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Total Healthcare Company를 지향하는 ㈜한독에서는 방학 중 약학대학 재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 후 인턴십 활동을 실시하려 합니다. 귀교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대 상: 약학대학 재학생 (2020 년 3 월 기준 4 학년, 5 학년인 학생)
2. 활동기간: 2020 년 1 월 6 일(월) ~ 2020 년 2 월 4 일(화) (토, 일요일 휴무)
3. 추천인원: 희망하는 모집부문에 대한 추천자 1~2 명


전형과정: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검토) – 발표 (e-mail, sms 를 통해 개별통지)



제약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서울에서 숙박 자체 해결 가능한 학생

4. 지원방법: ‘한독 입사지원서’ form 을 작성한 후 e-mail 첨부


회신처: jaeyoung.jeon@handok.com



기간: 2019 년 12 월 9 일(월) 정오까지



학교에서 추천해 주시는 입사지원서를 취합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기타 일당: 50,000 원 (교육기간 포함)


문의: 한독 인사팀 전재영 사원 (02)527-5484 / jaeyoung.jeon@handok.com)



Internship 우수 학생은 ㈜한독 채용 시 가점 부여합니다.

6. 모집부문 (부문별 모집인원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모집부문

인원

참고사항
<PNH>
*제품/질환 관련 Quiz 운영
*PNH/aHUS 관련 최신 논문 검색 및 요약
*세일즈/마케팅 현장 및 사무 업무 지원
*2020 솔리리스 마케팅 활동 Ideation
(행사, 브로셔, e디테일링 프로그램 개발 참여)

ETC 희귀질환제품 마케팅
(PNH / aHUS)

2

<aHUS>
* aHUS 진단/질환 및 솔리리스 제품 관련 학술 업무
- 질환 및 제품 관련 Key Message 설정을 위한 논문 Search, 논문
국문 요약
- 신입사원/영업팀 교육 자료 작성
- Detail Message Card 제작 과정 참여 및 보조
*고객 Segmentation & Targeting을 위한 data 정리 및 분석
*심포지움 logistics 업무 보조

ETC 희귀질환제품 마케팅
(Fabry)

*파브리 질환에 대한 최신 논문 리뷰 및 요약
2

*갈라폴드 및 경쟁품 논문 리뷰 및 요약
*Key Message 개발
*OTC 채널을 기반으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OTC 마케팅

2

기타 가공품 등의 판매 현황 조사를 통해 Key Implication 도출
*Medical reference를 활용한 Detail Material 제작 및 지원
<제제연구>
*ETC, OTC, TDS 제제연구 실습, 제품 물성 및 품질 평가
*Global Market 및 제제기술 조사

제품개발연구실

2
<분석연구>
*의약품 원료, 제품분석과 관련된 약전실험
(의약품 함량, 용출, 및 유연물질 시험 등)
*최신 논문 검색

의학실

1

*MTL Management Database Setup
*Medical Symposium을 위한 Slide 개발
*신제품 검토 보조를 위한 자료조사 업무

Corporate & Business
Development

(시장, 경쟁품 동향, 논문 등 조사)
2

*Orphan/Specialty 파이프라인 조사 및 Target Map 작성 업무 보조
*BD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바이오/제약업계 뉴스 업데이트

주식회사 한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