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rumo BCT가 세포 치료제 제조를 가속화하는 최초의 장비를 출시합니다 

Finia® Fill and Finish 시스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과 제공을 위한 새로운 

다운스트림 프로세싱 자동화 솔루션 

LAKEWOOD, Colo. USA – 2019 년 10 월 3 일 – Terumo BCT의 최신 세포 치료 기술인 

Finia® Fill and Finish 시스템은 세포 치료제 제조의 재현성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장치입니다.  

Finia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최종 제형을 만들고 환자들에게 맞춤 투약 용량으로 

분주하는 완전히 자동화, 모듈화된 closed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수작업에 따른 

실수의 위험이 추가되는 노동 집약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Terumo BCT 기술은 수십년 동안 혈액과 세포의 수집 및 처리 과정을 자동화해 

왔습니다." 라고 Antoinette Gawin, Termo BCT의 대표이사 겸 CEO가 말합니다. “이제 

저희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 지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Finia는 세포 치료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규제 승인의 핵심 요소인 정확성, 일관성, 

안정성 및 재현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동화의 장점 

"세포 기반 치료제의 생산과 전달은 복잡하며 물류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라고 

Terumo BCT 세포 치료 기술의 부사장인 Delara Motlagh가 말했습니다. "개발자와 

제조업체는 자동화 시기, 자동화해야 할 프로세스와 기존 프로세스에 자동화를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대한 도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https://www.terumobct.com/finia


Finia는 제어된 냉장 온도에서 모든 최종 제품을 미리 정해진 용량으로 결합하고 

혼합하여 나눕니다. Finia는 최종 제품 포장을 밀봉하기 전에 자동으로 공기를 제거하여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또한 Finia는 고객 네트워크에서 Terumo BCT의 

세포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UIM)의 프로세스를 통한 전자 기록 보관,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제어, 사용자 자격 

증명 및 권한, 운영자의 지침 등을 포함하는 현재의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준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저희는 이 성장하는 산업을 겨냥한 자동화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Finia와 더불어 

확장하고 있습니다." Motlagh는 말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환자들 에게 적용하기 위한 

제조 규모 확대 및 빠른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한 

여러 단계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Terumo BCT가 세포 치료제 제조를 가속화하는 최초의 장비를 출시합니다.  

(사진: Terumo BCT, PR001)  

  



Terumo BCT 소개 

Terumo BCT는 혈액 성분, 치료용 성분채집술 및 세포 치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저희는 환자를 위해 오늘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혈액과 세포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Terumo BCT의 세포 치료 기술 사업은 연구원, 개발자 및 생산자가 

차세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유연한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이를 수행하며, 중개 연구에서부터 상용화 제조를 위한 현재 

우수제조관리기준(cGMP)에 이르기까지 개발 단계를 통해 재현성, 품질 및 확장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도와줍니다. www.terumobct.com 

제품 문의 및 지원 문의 연락처:

Terumo BCT 
Christine Romero 
+1 303 205 2599 
press@terumobct.com 

EMG 
Varsha Lalla 
+31 164 317 033 
vlalla@emg-marcom.com 

 

본 보도자료와 관련 사진은 아래의 홈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PressReleaseFinder.com.  

또한 고해상도 사진을 원하시면 ”Varsha Lalla” 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vlalla@emg-marcom.com, +31 164 317 033). 

### 

http://www.terumobct.com/
mailto:press@terumobct.com
mailto:vlalla@emg-marcom.com
http://www.pressreleasefinder.com/
mailto:vlalla@emg-mar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