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harm을 선도하는 대한약학회

사단
법인

대 한 약 학 회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수 신 기관장, 단체장, 대표이사
(경유)
제 목 2021 추계국제학술대회 후원 및 참여 안내
1. 귀하의 평안하심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대한약학회는 지난 75년간 우리나라 약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담당해왔으며 2021년‘K-Pharm을 선도하는 대한약학회’슬로건 아래 산관학연
융합연구 및 최신 연구에 대한 학문 교류로 제약업계와 약학계의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3.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2021 추계국제학술대회’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기업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오늘의 학회가 있게 하였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회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학술대회 일정: 2021년 12월 20일(월)-22일(수), 전북대학교 진수당
나. 참여 방법: 붙임 자료 참조 (후원 및 협찬, 전시 및 광고)
다. 문 의: 전화 및 이메일 (E-mail. psk1946@psk.or.kr)
▸ 전시·Job Fair: 정기형 국장 (Tel. 02-584-3257)
▸ 학술대회 후원·광고: 정윤경 팀장 (Tel. 070-4459-7422)
붙 임. 2021 추계국제학술대회 후원 및 참여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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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약학회

학회 및
학술대회
개요

▢ 대한약학회는 약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2021 추계국제학술대회』는
2021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의약학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임
▢ 학술대회 날짜 및 장소: 2021. 12. 20(월) ~ 22(수), 전북대학교
※등록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 학술대회 입장 시 코로나19 증상 검사

▢ 학술대회 주제: Challenging Journey for New Normal
Academy-Industry-Research Convergence
(산학연 협력을 통한 뉴노멀 시대의 신약개발 여정)

▢ 대한약학회 규모 및 구성 (2021년 8월 2일 기준)
ㅇ 회원 수: 12,380명
ㅇ 3개 지부: 영남, 호남, 충청
ㅇ 20개 분과학회: 감염미생물⦁면역약학, 물리약학, 방사성의약품학, 병원약학,
병태생리학, 사회약학⦁약료경영학, 산업약학, 생약⦁천연물, 약물학, 약사커뮤니
케이션⦁커뮤니티케어, 약제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약품화학,
약학교육, 약학사, 예방약학, 임상약학, 지역약국, 한약학
ㅇ 4개 연구회: 신약개발네트워크, 생명약학, 경영약학연구회, 통일약학

▢ 학술대회 참가 예상 인원: 약 1,500여명 이상
ㅇ 국내 참가자 약 1,400여명
ㅇ 외국인 참가자 약 12개국 100여명
ㅇ 발표자: 약 950여명
- 국내 연자 약 140여명 (외국인 대학원생 및 신임교수 발표 포함)
- 해외 연자 5개국 10명 이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 포스터 발표자 약 800여명
※ 주요 참석자
- 국내·외 약학대학 및 의생명 관련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외국인 다수 참여)
-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기관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 제약,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산업체 종사자
- 병원, 약국 등 임상 약무 종사자
▷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 공공 기관 및 약학관련 유관단체 종사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전북지역 단체
▷ 전북지역 약대(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학교병원, 전북TP 등

- 1 -

2021

▢ 개최 목적 및 배경
ㅇ 국내외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약학 분야 관련 인력들의

추계국제

연구 역량 향상, 연구의 국제화 및 산관학연 친화형 융합연구를 위한 기회

학술대회

확대,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학문 교류를 통해 연구 및 교육 효율 증대

소개 ①

ㅇ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되는 제약산업은 보건복지부 VIP주재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2012년 8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019년 5월)을 수립하여,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목표로
핵심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제약산업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약학
연구 인력의 양성과 산학연관 친화적 융합 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

▢ 개최 기대효과
ㅇ 국내외 제약사, 약학대학과 의약학 관련 규제기관과의 연구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산학관연의 친화적 융합 연구 및 미래지향적 약학연구 기반 확충, 연계
구축을 통해 약계 현안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소통의 중심역할 및 신약개발
선진국가로의 도약 (제약업계와 약학계의 동반 성장을 통한 국내외 위상 극대화)
ㅇ 국제적 권위학자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신기술개발 및 응용방법 증대책 마련,
내외국인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 발표 기회 확대로 신진과학자 양성,
국제 수준의 약학 연구 및 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기업 탄생의 초석 구축

