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字は重要語句

索

・・・・・・・・・・・・・・・・・・・・115,

153, 162, 167

WHO ・・・・・・・・・・・・・・・・・・・・・・・・・・・・・・・・・・・・・・・46
エンパワーメント ・・・・・・・・・・・・・・・・・・234
WSMI ・・・・・・・・・・・・・・・・・・・・・・・・・・・・・・・・・・・・・・46
延命措置・・・・・・・・・・・・・・・・・・・・・・・・・・・・・・・・102

和
数字・欧文

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

文

延命治療・・・・・・・・・・・・・・・・・・・・・・・・・・・・・・・・102

あ

オーファンドラッグ・・・・・・・・・・・・・・・・・40

相手の立場に立つ ・・・・・・・・・・・・・・・・・・135

音声言語・・・・・・・・・・・・・・・・・・・・・・・・・・・・・・・・173

4M4E ・・・・・・・・・・・・・・・・・・・・・・・・・・・・・・・・・・・・・・74

アクションラーニング ・・・・・・・・・・・243

731 部隊 ・・・・・・・・・・・・・・・・・・・・・・・・・・・・・・・・168

アサーション ・・・・・・・・・・・・・・・・・・147, 210

AIDS ・・・・・・・・・・・・・・・・・・・・・・・・・・・・・・・・・・・・・・・95

アドバンス・ケア・プランニング

か・き
解釈モデル

CRC ・・・・・・・・・・・・・・・・・・・・・・・・・・・・・・・・・・・・・・163
ES 細胞 ・・・・・・・・・・・・・・・・・・・・・・・・・・・・・・・・・118
FIP ・・・・・・・・・・・・・・・・・・・・・・・・・・・・・・・・・・・・・・・・・・46

・・・・・・・・・・・・・・・25,

148, 183, 228, 233

・・・・・・・・・・・・・・・・・・・・・・・・・・・・・・・・・・・・・・・・・・104

解読・・・・・・・・・・・・・・・・・・・・・・・・・・・・・・・・・・・・・・・181
アドヒアランス・・・・・・・・・・・・・・・・・18, 233
回避型対応 ・・・・・・・・・・・・・・・・・・・・・・・・・・・・210
安楽死

