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RIG 코리아

Laboratory Robotics
Interest Group

창립 멤버로 초대합니다
LRIG 코리아 그룹이 올해 런칭했습니다. LRIG는 미국에서 시작된 실험실 자동화
에 초점을 둔 전문가 그룹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동 멤버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LRIG 플랫폼을 통해 실험실 자동화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있
습니다. (전세계 약 1만 2천 명의 과학자 및 공학자)
이번 LRIG 코리아 창립 멤버 미팅은 국내 실험실 자동화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들을 초대해, LRIG 코리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4월 28일 오후 5시~7시

장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16)

아젠다






LRIG 및 LRIG 코리아 소개
LRIG 코리아 위원회
제 1 회의 진행
창립 기념식
단체 사진 촬영

언어: 영어
문의: 김서연 사원 (soyun.kim@ip-korea.org, 031-8018-8043)

LRIG에 대해
LRIG (Laboratory Robotics Interest Group)는 실험실 자동화에 초점을 둔 전문가
그룹으로 전세계적으로 활동 멤버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약 1만
2천 명의 과학자 및 공학자)생명공학 산업 분야 관계자 및 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미팅 및 회의를 통해 실험실 자
동화와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스크리닝, 신약 개발, 바
이오뱅킹, 결합 화학, 화학 합성, 화합물 정제, 데이터 관리, 제약 제형 샘플 조제,
용해 시험, 바이오 분석 기술, 화학 분석, 고체상 추출, 검증 및 생산물 배합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실 자동화에 대해 논의합니다.
LRIG는 교육적인 미션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 현재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LRIG 코리아에 대해
LRIG 코리아는 국내 제약 및 바이오공학 산업계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기관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정기적으로 최신 실험 설비, 자동화 기기, 소프
트웨어,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기술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 미팅’
을 통해 최첨단 바이오 기술에서부터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공
유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LRIG 코리아는 국내 과학자 및 공학자들 사이
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것이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LRIG 코리아는 계속해서 주제를 넓혀 갈 것이며, 앞으로
개최될 미팅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