▢ 주요 프로그램
ㅇ 총 37개 세션 (기조강연 2개, 학술대상수상강연 1개, 오당수상강연 1개, 주제별
심포지엄 25개, 포스터 구두발표 심포지엄 6개, 교육프로그램 2개)
ㅇ 포스터 발표 약 800편 (포스터 구두발표 심포지엄 연계)
ㅇ 전시부스 및 광고 (경품 이벤트)
ㅇ 취업 정보 제공 (팜팜콘서트: 학부생대상 제약산업 진로상담 프로그램 포함)
ㅇ 전북지역 식당 및 관광 안내
ㅇ 대의원총회 및 만찬행사 (학술상 시상식 포함)
※총회와 만찬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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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심포지엄(안)

추계국제

ㅇ [공동심포지엄] 노화 및 노화관련 질환 (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 - 생명약학연구회)

학술대회

ㅇ [공동심포지엄] 지역약국에서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적용 현황과 미래 방향

소개 ②

(지역약국학분과 - 경영약학연구회)
ㅇ [공동심포지엄] 의약품 규제과학 고도화 전략: 계량약리와 빅데이터의 활용
(사회약학·약료경영학분과 – 임상약학분과)
ㅇ [공동심포지엄] (감염미생물·면역약학분과 - 병태생리학분과)
ㅇ 암대사 기반 표적발굴 및 약물개발 (약물학분과)
ㅇ RNA 기반 치료제 전달시스템의 최신 경향 (약제학분과)
ㅇ 질환의 환경적 인자 및 기전과 예방 (예방약학)
ㅇ 천연물 기반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생약·천연물분과) Ⅰ
ㅇ 한약(생약)제제 품질 관리의 현대화 (생약·천연물분과) Ⅱ
ㅇ 단일분자 기반 신약개발 접근법: 과거와 미래 (약품화학분과)
ㅇ 융합을 통한 도전과 혁신: 방사성의약품 및 관련 기술 연구 (방사성의약품학 분과)
ㅇ 약품분석학의 다양한 세계: 한계를 넘어 (약품분석학분과)
ㅇ 한국 약학의 역사 XIV (약학사 분과)
ㅇ 약학대학 통합6년제 실시에 따른 교육 및 제도개선 연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ㅇ 통합 6년제의 성과기반 약학교육과 인증평가 방향 (한국약학교육평가원)
ㅇ 한국기초과학연구원(KBSI) 주관 심포지엄
ㅇ 의료용 대마 연구 개발 방향 소개 (정읍 3개 연구소 주관)
ㅇ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의 이해 (전북대 임상시험센터, 기능성
시험센터, 유효성평가센터 + 약학대학 교수)
ㅇ 지역약국 임상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 (전북약사회 주관)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테크노파크 주관)
ㅇ 전북 부품장비기업의 의료기기사업 확장 위한 세미나 (테크노파크 주관)
ㅇ 기능성식품관련 심포지엄
ㅇ MRC 주관 심포지엄
ㅇ 식약처 주관 심포지엄
ㅇ 전북대학교 IBS유치추진단 (코로나연구센터) 주관 심포지엄
ㅇ 교육프로그램 Ⅰ: 2021년 제10기 글로벌헬스케어 직업탐색과정
ㅇ 교육프로그램 Ⅱ: 팜팜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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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계국제
학술대회
소개 ③

▢ 학술대회 일정(안)
Dec. 20
(Mon)

진수당
가인홀(1층)

진수당
바오로홀(2층)

YSS1-1
Poster oral
presentation

YSS1-2
Poster oral
presentation

09:00-09:30
09:30-10:30
10:30-11:20

진수당
진수당
351호(3층)
352호(3층)
Registration
Greetings from president of PSK

S1

PL1 Plenary Lecture 1 (가인홀 1층)
Luncheon (진수당 2층)
S2

S3

S4

S5

S6

15:00-15:50

PAL 2021 PSK Award Lecture (학술대상수상강연, 가인홀 1층)

16:00-16:50

Poster Standing 1 (진수당 로비)

