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고
치료제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약물의 잠재력이 마침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achem에서는
고객의 삶과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수준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위한
혁신적인 제조 솔루션
•
•
•
•

대규모 합성
분할 및 탈보호
크로마토그래피 및 동결건조
기법의 접합

사용 가능한 장비

• 대규모 합성기
• 대형 탱크 팜
•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대규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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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Bachem의 서비스
•
•
•
•
•

화학, 제조, 제어(CMC) 전 범위 개발 서비스
전임상에서 상업적 규모까지 아우르는 GMP 제조
자체 분석 역량의 완전 패키지
IND 및 NDA 신청을 위한 규제 지원
경험 있고 헌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50년 이상에 걸친 고객 중심 우수성과 혁신의 결합

• 펩타이드 API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수십 년의 경험
• 펩타이드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로 이전 가능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정 기술의 강력한 배경
•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제조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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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Bachem 시설은 스위스, EU 및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cGMP 제조소는 미국 FDA 및 국가 당국의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UK)
비스타
(CA)

비오나츠
(CH)

토랜스
(CA)

부벤도르프
(CH)
도쿄
(JP)

Bachem 소개:

Bachem은 펩타이드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중심의 선도
기업입니다. 5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Bachem은 연구, 임상 개발, 상업 응용을 위한
제품을 전 세계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에 제공하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chem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유럽, 미국 및 아시아에 지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achem은 SIX 스위스증권거래소에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achem.com 을 참조하십시오.

Drucksache

마케팅 및 영업 담당자

myclimate.org/01-21-545022

아메리카 지역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동 및 인도

Bachem Americas, Inc.
전화 +1 888 422 2436
(미국 및 캐나다 수신자부담
전화)
+1 310 539 4171
sales.us@bachem.com

Bachem Japan K.K.
전화 +81 3 6661 0774
sales.jp@bachem.com

Bachem AG
전화 +41 58 595 2020
sales.ch@bachem.com

모든 정보는 저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취합되었습니다. 당사는 가능한 오류 또는 오인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은 특정 국가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Bachem 웹사이트 www.bachem.com 을 방문하십시오.

www.bach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