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0 - 11:00  

Timeline행사목적

50 min 

Introduction and Ice-Breaking 

 
Speaker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김소연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Contact Team Activities Coordinator 

11:00 - 11:30  

30 min 

국제단체에 대한 소개와 Public Health 

 
Speaker  

최윤정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IPSF Contact Person of KNAPS, Republic of Korea 

11:30 - 11:40  

10 min 

쉬는시간 

11:40 - 12:10  

30 min 

세계 총회에 대한 소개, 참가후기 

 
Speaker 

이시형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Contact Team Information Coordinator 
Delegate of 2017 IPSF World  Congress, Taipei, Taiwan 

12:10 - 13:00  

50 min 

점심식사 

13:00 - 13:30  

30 min 

아시아태평양지부심포지움에 대한 소개, 참가후기 

 
Speaker  

김태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Contact Team Activities Committee 
Delegate of 2017 Asia Paci�c Pharmaceutical Symposium, Bangkok, Thailand 

13:30 - 14:20  

50 min 

세계보건총회 (WHA, World Health Assembly) 참가 후기, 직능개발대회안내 

 
Speaker  

강현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IPSF Chairperson of Professional Development 
Delegate of 71st World Health Assembly 

14:20 - 14:30  

10 min 

쉬는시간 

14:30 - 15:30  

60 min 

국제단체 운영위원들의 역할과 필요능력 

 
Chair  

배성호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Contact Team Relationship Coordinator 
IPSF Policy Committee 

 

Speaker 

강현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IPSF Chairperson of Professional Development 
Delegate of 71st World Health Assembly 

 
박민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IPSF Student Exchange O�cer of KNAPS, Republic of Korea 

 

이소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Contact Team Management Coordinator 
IPSF APRO Regional Projects Subcommittee 
 

최윤정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IPSF Contact Person of KNAPS, Republic of Korea 

15:30 - 17:30  

120 min 

한국문화공연 준비 17:30 - 18:30  

60 min 

숙소로 이동 

18:30 - 20:00  

90 min 

저녁식사 20:00 - 레크리에이션

  국제활동에 파견하는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국과 KNAPS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얼굴이 됩니다. 따라서 KNAPS에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활동에 관심이 있고, 대표단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선배들의 참여 후기를 들으며 국제활동을 간접 경험합니다. 

이와함께 참여가능한 컨텐츠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 참여동기를 부여받고 국제관계에 

한층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국제행사에 참여했던 선배들의 후기를 공유함으로서 국제적 매너를 간접체험하고 

국제활동 기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2.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WHA 등 보건의료분야의 국제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국제학생단체에서 운영위원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으며, 세계의 학생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컨텐츠를 준비합니다.

행사내용

장소

일시

모집인원

전체 참가인원

참가비

주최

신촌 강의실 – 홍대 바베큐파티룸

2018/6/29 오전10시– 2018/6/30, 1박2일

10명

약 50명

본 행사는 국제약대생연합 세계총회(WC)와, 아시아태평양

약학심포지움(APPS) 참가자들 약 40명과 함께 진행합니다. 

22,000원(KNAPS 정회원) 27,000원(비회원)

KNAPS

문의ㆍ연락처

최윤정 IPSF Contact Person of KNAPS, Republic of Korea 

knaps.cp@gmail.com

 

2018 국제교류 대표단 교육캠프
29 JUNE - 30 JUNE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