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entive Healthcare Today,
Innovative Treatment Tomorrow



올해로 9회를 맞이한 National Congress (NC, 한국총회)는 전국의 약학대학생 및 약사, 그리고 

해외 약학대학생까지 참여하는 KNAPS의 가장 큰 국내 행사입니다. 2021년 제 9회 National 

Congress에서는 ‘Preventive Healthcare Today, Innovative Treatment Tomorrow’를 주제

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명하신 연사님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

하는 시대 속에서, 예방 · 보건 및 치료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세미나 외에도 약사의 기본 소양과 지식을 점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대회와, 공중보건 영

역에서 약사의 직능을 알아볼 수 있는 공중보건 캠페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COVID-19 상황 속에서도 약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KNAPS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

최되는 만큼, National Congress가 많은 약학도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920년 스페인독감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생활이 앞으로도 상당 기

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IPSF의 World 

Congress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WC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더라도, KNAPS는 한

국 약대생들의 저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행사를 훌륭하게 잘 진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의 World Congress는 우리나라 약대생들이 세계 약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

역이 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Preventive Healthcare Today, Innovative Treatment Tomorrow”란 주제를 가

지고, 제 9회 National Congress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한번도 해보지 않았

던,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겠지만,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무엇

인지, 약대생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유익한 주제들로 구성된 NC를 통해 여러분

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잘 디자인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National Congress 행사에 연자로 참여해 주시는 손여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배승진교수님, (주)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님, 신촌세브란스병원 금민

정 약사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채규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를 준비한 고석진 회장을 비롯한 KNAPS 임원들에게 찬

사의 박수를 보내며, 이틀간의 행사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큰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KNAPS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KNAPS 지도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연수원장

권경희 교수님



KNAPS 2021 제9회 National Congress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COVID-19가 삼켜버린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는 유례없던 관심을 받은 한 해

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 연구개발의 성과가 긴급 사용 승인 등으로 나타

나기도 했고, 예기치 못한 안전성 이슈들도 고개를 드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NC에서는 “Preventive Healthcare Today, Innovative Treatment Tomorrow”라는 주제

로 안전성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헬스케어가 무엇일지에 대해, 의약업계 최고 수준의 연사님들을 

섭외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약사로서 가장 기본이 될 ‘복약상담대회’, ‘조제대회’, ‘약학퀴즈대회’를 마련하여 미래의 약사가 되

실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직능과 앞으로 새롭게 갖춰야 할 직능이 무엇인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

게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의 행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2일간의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새

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20-21 회장

고석진



  어느덧 2021년이 밝았습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지난 

2020년은 교육학술국에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약업계

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랐으나,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나마 교육학

술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KNAPS 교육학술국에서 비

대면의 형태로도 높은 퀄리티의 복약상담대회, 조제대회 및 약학퀴즈대회를 준비하고자 부단히 노력

하였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제 9회 National Congress의 주제는 ‘Preventive Healthcare Today, Innovative Treatment 

Tomorrow’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약학도분들께서는, 의약학이 과거 치료 위주의 학문에서 보건, 그

리고 더 나아가 예방 위주의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의 보건, 그리고 미래의 치료는 어떠한 방식으

로 구상될 수 있을지, 각 분야의 저명하신 연사님들을 모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래 약업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께서 미래를 그리실 때 이번 

행사가 하나의 중요한 물감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National Congress 2021을 준비하였습니

다. 저희 약학대학생들을 위해 강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연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본 행사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

망합니다.

