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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에서 널리 이용되는 히알루론산의 응용 및 특성평가 세미나
최근 히알루론산에 대한 규정의 강화로 히알루론산에 대한
물성 평가 항목의 중요성 및 최근 분석 기술 동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번 파날리티칼에서는
히알루론산 분석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샘플 측정 사례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교육 일정을 확인 하시고, 교육
제목 및 참석자 정보를 info.korea@malvern.com 으로 송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번 파날리티칼 히알루론산 분석 솔루션이 궁금하시거나,
필러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에 관심이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문의
·담당자: 구현정 차장
·연락처: Tel 031-786-0840 /010-4018-4575
·E-mail: info.korea@malvern.com
▪ FAQ
·모든 세미나는 무료로 제공되며, 중식 및 교재가 제공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가까운 수내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요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미나 정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접수된 순서에 의해
업체당 4명으로 제한하며,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말번 파날리티칼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www.malvernpanalytical.com

일정, 프로그램 및 강사
▪ 일시
- 3월 28일 목요일 09:30~16:30
▪ 장소
- 말번 파날리티칼 분당 지사 교육실 (3F)

▪ 프로 그램
Time

Topic

09:30

등록 및 Welcoming
제약 산업의 효과적인 생산 및

10:00

▪ 강사 소개
- 박찬욱 부장 (Application and Product Manager)
• 공학박사
• 응용지원 및 마케팅 팀장
• 아시아 지역 응용지원 담당
- 심하윤 차장 (Application Speicalist)
• 응용지원 - Malvern Panalytical Korea (2010-현재)
- 정경호 과장 (Application Speicalist)
• 응용지원 - Malvern Panalytical Korea (2017-현재)

연구개발을 위한 솔루션

11:00

입도/ 입도 분포가 히알루론산(HA)제품에 미치는
영향 (입도 및 분포 (Particle size & distribution)) 및
장비데모

12:00

점심

13:00

히알루론산(HA)제품의 유변학적 특성 및 물성 평가
(점탄성(Viscoelasticity),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부착성(Tack)) 및 장비데모

15:00

GPC를 이용한 히알루론산(HA)제품의 특성 및
물성 평가(절대분자량(Absolute molecular weight),
분산도(PDI), 고유점도(Intrinsic viscosity)

16:00

Summary / Q & A

* 상기 프로그램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서
아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info.korea@malvern.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현장에서 명함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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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vern Panalytical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26 N 타워가든
TEL : 031-786-0840
E-mail : info.korea@malve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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