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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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차대회 결산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 향후 적절한 예산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

을 권고하오니 이번 학술대회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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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온·오프라인 병행)
The 9th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ICEM 
2021)

대한내분비학회 2021.10.28-30 BPEX, 부산

2 정회원

제9회 MRI 국제학술대회 및 제26차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정기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RI 
& 26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KSMRM (약칭: ICMRI 2021)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21.11.05-06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3 정회원

제11차 국제 로봇 수술 심포지엄 
(온라인)
11th International Robotic Surgery 
Symposium

대한두경부외과학회 2021.10.30-31 -

4 정회원

2021년 제73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The 
73rd Autumn meeting

대한피부과학회 2021.10.16-17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5 정회원
제9차 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학술대회 대한소화기기능성 2022.04.01-02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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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3-05636호/2021.07.29) 1부.

      2. [별표5]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서 1부. 끝.

No 구분 학술대회명 주관학회 일정 장소

APNM 2022 (9th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in conjunction with the 33rd 
Annual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질환·운동학회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6 정회원
2021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Annual Congress of KSS 2021 & 73rd 
Congress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

대한외과학회 2021.11.04-06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7 정회원

2021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차 
국제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The 65th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21

대한정형외과학회 2021.10.14-16

스위스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

8 정회원

제51회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The 51st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KSE 2021) 

한국심초음파학회 2021.11.27–28
그랜드워커힐

서울

9 정회원
제7회 비만 및 대사증후군 국제 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대한비만학회 2021.09.02-04
서울 콘래드 

호텔

10 정회원

2021년도 제72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KPS 2021 Annual Meeting (The 72th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Pain 
Society )

대한통증학회 2021.11.20-21
스위스그랜드

호텔

11 정회원

제 7회 아시아 노쇠 근감소증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병행)

The 7th Asian Conference For Frailty 

and Sarcopenia

대한노인병학회 2021.11.05.-06
수원컨벤션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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