17:00-18:00

Welcome Dinner (진수당 바오로홀, 2층)

Dec. 21
(Tue)
09:00-09:30
09:30-10:30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7층)

Poster Posting 1 (진수당 로비)

11:30-12:50
13:00-14:50

진수당
353호(3층)

진수당
가인홀(1층)

진수당
바오로홀(2층)

YSS2-1
Poster oral
presentation

YSS2-2
Poster oral
presentation

10:30-11:20

진수당
진수당
351호(3층)
352호(3층)
Registration

진수당
353호(3층)

S7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7층)

Poster Posting 2 (진수당 로비)

S8

OAL 2021 Ohdnag Award Lecture (오당수상강연, 가인홀 1층)

11:30-12:50

Luncheon (진수당 2층)

13:00-14:50

S9

S10

S11

S12

S13

S14

15:00-16:50

(만찬 준비)

S15

S16

S17

S18

S19

17:00-17:50

Poster Standing 2 (진수당 로비) / General Assembly (2층 바오로홀 17:10-17:50)

18:00-20:00

Gala Dinner (진수당 가인홀, 1층)

Dec. 22
(Wed)
09:00-09:30
09:30-10:30

진수당
가인홀(1층)

진수당
바오로홀(2층)

YSS3-1
Poster oral
presentation

YSS3-2
Poster oral
presentation

10:30-11:20

진수당
진수당
351호(3층)
352호(3층)
Registration

Poster Posting 3 (진수당 로비)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7층)

S20

PL2 Plenary Lecture 2 (가인홀 1층)

11:30-12:50
13:00-14:50

진수당
353호(3층)

Luncheon (진수당 2층)
S21

S22

S23

S24

15:00-15:50

Poster Standing 3 (진수당 로비)

15:55-16:00

Closing Remarks from president of PSK

S25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Ⅰ: 2021년 제10기 글로벌헬스케어 직업탐색과정
- 목적: 글로벌헬스케어 예비전문인력(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에 대한 전공 대학생의
실무 이해도 향상 및 직업 준비 지원
- 일정: 2021. 12. 20.(월) 10:00~18:00 / 비대면 실시간 (ZOOM)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Ⅱ: 팜팜콘서트
- 목적: 제약 업무 설명회(제약기업 관계자, 해당 업무 및 활동 범위 소개)
- 일정: 2021. 12. 21.(화) 13:00~15:00 / 2021. 12. 22.(수) 13:00~15:00 / 비대면 실시간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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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 및
후원 요약

▢ 후원 비용에 따른 참가 방식
ㅇ 후원금에 맞추어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P8~10 세부내용 참조)
ㅇ 접수마감: 2021년 12월 3일(금)
ㅇ 신청방법: 대한약학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정윤경 팀장 (T. 070-4459-7422 / E. psk1946@psk.or.kr)

Infinity (3000만원 이상)
기업 홍보 · 기획 심포지엄
약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심포지엄장 내부 배너 광고

12개월

국문학회지 지면광고 6 회

초록집 지면 광고 1 회

웹진(팜월드) 광고 2 회

학술대회 홈페이지 하단 배너 광고

Platinum (2000만원)
기획 심포지엄

심포지엄장 내부 배너 광고

약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6 개월

국문학회지 지면광고 6 회

초록집 지면 광고 1 회

웹진(팜월드) 광고 2 회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배너 광고
▸기업

홍보

심포지엄:

▸기획

심포지엄:

학술대회의

한

세션을

기업의

개발제품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학술행사로 구성하여 기업의 홍보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
학술대회의

한

세션을

기업이

원하는

주제와

연자로

구성하여

기업의 주력 연구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Gold (1500만원)
심포지엄장 내부 배너 광고

초록집 지면 광고 1 회

약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5 개월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배너 광고

국문학회지 지면광고 4 회

웹진(팜월드) 광고 2 회

Silver (1000만원)
심포지엄장 내부 배너 광고

초록집 지면 광고 1 회

약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4 개월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배너 광고

국문학회지 지면광고 3 회

웹진(팜월드) 광고 2 회

Bronze (500만원)
심포지엄장 내부 배너 광고

초록집 지면 광고 1 회

약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3 개월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배너 광고