약사로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래 약업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0-21 교육학술국장

박성현



20-21 공중보건국장

최예령
2021 제 9회 National Congress에 관심 가져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National Congress에 공중보건국장으로 인사드립니다. 공중보건국은 

2020년 하반기에 신설된 KNAPS의 10번째 국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캠페인을 기

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는 모두의 삶을 바꿔 놓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

키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약사의 역할을 확립하고 직능을 강

화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reventive Healthcare Today, Innovative Treatment Tomorrow’를 주제로 진행되는 Na-

tional Congress에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미래의 치료는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연과 함께 공중보건 영역 약사 직능 캠페인

과 세계 암의 날 캠페인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ational Congress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National Congress를 통

해 활발히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여 한국 약업계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약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사  배승진 교수님

(주)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님

제 4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손여원 교수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금민정 약사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채규한 과장님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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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사

現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사, 前 총무위원장 

現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이사, 前 학술위원장

現 질병관리본부 경제성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現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자문위원

現 약학교육협의회 산하 약무행정실습 소위원회 위원

現 ISPOR KOREA CHAPTER 회장

現 ISPOR Asia Pacific Advisory Committee 위원

現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

現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경제성 평가 소위원회 위원

前 Research Assistant, Harvard Center for Risk Analysis

前 Summer Associate, United States Congres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연구팀장

前 OECD 신약의 가격과 혁신성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前 ISPOR Asia Pacific Workshop Review Committee 공동의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하버드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대학원 석박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사

배승진 교수님

배승진 교수님은 의약품 정책 및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계십니다. 의약품의 경제적 사

회적 가치와 효율적 사용을 연구하시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와 다양하게 협업하고 계십니다. 이번 

National Congress에서 사회약학 분야에 대한 소개와 그 분야에

서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일시  1월 30일 (토) 13:30 - 14:30



現 (주)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파트너

現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現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겸임교수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래조교수

現 식약처 정책자문위원회

現 심평원, 혁신의료기술 전문가 협의체 자문위원

現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발기인/기획이사

現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전문가 협의체 자문위원

前 세마트랜스링크캐피털 / HB 인베스트먼트 / 녹십자홀딩스 자문위원

前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겸임교수

前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조교수

前 KT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 팀장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연구조교수

前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前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 Systems Biology 방문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이미 시작된 미래」 외 다수 집필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 / 생명과학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부 박사

(주)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님

최윤섭 대표님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신 

분들 중 한 분으로, 제작년 남부지부국 Winter Book Club에서의 

도서, 「의료인공지능」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IT와 생명과학, 의

학의 컨버젼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자들의 삶을 개

선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 미래의료학자, 융합생명과학자, 기

업가, 작가, 디지털 헬스케어 에반젤리스트로 매우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National Congress에서는 Digital 

Therapeutics 101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일시  1월 30일 (토) 15:30 - 16:30



現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前 세계보건기구 생물의약품 표준화 전문가 위원회 전문위원

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세균백신과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재조합의약품과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평가부 생명공학의약품과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평가부 생물공학과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제 4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손여원 교수님

손여원 교수님은 제4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시며, 공직 생

활을 마무리하신 현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로 부임

해 계십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신 이

후 27년간 다양한 업무에 몸담으셨던 만큼, 공직에 관심 있는 분

들에게 더더욱 뜻깊은 강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일시  1월 31일 (일) 13:00 - 14:00



現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現 한국병원약사회 복약지도 기본교육 강사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 미래병원약사상

2011년도 병원약사대회 학술장려상

제4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종양약료 전문약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금민정 약사님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에 계신 금민정 약사님은, 

많은 약학대학생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양약료 ‘전문약사’

이시기도 합니다. 약사님께서는 현재 복약지도와 관련해 한국병

원약사회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논문 활동에도 꾸준히 참

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미래병원약

사상을 수상하신 금민정 약사님을 모셔, 복약상담이 나아갈 방향

에 대해 약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강연일시  1월 31일 (일) 15:30 - 16:30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안정화조치팀 팀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품질관리과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총괄과 사무관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 사무관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과 약무주사

前 보건복지부 약무진흥과 약무직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채규한 과장님

공직에서 약 25년을 지내 오신 채규한 과장님은 의약품안전국에

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약품 관련 이슈들을 직접 다루어 오

셨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국내 의약품 산업의 세

계화를 위해, 산업의 근본이 되는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

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연일시  1월 31일 (일) 17:00 - 18:00



