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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8층 
T. 031. 622. 5700      E. info@sartorius.co.kr

www.sartorius.co.kr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은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분야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arly Stage Development Services
   Protein Expression System
   Biosafety Study
   Biosimilar Characterization
   Cell Bank Manufacturing
   QC/QA

Process Related Support
   Media & Process Optimization
   Fermentation & Cell Culture
   QbD & PAT
   Single Use Manufacturing
   Bioprocess Development & Engineering
   Filtration Systems
   Downstream Bio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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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Chip GX Touch                                                 Zephyr® G3 NGS Workstation 

High throughput electrophoresis separation                          Benchtop Automated Solution for illumine platform 
for DNA and RNA analysis 

 

 

 

PerkinElmer, Inc. 
8F 806-810 Ace Techno Tower 5th, 
197-22, Guro3-dong, Guro-gu, Seoul, 152-766, Korea 
Tel)02-868-4343 
www.perkinelmer.com 

PerkinElmer NGS WORKFLOW SOLUTIONS 
EXTRACTION TO ANALYSIS 





More capacity
More flexibility
More to discover

For Research Use Only. Not for use in diagnostic procedures.

The NextSeq™ 1000 and 2000 enable 3x the 
sequencing capacity at 1/2 the cost*, making 
them the ideal platforms for helping you do 
more with multiomics. 
*compared with the NextSeq™ 500/550 platforms.

Learn more.

M-KR-00014



More capacity
More flexibility
More to discover

For Research Use Only. Not for use in diagnostic procedures.

The NextSeq™ 1000 and 2000 enable 3x the 
sequencing capacity at 1/2 the cost*, making 
them the ideal platforms for helping you do 
more with multiomics. 
*compared with the NextSeq™ 500/550 platforms.

Learn more.

M-KR-00014



To minimize the social & economic 
impact of pandemic, early detection 

& monitoring of biohazardous 
substances are crucial!

125 Gwahak-ro, Yuseong-gu, Daejeon, 34141 Korea
Tel. +82-42-860-4201, Fax. +82-42-860-4209
www.h-guard.re.kr

Development of H-GUARD system and world-class platform technologies 
for the detection and monitoring of biohazardous substances including 
new and mutant viruses, super bacteria, etc.

BioNaNo 
HealtH 
Guard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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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rocess Design Center 
Design your Bioprocess 
써모피셔사이언티픽 Bioprocess Design Center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을 그대로 재현한 동물세포 및 미생물 배양실, 세포 

배양배지 및 버퍼 준비실, 정제 및 분석 실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기초연구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약 100여개의 장비를 

갖춘 데모랩에서 국내 최고의 바이오프로세스 전문가의 서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연구부터 생산까지 바이오프로세스 공정 솔루션 제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바이오의약품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장비부터  

생산에 필요한 최신 트렌드의 세포배양장비  

및 분석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한 번에 공간과 

장비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동물 세포 및 미생물 세포 배양, 정제, QC등 

바이오프로세스 전 단계의 모든 공정 솔루션

을 한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한 다양

한 종류의 백신 생산 공정 솔루션, CAR-T

와 NK 세포,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Gene 

& Cell therapy 솔루션과 같은 다양한 

Application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이오의약품 공정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장비 데모 

등을 지금 바로 BDC에서 체험해보세요.

thermofisher.com
Bioprocess Design Center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송도 BT 센터 6층  

문의 사항은 bdc.kr@thermofisher.com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BDC_학회광고.indd   1 2022-03-29   오후 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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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m 자라는 대나무의 생명력을 모근과 두피에 !

BAMBOO SHAMPOO
풀른 대나무 샴푸

대나무 추출물의 고함량 실리카
성분으로 뿌리볼륨을 탱탱하게!

대나무 뿌리의 힘을 모근 가득 

대나무 뿌리의 힘을 모근에 가득~

대나무 수액 가득 담은 두피 건강

실리콘無, 동물성원료無,
EWG 1~2등급 천연유래 전성분으로
두피와 모발에 건강한 약산성 샴푸

EWG 1,2등급 순한 약산성 샴푸

생태도시 담양 대나무를 원료로
청정한 기운의 두피를 시원하게!

담양산 청정 대나무 원료

EWG VERIFIED™

인증 마크 획득

두피피지, 각질개선, 두피진정

효과검증 임상시험 완료

ABOUT US

ECO FRIENDLYRESEARCH BASE BOTANICAETHNIC

식물성 원료 사용지역 유래 친환경적인연구기반

원료 발굴 조사 및 연구 제품 계획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샘플 테스트 임상시험 & 시험성적 준비 제품 생산 제품 공급 시장 반응 조사

ODM 전문기업 주식회사섬섬

연구기반 효능 위주의 기능성 제품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 마케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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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생명과학 -개념과 현상의 이해, 10판

지은이  CAMPBELL, TAYLOR, SIMON, DICKEY, HOGAN

옮긴이    김명원, 하영미, 이영원, 김옥용, 윤미정, 김창미, 김희진, 윤인선,  

신주옥, 고인정, 정석란｜2021｜A4(4컬러)｜856p｜가격 39,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ISBN：978-89-6154-350-7

생물학의 5가지 기본 주제에 맞추어진 새로운 초점~!