국문학회지 지면광고 2 회

웹진(팜월드) 광고 1 회

▣ 300만원: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게재, 초록집 인쇄본 내지광고 1 회
국문학회지 지면광고 1 회.
▣ 200만원: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게재, 초록집 인쇄본 내지광고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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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Job Fair
참여 안내

▢ 전시 및 Job Fair 행사 개요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일시 및 장소: 2021. 12. 20(월) ~ 22(수), 전북대학교 진수당
규 모: 약 20~25개 부스
대 상: 기관 및 단체 홍보, 약학 관련 시약, 기기, 서적 홍보, Job Fair 부스 운영
전시 및 Job Fair 활성화 이벤트 시행 (경품 추첨 이벤트)
접수마감: 2021년 12월 3일(금)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정기형 국장 (T. 02-584-3257 / E. psk1946@psk.or.kr)

▢ 전시 참가비
기본부스

독립부스

개수

금액

개수

금액

1 booth

250만원

1 booth

200만원

2 booths

400만원

2 booths

350만원

3 booths

550만원

3 booths

500만원

▢ 전시 부스 제공 사항
기본부스
-

독립부스

조립부스: 가로3m x 세로2m x 높이2.5m
간판 (로고 추가 가능), 형광등 40w 1개
안내데스크 1개
테이블 1개 (0.8m x 1.45m)
의자 2개, 2구 콘센트, 전력 1kw

※ 행사장 내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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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자리: 가로3m x 세로2m
(부스와 간판 자체 제작 가능)
- 테이블 1개 (0.8m x 1.45m)
- 의자 2개, 2구 콘센트, 전력 1kw

광고 참여
안내

▢ 광고 개요
ㅇ 종 류: 국문학술지 지면 광고, 홈페이지 및 웹진 배너광고
ㅇ 대 상: 기관 및 기업 홍보
ㅇ 접수마감: 2021년 12월 3일(금)
ㅇ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정윤경 팀장 (T. 070-4459-7422 / E. psk1946@psk.or.kr)

▢ 국문학술지 지면 광고
ㅇ 지면광고 크기 210*297mm (A4사이즈)
종류
국내학술지
(약학회지)

위치

금액/1회

표4

2,000,000원

표3

1,000,000원

내지

700,000원

회수
6회/년

▢ 홈페이지 및 웹진 배너광고
ㅇ 홈페이지 배너: 120*40pixel, 해상도 300dpi 이상의 ai, pdf, jpg파일
종류

위치

금액/1회

회수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단 로고

1,000,000원

1개월

10,000,000원

1년

웹진

웹진 내 로고

2,000,000원

2회/연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웹진

※ 발간 책자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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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개최 및
후원 안내

▢ 후원사 심포지엄 및 협찬 안내
ㅇ 대상: 기관 및 단체 홍보, 상품 광고 등
ㅇ 접수마감: 2021년 9월 3일(금) ※심포지엄 구성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T. 02-584-3257 / E. psk1946@psk.or.kr)

▢ 후원사 심포지엄
ㅇ 학술대회의 1개 심포지엄을 기관 및 단체 소개, 제품 및 연구 내용을 학술
행사로 구성하여 홍보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
(지역 주요회사 소개 가능 / 전국적 홍보 기회)
종류

금액/1회

일정

비고

홍보 심포지엄

20,000,000원

협의

런천 심포지엄

5,000,000원

협의(점심시간)

도시락 비용별도

중소기업 워크숍

5,000,000원

협의

해당 지자체 소속
시민 등록비 무료

종류

금액/1회

일정

비고

심포지엄 내 현수막

5,000,000원

학술대회 전체기간

참가자 기념품

제품 및 수량 협의

학술대회 전체기간

행사장 Coffee Break

2,500,000원

학술대회 전체기간

공연(행사) 진행

협의

만찬 행사

연회(식대) 제공

협의

만찬 행사

▢ 후원 및 협찬

※ 심포지엄 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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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후원사
1일
(후원사

농산품 등
로고 삽입)
700잔
로고 삽입)

부록

학회 및 학술대회 소개

Ⅰ. 학술대회 조직위원 (제 52대 집행부)
대
자

회
문

장 홍진태 (충북대학교)
단

장 서영거 (차의과학대학교)

