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인랩플러스 세미나에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인랩플러스는 고객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최신 분석법과 실험 솔루션 가이드를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님의 든든한 연구 실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영인랩플러스㈜ 임직원 올림

        참여세미나  

영인랩플러스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실험실습형 Hands-on 세미나

           세 미 나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    

        방문세미나

신청하신 곳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고객 맞춤형 세미나

연구분야별 최신 분석 동향과 다양한 실험 가이드 제공

일정 | 2019년 9월 18일 ~ 12월 5일

신청 |  온라인 접수(www.labplus.co.kr)

영인랩플러스 
2019년 하반기

세 미 나
방문

참여



참여세미나

방문세미나

e-세미나

■   장소 : 영인랩플러스 본사(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참석자 전원에게 세미나 책자와 사은품, 수료증을 증정
■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 신청 필수
■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일시 : 연간 상시 진행 (방문 희망일 2주 전 신청 요망)
■   장소 : 신청하신 곳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
■   접수 방법 : 전화 접수(02-2140-5457)
■   참석 인원 5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e-세미나로 진행 가능
■   대학 내 수업 또는 랩세미나를 대신한 세미나 진행 불가

■   일시 : 지정일, 지정 시간 온라인 접속 
■   접속 방법 : 참석자 대상 e-mail 안내
■   선착순 마감이므로, 사전 신청 필수

날짜 세미나 제목

10월 23일(수) 

14:00~17:00

On-line 유도체화 방법을 통한 효과적인 아미노산 분석 (Hands-on/식품,제약) 

  : Agilent HPLC 장비를 사용한 자동화 유도체화 방법

11월 13일(수) 

14:00~17:00

식품 시료 속 Mycotoxin 분석! (Hands-on/식품) 

  : QuEChERS와 Captiva EMR-Lipid가 만나 시료 속 지질을 제거!

번호 세미나 제목

1
GC 유지보수와 분석 효율 향상을 위한 소모품

 : 올바른 유지보수 & 분석 효율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품 소개

2
GC 분석법 개발

  : 최적의 결과를 위한 분석 조건과 빠른 분석

3
분석 전 꼭 알아야 할 GC 기본 이론 및 GC 컬럼 선택법

  : GC 원리, 기본 이론 설명 및 내 분석에 딱 맞는 컬럼 선택하기

날짜 세미나 제목

9월 18일(수)

14:00 ~ 15:00

More Safety, Make it your gas! (Basic/일반)

  :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가스발생기는 안전합니다

9월 19일(목)

14:00 ~ 15:00

UHPLC/HPLC 분석 실험에 꼭 맞는 Filter 선택하기 (Basic/일반)

  : 시료 및 이동상 전처리의 중요성

9월 25일(수) 

14:00 ~ 15:00

Flow cytometry 실험, 원리를 알면 쉽다! (Basic/생명)

  : Flow cytometry의 원리와 Application 소개

9월 26일(목)

14:00 ~ 15:00

Agilent HPLC 소모품 선택법 (Basic/Agilent LC 사용자)

  : HPLC 소모품 교체 품목 및 팁 안내

10월 2일(수)

14:00 ~ 15:00

지방산, FAME 및 오일 분석을 위한 GC컬럼 바로알기 (Basic/식품)

  : 각 컬럼의 특성과 차이점, 고정상 정보와 상세 사양 확인까지

10월 10일(목)

14:00 ~ 15:00

실험실 기초 장비, UV/Vis Spectrophotometer 알아보기! (Basic/일반)

  : 사용자가 알아야 할 분광광도계의 기본

10월 16일(수)

14:00 ~ 15:00

GMP시설 클리닝 가이드 (Basic/제약,화장품)

  : 클리닝 방법 및 도구 활용법

10월 17일(목)

14:00 ~ 15:00

흡광의 원리와 대표적인 Application 소개 (Basic/생명)

  : 흡광의 기본원리와 핵산 정량 및 ELISA 소개 

10월 24일(목)

14:00 ~ 15:00

경구제제 용출시험기(Dissolution testers) / 

경피제제 피부투과도기(Diffusion cell testers) (Basic/제약)

  : USP, FDA에서 추천하는 효과적인 Dissolution Testing 방법 모색

10월 30일(수)

14:00 ~ 15:00

실내공기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Basic/환경)

  : 실내 공기질 분석을 위한 샘플링 소모품 알아보기

10월 31일(목)

14:00 ~ 15:00

미생물 분석, 기본만 알아도 분석이 쉬워진다! (Basic/식품)

  : 미생물 기본 이론과 미생물 분석의 주요 방법 소개

11월 6일(수)

14:00 ~ 15:00

GC 유지보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Basic/GC사용자)

