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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제제 개발자와 제조사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생물학적 제제의 동정, 역가, 순도, 안전성 및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승인 절차는 복잡하지만, 효과적인 탐색은 제품의 궁극적인

상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5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Charles River Biologics Testing team은 전 세계 생명공학 및 제약

회사들의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다룰 수 있는 검증된 지식, 전문기술 및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념부터 제품 출시에
이르기까지 약품 개발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화된 글로벌 시험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harles River는 글로벌 규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내부 감사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상전 연구와 임상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생물학적 개발 주기 전반에서 고객들을 지원합니다.
당사는 전세계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백신, 세포 요법 및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개발에 역점을 둔

회사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및 독일에 위치한 당사의 시설들은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사의 고객들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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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및 프로젝트 관리

세포 은행 및 특성분석

관련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포주에서 일반적인 특정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당사의 팀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 효율적인 세포 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들과 협력합니다. 당사는 포유류, 미생물, 곤충, yeast

및 줄기 세포를 위한 세포 은행을 제조하며,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지침에 따른 적절한
세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순도, 무균 시험, 동정, 유전적 안정성 검사, 그리고 당사의 광범위한 검사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다수의 기타 특성 분석이 포함됩니다. 경험을 갖춘 당사의 기술진은 고객의 사양에 따라 마스터 세포 은행,
제조용 세포 은행, 연구 세포 은행, EPC 및 CAL 생성 및 특성분석을 위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분석

새로운 모든 생물학적 제제는 임상 시험에 포함되기 전에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에는 1차 및 2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적 및 분자 방법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규제기관 제출 서류에 포함하기 위한
구조 및 기능 특성분석 프로그램의 전문기술을 통해 복합 생물제제 및 생물약제 개발을 지원합니다.

불순물/잔류물 검사

정제 공정 특성화는 규제기관 제출의 화학 및 제조 관리(CMC) 섹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체의 공정에 대한 “설계에 녹아 있는
품질(quality by design)”을 지원함에 있어서, 잔류물 공정 불순물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당사는 잔류물 단백질 A,

DNA, Tween, IPTG, TRIS, PEI, 내독소 및 숙주 세포 단백질과 같은 불순물에 대한 모든 공정 단계의 검사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방법 외에, 당사는 이전 또는 방법 개발은 물론 맞춤화된 제품별 방법에 대한 검증을 제공합니다.

바이러스 제거 연구

생물제제의 모든 제조사는 안전한 인체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 공정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제거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한 제조 공정의 주요 단계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의

과학자들은 전파성 해면양 뇌증(TSE) 제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에 대한 바이러스 제거 연구의 설계 및 성과 측면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정에 맞춰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보고하기 위해 공정 단계 및 모델 바이러스, 정제

공정의 규모 축소, 연구 프로토콜의 후속 설계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언과 규제 지원을 포함한 맞춤화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하 검사

국내 또는 해외 제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은 승인된 사양에 따라 출하될 수 있도록 GMP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하 검사

패키지에는 제품의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이전에 검증된 다양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Charles River는 EU, 미국 및 기타 엄격히
규제되는 시장에서 대량 약품 물질과 임상 및 출시 제품에 대한 출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일 제공업체와 글로벌 출하 검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순도, 동정 및 기타 생화학적 및 생물물리학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체내 및 체외 역가 분석,

분석 및 미생물학 검사, 그리고 발열원 및 단핵백혈구 활성화 검사(MAT)와 같은 완벽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정성 검사

생물학적 제품은 뚜렷한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제품의 품질은 의도된 보관 기간 동안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적

요소(예: 온도, 습도, 빛)를 검사해야 합니다. 당사는 임상 연구, 라이센스 신청 및 시판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조화 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CH) 지침에 따라 약품 물질과 최종 제품 안정성 검사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물제제 개발자와 제조사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내 생물학적 안전성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당사는 GMP 지침에 따라 AAALAC-인증 실험실에서 체내 생물학적 안전성(IVB) 검사를 제공합니다.
IVB 검사 서비스에는 쥐/랫트/햄스터 항체 생산(MAP/RAP/HAP), 불현성 바이러스 분석, 종양 형성 검사 및 비정상적인 독성/일반

안전성 검사가 포함됩니다.