・・・・・・・・・・・・・・・・・・・・・・・・・・・・・・・・・・・101

外来トリアージ・・・・・・・・・・・・・・・・・・・・・・111

GCP ・・・・・・・・・・・・・・・・・・・・・・・・・・・・・・・・・39, 163

い〜お

かかりつけ薬剤師 ・・・・・・・・・・・・・・・・・・・・30

GLP・・・・・・・・・・・・・・・・・・・・・・・・・・・・・・・・・・・・・・・・・39

医事紛争・・・・・・・・・・・・・・・・・・・・・・・・・・・・・・・・・・69

かかりつけ薬局・・・・・・・・・・・・・・・・・・・・・・・・30

GMP・・・・・・・・・・・・・・・・・・・・・・・・・・・・・・・・・・・・・・・・39

移植医療・・・・・・・・・・・・・・・・・113, 114, 117

確定診断・・・・・・・・・・・・・・・・・・・・・・・・・・・・・・・・116

GPSP ・・・・・・・・・・・・・・・・・・・・・・・・・・・・・・・・・・・・・・40

移植コーディネーター ・・・・・・・・・・・124

過失・・・・・・・・・・・・・・・・・・・・・・・・・・・・・・・・・・・・・・・・・68

HIV・・・・・・・・・・・・・・・・・・・・・・・・・・・・・・・・・・・・・・・・・・95

遺伝カウンセリング・・・・・・・・・・・・・・・116

学校薬剤師 ・・・・・・・・・・・・・・・・・・・50, 53, 55

iPS 細胞・・・・・・・・・・・・・・・・・・・・・・・・・・・・・・・・・118

遺伝子差別 ・・・・・・・・・・・・・・・・・・・・・・・・・・・・115

過量服薬・・・・・・・・・・・・・・・・・・・・・・・・・・・・・・・・・・51

KJ 法 ・・・・・・・・・・・・・・・・・・・・・・・・・16, 110, 248

遺伝子診断 ・・・・・・・・・・・・・113, 114, 115

がん・・・・・・・・・・・・・・・・・・・・・・・・・・・・・・・・・・・・・・・・・88

non‑verbal communication・・・・196

遺伝子治療 ・・・・・・・・・・・・・113, 114, 117

関係的存在 ・・・・・・・・・・・・・・・・・・・・・・・・・・・・172

One way communication・・・・・・・195

遺伝子標識 ・・・・・・・・・・・・・・・・・・・・・・・・・・・・117

がん検診・・・・・・・・・・・・・・・・・・・・・・・・・・・・・・・・・・88

OTC 医薬品 ・・・・・・・・・・・・・・・・・・・・・・・・・・・・・44

遺伝子例外主義・・・・・・・・・・・・・・・・・・・・・・116

がん死亡・・・・・・・・・・・・・・・・・・・・・・・・・・・・・・・・・・88

Over The Counter ・・・・・・・・・・・・・・・・・・47

医療過誤・・・・・・・・・・・・・・・・・・・・・・・・・・・・・・・・・・73

患者中心・・・・・・・・・・・・・・・・・・・・・・・・・217, 239

PHARM‑2E ・・・・・・・・・・・・・・・・・・・・・・・・・・・・・74

医療訴訟・・・・・・・・・・・・・・・・・・・・・・・・・・・・・・・・・・69

患者中心モデル・・・・・・・・・・・・・・・・・・・・・・239

POP 広告・・・・・・・・・・・・・・・・・・・・・・・・・・・・・・・・・46

医療における遺伝学的検査・診断
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116

患者の権利 ・・・・・・・・・・・・・・・・・・・・・・・・・・・・152

SHEL モデル・・・・・・・・・・・・・・・・・・・・・・・・・・・・74

患者のための薬局ビジョン ・・・・・・30

索

引

271

引

索 引
index

Two way communication・・・・・・・195

感染予防・・・・・・・・・・・・・・・・・・・・・・・・・・・・・・・・・・94

高齢社会・・・・・・・・・・・・・・・・・・・・・・・・・・・・・・・・・・38

死別悲嘆・・・・・・・・・・・・・・・・・・・・・・・・・・・・・・・・223

キャリアアンカー ・・・・・・・・・・・・・・・・・・265

コールトリアージ ・・・・・・・・・・・・・・・・・・111

謝罪・・・・・・・・・・・・・・・・・・・・・・・・・・・・・・・・・・・・・・・・・20

キャリアデザイン ・・・・・・・・・・・・・・・・・・259

顧客の視点 ・・・・・・・・・・・・・・・・・・・・・・・・・・・・・・46

収束技法・・・・・・・・・・・・・・・・・・・・・・・・・・・・・・・・251

・・・・・・・・・・148
キュア（治療的な行為）

告知・・・・・・・・・・・・・・・・・・・・・・・・・・・・・・・・・97, 118

終末期 ・・・・・・・・・・・・・・・・・・・・・・・・・・・・103, 222

共感・・・・・・・・・・・・・・・・・・・・・・・・・・・・・・・・192, 198

個人情報保護法・・・・・・・・・・・・・・・・・・・・・・155

終末期医療 ・・・・・・・・・・・・・・・・・・・・・・・・・・・・222

言葉の力・・・・・・・・・・・・・・・・・・・・・・・・・・・・・・・・174

出生前診断 ・・・・・・・・・・・・・・・・・・・・・116, 139

コミュニケーション

守秘義務・・・・・・・・・・・・・・・・・・・・・・・・・・・・・・・・155

く・け
空間行動

・・・・・・・・・・・・・・・・・・・・・・・・・・・・・・・・175

・・・・・・・・・・・・・・・・・・・・・・・・・・・・・16,

172, 217

受容・・・・・・・・・・・・・・・・・・・・・・・・・・・・・・・・・・・・・・・198
苦情・・・・・・・・・・・・・・・・・・・・・・・・・・・・・・・・・・・・・・・・・16

