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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1.  01.  13.

수    신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술대회(APSR)

참    조  학술대회담당자

제    목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및“학술(기부) 단체” 인정 심사 결과 통보의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제약 404(공정거래)-110호(2011.1.31 시행)

  나. CDC11-001호(2011.1.17 시행)

  다. 의기협 제11-0008호(2011.1.4 시행)

  라. 제40-26차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3. 상기근거의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첨부와 같이“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를 인정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해당 기관에 첨부와 같이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1년 01월 인정 심사 현황. 끝.



No 학술대회명 주관학회 일정 장소 참가국수
 외국인참가자

수

1

2021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54차 정기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HBP Surgery Week 2021 & The 54th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BP Surgery (HBP Surgery Week 2021)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021.03.25-27 그랜드 워커힐 호텔 서울 14 60               

2
제41차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 2021 (온라인)

The 41th KSCCM Annual Congress · Acute and Critical Care Conference 2021
대한중환자의학회 2021.04.30-05.01 - 20 100             

3
2021년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KINGCA week 2021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21)
대한위암학회 2021.09.30-10.02 롯데호텔 서울 18 50               

4

2021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2021 Annual Spring Scientific Conference of the KSC in conjunction with

KHRS, KSHF, KSIC, KSCS, KSE, KSoLA, and KPHS

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대

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

한심혈관중재학회, 심장대사증후

군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

질·동맥경화학회, 대한소아심장학

회

2021.04.16-17 대구 EXCO 17 130             

5

제4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온라인)

The 4th International Meeting on Intestinal Diseases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Congress of KASID

대한장연구학회 2021.04.16-17 - 10 50               

6
13차 아태 신경방사선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13th Asian-Oceanian Congress of Neuroradiology (AOCNR 2021)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2021.04.22-24 서울 드래곤시티 11 200             

7
제26차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학술대회

26th Congress of the 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APSR 2022)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술대회 2022.11.17-20 서울 Coex 28 1,905           

8

2021 아시아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On-line

ASCVTS(The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2021 On-

line Conference

2021 아시아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ASCVTS) 조직위원회
2021.06.04.-07 - 30 1,200           

No 단체명 대표자 창립연도 회원수  홈페이지  인정유효기간

1 대한불안의학회 홍진표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 2004년 423명 www.anxiety.or.kr 3년

2 대한공공의학회 이인영 (강북구보건소 소장) 2000년 241명
www.pubmed.or.k

r
3년

3 한국녹내장학회 김창식 1984년 223명

https://www.kor

eanglaucoma.or

g/

3년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목록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2) 학술단체

http://www.anxiety.or.kr/
http://www.pubmed.or.kr/
http://www.pubme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