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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전문교육 브랜드 히트아카데미 론칭(2020.8.1) 

   건강보험통합교육 1기(2020.9.15~11.24) 

■ 제약특허판례집2020 출판(2020.4, 제약특허연구회 협력사)

■ 충청북도 바이오헬스 제2약 추진위원회 위원사(2019.8.29~2021.8.28)

■ 보건산업진흥원-제약바이오협회 주최 채용박람회 준비위원사 

   “청년, 제약바이오를 만난다” 가이드북 제작(2019.9.3) 

■ 헬스케어정책포럼/토론회 

   “벼랑 끝에 선 리베이트(CSO/매출할인)…그리고 ISO37001”(2018.9.17) 

   “허가 약가 유통…제네릭의약품 정책의 올바른 개선방향”(2018.11.20) 

   “건강보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2019.3.14) 

   “리베이트 급여정지의 쟁점과 개선방안”(2019.5.2)

   “융복합 제품개발 현황과 허가제도 개선방향”(2019.8.22)

   “제약기업 CSR 현주소 진단과 발전방향”(정춘숙 의원, 2019.12.10)

   “다짜고짜 CSR에서 성과 중심 CSR로의 전환”(2020.6.22) 

■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 승인(2020.2.1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승인(2020.4.2) 

■ 주식회사 히트미디어 설립(2018.4.16)

■ 인터넷신문 히트뉴스(HIT News) 등록(2018.4.24) 

■ 출판사 등록(2020.3.9)

주식회사 히트미디어는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에 미래지향적 영감(靈感)을 불러일으키는, 영감 발전소를 지향한다. 

산업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히트뉴스를 기반으로 교육, 출판 등 공익적 성격의 부대사업으로 이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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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Why?” 히트뉴스 기자, HITTER들의 첫번째 행동수칙. 호기심을 잃지 않는 ‘젊은’ 정신으로 산업 생태계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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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HIT HITNEWS
구 분 제 목 보도일자 기자명 조회수

1 3상 진입 코로나19 백신들…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될까 ? 7.22 김종원 65,088

2 RNA·DNA로 코로나19 백신개발…글로벌 두 회사 속도전 2.27 홍  숙 34,525

3 단독 | 이니스트그룹, 비보존에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매각 9.23 강승지 30,546

4 “손소독제 만들어 팔면 불법인데…” 버젓이 판매하는 약국도 2.4 강승지 27,340

5 바이러스부터 치료제 개발까지…코로나19 다시보기 2.26 홍  숙 25,333

6 코미팜이 말한 긴급임상시험이란 제도가 있나? 3.2 홍  숙 21,639

7 가짜뉴스가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사회 4.1 류충열 20,034

8 JP모건, 느닷없이 “셀트리온 주식 팔아라”경고…왜? 9.16 류충열 19,264

9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 “우린, 걷지 않은 길로 갑니다” 2.10 김경애 14,503

10 10억→450억 만든 남자 “투자者 아닌 투자家 되고 싶다” 1.28 홍  숙 13,321

| 대담 | 제약바이오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 혁신과 보상 (1.5)

 K제약바이오와 CRO 100% 협력의 조건 (6.8)

| 토론 | K제약바이오, ‘정당한’ 실패 문화가 필요하다 (1.2)

| 탐사 | 2014년 리아백스 허가 정당합니다? (10.22)

| 긴급 | 내년이면 바이오플랜트를 멈춰야 한다…바이오업계 속앓이 (8.24)

| 진단 | 블라인드는 약인가 독인가 (4.13)

| 초점 | 국내제약 수익모델 된 코프로모션 지도 2020 (10.26) 

2020 HOT CLICK

HIT SIGNATURE

밖에서 한판 붙으려면 ‘정부-기업 원팀 협력이 먼저’ 

‘실패를 용납하지 않은 가치’...누가 실패를 말할 수 있나 익명에 숨은 폭로와 모욕, 블라인드에 속 앓이 하는 제약업계 국내 제약사 수익모델이 된 ‘코프로모션 지도 2020’

내년이면 바이오플랜트를 멈춰야 한다...바이오업계 속앓이 이의경 처장님, 2014년 리아백스 허가 정당합니까?



히트미디어, 히트뉴스는

헬스케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고민합니다.

| 취재팀 | 제약바이오 파트, 의료기기 파트, 정책 파트, 컨슈머 파트

| 경영기획팀 | 광고, 사업개발

| 히트아카데미 | 교육, 출판, 포럼/세미나

| 이메일 | (보도자료) hitnews@hitnews.co.kr  

             (일반업무) hitchongmoo@hitnews.co.kr

| 광고문의 |

경영기획팀 02.6951.3226

이메일 hitchongmoo@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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