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abling Vaccines

헤마글루티닌함량시험을위한차세대플랫폼

⚫ Speed 샘플에서 결과까지 2시간 (수작업 30분 미만) 

⚫ Simple 몇 번의 파이펫팅으로 시험완료

⚫ Multiplex A형/B형 서브타입별로 1가, 3가, 4가 동시 검사

⚫ Sensitive SRID 방법보다 100배 더 민감

⚫ Equivalent SRID 방법과 동등한 결과

⚫ Versatile Crude, adjuvanted, low concentration 샘플 모두

적용 가능

⚫ Quality ISO 13485 품질관리 하에서 kit 생산관리

⚫ Compliance IQ/OQ 지원과 21 CFR Part 11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단일 방사 면역확산법 (Single Radial Immunodiffusion, SRID)을 이용한 백신 함량 측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이지만 매우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VaxArray는 마이크로어레이 방식의 면역분석을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항원 단백질 농도를 빠르게 multiplex로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및 유행성 인플루엔자 백신 분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VaxArray는 crude 샘플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샘플타입에서 최대 4가 백신 제형의 동시 분석이 가능합니다.

VaxArrayⓇ Influenza Assays

VaxArray Im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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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xArray 마이크로어레이칩

마이크로어레이 칩 위에 계절성 인플루엔자 A형/B형의 HA와 NA 서브유닛과 결합하는 항체가 미리 프린트되어 있어
최대 4가 제형까지 동시에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또한 원하는 서브유닛의 조합을 프린트하여
커스텀 칩도 제작이 가능하다. VaxArray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동시에 64 샘플(칩 4장)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샘플 당 9 가지의 항원을 분석할 수 있다. 타겟 항원은 형광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매우 높은 민감도로 검출하므로
적은 량의 샘플로도 시험이 가능하다.

Workflow

결과분석스캐닝워싱라벨링캡쳐

총 2시간소요 (수작업시간 30분미만)

VaxArray Influenza Kits

⚫ Seasonal HA Multivalent Assay Kit 

⚫ Pandemic HA Multivalent Assay Kit

⚫ Seasonal NA Multivalent Assay Kit

⚫ Pandemic NA Multivalent Assay Kit

⚫ NP Multivalent Assay Kit

⚫ A/H1 Assay Kit

⚫ A/H3 Assay Kit

⚫ B/Yamagata HA Assay Kit

⚫ B/Victoria HA Assay Kit

Assay Kit에는 마이크로어레이 칩 (Multivalent는 2개, 
monovalent는 4개)과 블로킹버퍼, 워시버퍼, 스트립 튜브 가
포함됨. 형광표지 항체는 별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