コンコーダンス・・・・・・・・・・・・・・・・18, 233

クラッシュ症候群 ・・・・・・・・・・・・・・・・・・108

コンテキスト ・・・・・・・・・・・・・・・・・・175, 180

消極的安楽死 ・・・・・・・・・・・・・・・・・・・・・・・・・101
小児からの臓器移植・・・・・・・・・・・・・・・125
グリーフ

・・・・・・・・・・・・・・・・・・・・・・・・・・・・・・・・223

さ〜す

初期対応・・・・・・・・・・・・・・・・・・・・・・・・・・・・・・・・・・65

災害・・・・・・・・・・・・・・・・・・・・・・・・・・・・・・・・・・・・・・・133

自律尊重原則 ・・・・・・・・・・・・・・・・・・・85, 153

再生医療・・・・・・・・・・・・・・・・・113, 114, 117

知る権利・・・・・・・・・・・・・・・・・・・・・・・・・・・・・・・・228

在宅医療・・・・・・・・・・・・・・・・・・・・・・・・・・・38, 132

人工授精・・・・・・・・・・・・・・・・・・・・・・・・・・・・・・・・119

サリドマイド ・・・・・・・・・・・・・・・・・・・・・・・・・・・57

人工妊娠中絶 ・・・・・・・・・・・・・・・・・・・・・・・・・139

自己決定権 ・・・・・・・・・・25, 85, 153, 162

心臓死 ・・・・・・・・・・・・・・・・・・・・・・・・・・・・・・・・・・・124

自己防衛的帰属・・・・・・・・・・・・・・・・・・・・・・250

人体実験・・・・・・・・・・・・・・・・・・・・・・・・・・・・・・・・166

自殺・うつ病等対策プロジェクト
チーム・・・・・・・・・・・・・・・・・・・・・・・・・・・・・・・・・・54

新薬・・・・・・・・・・・・・・・・・・・・・・・・・・・・・・・・・・・・・・・・・35

グリーフケア ・・・・・・・・・・・・・・・・・・・・・・・・・224
クローン技術 ・・・・・・・・・・・・・・・・・・118, 139
ケア（支援的な行為）

・・・・・・・・・・・・・148

傾聴・・・・・・・・・・・・・・・・・・・・・・・・・・・・・・・・195, 217
ゲートキーパー・・・・・・・・・・・・・・・・・・50, 55
ゲノム編集

・・・・・・・・・・・・・・・・・・・・・・・・・・・・139

研究倫理・・・・・・・・・・・・・・・・・・・・・・・・・・・・・・・・140
言語・・・・・・・・・・・・・・・・・・・・・・・・・・・・・・・・・・・・・・・173
健康サポート薬局

・・・・・・・・・・・・・・・
32,

53

信頼関係・・・・・・・・・・・・・・・・・・・・・・・・・・・・・・・・・・18

自殺企図・・・・・・・・・・・・・・・・・・・・・・・・・・・・・・・・・・51
自殺総合対策大綱 ・・・・・・・・・・・・・・50, 54

せ・そ

自殺対策・・・・・・・・・・・・・・・・・・・・・・・・・・・・・・・・・・53

正義原則・・・・・・・・・・・・・・・・・・・・・・・・・・・・・・・・153

自殺対策基本法・・・・・・・・・・・・・・・・・・・・・・・・54

精子・卵子・胚凍結技術・・・・・・・・138

こ

自殺防止・・・・・・・・・・・・・・・・・・・・・・・・・・・・・・・・・・53

生殖医療・・・・・・・・・・・・・・・・・113, 114, 119

攻撃型対応 ・・・・・・・・・・・・・・・・・・・・・・・・・・・・210

自尊感情・・・・・・・・・・・・・・・・・・・・・・・・・・・・・・・・210

生殖補助医療技術 ・・・・・・・・・・・・・・・・・・138

交流分析・・・・・・・・・・・・・・・・・・・・・・・・・・・・・・・・147

死の五段階 ・・・・・・・・・・・・・・・・・・・・・・・25, 203

生命・医療倫理の 4 原則

言語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
・・・・・・・・・・・・・・・・・・・・・・・・・・・・・・・・・・・148,

