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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주년 기념 회원참여 이벤트➀ 홍보콘텐츠 공모전 기한 연장

. 귀원 및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병교연 제2021-120호(시행일자 2021.9.17.)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회원참여
이벤트➀ 홍보콘텐츠 공모전 안내” 관련입니다.
3.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은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 회원의 병원약학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여 병원약학 교육 발전 및 첨단 병원약학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병원약사회 출연으로 2011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4. 재단은 병원약사 대상 교육 및 학술 사업뿐 아니라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과 병원약국 관리병원약제업무 질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교육사업,
병원약학 교육 및 연구 관련 출판사업 등 병원약학의 교육, 학술연구 관련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올해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0일(금)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10주년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6.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이벤트로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홍보콘텐츠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홍보콘텐츠를
제출한 분에게는 심사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에게 이벤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콘텐츠 공모 기한을 10/29(금)
까지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공모전 상세 안내
공모전 참가신청서 양식
공모전 참가 포스터 각 부 끝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담당자
문서번호
우 06649
전화번호

최현지 대리
사무국장 손현아
원장
병교연 2021-137호 (2021.10.19.화)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5, 5층
02-583-8801
직통번호 02-583-8805

한옥연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이사장
이영희
http://www.kshp-erc.or.kr
kshperc@kshp.or.kr
02-6956-8805
/
공개

(붙임1. 공모전 상세안내)
=======================================================================================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이벤트 ➀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홍보콘텐츠 공모전”
가. 공모 목적: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병원약학 관련 교육 발전 및 연구에 기여한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성과를 홍보
나. 공모 대상: 병원약사 및 약학대학생
(다작 응모인 경우 공모 주제당 1개만 인정)

다. 공모 주제: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관련 홍보 내용
 전문약사 활동사례 및 홍보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소개 및 성과
 교육사업 및 간행물의 홍보 또는 성과
 연구논문 활용사례 및 연구사업 홍보
 기타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https://www.kshp-erc.or.kr/)

라. 공모 부문 및 규격
부문

출품 규격

파일 형식

출품방식

동영상

1~3분 이내

wmv, mp4, avi

(해상도) 1920x1080 (FHD) 이상
(크기) 200MB 이하

웹툰

표지포함 5~10컷 이내

jpg, jpeg, png

(해상도) 300dpi 이상
(크기) 20MB 이하

카드뉴스

뉴스, 인포그래픽 등
자유형식 5~10장

jpg, jpeg, png

(해상도) 700*700 pixel

* 기타사항 안내

- 파일명 형식 : 2021 재단 홍보콘텐츠 공모전_성명(대표자)
-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로고삽입 필수

마. 상금
구분

동영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웹툰

카드뉴스

1명(상금 100만원)
1명(상금 50만원)

1명(상금 50만원)

1명(상금 50만원)

5명(상금 20만원)

바. 선정된 콘텐츠의 저작권 :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사. 공모 기간(연장) : 2021년 10월 29일(금)까지
아. 신청 및 문의 :
1) 신청 : 병원약학교육연구원(https://www.kshp-erc.or.kr/) 홈페이지 팝업 신청서 제출
2) 콘텐츠 제출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kshp21 / PW : 0887 > 올리기 전용 > 재단
3) 문의 : 재단 사무국(Tel. 02-583-8805, Fax. 02-6956-8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