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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12월 2일 월요일까지 홈페이지(www.labplus.co.kr) 를
이용하시거나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하여 팩스 (02-516-13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02-2140-5445, 5484

요금별납

■	교재와 중식이 제공되며, 세미나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드립니다.

고양 우편 집중국

■	주차 공간과 주차비가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12월 4일 (수) 10:00
 장소 : 한국제약협회 4층

2013 영화과학

제약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미나 일정
시간

내용

09:30 - 10:00

접수 및 등록

10:00 - 11:30

이 빨리 찾아온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 연구원님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30 - 11:50

‘효과적인 의약품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및 분석 기기 컴퓨터 시스템

11:50 – 13:10

 장소 : 한국제약협회 4층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90-2번지 (Tel : 02-581-2101)

효과적인 HPLC 이동상 제조 및 응용 법 및 Dissolution testing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13:10 - 14:10

한국제약
협회

휴식

Dissolution testing의 최신 기술 동향과 최적의 실험법 제안
Dissolution testing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분석 및 밸리데이션
진행에 에러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최적의 실험 조건을 알아봅니다.
또한 Qualification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USP 방법과 새롭게 이슈
되고 있는 ASTM 규격에 따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밸리데이션 수행을 위한 세미나’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요 원인 분석 및 밸리데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Vertical diffusion cell을

HPLC Method Development를 위한 효과적인 이동상 제조 방법 /
아미노산 분석의 실제 예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10:00

HPLC를 이용한 분석 시 이동상의 pH, Buffer, 유기용매에 따른 결과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 분석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봅니다.
또한 요즘 많이 분석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Agilent HPLC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유도체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 드립니다.

가을이 찾아온 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한결 더 쌀쌀해진 날씨와 추워진 기온 탓에 겨울

2013 영화과학 제약 세미나에서는

오시는 길

방배역
4번출구

삼일제약

점심 시간

이용한 Semisolid drug의 Release-rate testing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약 밸리데이션 전문가를 모시고 제약사 실험실 분석기기의

14:10 - 14:50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CSV) 카테고리 분류 및 준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Vertical Diffusion Cell(Franz Cell)의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Semisolid
및 Topical Formulations 의 Drug release rate testing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본 세미나에는 최신 자료 제공과 관련 장비가 전시되며
제품별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ertical Diffusion cell의 기본 이론 및 Semisolid drug product를
위한 Performance test

14:50 – 15:10
15:10 – 16:10

휴식

제약사 실험실 분석기기의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CSV) / ㈜애거슨
분석기기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및 밸리데이션 준비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실험실의 컴퓨터 밸리데이션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영화과학
16:10 - 16:30

질의 및 응답 / 이벤트 추첨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삼일제약 방면으로 약 350m 직진 (도보 약 5~10분)
▶ 주차안내
▪ 주차공간과 주차비는 제공되지 않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