NATIONAL
CONGRESS
EVENTS

Competition

복약상담대회 (PCE)

조제대회 (CE)

약학퀴즈대회 (CSE)

Campaign

공중보건영역 약사직능 캠페인 (PPH)

세계 암의 날 캠페인 (WCD)



약사의 직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적극적인 복약상담은 약사의 고유 직능으

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약상담대회에서는 복약상담의 이론 습득과 실

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복약상담 능력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환자와의 소통능력을 

계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이용해 진행되며, 최근 처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제가 배정됩니다.

본행사 1월 30일 (토)  16:30 - 18:30

시    상 1월 31일 (일)  18:00     ※ 주제별 1 ~ 3위에게 상장 및 상품이 제공됩니다.

PCE
 복약상담대회

 Patient Counselling Event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가 미래의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량 생

산 제품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제대회는 개별화된 의약품

의 필요성 및 조제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국내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 실시됩니다. 

이번 조제대회는 COVID-19으로 인해 실험실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온

라인 퀴즈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행사 1월 30일 (토)  17:00 - 18:00

시    상 1월 31일 (일)  18:00       ※ 그룹별 1, 2위에게 상장 및 상품이 제공됩니다.

CE
 조제대회

 Compounding Event



약학퀴즈대회는 미래 약사로서 알아야 할 임상 지식과 약업계 이슈 등의 내용을 담은 

퀴즈 대회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약학 지식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다양한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 대회는 앞의 두 대회와 달리, 한국총회에 참가하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행사 1월 31일 (일)  12:00 - 13:00

시    상 1월 31일 (일)  18:00                ※ 1 ~ 5위에게 상장 및 상품이 제공됩니다.

CSE
 
 약학퀴즈대회

 Clinical Skills Event



공중보건은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환경위생, 그리고 보건정책과 사회제도까

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병원, 약국 외에

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특허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건

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 영역에 종사하는 약사에 대해 탐구하고

자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본행사 1월 31일 (일)  14:00 - 14:30 ㅣ 14:40 - 15:10

PPH
 공중보건영역 약사직능 캠페인

 Pharmacists in Public Health Campaign



매년 2월 4일은 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입니다. 세계 암의 날은 암과 그 예방

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여 암의 전세계적인 발병에 대항하자는 취지의 공중보건 

기념일입니다. 2021년 세계 암의 날의 주제는 ‘Together, all our actions matter’로 한

명 한명의 행동이 자신의 주변에, 이웃에,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에 세계 암의 날이 지정된 배경과 암에 관해 약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전

달하여 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본행사 1월 31일 (일)  14:00 - 14:30 ㅣ 14:40 - 15:10

WCD
 세계 암의 날 캠페인

 World Cancer Day



DAY #1 DAY #2

12:30 - 13:00

13:00 - 13:30

13:30 - 14:30

14:30 - 15:30

15:30 - 16:30

16:30 - 18:30

입장

KNAPS 소개

강연#1  ㅣ 배승진 교수님

IPSF / IPSF-APRO 소개

강연#2  ㅣ 최윤섭 대표님

복약상담대회 (PCE)

조제대회 (CE)

KNAPS 회장 고석진

KNAPS CP 양예나

16:30 - 18:30

17:00 - 18:00

   COVID-19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2021년 1월 30일 (토)

11:3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30

15:30 - 16:30

16:30 - 17:00

17:00 - 18:00

18:00 - 

입장

약학퀴즈대회 (CSE)

강연#3  ㅣ 손여원 교수님

공중보건 캠페인

강연#4  ㅣ 금민정 약사님

IPSF World Congress 2021 소개

강연#5  ㅣ 채규한 과장님

시상 및 폐막

공중보건영역 약사직능 캠페인 ㅣ세계 암의 날 캠페인

2021 World Congress 의장 송지원

2021년 1월 31일 (일)



