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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회원

제

목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38차 워크샵 개최 안내(온라인 개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에서는 제38차 워크샵을 “Beyond Coronavirus the Path to Blossom of Pharm
R&D in 2020"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09:20 - 17:40
나. 장소: (재)수원컨벤션센터(온라인 강의)
다. 사전등록기간: 2020년 9월 21일 (월) – 10월 23일 (금)
1) 홈페이지 (www.nonclinical.or.kr)내 제38차 워크샵 사전등록 메뉴 이용
2)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등록 가능
3) 이번 워크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은 취소 되었습니다.
온라인 참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라. 등록비: 온라인 참가 - 사전등록 5만원(학생 2만원)
1) 사전등록 카드결제 가능.(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2) 세금계산서 발급 (입금일 기준 1회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 첨부 요망
3)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403-436526 ㈜드림파트너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4) 입금마감: 2020년 10월 23일(금), 입금 시 소속, 성명 기입 요망
마.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화 031-702-9123, E-mail ksns@nonclinical.or.kr, 드림파트너 김준곤
바. 첨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38차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끝.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장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38차 WORKSHOP Program



일시: 2020년 10월 29일 (목) 9:20 ~ 17:40



장소: (재)수원컨벤션센터(온라인강의)

 주제: Beyond Coronavirus the Path to Blossom of Pharm R&D in 2020


프로그램
9:40 ~ 9:50

사전준비

9:50 ~ 10:00

개 회 사 (회장, 심현주)

Session 1
10:00 ~ 10:40

10:40 ~ 11:20
11:20 ~ 12:00

Beyond Corona
“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 현황 ”
이혁민 (연세대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대응TF팀장)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제약 산업 환경변화 및 대응전략”
우정훈 (BW Biomed, 대표)
“ In silico 약물재창출을 통한 코로나19치료제 개발”
윤선일 (신테카바이오, 이사)

12:00 ~ 13:30

Lunch Time & e-Booth Exhibition

Session 2
13:30 ~ 14:10
14:10 ~ 14:50
14:50 ~ 15:30

Connection & Challenge
“ 바이오마커 기반 맞춤형 항암제 개발 “
진동훈 (웰마커바이오(주), 대표/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교수)
“ Precision Medicine시대의 비임상시험의 과제 ”
이상윤 (인터파크바이오컨버전스, 소장)
“ 비임상 데이터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시험 ”
이지은 (LG화학, 수석연구위원)

15:30 ~ 16:00

Coffee Break & e-Booth Exhibition

Session 3
16:00 ~ 16:40
16:40 ~ 17:20
17:20 ~ 17:40

Blossom
“ TGF-beta1; from discovery to clinical development ”
김성진 (메드펙토, 대표)
“ New drug development for COVID-19 : what we should learn “
안병옥 (이뮨메드, 대표)
폐 회 사 및 경품 추첨 (부회장, 이성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