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66회 IPSF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임원진 선발 공고 

0. IPSF World Congress 

__IPSF World Congress는 전 세계 국제약학대학생연합(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IPSF) 소속 약학대학생 및 약사들을 위한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400여명의 

학생들이 한 데 모이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 본 총회는 리더십캠프, 심포지엄, 워크숍, 복약상담대회 및 

조제대회, 현지투어 등 학술 및 문화 컨텐츠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계총회에서는 각 국의 대표들이 모

여 IPSF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General Assembly가 진행됩니다. 본 세계총회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는 르완다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 세계총회는 KNAPS에서 유치에 성

공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__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은 2020년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게 됨

으로써 성공적인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한국 약학대학생들과 함께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전반을 준비합

니다.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임원진으로서 전 세계 350,000명 약대생과

의 네트워킹을 주도할 KNAPS 회원을 모집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

다.  

 이번 조직위원회 임원진 선발은 총 8개의 직책(회계, 교육1국장, 교육2국장, 등록지원국장, 대외협력국

장, 문화교류국장, 미디어국장, 운영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국의 국원은 2019년 상반기에 모집합

니다. 

1. 임원진 임기  

선발 시점 ~ 2020.08.31(세계총회 종료 후 사후 정리까지) 

2. 지원자격 

본 임원진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원자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KNAPS 회원 중 제66회 IPSF 세계총회 종료 시까지 KNAPS 회원인 자 

- 제66회 IPSF 세계총회의 전 일정 및 사전준비 기간(2020년 7월~8월 중 약 15일) 참가가 가능한 자  

※ 세계총회 기간 중 실습, 군복무 등 기타 본인의 계획으로 인해 총회의 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임원직에 선발될 경우, 차기(19-20년) KNAPS 임원직과의 겸직은 어렵습니다.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18-19년) KNAPS 임원직과의 겸직은 무관함.) 

3. 선발 시 우대사항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지원자들은 선발 시 우대합니다.  

-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한 자 

- IPSF 세계총회 및 IPSF 지역 심포지엄(APPS 등) 참가 경험이 있는 자  

-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 경험이 있는 자 

- 각종 학생기구에서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2019년 제65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2019.07.30~2019.08.08, 르완다) 참가 예정자 



 

 

※ 이 외에 지원하는 직책과 관련한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선발 시 우대하며, 직책에 따른 우대사항은 ’6. 

모집직위’ 항목에서 확인해주십시오.  

4. 지원방법 

KNAPS 홈페이지(www.knaps.or.kr)에서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이메일

(ipsfwc.korea@gmail.com)로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23:59까지 서류제출 

① 지원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미디어국장에 지원하는 경우, 업무관련 포트폴리오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주십시오.  

5. 지원서 접수마감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23:59 

6. 선발자 공고  

선발대상자 공고: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 선발자를 대상으로 1월 26일(토) ~ 27(일)[변동가능], 1박 2일 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

리엔테이션 계획은 선발자를 대상으로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 선발절차 

- 지원서 기반평가 

※ 지원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전화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지원서 평가에는 세계총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자문위원, KNAPS회장) 및 세계총회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8. 모집직위 

- 이번 선발에서는 총 8개의 직책(회계, 교육1국장, 교육2국장, 등록지원국장, 대외협력국장, 문화교류

국장, 미디어국장, 운영사무국장)을 선발합니다.  

- 세계총회조직위원회의 임원의 담당업무, 필요역량, 선발 시 우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직무개요 ►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의 재정을 총괄 

 - LIT(Leaders in Training), 세계총회, PCT(Post Congress Tour) 운영 수입 및 지출 관리 

 - 수입 및 지출 계획 설정 

► IPSF Treasurer과의 협업 및 행사운영의 재정 운용상황 보고 

필요역량 ► Microsoft Excel 활용 능력 

► 영어 의사소통능력 

우대조건 ► 해외송금거래가 가능한 은행에 대한 시간적 및 공간적 접근성이 좋은 자  

► 회계직무 수행 경험자 

 

■ 교육1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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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 세계총회의 직능계발 포트폴리오(Professional Development(PD))을 담당  

► IPSF Chairperson of PD과 직능계발 프로그램을 기획, 현장 운영 

►교육1국 내 LIT팀, 약학직능팀을 총괄 

  - LIT팀: Leaders in Training 총괄 기획 및 현장 운영 

  -약학직능팀: Compounding Event, Patient Counselling Event, Clinical Skills Event, Pharmacy 

