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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가을 바람에 떨어진 것을 보니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점점 짧아지는 계절이라 더욱 아쉽지만, 깊어가는 늦가을의 낭만을 만끽하며
아름답게 물든 단풍의 풍경을 한껏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기사 공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438680&sid1=001
: 최근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시약을 직접 수입을 하면서 화학물질수입 관련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기사내용입니다. 저희 유켐은 수입확인명세서 및 등록면제 등 화평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방문 및 업무 협의 ( 2018.11.12~14)


Linkchem : CDMO business 협력 협의,시장 동향 공유, Catalogue Biz 협력 협의 (Judy&Jessie,11.12~13)



Baynoe Chem Co., Ltd : OLED 중간체 및 원료 물질 sourcing 협력 협의 (Amy, 11.12)



Harbour Biomed : Licensing 관련 협력 방안 협의 (George Liu (VP) ,11.13)



Shanghai Cold Spring : 진행 project 현황 및 Biz 협의 (Simon Liu, 11.13)



Sundia : Project 현황 협의, Biology study follow up,
2019년 비지니스 계획 협의(BD Director , Fred, 11.14): 2019 Bio Korea 참석 및 기타 Marketing plan 협의
custom synthesis project 관련 협의 (Junbo Wang, 11.12)
Sundia Annual Party 초청(19.1.15) : Sundia 최우수 Global BD 선정
한국 신약개발연구조합 비상임 전문위원 위촉- 권호영 대표 이사 (2018.10.23)
제약-바이오 분야 자문 –평가 네트워크(K-Bio Star Network)비상임 전문위원 위촉
Solvias AG(Switzerland)사와 Formulation Study 관련 Agentship 협약 체결 예정
CDA 및 Agreement review 중

▲ KDRA 위촉장

▲ Linkchem meeting

* 아래 제품 정보들은 당사 협력사들의 신규 제품 List 입니다. 검토하시고 연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Click 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New compounds(1811)

Oxazoles (1811)

New products (1811)

Product list (1811)

* 추가 제품 정보는 ctrl +이미지를 더블클릭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메일은 고객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주)유켐에서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Newsletter 입니다.
고객님의 연락처 및 소속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연락 주시면 업데이트 하여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sales@u-chem.co.kr 로 수신거부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gent Companies with U C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