체내 및 체외 역가 검사

역가 결정은 모든 생물약제 제품의 규제기관 제출 및 국가출하 승인에 필요합니다. 당사는 조사 매개변수를 사용한 용량 결정 연구

(예: 용량 수준 및 투여 경로)를 통한 체내 역가 분석 개발, 그리고 그 이후의 검증 및 이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체내 생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하며, 이러한 분석에는 보조 평가, 국가 출하 인증 역가 검사, 박테리아 및

Vaccine Challenge Test,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호르몬, 백신, 신경 독소, 알레르겐, 해독제, 박테리아 및

혈액 제품 포함)가 포함됩니다.

또한 체외 생물학적 분석은 작용 기전과 관련된 생물학적 반응과 대조 시약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생물약제 역가 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EPO, PTH, G-CSF, GM-CSF, 인터페론 및 여러 단일 클론 항체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제품에 대한

역가 결정을 위한 세포 기반 생물학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단일 클론 항체의 생물학적 분석 개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분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기존의 분석을 조정 또는 최적화하여 특정 제품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Vaccine Challenge Test

체내 박테리아 및 Vaccine Challenge Test에 대한 경험은 신약개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간주되는 동물 공격
연구 설계는 감염 경로, 감염 용량, 허용적 동물 종, 백신 제형, 생체 표지자, 면역 반응 및 질환 평가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Charles River는 BSL-2 병원균으로 체내 공격 연구를 실시합니다. 당사는 인도적인 치료에 대한 책무에 따라 병원체 처리 시 모든

규정, 동물 윤리 및 안전 사항 등을 신중히 고려합니다. 당사의 미생물학, 신약개발, 생물제제 및 안전성 평가 그룹의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의 이러한 비임상 및 규제 측면에서 의뢰자를 지원합니다.

단일 클론 및 다중 클론 항혈청 생산

Charles River는 설치류 및 가축(양과 염소가 가장 널리 사용됨)과 같은 다양한 종에서 단일 클론 및 다중 클론 항혈청을

생산합니다. 프로젝트는 고객의 요건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용 가능한 제품 유형에는 탈섬유소 혈액
제품, 항응혈제의 전혈(구연산 나트륨, 알시버 용액, 헤파린), 혈청, 혈장 및 용해혈이 포함됩니다.

바이오시밀러 검사

수십 년간 생물제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Charles River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의 특정 검사 및 제조 요건에 대한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세포 은행 구축, 특성분석 및 보관,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바이러스 제거에 대한 공정 평가, 오리지널 제품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 특성분석(질량 분석, 오리지널

제품 및 바이오시밀러 비응력 및 강제 분해 비교 가능성 연구, 안정성 연구, 등가 연구, 생물학적 분석 및 제품 출하 검사 포함)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의 안전성 평가 팀은 진정한 종단간 지원 능력을 갖춘 임상시험 수탁 기관으로서 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포함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독성학
연구, 분석(용량 제형 분석) 및 생물학적 분석(독성 동태학 및 면역원성), 면역 조직 화학(예: 조직 교차 반응) 및 면역학(예: 유동
세포 분석법 및 적절한 경우 기타 생체 표지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skcharlesriver@criver.com • www.criver.com

백신

Charles River 백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는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백신 회사들의 제품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상전 연구 및 초기 단계 임상 시험 모두를 위한 GMP 요건에 따라 세포 기반 발현
시스템에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 백신과 약독화 바이러스 백신 및 공격 바이러스를 생산합니다. 당사는 세포 은행 및 바이러스 재고
출하부터 대량 및 최종 백신 제품 출하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ightSourceSM

시설 관리, 인력 충원 및 자문 서비스 분야에서 쌓은 20년의 경험과 오랜 품질 관리 시험 검사시설 운영 경험을 결합한 Charles
River는 고객의 기술인력 충원 요구에 대한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Charles River RightSourceSM 기술 인력 충원

프로그램은 생물제제 개발자 및 제조사를 위한 유연한 내주/외주 옵션입니다. RightSourceSM 프로그램은 고객이 전략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사내 인력, 자본 자산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수준을 원하는 만큼 유지하기 위한 맞춤화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생물제제 검사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현행 검사 체계를 검토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내주 및 외주 조합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품질 관리 검사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자문 및 프로젝트 관리

Charles River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당사의 자문 그룹은 고객이 생물학적 제제의 출시와 관련된 과제를 계획, 예측
및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관련 자문 서비스는 물론 CMC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통합된 접근법은 신속한

의사 결정에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 모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프로젝트 전담 관리자들은

지속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객이 모든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사는 신약개발 검사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물제제 개발 단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최상의 개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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