손의동 (중앙대학교)

조 직 위 원 장 이창훈 (동국대학교)
조

직

위

원 김형식 (성균관대학교)

노민수 (서울대학교)

정재경 (충북대학교)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나동희 (중앙대학교)

김정애 (영남대학교)

오경수 (중앙대학교)

이미옥 (서울대학교)

이윤실 (이화여자대학교)

천영진 (중앙대학교)

한상배 (충북대학교)

강태진 (삼육대학교)

옥민호 (목포대학교)

진영원 (서울대학교)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좌진 (마더스제약)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이영미 (원광대학교)

곽미경 (가톨릭대학교)

송재겸 (은혜당약국)

조사연 (중앙대학교)

오유경 (서울대학교)

주상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최 선 (이화여자대학교)

권영주 (이화여자대학교)

박필훈 (영남대학교)

조정원 (충남대학교)

하형호 (순천대학교)

신범수 (성균관대학교)

이호영 (서울대학교)

최현진 (차의과학대학교)

송윤선 (숙명여자대학교)

류광현 (경북대학교)

정혜광 (충남대학교)

김민걸 (전북대학교)

김민선 (순천대학교)

김소희 (아주대학교)

최준석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우영 (숙명여자대학교)

박성규 (고려대학교)

오경택 (중앙대학교)

윤유석 (성균관대학교)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정미 (서울대학교)

임동순 (경희대학교)

강건욱 (서울대학교)

이 경 (동국대학교)

심정현 (목포대학교)

정영석 (부산대학교)

김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동영 (영남대학교)

김규봉 (단국대학교)

박천웅 (충북대학교)

강원구 (중앙대학교)

나민균 (충남대학교)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정상전 (성균관대학교)

임형신 (한양대학교)

차혁진 (서울대학교)

최수안 (고려대학교)

최홍석 (조선대학교)

사 강효정 (경북대학교)

김광준 (목포대학교)

김기택 (목포대학교)

김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익연 (연세대학교)

김주영 (우석대학교)

남주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윤석 (충북대학교)

민경현 (전북대학교)

박소영 (단국대학교)

서승용 (가천대학교)

서혜선 (경희대학교)

신대환 (충북대학교)

신은주 (강원대학교)

안효진 (상지대학교)

양윤미 (강원대학교)

이미현 (동신대학교)

이성훈 (중앙대학교)

이수연 (계명대학교)

이정미 (성균관대학교)

이주연 (서울대학교)

임은옥 (부산대학교)

임정현 (전북대학교)

장민선 (숙명여자대학교)

서인영 (국립암센터)

정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주상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승재 (서울대학교)

차혜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채정우 (충남대학교)

최경희 (순천대학교)

최창익 (동국대학교)

한창엽 (전북대학교)

학 술 위 원 장 채한정 (전북대학교)
이화정 (이화여자대학교)
학 술 부 위 원 장 김항건 (순천대학교)

학

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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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2022년 학술대회 날짜 및 장소 (제 52대 집행부)
구분

일정

지역

장소

비고

2021 춘계국제학술대회

2021. 04. 22~23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온라인

2021 추계국제학술대회

2021. 12. 20~22

전북

전북대학교

75주년 기념 (3일)

2022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 04. 21~22

충북

오송지역

2022 추계국제학술대회

2022. 10. 20~21

제주

제주지역

Ⅲ. 지난 10년(2011~2020년) 학술대회 개최 날짜 및 장소 (제 46~51대 집행부)
구분

일정

지역

장소

비고

2020 추계국제학술대회

2020. 10. 21~23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온라인

2019 추계국제학술대회

2019. 10. 14~15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2019 춘계국제학술대회

2019. 04. 25~26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2018 추계국제학술대회

2018. 10. 17~19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8 춘계국제학술대회

2018. 04. 19~20

서울

코엑스

2017 추계국제학술대회

2017. 10. 19~20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2017 춘계국제학술대회

2017. 04. 20~21

충북

충북 C&V센터

2016 추계국제학술대회

2016. 10. 18~20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2016 춘계국제학술대회