지은이  Reinhard Renneberg

옮긴이  방원기｜2018｜A4(4컬러) 

464p｜가격 30,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278-4

생명공학의 세계 
-기초부터 전문지식까지, 제4판

지은이  노현주, 이한길, 최석용

2022｜A4(4컬러)｜244p｜가격 20,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SBN：978-89-6154-393-4

손을 잡고 가르쳐 주는

DNA 클로닝 제4판
지은이  남상욱, 권혁빈, 최선심

2018｜A4(4컬러)｜384p｜가격 28,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246-3

유전공학의 이해 제3판

지은이  WIDMAIER, RAFF, STRANG

편역  감경윤, 박한규, 이문영, 최완수, 현경예

2022｜A4(4컬러)｜544p｜가격 43,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97-2

원리중심의 인체생리학 

지은이  김영호｜2022｜A4(4컬러)

472p｜가격 35,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91-0

미생물학의 기초 
기본원리에서 병원성까지

지은이  김공환｜2022｜A4(4컬러)

520p｜가격 35,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94-1

식품공학의 이해

지은이  Albert, Hopkin, Johnson,  

Morgan, Raff, Roberts, Walter

옮긴이  박상대, 김균언, 김문교, 김영상, 김재범, 

김철근, 명경재, 박세호, 박일선, 성노현, 이명애, 

이명철, 이정섭, 이준규, 이창중, 장연규, 정선주, 

정희경, 정희용, 최준호, 홍석만, 홍승환

2019｜A4(4컬러)｜784p｜가격 49,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13-2

필수세포생물학 제5판

지은이  최미영, 권혁빈｜2022｜A4(4컬러) 

336p｜가격 33,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92-7

         분자생물학 실험
-유전자 재조합 전과정-

http://www.lifescience.co.kr

(주)라이프사이언스  대표 김 효 중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5길 9(자양동, 한라상가 A동 303호)

전화: (02) 447- 6211~3 / 팩스: (02) 447- 3851

이메일: hjkim@lifesci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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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의 기초 
기본원리에서 병원성까지

지은이  김공환｜2022｜A4(4컬러)

520p｜가격 35,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94-1

식품공학의 이해

지은이  Albert, Hopkin, Johnson,  

Morgan, Raff, Roberts, Walter

옮긴이  박상대, 김균언, 김문교, 김영상, 김재범, 

김철근, 명경재, 박세호, 박일선, 성노현, 이명애, 

이명철, 이정섭, 이준규, 이창중, 장연규, 정선주, 

정희경, 정희용, 최준호, 홍석만, 홍승환

2019｜A4(4컬러)｜784p｜가격 49,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13-2

필수세포생물학 제5판

지은이  최미영, 권혁빈｜2022｜A4(4컬러) 

336p｜가격 33,000

교재채택시 강의용 CD-ROM 제공

ISBN：978-89-6154-392-7

         분자생물학 실험
-유전자 재조합 전과정-

http://www.lifescience.co.kr

(주)라이프사이언스  대표 김 효 중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5길 9(자양동, 한라상가 A동 303호)

전화: (02) 447- 6211~3 / 팩스: (02) 447- 3851

이메일: hjkim@lifescience.co.kr 



생물분자 정량 및 결합력 실시간 측정 시스템

A Better Choice
for your advanced biotechnology

초고감도 Single & Multiplex Plate Reader

GatorPrime

MesoTM QuickPlex SQ120

Lucigen Products and Services

  Protein, Peptide, Small molecule, Aptamer,
   DNA 등 다양한 샘플 측정 가능

  8샘플 동시 측정, 실시간 분석 시그널 확인

  2분 내 정량분석, 30분 내 결합력 분석 완료

  저렴한 소모품 비용, 간편한 유지 관리

  Electrochemicalluminescence 기술 기반 높은 민감도와 재현성 보장

  1 well/96well plate 당 한 번에 최대 10개 analyte 탐지 가능

  넓은 Dynamic range (5~6 logs)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전용 Kit 제공

  CRISPR gene editing
  Cloning Kits & vectors
  Competent Cells
  Enzyme
  In Vitro Transcription

  Next Generation Sequencing 
  Nucleic acid Extraction and Purification
  PCR & Amplification
  Protein Expression
  Transposon Mutagenesis

bms.kr
WE DELIVER SCIENCE

Order & Inquiry │ 02-3471-6500 / info@b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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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LiTM

E. coli 
Small RNA Library

GeneKOTM

Small RNA Gene 
Knockout Strain

GeneSiTM

Plasmid DNA for 
Gene Silencing

RiboLiTM

Random-targeted 
Ribonucleic Acid 
Library

E. Coli
ncRNA
대장균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제어 및
유전자 기능 연구,

손쉽고 빠르게
ncRNA를 사용해 보세요.

