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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계의 에이즈관련 회의
세계 각국에서는 2007년에도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 중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회의를 골라 

하日: 客曷咨亙面赤；心 관심이 있는 분은 각 회의별로 아래에 나와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The 10th Anniversary Bangkok Symposium on 
HIV Medicine.
제 10 차 방콕 네 V 의학 심포지움

기간: 1월 17일〜19일
장소 태국 방콕

I http://www.hivnat.org/bangkoksymposium/index.html

Conference on Actions to Strengthen Linkages 
between Sexual and RH and HIV/AIDS
organised by the Indian Council for Medical Research (ICMR) and WHO 
생식기 건강과 HIV/AIDS 사이의 연관을 강화시키는 

행동에 관한 컨퍼런스

기간: 2월 4일〜8일
장소: 인도 Mumbai

14th Conference on Retroviruses and Opportunistic 
Infections
제 14 차 레트로바이러스와 기회감염 컨퍼런스

기간: 2월25일~28일

장소 : 미국로스엔젤레스

http://www.retroconference.org/200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V Treatme가 

Adherence
제 2 차 국제 베V 치료순응도 컨퍼런스

I Co-hos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icians in 

AIDS Care(IAPAC)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기간: 3월 28일~3。일

장소: 미국 Jersey City, NJ
'www.iapac.org

에이즈전문지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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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European HIV Drug Resistance Workshop
제 5 차 유럽 네V 으t제 내성 관련 워크숍

기간: 3월 28일~30일

장소: 포르투갈 Cascais
http://www.virology-education.com/courses-workshop

XVIII World Congress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 (WAS)
제 18 차 성 건강을 위한 세계 협력 회의

기간: 4월 15일~19일
장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http://www.sexo-sydney-2007.com/

8th International Workshop on Clinical Pharmacology 
of HIV Therapy
제 8 차 국제 네V 치료를 위한 임상약학 워크숍

기간: 4월 16일〜18일
장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http://www.virology-education.com/courses-workshop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eduction 
of Drug Related Harm
(18차 치료제 부작용 감소를 위한 세계회의)

기간: 5월 13일~17일
장소 폴란드 바르샤바

www.harmreduction2007.org

Medic기 Management of HIV in the Rural Southeast 
농촌지역에서의 네 v 관리

기간: 5월 18일~20일

장소 : 미국 Am이 ia Island, FL
http://www.idsociety.org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HIV Treatment, 
Pathogenesis and Prevention Research in
Resource-poor settings
제 1 차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HIV 치료, 병리학과 

예방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

기간: 5월 24일〜26일
장소: 우간다

http://www.vi「이 ogy-education.c 이n

16th international HIV Drug Resistance Workshop
제 16 차 국제 네V 약제 내성 워크숍

기간: 6월 12일~16일
장소: 미국 Barbados, West Indies
http://www. informedhorizons. com

International Women's S니mmit(IWS) on HIV 
and AIDS
국제 여성 HIV/AIDS 서밋

기간: 7월 4 일 ~7 일
장소 : 케냐 나이로비

I http://www.icw.org/node/225

9th Indo-Pacific Congress on Legal Medicine 
and Forensic Sciences Conference
제 9 차 인도-태평양 법의학과 수사과학 학술대회

기간: 7월 22일〜27일
장소 : 스리랑카 콜롬보

IAS Conference on HIV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
네V 병리학, 치료 및 예방 IAS 컨퍼런스

기간: 7월 22일~25일

장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http://www .ias2007.org/start. aspx

4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timicrobi기
Agent and Chemotherapy(ICAAC)
제 47 차 국제 화학요법 컨퍼런스

기간: 9월 17일，、，20일
장소 : 미국시카고

http://www.icaac.org

45th IDSA(l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Annual Meeting
제 45 차 미국감염학회 정기총회

기간: 10월 4일〜7일
장소 : 미국샌디에고

http://www.idsociety.org

3rd International Worksop on HIV Persistence 
during Therapy
제 3 차 치료진행중의 HIV 감염증 자쇡에 관한 국제워크숍

기간 12월 4일~7일

장소 : 미국 St Maarken, West Indies
http://www.inf 이iT)edho「izons.c 이n/'pe「sisie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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