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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    목  제41-8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단체 인정 심사 결과 통보의 건

 1. 귀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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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학 제2022-065호(2022.02.08.)

  마. 제41-8차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3. 상기근거의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하여 제41-8차 인정 심사 결과,「국내개최 국

제학술 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를 인정(승인)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해당 기관에 붙임

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41-8차 인정심사 결과.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대한의학회, 재단법인 심장혈관연구재단, 국제소화기내시경 네트워크(IDEN), 한국백내

장굴절수술학회, 아시아태평양 망막영상학회(APRIS), 제18차 세계내시경복강경외과 학술대회

(04373)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http://www.kma.org] / 전화(02)6350-6652 / 전송(02)792-5208
학술국 국장 최윤배[6693] 학술교육팀 팀장 손용석[6518] 대리 허혜진[6652]/E-mail: hihi719@nate.com



No 학술대회명 주관학회 일정 장소 참가국수  외국인참가자수

1
2022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50th Anniversary KAAACI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22.05.06-07 그랜드 워커힐 서울 7 50                

2

2022년 아시아·오세아니아 마취통증의학과 학술대회 & 제99차  대한마취통증의

학회 국제학술대회 & 제74차 대한통증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The 16th Asian Australasian Congress of Anaesthesiologists (AACA 2022) &

증의학회, 대한통증학회, AACA202  2022.11.10-13
서울 코엑스

(온·오프라인 병행)
24 200               

3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합동 국제학술대회

Aesthetic Plastic Surgery 2022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2022.04.16-17 

서울 코엑스

(온라인)
21 50                

4
제14회 대한부정맥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The 14th Annual Scientific Session of the Korean Heart Rhythm Society
대한부정맥학회 2022.06.24-25

그랜드 워커힐 서울

(온·오프라인 병행)
16 100               

5

제53차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The 53rd Annu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t Ultrasound in Medicine(KSUM

2022)

대한초음파의학회 2022.05.12-13
서울 코엑스

(온·오프라인 병행)
17 50                

6
2022 한국뇌신경과학회 오프라인 정기국제학술대회

2022 KSBNS Annual Meeting: Inspiring the Future through Neuroscience
한국뇌신경과학회 2022.05.19-21 인천 송도컨벤시아 6 50                

7

제29차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 in conjunction with 제

19회 동아시아 내비뇨의학회

29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Endourology and Robotics in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2022.09.29-30 코엑스 10 80                

8
2022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2022
대한척추외과학회 2022.05.26-28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온·오프라인 병행)
14 50                

9

제20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 학술대회 및 제78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

회

AOCR 2022 & KCR 2022 (20th Asian Oceanian Congress of Radiology in

대한영상의학회 2022.09.20-24
코엑스

(온·오프라인 병행)
44 200               

10

제10차 서울 골건강 심포지엄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

The 10th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in conjunction with the 34th

Spring Scientific Congress of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대한골대사학회 2022.05.26-28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

(온·오프라인 병행)
18 80                

제41-8차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목록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No 단체명 대표자 창립연도 회원수  홈페이지  인정유효기간

1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박해린(차의과학대 외과학) 2012 1211 www.ksus.or.kr  3년

2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김미란(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 2018 84 www.skrgs.org  3년

2) 학술단체

http://www.skrg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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