2016. 04. 18~19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5 추계국제학술대회

2015. 10. 22~23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2015 춘계국제학술대회

2015. 04. 23~24

충북

충북 C&V센터

2014 추계국제학술대회

2014. 10. 23~24

경북

호텔현대경주

2014 춘계국제학술대회

2014. 04. 17~18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2013 추계국제학술대회

2013. 10. 17~18

충북

충북 C&V센터

2013 춘계국제학술대회

2013. 04. 18~19

전남

국립순천대학교

2012 추계국제학술대회

2012. 10. 23~24

서울

AW컨벤션센터

2012 춘계국제학술대회

2012. 04. 19~21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연합학술대회 (3일)

2011 추계국제학술대회

2011. 11. 07~09

인천

송도컨벤시아

65주년 기념 (3일)

2011 춘계국제학술대회

2011. 04. 21~22

부산

벡스코

※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정보는 대한약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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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기념 (3일)

Ⅲ. 2021 춘계국제학술대회 소개
ㅇ 날짜: 2021년 4월 22-23일
ㅇ 장소: 더케이서울호텔 (온라인 생중계)
ㅇ 규모: 사전/현장등록자 1,100명, 포스터 초록 640편, 초청강연자 63명
ㅇ 주제: 산학 협력을 통한 뉴노멀 시대의 신약개발 여정(Challenging Journey for New Normal Academy-Industry Convergence)
ㅇ 기조강연: ㈜제노스코 고종성 대표이사 「대한민국 신약 19호인 제미글로와 31호인 렉라자를 발명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 「백신주권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혁신백신기술 동향」
ㅇ 3개 특별심포지엄: 기조강연 주제와 연계하여 국내 벤처기업들의 신약개발 동향, COVID-19 대응을 위한 백신/치료제
/진단키트에 대한 규제 과학적 고려사항, 국내에서 개발 중인 COVID-19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을 주제로 진행
ㅇ 12개 약학 분야의 최신 이슈 심포지엄, 2개 Young Scientist Session(대학원생 발표), 팜팜콘서트(학부생 잡페어)

홍진태 회장 인사

기조강연1 ㈜제노스코 고종성 대표이사

기조강연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

대의원총회

기자간담회

심포지엄 온라인 생중계

홍진태 회장 환영만찬 인사

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축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

축사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축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축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문애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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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손동환 이사장

축사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정규혁 이사장

만찬 행사

학술대회 현장

학술대회 현장

학술대회 현장

학술대회 현장

학술대회 현장

학술대회 현장

만찬 행사 내빈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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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한약학회 학술지 소개
▢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APR편집위원장: 성균관대 이석용 교수)
발간 횟수 : 년 12회
발간 시기 : 매월 말일
- 스프링거 출판사를 통하여 매월 1회 발행는 SCIE저널이며, 스프링거 웹사이트를 통해 저널이 제공되고 있음
- 2020년 impact Factor: 4.946
- 3년 이내에 Pharmacy&Pharmacology분야 상위 10%이내 진입을 목표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추가하고 있음
- 신약개발관련 연구성과를 출판하는 국내의 유일한 저널
- 신물질 개발, 질병 발생기전 연구 및 새로운 타겟발굴, 약효/약리 개선, 임상응용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룸
- 체계적이고 엄정한 심사, 빠른 peer-review 진행과 발행을 편집목표로 하고 있음
- 매호 우수한 Review 논문과 연구논문으로 구성하여 발행하고 있음
- 피인용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약학회지 (약학회지편집위원장: 중앙대 나동희 교수)
발간 횟수 : 년 6회
발간 시기 : 2, 4, 6, 8, 10, 12월
- 1948년 “약학회지”(藥學會誌, YAKHAK HOEJI) 창간
- KCI 등재 학술지
- 2020년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 논문 언어: 국문 또는 영문
- Open access journal로 XML 및 PDF 파일 제공
- 약학관련 전 분야의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 게재
- 사회약학, 임상약학 등의 분야 확대
- 교보문고와 학술지 서비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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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술대회 현장 사진

참가자 등록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

경품 추첨 이벤트

심포지엄

런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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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부스 및 Job Fair

분과학회 회의

기자 간담회

만찬 공연

만찬 공연

만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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