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 FOR PARTICIPANT OF 

2017 
National 

Congress

장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일시 2017년 2월 3일 ~ 2월 4일

주최 KNAPS 한국약학대학생연합



14:30 - 15:00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4142 강당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4142 강당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4142 강당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4142 강당

Registration
등록 및 개회

15:00 - 16:00
안혜림 약사님

Seminar #1
병동전담약사, 그리고 약사-헬스커뮤니케이션 세미나

16:00 - 17:00
임진형 약사님

Seminar #2
꼭 알아야 할 동물의약품 복약상담 세미나

17:00 - 18:00
정혜진 약사님

Seminar #3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복약상담 세미나

18:00 - 19:00 Team Gathering / Dinner

19:00 - 21:0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M216 (한국어) / M134 (영어)

Patient Counselling Event
실전 복약상담연습 (한국어 / 영어 별도 진행)

21:00 - 24:00 Free Night

시간 일정 및 세부내용 장소

2월 3일(금)

10:30 - 11:0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4층 L401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4층 L401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4층 L401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4층 L401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4층 L401

Workshop
Patient Counselling in Taiwan, Japan

11:00 - 12:00
Meng San (Dora) Lee

Workshop
IPSF / APRO Workshop

12:00 - 13:00 Lunch

13:00 - 14:00
정재훈 약사님

Seminar #4
캐나다 약사, OSCE 세미나

14:00 - 15:00
방준석 교수님

Seminar #5
노인약료 전문약사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세미나

시간 일정 및 세부내용 장소

2월 4일(토)

Timeline



11 정문

12 ● 학술관

13 ● 문화관

14 ● 
사회과학관ㆍ경영관
(구 동국관)

15 생활협동조합

16 대운동장

17 카페

18 ● 혜화관

19 혜화별관

20 중문(혜화문)

21 법학생활관

22 동국백년비

23 ● 교수회관(구 만해관)

24 ● 법학관(구 만해관)

25 상록원

26 상록쉼터

27 과학관

28 명진관

29 다향관

30 가온누리(기념품카페)

31 대학본관

32 신공학관

33 남산학사

34 ● 원흥관

35 금강관

36 체육관

37 ● 정보문화관

38 만해광장

39 ● 학생회관

40 계산관

41 ● 학림관

42 후문

43 충무로영상센터

44
반야관
(동국대학교 전산원)

1 팔정도

2 중앙도서관

3 남산산책로

4 이해랑 예술극장

5 정각원

6 박물관

7 만해시비

8 카페

9 중앙도서관 하늘마루

10 동국 명예의 전당

 ● 가 표시된 곳은 하늘마루(옥상정원)가 조성된 곳입니다.

e LogoCampus Map



Location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정확한 주소 입니다. 

• 새주소(도로명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
• 기존주소(동 주소)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26,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이용

장충동 (동국대 입구)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 으로만 가능합니다.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국장 400m 전방 - >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3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 남산 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지선버스: 7212 간선버스: 144, 301, 420, 407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7011 간선버스: 104, 105, 140, 463, 421, 507, 604



Contact
행사에 참가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NAPS 교육학술국장 김영광 010-6680-1528 / knaps.edu@gmail.com
KNAPS 사무국장 이현승 010-5635-0510 / knapsamuguk@gmail.com
KNAPS 회장 현경민 010-2697-6549 / knaps.1617@gmail.com

신공학관

사회과학관/경영관



Registration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시작에 앞서 현장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정규 참가자 (1박 2일 참가자)
오후 2시 3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4142 강당 입구에 마련된 
등록데스크에서 본인의 현장 등록을 마치시고 행사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2월 3일 참가자 
오후 2시 3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4142 강당 입구에 마련된 
등록데스크에서 본인의 현장 등록을 마치시고 행사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2월 4일 참가자 
오전 10시 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경영관 4층 L401 입구에 마련된 
등록데스크에서 본인의 현장 등록을 마치시고 행사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 현장 등록후 배부해 드리는 명찰은 행사 진행시 사용할 예정이오니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행사가 
끝난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Accomodation

정규 참가자 분들에게는 숙박이 제공됩니다. 숙소의 사정상 인원을 분배하여 두 군데의 장소를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out KNAPS
 

 
●단체 소개- FIP, UNESCO, CPA, WHO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세계약학대학생연맹(IPSF)의  

국내 유일의 Full Member인 한국약학대학생연합 

- 국내외 약대생들과 교류하며, 약사직능을 계발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비영리, 비정부, 비종교, 비정치적 단체 

- 다른 동아리와 연합과는 별개인 법인단체 

●대상 전국의 약학대학생 대상 (졸업한지 4 년 이하의 약사 포함) 

●활동 

1. 국내활동 

- 캠페인 진행 및 세미나 개최: 직능별 세미나, 약사님들과 함께하는 전문적인 캠페인 등 

- National Congress, Medical Awareness Campaign, General Assembly, Patient Counseling Event 등 

- Staff 총회, 타교 약대생과의 활발한 친목도모 

2. 해외활동 

- 해외 Conference(IPSF World Congress, APPS, 타국 National Congress) 참여 → KNAPS 정회원만 신청가능 

국제약학대학생연합 IPSF(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는 현재 80여개 회원국, 35만여 명의 약대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NAPS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World Congress(WC)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약대생들이 

모이는 국제 심포지엄 APPS에 참석하여 각국의 약계 현황이나 문화에 대한 안목도 넓히고, 세계 여러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작년 APPS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WC는 대만, APPS는 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SEP(Student Exchange Program, 교환학생프로그램) 

SEP은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적은 약대의 한계를 깰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그 외 Poster competition, FIP Student Package, WHA 등 여러 약학 관련 행사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방법 

Facebook (www.facebook.com/knapsipsf) 이나 Homepage (www.knaps.or.kr)에 리크루팅 공지시 정회원 신청가능. 

정회원 리크루팅 기간 : ~ 2017. 3. 20 (정회원 신청서 + full membership fee 2만원)  

Staff   리크루팅 기간 : 2017. 3. 21 ~ 2017. 3. 25 (현재 7개의 국 : 사무, 교육, 기획, 문서, 문화정보, 미디어홍보, SEP) 

* 3월 중 설명회 및 개강총회 예정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필참X)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napsipsf  

홈페이지 www.kna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