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기 서울의대 임상약리학 학생인턴십(전공자 체험 프로그램) 안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임상약리학 전공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계/동계 방학 중 개최되며, 2018 년도
여름방학에는 제 29 회를 맞이합니다.
** 임상약리학 학생인턴십 (전공자 체험 프로그램) **
1. 대상: 임상약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임상약리학이 무엇인지 궁금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기간: 1주일 (1, 2차로 나누어 두 차례 진행됨)
- 1차: 2018년 7월 16일(월)부터 7월 20일(금)까지
- 2차: 2018년 8월 6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3. 체험내용: 임상약리학 전공의(연수의사, 레지던트) 교육수련 과정 체험 (아래 예시)
- 임상약리학 소개: 약리학과 임상의학/약물치료의 연결고리
- 임상약동/약력학
- 약물유전체학/약물대사체학
- 임상연구윤리
- 맞춤약물요법을 위한 pharmaco-therapeutic consultation
- 약물유해반응(ADR) 보고 및 평가
- 의약품정보 및 의약품허가사항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견학
- 임상시험의 실제 (시험대상자 스크리닝 및 임상시험 참관)
* 참고: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Mission & Vision
http://cpt.snu.ac.kr/Introduction/MissionVision
* 참고: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 연수의사(전공의) 과정
- 주요 업무분야: 환자맞춤약물요법의 임상약리학적 자문, 신약개발 임상시험, 각종 임상약물연
구 및 약물유전체학 연구
- 수료 후 진로: 국내외 임상약리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수료 후 대학
교수로서의 진로뿐만 아니라 국내외 제약회사, 정부기관, 임상시험센터, 병원 등의 다양한 분야
로 진출 가능함
- 모집인원: 매년 전공의 2-3 명
4. 체험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임상시험센터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5. 지원방법: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지원 동기 및 자기소
개를 포함한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십시오 (아래 참조).
1) 접수기간은 2018년 6월 11일(월)부터 6월 25일(월)입니다.
- 접수 시 e-mail로 접수 여부가 통지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잔여정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전공자 체험프로그램 지원)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 인적사항, 학력사항, 참여기간(1차/2차) (중복 선택 가능)
- 입력 기간: 2018년 6월 11일(월)부터 6월 25일(월)까지
(http://cpt.snu.ac.kr/Board/Notices)
3)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 후 e-mail로 제출하십시오.
* 홈페이지 입력과 별도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이름
B. 학년
C. 이력 (편입생 및 복수전공자의 경우)
D. 휴대전화 번호
E. e-mail 주소 (자주 사용하는 주소로, 가능하다면 2개)
F.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A4용지 1-2장)
G. 1, 2차 중 선호기간 (중복 선택 가능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원하는 차수에 배정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수신: yoon2071@snu.ac.kr, 참조: ksyu@snu.ac.kr>

4) 선발 결과는 2018년 6월 29일(금)까지 개별 e-mail로 통보합니다.

---------------------------------------------------------------담당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윤경숙
주소: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8322호 (임상약리학과 의국)
문의: yoon2071@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