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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0-1. IPSF 소개 

1949년에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약학대학생연맹(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IPSF)는 가장 오래된 자발적 국제학생단체 중 하나입니다. IPSF는 정보제공, 교육, 교

류 활동 및 다양한 발행물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공공보건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가진 

약학대학생들을 대표하는 국제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PSF 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등의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약사연맹(FIP,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0-2. IPSF World Congress (WC) 

세계 총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총회 (General Assembly)를 열게 되는데, 연맹 내에서 진행 

중인 업무들이나 연맹의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고, 보고서를 승인하며, 임원진을 선출하는 자

리입니다. 각 국가의 대표단들은 이 총회에 필수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표단을 제외한 나머

지 일반 참가자들은 총회 기간 동안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현지 약학 관련 기관 견학, 캠

페인, 복약지도대회, 임상퀴즈대회, 조제 및 합성 대회, 여러 테마가 있는 문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0-2-1 Leaders in Training (LiT) 

World Congress 전 약 30명의 참가자와 함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리더의 

역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소수로 진행되어 본행사 진행 전에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WC 등록과는 별개로 추가 비

용과 등록이 요구됩니다. 

0-2-2 Post Congress Tour (PCT) 

WC 이후 명소들을 둘러보고 로컬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IPSF WC 등록과는 별개로 추가 비용과 등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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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어풀이 

IPSF :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WC : World Congress 

LiT : Leaders in Training 

PST : Post Symposium Tour 

CP : Contact Person 

OD : Official Delegate (회의에 참석하여 각 단체를 대표할 3명) 

D : Delegate (OD를 제외한 각 단체의 대표단) 

 

*더 자세한 내용은 KNAPS 에서 진행하는 IPSF/APRO Workshop 또는 매년 발행되는 

KNAPS Newslette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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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세부 정보 

64rd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World Congress 

(제 64차 국제약대생연합 세계총회) 

 

1-1. 일정 

World Congress(본행사) : 2018년 7월 30일 ~ 8월 8일 

Leaders in training: 2018년 7월 27일 ~ 7월 30일 

Post Congress Tour: 2018년 8월 8일 ~ 8월 12일 

 

1-2. 참가비 

아래 참가비는 본행사(World Congress)만의 참가비를 포함하며, LiT와 PST의 참가비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World Congress 

7월 30일 – 8월 8일 

차수 1차 2차 3차 

선발기간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등록기간 1월 20일 00시 ~ 3월 31일 5월 15일까지 6월 30일까지 

금액 €450 €500 €550 

**모든 시간은 아르헨티나 기준으로 GMT+3가 적용됩니다 

*** 참가비가 포함하는 내용: 

1. 총회 프로그램 참가(심포지움, 워크숍, 컨퍼런스) 

2. 숙소 (3성급 호텔, 9박) 

3. 식사 (아침식사9번, 점심식사7번, 저녁식사6번, Welcome Dinner, Gala Dinner, Coffee breaks) 

4. 총회 중에 필요한 교통편과 픽업 (7월 30일 9am-5pm GMT+3 공항픽업 제공) 

5. 6회의 Social Events 

6. 견학 (Excursion Day) 

 * 항공비 및 총회 프로그램 외 기타 체류비용은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가비 송금 시 수수료 역시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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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소 

Argentina의 Mendoza 

 

1-4. 신청 절차 (Registration Process): 

단계0: KNAPS 1,2,3차 선발 절차를 통해 선발 또는 우선순위 배당 

단계1: 온라인 접수 (online registration) – 구글폼작성 goo.gl/ko7zve 

단계2: 등록팀이 5일이내에 확인메일 전송 (미전송시 congress@ipsf.org에 문의) 

단계2: KNAPS Contact Person에게 Confirmation Letter(확인 서류)요청 후 수령해 등록

팀에게 전송 

단계3: 등록팀으로부터 Payment 지불 안내 메일 수령 

단계4: 금액 지불하고, 등록팀에게 송금영수증을 전송 

단계5: 등록팀으로부터 확인메일 및 Participant voucher, Cancellation Policy doc, IPSF 

Code of Ethics doc 수령 (voucher는 폰 또는 메일에 저장 후 베뉴 도착 후 승인시 사

용, 나머지 두개의 doc는 싸인 후 도착전에 등록팀에게 전송) 

 

**신청 절차에 있어서 Contact Person이 Confirmation Letter를 작성해주는 것 외에 모든 절차는 

주어진 단계에 따라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문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IPSF-KNAPS CP와 WC Committee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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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 과정 

- 선발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며, 1차 선발 이후 2차와 3차 선발을 진행합니다. 

- 본 요강과 함께 진행되는 선발은 1차 선발에 해당합니다. 

- 1차 선발에서 탈락시 제출하신 정보를 그대로 2차선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선발 과정 정보를 아르헨티나 측에서 공지후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2-1. 1차 선발 과정 개요 

1) 아르헨티나 IPSF WC 운영위원회 1차선발 등록 인원 개요 

등록기간 : 1월 20일 00시 ~ 3월 31일 

등록인원 : 아르헨티나 측에서 추후 공지 후 추가안내 예정 

2) KNAPS 소속 WC 참가자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추가안내 예정 

- 모든 선발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지운 뒤 Contact Person(이하 CP)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

는데, 다른 임원진에게 지원자의 정보를 지운 상태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 KNAPS 임원진 또한 일반참가자로 지원 가능하다. 이 때, 선발에 있어서 임원진 자문을 구

하는 경우, 해당 임원진 지원자에게는 아무리 블라인드 자문이라 할지라도 지원자의 서류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 WC의 Official Delegate로 Regional Assembly에 참여하여 IPSF의 회칙에 따라 KNAPS를 대

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2-2. 1차 선발 절차 

추후 안내될 마감기한까지 knaps.cp@gmail.com으로 첨부파일 총 1개(2018 IPSF WC 선발지원서)

를 작성, 제출 (제출시 파일명은 “2018 IPSF WC 선발지원서_이름” 으로 통일) 

2018 IPSF WC 선발지원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s-5NnizeIXLEKRemMhI5_tD7ltX2DBiV/view?usp=sharing 

mailto:knaps.c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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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점수 

1 지원동기 25 

2 활동 경험 또는 포부 30 

3 KNAPS 활동 참여경험 45 

 합계 100 

 

 

3. 참고 웹사이트 

IPSF 공식 홈페이지 (www.ipsf.org) 

64rd IPSF World Congress 공식 홈페이지 (congress.ipsf.org/index.php/registration) 

64rd IPSF World Congress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64IPSFWCMDZ18/) 

 

끝. 

http://www.ips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