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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공정경쟁규약 관련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안내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인정한 국제학술대

회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제학술

대회 결과보고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해당 학회에서 향후 5년간 보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3조 제8항에 명시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본요건 충족과 

제출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 학술

대회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 시 전차대회 결과가 심사에 반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상기 인정내용에 대하여 관련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에도 통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No 구분 학술대회명 주관학회 일정 장소

1 정회원
2021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Korean Epilepsy Congress 2021

대한뇌전증학회 2021.06.25-26 -

2 정회원

2021 제3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KMDS) 
국제 학술대회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 (2021 ICKMDS)

대한파킨슨병및
이상운동질환학

회
2021.12.10-12

서울 그랜드 워
커힐

3 비회원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OncoPlastic 
Endocrine Surgeons (ISOPES)

국제종양성형내
분비외과학회

2021.06.11-12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4 정회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

생화학분자생물
학회

2021.05.25-27 부산 벡스코

5 정회원

제10차 국제 지질대사 및 동맥경화증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21)

한국지질·동맥경
화학회

2021.09.10-11
콘래드호텔 서

울

6 정회원
제77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KCR 2021 (The 77th Korean Congress of 

대한영상의학회 2021.09.01-04 코엑스



※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3조 제8항의 내용 요약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5

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

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

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인정 통보 공문(대의협 제493-00707호/2021.4.23.) 1부.

       2. [별표5]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서 1부. 끝.

 

Radiology)

7 정회원

2021 서울 국제 종양외과학 심포지엄 
(온·오프라인 병행)
SISSO 2021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 2021)

대한종양외과학
회

2021.06.25-26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

8 정회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국제 컨퍼런스 2021 
및 제132차 추계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KATRD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 & 
The 132nd Congress of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KATRDIC 2021)

대한결핵및호흡
기학회

2021.11.11-12 롯데호텔월드

9 정회원

제9차 서울 골건강 심포지엄 및 제33차 
춘계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The 9th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in conjunction with the 33rd Spring 
Scientific Congress of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대한골대사학회 2021.06.03-05
그랜드인터컨티
넨탈 서울파르

나스호텔

10 정회원

제11차 당뇨병 국제학술대회 & AASD 
(온·오프라인 병행)
2021 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 & AASD

대한당뇨병학회 2021.10.07-09
스위스그랜드호

텔

11 정회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0차 
하계국제학술대회 (온라인)
KSIC Summer Conference 2021

대한심혈관중재
학회, 미래국민건

강포럼
2021.07.02-03 -

12 정회원
제8회 환태평양외상학술대회 (온라인)
8th Pan Pacific Trauma Congress 2021 
Korea (PPTC 2021)

대한외상학회 2021.07.01-03 -



수신처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결핵및호흡

기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미래국민건강포럼, 대한외상학회

팀원 실장
학술진흥
이사

부회장 회장
04/23

김용은 장현도 은백린 배상철 정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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