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abling Vaccines

코로나바이러스백신개발에가속도를붙이다. 

활용 분야

⚫ 전임상 및 임상 연구의 혈청학적 샘플 평가

⚫ 인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참가자의

면역학적 프로필 선별

⚫ 백신 면역원성 정량화

⚫ 7가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보호 확인

⚫ 인구 집단 혈청학적 유병률 연구

VaxArray Coronavirus SeroAssay는 SARS-CoV-2를

비롯한 여러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의 타겟 항원

단백질을 마크로어레이 칩 위에 프린트하여 항체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2시간 안에 endemic 또는

pandemic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백신 효능 (efficacy) 시험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제형의 코로나백신 (recombinant, peptide, VLP, 기타)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xArrayⓇ Coronavirus SeroAssay

활용분야

⚫ 백신 항원단백질 정량

⚫ 제조 공정 단계의 최적화

⚫ 백신 출하 시 품질 시험

⚫ 백신의 안정성 및 ACE2 결합 평가

⚫ 백신 샘플 특성분석 (characterization)

⚫ 백신 유효 기간 모니터링

InDevR의 검증된 multiplex 기술은 백신 효력 (potency) 

측정 시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VaxArray

마이크로어레이 칩에 프린트된 ACE2 수용체 단백질과

S1 단백질에 대한 항체 (CR3022)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백신과의 결합능과 결합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형의 코로나백신 (recombinant, 

peptide, VLP, 기타)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xArrayⓇ Coronavirus Spike Protei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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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xArray마이크로어레이칩

마이크로어레이 칩 위에 백신항원 단백질 또는 항체가 미리 프린트 되어 있어 multiplex immunoassay가 가능하다. 
VaxArray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동시에 64 샘플(칩 4장)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샘플 당 최대 9 가지의 항원을
분석할 수 있다. 형광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매우 높은 민감도로 검출하므로 적은 량의 샘플로도 시험이 가능하다.

Workflow

결과분석스캐닝워싱라벨링캡쳐

총 2시간소요 (수작업시간 30분미만)

OR 

VaxArray Imaging System

VaxArray Coronavirus Kit 구성

VaxArray Coronavirus 

SeroAssay Kit 칩 구성

VaxArray Coronavirus Spike 

Protein Assay 칩 구성

Assay Kit에는 마이크로어레이 칩
(SeroAssay는 4개, Spike Protein 
Assay는 2개)과 블로킹버퍼,
워시버퍼, 스트립 튜브 가 포함됨. 
형광표지 항체는 별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