173

顕微授精・・・・・・・・・・・・・・・・・・・・・・・・・・・・・・・・119

・・・・・・・・・・・・・・・・・・・・・・・・・・・・・・・・・・101,

272

薬学生・薬剤師のためのヒューマニズム

改訂版

153

太字は重要語句

索

着床前検査 ・・・・・・・・・・・・・・・・・・・・・・・・・・・・139

は・ひ

生命のはじまり・・・・・・・・・・・・・・・・・・・・・・140

着床前診断 ・・・・・・・・・・・・・・・・・・・・・116, 139

ハインリッヒの法則・・・・・・・・・・・・・・・・・72

積極的安楽死 ・・・・・・・・・・・・・・・・・・・・・・・・・101

調剤過誤・・・・・・・・・・・・・・・・・・・・・・・・・・・・・・・・・・68

バウンダリーレスキャリア ・・・・266

説明義務・・・・・・・・・・・・・・・・・・・・・・・・・・・・・・・・・・81

調剤事故・・・・・・・・・・・・・・・・・・・・・・・・・・・・65, 67

パターナリズム・・・・・・・・・・・・・・・・・・・・・・153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42, 132

発散技法・・・・・・・・・・・・・・・・・・・・・・・・・・・・・・・・251

て・と
善行原則・・・・・・・・・・・・・・・・・・・・・・・・・・・・・・・・153

発症前診断 ・・・・・・・・・・・・・・・・・・・・・・・・・・・・116
低コンテキストコミュニケーション

専門職連携 ・・・・・・・・・・・・・・・・・・・・・・・・・・・・209
臓器提供意思表示カード
・・・・・・・・・・・・・・・・・・・・・・・・・・・・・・・・・・117,

・・・・・・・・・・・・・・・・・・・・・・・・・・・・・・・・・・・・・・・・・・180

ディベート ・・・・・・・・・・・・・・・・・・・・・・・22, 110
126

ハンセン病 ・・・・・・・・・・・・・・・・・・・・・・・・・・・・・・78
非言語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
・・・・・・・・・・・・・・・・・・・・・・・・・・・148,

173, 196

適正使用・・・・・・・・・・・・・・・・・・・・・・・・・・・・・・・・・・38
臓器の移植に関する法律 （臓器移
・・・・・・・・・・・・・・・・・・・・・・・・・・・・・・・・・・124
植法）

ドナー ・・・・・・・・・・・・・・・・・・・・・・・・・・・・117, 124

双方向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162

ドナー不足 ・・・・・・・・・・・・・・・・・・・・・・・・・・・・125

粗死亡率・・・・・・・・・・・・・・・・・・・・・・・・・・・・・・・・・・89

トリアージ ・・・・・・・・・・・・・・・・・・・・・・・・・・・・107

ふ〜ほ

尊厳死 ・・・・・・・・・・・・・・・・・・・・・・・・・・・・・・・・・・・101

トリアージ・タッグ・・・・・・・・・・・・・・・109

ファーマシューティカルケア・・・207

た〜つ

な〜の

ヒトゲノムプロジェクト・・・・・・・・115
病気中心モデル・・・・・・・・・・・・・・・・・・・・・・239

複雑性悲嘆 ・・・・・・・・・・・・・・・・・・・・・・・・・・・・224
符号化 ・・・・・・・・・・・・・・・・・・・・・・・・・・・・・・・・・・・181
体外受精

・・・・・・・・・・・・・・・・・・・・・・・・・・・・・・・・119

難病情報センター

・・・・・・・・・・・・・・・・・・118

不妊治療・・・・・・・・・・・・・・・・・・・・・・・・・・・・・・・・119
対象喪失・・・・・・・・・・・・・・・・・・・・・・・・・・・・・・・・202

難病対策事業 ・・・・・・・・・・・・・・・・・・・・・・・・・118

対人業務・・・・・・・・・・・・・・・・・・・・・・・・・・・・・・・・・・30

難病治療・・・・・・・・・・・・・・・・・・・・・・・・113, 114

対物業務

二次元展開法

ブラインド・ウォーク ・・・・・・・・・・・191
ブレインストーミング ・・・・・・・・・・・248
・・・・・・・・・・・・・・・・・・・・・・・・・・・・・・・・・・30

