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 계획서 및 보고서 Review 과정
ojbly@koreabio.org,
http://www.biopro.or.kr
031-628-0017
교육일정
교육장소

2018. 8. 22 ~ 24(수~금) 09:30~17:20(1일 7시간, 총 21시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건물 9층 강의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http://www.biopro.or.kr - [협약체결안내] - [소속기업검색]
-. 협약체결 여부 확인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 교육신청 진행
-. 협약미체결 기업일 경우 과정신청이 불가능, 협약 체결 후 과정신청 가능.
■홈페이지 http://www.biopro.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합니다.(D-7에 발송하는 최종안내 수신전에 취소바랍니다.)

교육취소

■당일불참, 미수료, 최종안내 후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참여 제한됩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장 최초입실 및 최종퇴실시 “HRD-net 앱”으로 출결을
확인합니다. 대리출석 등은 절대 불가하며, 본인 핸드폰으로만 가능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수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09:30~17:20일 경우,
-. 입실 체크 시 09:40 이전은 정상 출석, 09:41 이후는 지각
-. 퇴실 체크 시 17:10 이후는 정상 출석, 17:09 이전은 조퇴

출결 및 수료증
참고사항

■수료증은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참석자에게 발급됩니다.
-. 21시간 과정 : 21시간*60분*80%=1008분 이상
-. 20시간 과정 : 20시간*60분*80%=960분 이상
-. 16시간 과정 : 16시간*60분*80%=768분 이상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 http://www.biopro.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만족도조사] - [수료증 발급]
■강의자료집은 1인 1권 배부 원칙, 훼손*분실시에 추가 배부 불가하며,
강의자료 파일은(PDF, PPT) 배포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자가차량 이용시 강의장 주변 주차시설 이용바랍니다.

부대시설
이용

(건물내 지하주차장이 있긴 있으나, 거의 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내 별도 식당은 없으며, 점심은 외부음식점 이용바랍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은 외부에서 부탁드립니다.
■주차료 및 식대 지원은 없습니다.

<강의장 주변 음식점>

<강의장 주변 주차 시설>
기타 상세 문의는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으로 문의 후 이용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일 최대 2만원
031-8017-6240
AJ파크 메트로큐브점
606번길 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일 최대 6천원
031-8017-2600
판교역 공영주차장
산25-2
공영주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031-5170-3333
판교 현대백화점
요금적용
146번길 20 지하1층

<과정 상세 일정>
일시
8/22
(수)

8/23
(목)

8/24
(금)

내용
■GLP 및 독성시험의 이해
*국내 GLP 규정 및 시험법과 미국 FDA의 GLP
*GLP 독성시험 전산시스템 등
■SOP 작성법
*비임상시험 관리 기준 규정
*다지점시험의 표준작업지침서
*SOP 취급에 관한 SOP 및 SOP-GMS
■동물실험법의 이해 및 국내외 독성시험 지침
*의약품의 독성시험과 시험물질 validation
*일반독성시험의 실제 사례
■비임상 독성시험 계획서 검토방법
*마황의 시험물질 확보 및 13주 반복투여와 유전독성시험 보고서
■독성시험 결과평가 이해 및 사람에서의 임상 초회 용량설정
*MFDS, 반복투여 독성시험
*Clinical starting dose 설정
■비임상시험 독성시험 보고서 검토방법
*스테비오사이드의 13주 반복투여 독성시험 보고서

시간

강사명

09:30~12:30
신천철 박사
13:30~17:20

09:30~12:30

(안전성평가연구소)

최연식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13:30~17:20

바이오캠퍼스)

09:30~12:30

김동환 교수

13:30~17:20

(건양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판교역-도보 (신분당선 판교역–한국반도체산업협회/소요시간 5분)
*판교역 4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KEB 하나은행(판교역지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 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66m 이동

<찾아오시는 길>
■성남종합버스터미널-버스 (야탑역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요시간 약 20~25분 )
*야탑역 3번 출구 정류장(07-201)에서 812(마을) 버스 승차 후 동안교(07-435) 하차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이용 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222m 이동

*야탑역 3번 출구 정류장(07-201)에서 340, 76번 버스 승차 후 판교역동편정류장(07-570) 하차
*정류장 하차 후 판교역 사거리 횡단보도 건넌 후 좌회전
*서건타워까지 직진 후 우회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