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합물은행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

화합물 가치 재창출

모시는 글
안녕하세요.
한국화합물은행은 지난 2000년 3월, 불모지였던 국내 신약개발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한국화학연구원내에 설립된 이래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바이오연구 및 신약개발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화합물을 확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신약개발연구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화합물은행은 독창성과 다양성, 약물성이 우수한 34만종의 생리활성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0만종 이상의 화합물을 100여건 이상의 국내 신약개발 및
바이오연구 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활용지원 화합물 수는 450만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한국화합물은행은 현재 보유화합물 종수와
연간 활용 및 지원 건수에서 세계 유수의 공공화합물은행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화합물은행의 지난 15년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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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심포지움 진행순서

:::::

2015년 11월 11일(수) 13:00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강당
시 간

제 목

연 사

13:00 ~ 13:30

등록 및 KCB Tour 신청

13:30 ~ 13:40

환영사

이규호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13:40 ~ 13:50

축사

민병주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3:50 ~ 14:00

격려사

유대선 과장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14:00 ~ 14:10

한국화합물은행 현황소개

이현규 센터장
(한국화합물은행)

14:10 ~ 14:30

사진촬영 & Coffee Time

• 1부 •

좌장 : 안진희 센터장(한국화학연구원 의약화학연구센터)

14:30 ~ 15:00

Exploration of Chemical Diversity for
Novel Drug Discovery

김성훈 단장
(BIOCON사업단, 서울대 교수)

15:00 ~ 15:30

신약개발 동향과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진행 사항

윤석균 센터장
(대구첨복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

15:30 ~ 16:00

TBA

유제만 대표이사
(신풍제약)

16:00 ~ 16:20

Coffee Time & KCB Tour

• 2부 •

좌장 : 김미현 센터장(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

16:20 ~ 16:50

The National Drug Discovery Resource
Network – an open innovation platform

Ming-Wei Wang 교수
(중국화합물은행장)

16:50 ~ 17:20

Towards Well-Defined ADC
(Antibody-Drug–Conjugates)
- Next generation approach

김용주 대표이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17:20 ~ 17:50

신약개발 및 바이오연구에
필요한 국내외 인프라

이연희 센터장
(연구소재중앙센터, 서울여대 교수)

17:50 ~ 18:00

Closing Remark

이선경 본부장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18:00 ~ 20:00

저녁만찬

연구원식당(뷔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