  : GC 소모품 유지보수 및 2019년 신제품 소개

11월 7일(목)

14:00 ~ 15:00

피펫 클리닉 (Basic/일반)

  : 피펫팅의 결과를 좌우하는 다양한 영향 인자와 Calibration의 중요성

11월 14일(목)

14:00 ~ 15:00

Nucleofector™로 Transfection 효율 높이는 방법 (Basic/생명)

  : Transfection 효율을 높이는 최상의 솔루션! Nucleofector™ 사용하기

11월 20일(수) 

14:00 ~ 15:00

아는 만큼 보인다! HPLC Column selection (Basic/LC사용자)

  : 내 분석법에 적합한 컬럼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기

11월 21일(목)

14:00 ~ 15:00

Lab water purification system 종류와 오염원 제거 기술 (Basic/일반)

  : 우리 실험실에 맞는 장비로 선정하고 잘 관리하기

11월 27일(수)

14:00 ~ 15:00

분석물의 회수율을 높이는 시료 전처리법 (Basic/식품)

  : 액액추출 및 지질제거 전처리과정에서 분석물질 회수율 고민 해결!

11월 28일(목)

14:00 ~ 15:00

Cell Culture 방법 및 기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asic/생명)

  : Cell culture workflow 및 know-how 소개

12월 4일(수)

14:00 ~ 15:00

중금속 분석의 A to Z (Basic/일반)

  : 무기시료 전처리 및 분석,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기!

12월 5일(목)

14:00 ~ 15:00

Mycotoxin(곰팡이독소)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Basic/식품)

  : Aflatoxin 유도체화 방법 소개

번호 세미나 제목

4
식품분석! 응용에 맞는 GC컬럼 선택하기

  : 극성 고정상 컬럼과 지방산 시료 분석 소개

5
석유화학! 응용에 맞는 GC컬럼 선택하기

  : 기체 분석용 컬럼과 석유화학 분야 응용별 Application 소개

6
제약분석! 응용에 맞는 GC컬럼 선택하기

  : Packed 컬럼과 잔류용매 분석 소개

7
Choosing the Best Column for Your Analysis  

  : HPLC 컬럼 선택방법

8
Advances in HPLC Method Development

  : 용매의 특성과 선택방법 및  Buffer선택과 분석방법 소개

9
빠른 HPLC 분석과 비용 절감을 위한 Tip & Trick

  : 이동상 절감을 위한 컬럼 조절법과 빠른 분석을 위한 컬럼 및 응용법 소개 

10
Techniques Tips and Tricks of LC Troubleshooting

  : 소모품 유지보수법 소개

11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위한 SPME 시료 전처리

  : SPME 기본이론 및 선택법 알아보기!

12
농산물 시료 전처리의 Hot Issue! QuEChERS

  : 잔류농약 추출에서 분석까지 한 시간이면 충분!

13
피펫 클리닉

  : Optimizing Your Pipetting Performance

14
Water Purification System (초순수 제조장치)

  : 초순수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15
용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오토 샘플링 시스템 사용의 효과

  : 경구 자동 용출 시스템 / 경피 피부투과도기 알아보기

16
형광현미경으로 측정하는 Application이 궁금하다

  : FISH(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에 대해 알아봅니다

17
미생물 분석, 기본부터 짚어보기!

  : 식품 내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전처리부터 콜로니카운팅까지

18
PCR을 이용한 친자확인 방법을 알아보자

  : PCR을 이용한 다양한 Application에 대해 소개합니다

19
현미경이나 real time PCR 반응 시 사용하는 형광시약 선택 가이드 제시

  : 실험방법별로 사용하는 적절한 형광시약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20
Flow Cytometry 측정

  : Flow Cytometry의 원리와 결과 분석  

21 
당신의 Western Blot 최상의 결과로 확인하세요

  : Western Blot, 최고의 결과로 실험을 빠르게 끝내자!

22
Transfection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 소개

  : Nucleofector system을 이용한 논문 자료를 활용하여 Transfection 효율 높이기

23
ORAC (Oxygen Radical Antioxidant Capacity) 의 원리와 측정 방법을 소개

  : ORAC Assay 기본 방법 소개와 장비를 활용한 분석 방법 익히기

Hands-on

3 접수 방법
    : 랩플러스(www.labplus.co.kr)에서 ‘세미나’란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문세미나 별도 문의)

3 접수 일정 
     : 참여세미나 - 세미나일 1개월 전 신청 접수 
     : 방문세미나 - 전화 상담 후 일정 협의
     : e-세미나 - 매달 15일 다음달 세미나 신청 접수

3 문의처 문의 
    : 전화(02-2140-5457), e-mail(seminar@younginlp.com)

2019년 하반기 세미나 신청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