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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회원

제

목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40차 워크샵 개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에서는 제40차 워크샵을 “Dynamically Growing K-Bio Pharm in 2021"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09:50 - 17:40
나. 장소: 수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다. 사전등록기간: 2021년 11월 11일 (목) – 12월 8일 (수) / 현장등록 불가
1) 홈페이지 (www.nonclinical.or.kr)내 제40차 워크샵 사전등록 메뉴 이용
2)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등록 가능
라. 등록비: 50,000원(학생2만원)
1) 사전등록 카드결제 가능 (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2) 자료집, 수료증, 기념품 제공(방역지침에 따라 중식 미제공/커피쿠폰 제공)
3)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요망
4) 현장등록 불가
5)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403-436526 ㈜드림바이오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6) 입금마감: 2021년 12월 12일(일), 입금 시 소속, 성명 기입 요망
마. 준수사항: 백신 접종자만 출입가능 (12월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가능)
바.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화 031-702-9123, E-mail ksns@nonclinical.or.kr, 드림파트너 김준곤
사. 첨부: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40차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끝.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장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40차 WORKSHOP Program

⚫

일시: 2021년 12월 16일 (수) 9:50 ~ 17:40

⚫

장소: 수원 컨벤션센터 컨벤션 홀

⚫

주제: Dynamically Growing K-Bio Pharm in 2021
시간

프로그램 (30 분 발표, 10 분 Q&A)

09:50~10:00

개 회 사 (회장 심현주)

Session 1

(좌장: 학술이사 김일환)

10:00~10:40

10:40~11:20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와 국가 정책동향 소개 (안)
오민규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장)
Recent Trends of Oncology Drug Development
박영환 (아벨로스테라퓨틱스, 대표, 前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
T cell differentiation during chronic infection and cancer: Implications for

11:20~12:00

immunotherapy
임세진 (성균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2:00~13:30

CRO Presentation & Booth

Session 2

약효분과 (좌장: 위원장 김선홍) 약동분과 (좌장: 위원장 이희주) 독성분과 (좌장: 위원장 조도연)
UBE2N confers protection
against nonalcoholic fatty

13:30~14:10

liver disease through
regulation of mitophagy
노윤석 (충북대 약대, 교수)

공간-단일세포 전사체와
바이오이미징 융합통한
약물평가기술
최홍윤 (서울대병원, 교수)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독성연구
손우찬 (아산병원, 교수)

생체현미경(IntraVital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14:10~14:50

Microscopy;IVM)기술을 이용한 혁신 항체의약품 개발을 위한

비임상연구

비임상 모델 생체내 (In Vivo)

비임상시험 예시 및 고려사항

김대훈 (현대약품, 수석)

약물동태 분석

유원규 (에비엘바이오, 소장)

김필한

14:50~15:30

(KAIST, 교수)

A novel gene target against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시험의

신약개발시 비임상

non-small cell lung

약동학시험 설계 및 약물

위탁연구현장에서 보는

carcinoma

상호작용 평가법

고려사항

이한웅 (연세대, 교수)

배수경 (가톨릭 약대, 교수)

김수헌 (큐베스트바이오, 대표)

15:30~16:00

CRO Presentation & Booth

Session 3

(좌장: 의학화학분과위원장 한태동)

16:00~16:40

16:40~17:20

임상시험 개발의 이해 (바이오 의약품 중심)
홍성운 (링크드바이오, 대표)
성장하는 K-바이오의약품의 강한 특허 전략
노은주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17:20~17:40

폐회사 및 경품 추첨 (부회장 이성학)

* 상기 프로그램은 연자 및 기타 사정으로 변동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교통안내 –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s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