, 객관식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외래 암

일본은 종양약료 전문분야 약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

환자 지원 사례 10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하여 환자의 치

여 실무경험을 중시하여 각 주관 단체들마다 연수시설

료경과, 치료개입의 목표, 개입에 따른 후속상황, 알게

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암약물요법인정약제

된 부작용 증상, 다른 의료진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 등

사는 일본병원약제사회가 인증한 연수시설에서 3개월

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갱

이상 실기연수를 이수 또는 연수시설에서 3년 이상 암

신이 필요한데, 자격갱신 시험(50문항)에 응시하여 합

약물요법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다. 연수시설로서 승

격하고 관련 강습회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28)

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병원약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를 운영

전문약제사가 1명 이상 재직하고 의료, 해당 전문약제

하는 주관기관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상

사 분야 관련학회 전문의 또는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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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exam for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 in each country
미국

한국
자격명칭

종양약료전문약사

Board Certified Oncology Pharmacists (BCOP)

주관기관

한국병원약사회

미국약사협회

취득자 수
(기준년도)

164명 (2018)

2,524명 (2018)

자격취득방법

접수 후 심사, 응시자격 받아 필기시험

접수 후 심사, 응시자격 받아 필기시험

지원자격

약학대학 졸업자 및 면허보유자로 공통과목 200시간 이
상(약학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200시간 인정), 전공과목
1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BCOP 취득자

약학대학 졸업자 및 면허보유자로 일정수준 이상의 종양약
료 실무경험을 가진 자

시험방법

연1회, 객관식, 필기시험(2시간 30분)

연2회, 시험일과 장소 선택가능,
4지선다형 컴퓨터기반시험(4시간)

시험내용

1. 총 70개 문항
2. 범위: 고형/혈액/소아종양, 항암치료의 원칙, 보조적
치료와 지지요법, 암종별 위험인자, 예방 및 검진
3. 유형 : 약물요법의 적절성 검토, 약물요법 관련 문제 파
악 및 해결방안 제시, 약물 선택 및 약물요법 계획 수
립, 치료효과 및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복약상담 및
교육

1. 총 175개 문항
2. 5개 영역
1) Pathology & molecular biology of cancer
2) Therapeutics, patient management, & education
3) Clinical trials & research
4) Practice management
5) Public health

응시료

20만원

600달러
1. 7년 후 재인증
2. 방법: 재인증 시험 통과 또는 연수교육 이수

재인증 방법

1. 7년 후 재인증
2. 방법
1) 재인증 시험 통과
2) 관련교육을 7년간 28시간 이상 이수, 관련논문을 7
년간 2편 이상 발표, 관련논문을 7년간 1편 이상 발
표하고 관련교육을 7년간 14시간 이상 이수 중 택일

일본
자격명칭

암약물요법인정약제사

암지도약제사

암전문약제사

외래암치료인정약제사

주관기관

일본병원약제사회

일본의료약학회

일본의료약학회

일본임상종양약학회

취득자 수
(기준년도)

1,106명 (2017)

238명 (2018)

578명 (2018)

639명 (2018)

자격취득방법

접수 후 시험응시

자격심사 신청 후,
심사응시(1회; 비시험)

접수 후 심사, 응시자격 받아
필기시험

접수 후 심사, 응시자격 받아
필기시험, 면접

약제사면허 소지자로 일본
의료약학회 회원 유지, 관
련학회 발표실적, 학회지
논문 게재실적 등 조건을
갖춘 자

약제사면허 소지자로 실
무경험 5년 이상, 관련 인
증약제사자격 소지, 강습
회 이수 및 암환자 약물치
료 개입실적 등 조건을 갖
춘자

약제사면허 소지자로 실무경
험 3년 이상, 일본임상약학회
정회원, 강습회 이수, 관련인
증약제사자격 소지, 외래 암환
자 지원실적, 일본 임상종양약
학회 외래암치료 인정약제사
인증시험 통과 조건을 갖춘 자

지원자격

약제사면허 소지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경험, 인
증연수 시설 내 연수 경험,
강습회 이수 및 환자대상
약제관리 지도실적 등 조건
을 갖춘 자

- 255 -

JKSHP, VOL.36, NO.2 (2019)

일본
연1회, 객관식, 필기시험

인증제도위원회가 자격과
합격여부 심사

연1회, 객관식,
필기시험

연1회, 객관식, 필기시험(3시
간), 면접은 필기시험 다음 해
1월에 시행

시험내용

암약물요법(항암제의 약효
∙약리, 항암제의 용법 및
용량), 분자표적치료제의
약효∙약리, 항암제 제조,
항암제 부작용과 보조요법,
암역학∙진단∙병기분류,
임상시험, 각 암종의 표준
치료

의료에 공헌하는 암전문약
제사를 육성 및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적합한 연구업
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정
함

1. 총 100개 문항
2. 암의 기초, 암약물 요법,
암종별 약물요법, 약물
요법에서 약제사의 업
무, 의약품정보, 완화요
법 및 종합문제

1. 총 100개 문항
2. 약물요법관련 지식, 약물사
용지침 등을 다룸
3. 면접시험은 지원자가 제출
한 환자사례를 기반으로 시
행됨

응시료

회원: 10,800엔
비회원: 16,200엔

지원자 조건에 따라 다름
(무료~32,400엔)

21,600엔

21,600엔

5년 후 재인증

1. 5년 후 재인증
2. 방법: 강습회 이수, 학술
지 논문게재, 학회발표
등 조건 충족

1. 5년 후 재인증
2. 방법: 강습회 이수, 암환
자 약물치료 개입사례
50건 이상 수행 등 필요

1. 3년 후 재인증
2. 방법: 재인증 시험 통과 및
관련 강습회 이수

시험방법

재인증 방법

것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해당 부문의 연수

적으로 제시하였다.30) 부인과 종양환자를 대상으로 종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수가 가능한 설비와 기능을 갖추

