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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회원

제

목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39차 Virtual Workshop (Zoom Webinar)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에서는 제39차 워크샵을 “202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K-Bio R&D
"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1년 05월 27일(목) 09:00 - 17:50
나. 장소: 온라인 워크샵(Zoom Webinar)
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4월 22일 (목) – 5월 21일 (금)
1) 홈페이지 (www.nonclinical.or.kr)내 제39차 워크샵 사전등록 메뉴 이용
2)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등록 가능
라. 등록비: 무료
마. 사전 등록 후 개최 전 접속 링크 송부
마.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화 031-702-9123, E-mail ksns@nonclinical.or.kr, 드림파트너 김준곤
바. 첨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39차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끝.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장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39차 WORKSHOP Program


일시: 2021년 5월 27일 (목) 9:00 ~ 17:5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워크샵



주제: 202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K-Bio R&D
시간

프로그램 (30 분 발표, 10 분 Q&A)

09:10~09:20

개 회 사 (회장 심현주)

Session 1

신약개발 잇(IT)는 이야기 (학술이사 김일환)

09:20~10:00

데이터 주도 인공지능 신약개발 강재우 (고려대, 교수)

10:00~10:40

Towards structure free drug discovery 신봉근 (디어젠, CAIO)

10:40~11:20

Drug Discovery Using Explainable AI 조성진 (심플렉스, 대표)

11:20~12:00

AI in Drug Discovery; the hype and the reality 곽영신 (LG 화학, 수석연구위원)

12:00~13:30

CRO Presentation

Session 2

약효분과 (위원장 김선홍)

NASH disease models and
13:30~14:10

drug development pipeline
안국준 (지오비스타, 대표)

약동분과 (위원장 이희주)

독성분과 (위원장 조도연)

In vitro-to-in vivo

New Approaches for an

Extrapolation of Hepatic

Integrated Nonclinical-

Clearance for Anionic Drugs

Clinical QT/Proarrhythmic

Considering the “Albumin-

Risk Assessment

Mediated” Hepatic Uptake

한성필 (가톨릭대,

김수진 (한국콜마, 소장)

연구조교수)

Best Practice

Animal Models for
14:10~14:50

Immune-Oncology

Drug Repositioning for Covid-

Research: Comprehensive

19 and Pharmacokinetics

Profiling and Translatability

이경륜 (KRIBB, 책임)

김우숙 (LG 화학, 책임)

14:50~15:30

15:30~16:00

Considerations for In
vitro/In vivo QT Studies
and Principles of
Proarrhythmia Models
이지은 (LG 화학, 상무)

COVID-19 연구를 위한 인간

신약개발에서의 표지화합물합성

페포 오가노이드 모델

및 ADME study

주영석 (KAIST, 교수)

김윤식 (S.T.able, 대표)

Coffee Break

Application of Cardiac
Toxicity Testing Using
Methods of CiPA initiative
김기석 (KIT, 단장)

Session 3
16:00~16:40

16:40~17:20

신약 개발 이야기 (의학화학분과위원장 한태동)
Current Trends in Next Generation Antibody-Drug Conjugate Technology: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정철웅 (레고켐바이오, 소장)
A collaborative journey of LECLAZA® (lazertinib) development

17:20~17:40

* 상기 프로그램은 연자 및 기타 사정으로 변동 수 있습니다.

오세웅 (유한양행, 소장)
폐회사 및 경품 추첨 (부회장 이성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