・・・・・・・・・・・・・・・・・・110,

248

ヘルシンキ宣言・・・・・・・・・・・・・・・166, 168
多職種連携 ・・・・・・・・・・・・・・・・・・・・・・・・・・・・・・31

日本臓器移植ネットワーク ・・・・126

ダナ・ファーバー ・・・・・・・・・・・・・・・・・・・・72

ニュルンベルク医師裁判・・・・・・・・167

多能性幹細胞

ニュルンベルク綱領

変化のステージモデル ・・・・・・・・・・・204
保因者診断 ・・・・・・・・・・・・・・・・・・・・・・・・・・・・116
・・・・・・・・・・・・・・・・・・・・・・・・・118

・・・・・・・・・・・・・・・167

防衛機制・・・・・・・・・・・・・・・・・・・・・・・・・・・・・・・・203
ダブルバイ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

年齢調整死亡率・・・・・・・・・・・・・・・・・・・・・・・・89
法的責任・・・・・・・・・・・・・・・・・・・・・・・・・・・・・・・・・・68

・・・・・・・・・・・・・・・・・・・・・・・・・・・・・・・・・・・・・・・・・・176

脳死・・・・・・・・・・・・・・・・・・・・・・・・・・・・・・・・117, 124
補完代替医療 ・・・・・・・・・・・・・・・・・・・・・・・・・218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30
ノンコンプライアンス

・・・・・・・・・・・233

チーム医療 ・・・・・・・・・・・・・・209, 217, 239
治験・・・・・・・・・・・・・・・・・・・・・・・・・・・・・・・・・・・・・・・163

索

引

273

引

生命維持治療 ・・・・・・・・・・・・・・・・・・・・・・・・・102

ま〜も

や〜よ

優生・・・・・・・・・・・・・・・・・・・・・・・・・・・・・・・・・79, 139

マスメディア ・・・・・・・・・・・・・・・・・・・・・・・・・254

薬害・・・・・・・・・・・・・・・・・・・・・・・・・・・・・・・・・・・・・・・・・62

優生思想・・・・・・・・・・・・・・・・・・・・・・・・・・・・・・・・139

末期がん告知 ・・・・・・・・・・・・・・・・・・・・・・・・・・・88

薬剤師行動規範・・・・・・・・・・・・・・・・・・・・・・130

ユニバーサルカラーデザイン ・・・47

マンダラート ・・・・・・・・・・・・・・・・・・・・・・・・・・・43

薬剤師綱領 ・・・・・・・・・・・・・・・・・・・・・・・・・・・・130

無危害原則 ・・・・・・・・・・・・・・・・・・・・・・85, 153

薬物事犯の現状・・・・・・・・・・・・・・・・・・・・・・・・51

メディア・リテラシー ・・・・・・・・・・・256

薬物乱用・・・・・・・・・・・・・・・・・・・・・・・・・・・・・・・・・・51

免疫抑制剤 ・・・・・・・・・・・・・・・・・・・・・・・・・・・・124

薬物乱用防止教育 ・・・・・・・・・・・・・・・・・・・・50

文字言語

薬理遺伝学的検査

ら〜ろ
らい予防法 ・・・・・・・・・・・・・・・・・・・・・・・・・・・・・・79
リアリティショック・・・・・・・・・・・・・・・268
リスボン宣言 ・・・・・・・・・・・・・・・・・・・・・・・・・152
・・・・・・・・・・・・・・・・・・・・・・・・・・・・・・・・173

・・・・・・・・・・・・・・・・・・116

リフレクション・・・・・・・・・・・・・・・・・・・・・・246
モラルジレンマ・・・・・・・・・・・・・・・・・・・・・・・・25

やさしい製剤 ・・・・・・・・・・・・・・・・・・・・・・・・・・・35

問題解決技法 ・・・・・・・・・・・・・・・・・・・・・・・・・250

薬禍・・・・・・・・・・・・・・・・・・・・・・・・・・・・・・・・・・・・・・・・・62

臨床研究・・・・・・・・・・・・・・・・・・・・・・・・・・・・・・・・166
レシピエント ・・・・・・・・・・・・・・・・・・・・・・・・・124
病む人（sick person）と
患者（patient）・・・・・・・・・・・・・・・・・・・232

274

薬学生・薬剤師のためのヒューマニズム

改訂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