National
Congress
2021

KNAPS
한국약학대학생연합

단체 및 활동 소개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은

2021년 현재 전국 37개 약학대학 재학생들과 졸업 후 4년 이내 약사들, 약 2,500여명이 소속돼 있는

비정부, 비종교, 비정치적 학생단체입니다. 약사 직능 계발, 공중보건 증진, 국내외 인적교류라는

3가지 목표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세미나 및 캠페인,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NAPS는 전 세계 50만명의 약학대학생들이 소속된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의 Full Member로서 한국약학대학생을 대표하여 활동 중이며, 

한국약학대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NAPS
한국약학대학생연합

www.knaps.or.kr



약사직능계발
Professional Development

한국총회 (NC)
National Congress

약사직능계발을 위해 매년 2일간 개최하는 행사로서, 

각계각층의 저명한 연사님들을 초청하여 약사의

다양한 직능은 무엇인지와 급변하는 시대에 약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약사직능 인식개선 캠페인 (PPAC)
Pharmacy Profession Awareness Campaign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사의 역할과 직능을 소개하는 

캠페인으로서, 현재 KNAPS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부 강연
Southern Career Seminar

병원약사, 약국약사,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님을 

초청하여 남부지부국에서 진행하는 강연회로서, 

경상권 및 전라권 약학대학생들에게 더욱 접근성 있는

강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Mentoring Program

사회에 진출해 계신 약사님과 소수의 약학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친목은 물론 생생한 직업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약학도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의약품바로알기 캠페인 (MAC)
Medicine Awareness Campaign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의약품 지식 및 건강 상식 등

을 전달하여 약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공중보건 증진 캠페인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캠페인
Campaign

세계 AIDS의 날 등 질병 및 의약품에 관한 주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타 보건

및 의료 단체와 협력하여 공중보건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이슈 관련 기사 및 카드뉴스
Article & Card News

약학도로서 알아야 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업계 현황과

다양한 질병에 관한 기사와 카드뉴스를 매달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증진
Public Health



아시아태평양약학심포지움 (APPS)
Asia Pacific Pharmaceutical Symposium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의 아시아태평양지부 (APRO, 

Asia Pacific Regional Office) 소속 회원을 위한 약학 

심포지움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17개국 약학대학생들의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학술 및 문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교환학생프로그램 (SEP)
Student Exchange Program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의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0여개 국 1,000여명의 약대생들이 각 국의 

의약업계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NAPS는 국내 약대생들에게 해외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약학대학생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약업계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리더십캠프 (KPLC)
K-Pharm Leaders’ Camp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탐구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캠프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외국

약학대학생을 초대하여 국제적 리더로서 함양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팀워킹, Public

Speaking 등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국내교류
Social Events

KNAPS에서는 크리스마스파티, 스키 및 스노우보드 캠프, 

총MT, 런닝팜(남부지부 MT) 등을 기획하여

국내 약학대학생들의 교류와 친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현재 COVID-19로 인해 2021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인적교류
Networking

IPSF 세계총회 (WC)
IPSF World Congress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소속 약학대학생 및 약사들을

위한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500여명의 학생들이 한 데 모이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학술 및 문화 컨텐츠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1년 세계총회는 KNAPS에서 유치에 성공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PSF 운영위원간담회
Circle Meeting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과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아시아

태평양지부(IPSF APRO)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KNAPS 

회원들을 초청하여, IPSF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관련 직무를

소개하는 등 국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IPS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국약학대학생연합 KNAPS(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는 2007년 3월에 설립된 비정부, 비종교, 비정치적인 단체로 전국 37개 약학대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약사연맹 FIP, WHO, UNESCO와 협력관계인 국제약학대학생연합 IPSF(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의 아시아태평양지부인 APRO(Asia Pacific Regional Office)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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