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학술대회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in new drug development
일시 : 2022년 4월 29(금)
장소 : 신라스테이 서초
평점 : 4점

…PROGRAM…
12:00~00:00

등록

13:00~13:05

인사말

Session I

13:00~13:40

신재국 회장(대한임상약리학회)

Accelerated drug development using Biomarker and Surrogate endpoints
좌장: 장인진(서울대학교병원), 최성준(온코드바이오)
Special lecture : Facts and Misconceptions about Aducanumab
Approval

Yaning Wang
(Createrna Science and Technology)

김재연 박사

13:40~14:10

Model guided dose escalation in oncology Phase 1 trial

14:10~14:40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for current and future drug
development

오재성 교수(서울대학교병원)

14:40~15:10

Recent advances in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in drug
development

김종률 교수(인제대 부산백병원)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II

(Novartis Institutes for Biomedical Research
(Cambridge, MA, USA)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applied in drug development
좌장: 박경수(연세대학교), 배균섭(서울아산병원)

15:30~16:00

Exposure-Response in Cancer: Starting from Genomics

16:00~16:30

Experiences to Characterize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for Various Therapeutics using Modeling and Simulation:
Advantages and Challenges

16:30~17:00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을 이용한 신약개발 경험
(Industry)

17:00~17:10

Introduction to Asian Pharmacometrics Network (APN)

17:10~17:15

임상약리학 인정의 자격증 수여식

17:15~17:40

추첨 및 폐회사

이지은 박사(LG 생명과학)
박경수(연세대학교)

윤영란 이사장(대한임상약리학회)

/

록

/

안

/

내

[학술대회 등록비]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20일(수)

구분

[등록방법]
우리은행 1005-701-078149 (예금주 : 대한임상약리학회)
※ 홈페이지(www.kscpt.org)를 통해 카드결제 가능
※ 등록비 환불 규정
- 사전등록 기간 내 : 등록비 100%
- 사전등록 기간 후 ~ 학술대회일 전 : 등록비 50%
- 학술대회 당일 이후 : 환불 불가

한성필 교수(가톨릭대학교)

고시이사(대한임상약리학회)

등
[사전등록]

김규표 교수(울산대학교)

등록비

학생, 전공의, 군의관

정회원

50,000원

20,000원

비회원

100,000원

50,000원

정회원

70,000원

40,000원

비회원

120,000원

80,000원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2022 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워크숍
신약개발을 위한 Real-World Data
일시 : 2022년 4월 29(금)
장소 : 신라스테이 서초
평점 : 미정

…PROGRAM…

09:00~09:30

Real-World Data에 대한 소개

김민걸(전북대학교병원)

09:30~10:10

공통데이터모델의 이해와 Real-World Data 구축

김민지(전북대학교병원)

10:30~11:10

R을 활용한 Real-World Data 분석

임용진(전북대학교병원)

11:20~12:00

Real-World Data 분석과 활용

임용진(전북대학교병원)

등

/

록

/

안

/

내

[사전등록]

[등록방법]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20일(수)

우리은행 1005-701-078149 (예금주 : 대한임상약리학회)

[워크샵 등록비]
현장 참석 : 30만원
온라인 참석 : 20만원

※ 홈페이지(www.kscpt.org)를 통해 카드결제 가능
※ 등록비 환불 규정
- 사전등록 기간 내 : 등록비 100%
- 사전등록 기간 후 ~ 학술대회일 전 : 등록비 50%
- 학술대회 당일 이후 :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