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 A T I O N

제 36차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추계 Workshop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신약의 꿈

홈페이지 사전등록:

일시: 2019.10.24~25 (목~금)

2019년 9월 10일 (화) – 10월 16일 (수)

장소: 휘닉스 제주 아일랜드 볼룸

www.nonclinical.or.kr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초/대/합/니/다
2019년 가을을 맞이하여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분들을 연자로 모시고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신약의 꿈”란 주제로 제 36차 Workshop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Workshop이 신약개발과 관련된 회원간의 Networking과 다양한 학술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회장 오세웅

프/로/그/램
2019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추계워크샵
Day1

10월 24일 (목) 프로그램

12:00 ~ 12:50

등록 및 점식 식사

12:50 ~ 13:00

개 회 사 (회장, 오세웅)

13:00 ~ 13:10

축사

Session 1·Plenary talk
13:10 ~ 13:50

임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임상연구 전략 (연세의료원, 심재용)

Session 2 ·Platform
13:50 ~ 14:30

암단백유전체 분석을 통한 이행성 연구 방향 (국립암센터, 박종배)

14:30 ~ 15:10

AI-powered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GIST, 남호정)

15:10 ~ 15:30

Booth exhibition & Coffee break

Session 3 ·Case study 1
15:30 ~ 16:10

BBT-877 (안)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16:10 ~ 16:50

난치성 또는 고위험 감염병 예방 백신으로서 DNA백신의 역할 및 비임상/임상 연구개발 사례
(진원생명과학, 정문섭)

16:50 ~ 17:40

DWN12088 (안) (대웅제약, 박준석)

18:40 ~ 21:00

Luncheon Symposium & Booth Exhibition

Day2

10월 25일 (금) 프로그램

07:00 ~ 09:30

아침 식사

Session 4 ·분과발표
약효분과

09:40 ~ 10:20

독성분과

In vitro investigation of the
US FDA SEND 도입에 따른 국내 비 inhibitor preincubation effect
임상시험기관의 대응과 나아갈 방향 on multiple classes of clinically
(KIT, 정지훈)
relevant transporters
(SOLVO, Imola Juhasz)

The current trend of allosteric
SHP2 inhibitor in cancer
(SK바이오팜, 김남훈)

10:20 ~ 10:40

Booth exhibition & Coffee break

10:40 ~ 11:20

글로벌 임상3상 통증
치료제 Opiranserin 개발 사례 소개
(비보존, 이한주)

11:20 ~ 11:40

Effect of intravitreal
administration of
ranibizumab in
spontaneously dysmetabolic nonhuman primate
(Sichuan Primed Shines Biotech,
Li Gong)

11:40 ~ 12:00

12:00 ~ 13:30

약동분과

Novel strategies to
optimize animal models
of human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for drug
development
(Physiogenex,
Francois Briand)

임상시험검체분석의 GLP적용
(건양대, 황진아)

Challenges with
Immunogenicity Assay
Design to Support Gene
Therapy Programs
(Charles River Lab.,
Jessica St. Charles)

Time-dependent Inhibitor와
Reactive
Metabolite,
무엇이 다른가?
(LG화학, 이승학)

Role and Consideration of
Toxicokinetic study
in preclinical study
(KIT, 이종화)

Luncheon seminar & Booth exhibition

Session 5 ·Case study 2
13:30 ~ 14:10

FDA 신약승인 사례 - Sunosi (SK바이오팜, 박정신)

14:10 ~ 14:50

YH25724, a novel long-acting dual agonist for the treatment of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유한양행, 김준환)

14:50 ~ 15:00

폐회사 및 경품 추첨 (부회장, 심현주)

Session 6·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산학연병 기술-비즈니스 협력 공동심포지움
Day1

10월 24일 (목) 프로그램

~14:00

등록

14:00 ~ 14:30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유망기업 IR (1)

연구자 및 유망기업

14:30 ~ 15:00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유망기업 IR (2)

연구자 및 유망기업

15:00 ~ 15:30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유망기업 IR (3) OR 파트너링

연구자 및 유망기업

15:30 ~ 16:00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유망기업 IR (4) OR 파트너링

연구자 및 유망기업

16:00 ~ 16:30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유망기업 IR (5) OR 파트너링

연구자 및 유망기업

16:30 ~ 17:00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유망기업 IR (6) OR 파트너링

연구자 및 유망기업

Day2
09:30 ~ 12:30

10월 25일(금) 프로그램
보건의료 TLO 연구자 및 기업 간 1:1 기술 비즈니스 파트너링

창업기업-제약기업
* 상기 프로그램은 연자 및 기타 사정으로 변동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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