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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는 무료이며 좌석한정(150석)으로 사전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소를 통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noffmix.com/event/KRICT_BIO
http://ko.surveymonkey.com/r/KRICT_BIO

Innovative Drug
Screening Platform:
For better
in vivo mimicking
KRICT 바이오기반기술연구센터 기술 심포지엄

2018_12_11(화)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4층 강당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사전등록자에 한해 기념품증정과 제브라피쉬 기반
심장/간/신경/발생/급성 독성 평가(1개사 5종 샘플 이내)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및 제브라피쉬기반 독성평가 의뢰 이메일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본부 바이오기반기술연구센터
Tel : 042-860-7456
Fax : 042-860-7459
E-mail : njnam@krict.re.kr

주최
후원

INVITATION

PROGRAM

Opening Ceremony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열리는 “ Innovative Drug
Screening Platform: For better in vivo mimicking”주제 기술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는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와 의료혁신을 위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플랫폼 핵심 기술로서 “혁신적인 약물 유효성·독성평가 플랫폼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고도화된 생체모사 약효·독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실험동물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동물기반 약물효능·독성평가 방법을 대체하는 신개념 약물 스크리닝 기법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의약품·화장품 등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다각도로 활용한
고도화된 생체모사 기반 약효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품
개발의 시작단계부터 비임상·생체모델을 구축한다면, 바이오신소재의 R&D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신소재 개발의 혁신과 좀 더 인체 모델에 근접한 고도화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을 위하여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다수의 연구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14:00 ~ 14:10 환영사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Session I

Convergent in vivo mimicking platform

14:10 ~ 14:40

Next-generation high-throughput screening
for better drug discovery (한국화학연구원, 조희영 박사)

14:40 ~ 15:10

Electrical impedance spectroscopy for label-free and
real-time monitoring of cells (가천대, 조성보 교수)

15:10 ~ 15:40

Advanced in vivo mimicking cell culture platform for
drug validatio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초록 박사)

15:40 ~ 16:00 Photo & Coffee break

Session II
16:00 ~ 16:30

Disease mimicking platform
Zebrafish as a model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고려대, 박해철 교수)

첨단 융합 기술 기반 약효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16:30 ~ 17:00 (한국화학연구원, 김기영 박사)
17:00 ~ 17:30

Emulating human neurovascular unit for precision
medicine and high content analysis (충북대, 차상훈 교수)

Closing Remark
바이오기반기술연구센터 소개 및 맺음말

17:30 ~ 17:40 (한국화학연구원, 배명애 센터장)

주최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