Profession Awareness Campaign를 포함한 PD 프로그램 기획 및 현장 운영 

► 교육2국의 Pharmacy Education(PE), Public Health(PH) 프로그램과의 협력 

필요역량 ► 영어 의사소통능력 

우대조건 ► IPSF event의 PD 관련 프로그램 혹은 LIT 참가 경험자 

► KNAPS National Congress의 조제대회, 복약상담대회 참가 경험자 

 

■ 교육2국장 

직무개요 ► 세계총회의 교육 및 학술 포트폴리오(Pharmacy Education(PE), Public Health(PH))을 담당 

► IPSF Chairperson of PE, PH과 교육, 공중보건캠페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현장 운영 

► 교육2국 내 캠페인팀, 학술팀을 총괄 

  - 학술팀: 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포스터경진대회 컨텐츠 기획 및 운영 

  - 캠페인팀: 공중보건캠페인 컨텐츠 기획 및 운영 

► 교육1국의 Professional Development(PD) 프로그램과의 협력 

필요역량 ► 영어 의사소통능력 

우대조건 ► IPSF event의 PE 혹은 PH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자 

► KNAPS Medicine Awareness Campaign(의약품바로알기캠페인) 참가 경험자 

 

■ 등록지원국장 

직무개요 ► 총회 참가자 등록 업무 지원 및 명단 관리 

 - 등록 과정 안내  

 - 국가 및 기관별 참가자 관리 

► 세계총회 관련 참가자들의 각 종 질문 답변 

 - 총회기간 전 이메일을 통한 질문답변 

 - 총회기간 중 참가자 생활 지원 

► 외국인 참가자 입국 비자 발급 지원 

► 참가자 숙소 배치 및 관리 

필요역량 ► 영어 의사소통능력 

우대조건 ► 관련직무 수행경험자  

 

■ 대외협력국장 

직무개요 ► 의장, 부의장 보조하여 기업,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외협력 사업 추진 

- 재정 및 현물 스폰서십 확보 



 

 

► 심포지엄, 워크숍, 개‧폐회식 등 연사 및 외부인사 섭외 

► 외부 섭외인사 의전 지원 

  - 동선, 대기실, 숙소 관리 등 

► 세계총회 Pre-promotional 및 Post-promotional 자료 제작 및 배포 총괄 

► 세계총회 학생기자단 관리 

  - 총회 준비와 관련된 각 종 소식 기사 작성 

  - 세계총회의 다양한 교육,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국문 및 영문 기사 작성 

필요역량 ► 영어 의사소통능력 

우대조건 ► 관련직무 수행경험자  

 

■ 문화교류국장 

직무개요 ► 세계총회 기간 중 문화예술공연 등 각종 교류행사를 총괄 

- Welcoming Party, Korean Night, International Night, Gala Night 등 Night events 기획 

및 현장 운영 

- 문화행사 컨셉 선정, 기획 및 운영 

- 행사장소, 공연자 섭외 담당 등  

► Post Congress Tour(PCT) 총괄 기획 및 현장 운영 

- PCT 운영 기획: 장소, 숙소, 식단 등 관리 

- PCT 참가자 관리 

필요역량  

우대조건 ► 관련직무 수행경험자  

 

■ 미디어국장 

직무개요 ► 세계총회의 대외적 이미지 구현 및 연출 

- 그래픽 디자인 

-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 마케팅,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현 

► 세계총회 General Assembly 라이브 송출 및 각 종 기술직 지원 등을 총괄 

필요역량 ► 디자인, 사진촬영 역량 

※ 본인의 업무관련 포트폴리오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우대조건 ► 관련직무 수행경험자 

 

■ 운영사무국장 

직무개요 ► 의장 및 부의장 보조, 행사 운영의 전반적 운영 지원 

- 총회관련 문서 작성 및 보관 

- 총회기간 중 시설관리 및 본부사무실 운영 

- 행사장소 운영 관리 및 동선계획 작성 



 

 

- 프로그램 별 참가자 배치 

► EM(IPSF Executive Committee Meeting) 운영 지원 

► General Assembly(GA) 운영 지원 

► 참가자 식단 및 간식 지원 

- 일반 및 특수식단(채식, 할랄식 등) 조사, 관리 및 조달 

► 행사 기간 중 교통운송 지원 

필요역량  

우대조건 ► 관련직무 수행 경험자 

 

9. 문의 

본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임원진 선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세계총회 의장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 의장 박민준 ipsfwc.korea@gmail.com 

 

2018. 12. 22.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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