제이알랩스는 ncRNA를
발현할 수 있는 plasmid 
DNA를 제공합니다.

제이알랩스는 ncRNA가
제거된 대장균을 제공합니다.

www.Jrlabs.co.kr
042. 334. 2214

※  부스를방문하시면친절한연구원이 ncRNA를 설명해드려요.※  부스를방문하시면친절한연구원이 ncRNA를 설명해드려요.





Whether you’re looking to manufacture toxicology batches or cGMP material for clinical 
trials, Cytiva’s global Fast Trak™ team will help you expedite your molecules to clinic with 
full transparency. We deliver proven expertise to accelerate your pipeline: 

• Cell culture medium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 Process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for upstream and downstream
• Pre-clinical non-cGMP and cGMP clinical batch manufacturing, phase I and II
• Analytical development and QA/QC/Regulatory support
• Technology and process transfer
• Bioprocess expert training

cytiva.co.kr/fast-trak-process-development 

Fast Trak Counseling Table
Supporting your biomanufacturing journey

cytiva.co.kr
Cytiva and the Drop logo are trademarks of Global Life Sciences IP Holdco LLC or an affiliate. 
Fast Trak is a trademark of Global Life Sciences Solutions USA LLC or an affiliate doing business as Cytiva.  
© 2020 Cytiva.
All goods and services are sol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of the supplying company 
operating within the Cytiva business. A copy of those terms and conditions is available on request.  
Contact your local Cytiva representative for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For local office contact 
information, visit cytiva.com/contact

CY15300-26Aug2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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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Microbiology

Sonication

ELISA

What?
Why?

How?

3D Cell Culture

Organoid

(주)필코리아테크놀로지

서울 : 0850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06B / 02-2105-7020

대전 : 34025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B동 111호)/ 042-862-9636

·http://www.philekorea.kr     ·E-mail : info@philekorea.co.kr

1st PhiIeKorea,Inc. (주)필코리아테크놀로지



























C1 가스리파이너리사업단

C1 바이오 전환 관련 원천 효소 및 균주 개발

메탄-메탄올의 고부가가치 화합물 전환 플랫폼 균주 개발

화학공학과 나노바이오공학연구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공학실험동 102, 103호 TEL 031)201-2754

총괄 · 세부 연구책임자 : 이은열 교수 (경희대)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나노바이오공학연구실에서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동시에 셰일가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차세대 탄소자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촉매와 생물공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산하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의 바이오 총괄

연구책임자인 이은열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교수 2명, 박사후 연구원 3명, 학생 연구원 10명이 메탄 전환 플랫폼 균주 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https://sites.google.com/view/nanobio-engineering-lab/home

I 연구실 소개

II 메탄-메탄올 전환 플랫폼 균주 개발
 연구기간
- 3단계 연구기간 :  2021.01.01 – 2024.02.28
- 총 연구기간 :  2015.09.01 - 2024.02.28

• C1-C3 alcohol
• C3-C7 diol
• 2,3-BDO
• Acetone
• Indigo

• P(3HB)
• P(3HB-co-3HP)
• P(3HB-co-4HB)
• P(3HB-co-3HV)

• Putrecsine
• Cadaverine
• GABA
• ALA

화장품, 의약품, 산업용 플랫폼 케미칼 생산
(알코올, 유기산)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타 생합성 물질 생산

MethanolMethane
• Squalene
• Humulene
• Amino acid
• C30/C40 carotenoid 

• Riboflavin
• Flavonoid
• Violacein
• shinorine

이차대사산물 및 기능성 사료 생산
(항산화, 항노화 물질)

플랫폼 균주 개발

• Succinate
• 4-HB
• 3-HP
• FAEEs
• α-farnesene

Indigo

Violacein

3HB-co-4HB

3HB-co-3HV

α-farnesene

FAEEs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화공/바이오 융합공정의 개발: 
사용후플라스틱 Up-cycling 및 신개념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SMILE CENTER 사업철학 및 비전

SMILE CENTER 핵심과제

SMILE 
CENTER 

화공/바이오 융합 공정 개발

신개념 Up-cycling 공정 및 원천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

기업체 수요 기반 산업 원천형 응용기술 실증

SMILE CENTER 추진전략

한
국
생
물
공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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