양전문약사 참여의 임상적, 경제적 성과를 후향적으로

어야 한다. 연수시설의 승인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

평가한 논문은 종양전문약사의 참여가 산부인과 전문

26)

일본의료약학회는 암전문약제사 양성에 필요한

의 또는 부인과종양 전문의 단독관리에 비해 유의하게

연수시설을 심의한다. 암전문약제사 연수시설로 승인

낮은 혈소판감소증 부작용 발생률과 1주기 항암치료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료약학회 암지도약제사 또는 인

평균 비용을 가짐을 보고하였다.31) 또한 1개 대학병원

정지도약제사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하고, 악성종양환

의 외래 암센터에서 종양전문약사가 포함된 약사들의

자에 대한 입원과 외래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연간 암

배치에 따라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약사 배치 후 환

약물요법을 50명 이상 환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교육 건수와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건수가 증가하

암약물요법 처방 심사 및 등록제도를 보유하고, 약제사

였고 전반적인 항구토 예방요법의 순응도가 개선되었

에 의한 항암제 처방 검토∙약제사에 의한 항암제 조

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약사 참여 후에 타 의

제∙악성종양 환자에 대한 복약상담 업무∙완화의료를

료진의 업무부담이 감소하였고, 내원환자수와 항암주

실시해야 한다.27)

사제 조제 건수 등의 증가로 외래암센터의 월 수익이

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2) 이외에 sunitinib
4)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활동에 따른 성과 분석

치료를 받는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약사의
참여로 약물부작용 관리와 복약순응도 측면에서 개선

일본 내 종양분야 전문약사의 활동에 따른 임상적, 경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33)

제적, 인문학적 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내 항암화학요법 질에 인증약사제도가 미치

고찰 및 결론

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적절한 항암요법 시행을 위해
인증자격을 가진 약사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임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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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도입배경과 현황, 역할, 제도, 정책, 교육과 그 활

다음으로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역할과 보상 측면이

동성과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다. 조사대상 국가 별로 종양약료 분야 전문약사의 역

비해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수가 매우 적고 역할이 제한

할로 제시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적으로

적이며,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활동에 따른 적절한

미국, 일본의 종양약료 분야 전문약사는 확대된 권한을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

종양약료 전문약사 활동에 따른 구체적 성과를 검증한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는 전

전문분야 약사에게 처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일본

문약사의 활동 성과를 평가한 논문발표가 없다는 점도

암전문약제사가 전문성 있는 의료종사자로 광고할 수

눈에 띈다. 그러나 한국에서 종양약료 전문약사제도가

있게 된 점 등이 그 예이다. 이를 고려할 때 법적 활동

미국, 일본에 비해 늦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고, 국내

근거 마련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은 국내 종양약료

전문약사 분야 중에서 취득자 수가 가장 많으며 지속적

전문약사의 개인적 역량 발전과 함께 전반적 종양약료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2015

인 적극적인 홍보, 전문약사 업무활동 독려 및 자격시

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암환자

험의 질 향상 노력 등 주관 단체의 발전의지가 강한 점

교육과 상담 비용을 기본진료의 행위수가로 인정하여

은 종양약료 제도의 미래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약사가 참여하는 암환자 교육과 상담이 활발해지고 만

할 수 있다. 다음은 국내외 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그에

족도가 높았다는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34) 이 연구에 의

따른 발전방향의 제시이다.

하면 다직종 암환자 교육∙상담 만족도 설문 문항 전체

먼저 자격 취득 시험의 응시기준과 내용 측면이다. 국

의 중앙값은 4점이었고, 51%가‘매우 만족한다’
, 43.1%

내 종양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조건을 살펴보면

가‘만족한다’
고 응답하였다. 특히, 직종별 교육∙상담

36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중 최소 80시간의 실습과목

부분에서 약사에 의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는 문항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국내 과거기준에 비해 매우

중앙값이 5점으로 가장 높았다.34) 따라서 종양약료 전

완화된 것임과 동시에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문약사 역할의 법적 근거 확보와 보상체계 수립은 양질

미국이나, 주관단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3년 이상

의 종양약료 서비스 제공의 충분한 동기로 작용할 수

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일본의 응시기준에 비해 다소

있고 또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

낮으며 획일적인 기준이다. 국내 자격 취득 시험의 문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항 수는 전체 70문항으로 미국 175문항, 일본 100문항

마지막으로 종양약료 전문약사 활동성과 발표 부분

에 비해 적다. 또한 국내는 평가 시에 취득 절대값을 기

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활동에

준으로 하고 있어, 시험 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성적을

따른 임상적, 경제적, 인문학적 성과를 체계적 방법론

평가하는 미국에 비해 시험의 변별력과 신뢰도가 다소

에 따라 수행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미국, 일본 등에

낮을 수 있다. 비록 완화된 응시기준이 종양약료 전문

서 다수의 긍정적 성과가 발표된 점과 대조적이다. 비

약사 취득자 수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측면

록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수가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

도 있으나, 미국, 일본이 이론 외에도 실무경험이나 또

적으로 매우 적어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는 전문약사 종류에 따라 연구업적, 환자사례 제출 등

나,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종양분야 전문약사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 활동성과를 평가하여 발표한다면 대외적으로 종양

점은 향후 국내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전문성 제고와 질

약료 전문약사를 알리고 그 역할을 높게 평가할 수 있

향상을 위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응시자가 전

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종양약료

문약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약사 법적 인정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장

이를 위해서는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조직의 적극적

기적으로는 전문약사에 의한 종양약료서비스의 질을

연구지원과 종양약료 전문약사들 스스로의 참여의지와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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