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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대한의학회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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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의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1. .

관련근거2. 

가 제약 공정거래 호 시행  . 404( )-110 (2011.1.31 )

나 호 시행  . CDC11-001 (2011.1.17 )

다 의기협 제 호 시행  . 11-0008 (2011.1.4 )

라 대의학 제 호  . 2018-520 (2018. 11. 13)

마 제 차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40-5

상기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는 첨부와 같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 기부 단3. “ ” “ ( ) 

체 를 인정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해당 기관에 첨부와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

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년 월 인정 심사 현황 끝: 2018 12 . .



No 학술대회명 주관학회 일정 장소 참가국수  외국인참가자수

1
제7차 국제자기공명영상회의 및 제24차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학술대회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RI & The 24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KSMRM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19.03.28-30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32 63                 

2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15회 동계국제학술대회
The 15th KSIC International Conference in Winter

대한심혈관중재학회 2019.01.10-12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12 52                 

3
제7회 환태평양외상학술대회
7th Pan Pacific Trauma Congress 2019 Korea

대한외상학회 2019.04.04-06 밀리토피아 호텔 5 110               

4
2019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
KINGCA Week 2019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9)

대한위암학회 2019.04.11-13 송도컨벤시아 18 200               

5

제93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 2019 춘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
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ORL-HNS 2019) in conjunction with 93rd Annu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9.04.25-28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14 60                 

6
제38차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2019 국제학술대회
The 38th KSCCM Annual Congress and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2019

대한중환자의학회 2019.04.26-27 더케이호텔 11 60                 

7
CTO 서울 국제회의 2019
CTO Seoul Camp 2019

사단법인
심혈관연구원

2019.02.22-23
서울그랜드힐튼호텔컨벤
션센터(4F)

5 22                 

8 제3회 아이브이디티   The 3rd Interactive Vascular Diagnosis and Trement(IVDT)
AVEC(Advanced Vascular
and Endovascular Connect,
아베끄)

2019.08.30-09.01 서울그랜드워크힐 호텔 15 90                 

9
2019 아시아조혈모세포이삭학회-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대회
APBMT & ICBMT 2019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2019.08.30-09.01 부산BEXCO 컨벤션홀 10 130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목록

1)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