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KER Solutions
브루커 코리아 제약 부문 분석 솔루션

원료 입고 검사

공정 관리/분석, PAT

완제품 분석

휴대용 라만(Raman) 분광 분석기

혼합 균질도

반제품 및 정제 함량 분석

퓨리에 변환 근적외선(FT-NIR) 분광 분석기
적외선(FT-IR) 분광 분석기

과립 건조 시 수분 함량 실시간 분석

정제 물성 및 함량 균일도 온라인 분석

코팅 두께 실시간 분석

오염물질 분석

화학 반응 모니터링

API 정량

원료(Raw material) 입고 검사
휴대용 라만 분광 분석기
BRAVO
●

원료 입고 및 완제 의약품 검사

●

Verification과 Identification 모두 지원 가능

●

혼합원료 측정 가능

●

형광 영향 보완, SSE 특허

●

Duo Laser 사용

●

가장 넓은 파장 범위(3200 ~ 300 파수)

●

타사 라만 장비 대비 빠른 측정 시간(평균 15초 이내)

FT-NIR 분광 분석기
MPA II
●

원료 입고 및 완제의약품 검사

●

Verification과 Identification 모두 가능

●

빠른 측정 시간(15초 이내)

●

장 수명 NIR 광원 사용(약 3년)

●

장 수명 Laser 사용(10년 이상),10년 보증

●

Alignment 가 필요 없는 간섭계(RockSolid Interferometer), 10년 보증

FT-IR 분광 분석기
ALPHA II
●

원료 입고 완제 의약품 확인 검증
- API 확인 검사
- 부형제: 윤활제, 코팅제, 충진제 확인
- 포장재 물질 확인

●

물질의 특성 및 확인 분석
- 다형성 식별
- 완제품 내 혼합물 확인
- 오염물질 확인

●

정량분석
- API 정량분석
- 부형제 정량분석

●

짧은 측정 시간, 쉬운 측정

공정 관리 / 분석
온라인 근 적외선(FT-NIR) 분광 분석기
MATRIX-F
혼합 균질도

과립 건조 시 수분 함량 실시간 분석

코팅 두께 실시간 분석

온라인 중 적외선(FT-MIR) 분광 분석기
MATRIX-MF
화학반응 모니터링
●

경시변화에 따르는 핵심적인 반응 물질들의 농도 모니터링

●

반응 메커니즘과 동역학 이해

●

조건 및 공정 최적화

●

공정 R&D, Scale-Up 시 유용함

●

공정 시 불량 최소화

●

Scaling 효과에 따르는 변화 확인

●

온라인 정보를 통한 조건 제어

완제품 분석
근 적외선(FT-NIR) 분광 분석기

정제 온라인 분석기

MPAII

TANDEM

반제품 및 정제 함량 분석

●

시료의 전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제 물성 및 함량 균일도 온라인 분석

●

온라인 정제(tablet)분석기

분석시간이 매우 빠르다.

- 물리적 물성분석 :무게, 두께, 직경, 경도 등

-기존 습식 분석 및 LC 분석 대체 가능

- 함량 균질도(Content Uniformity)

●

API 및 부형제 등 유기물 정량 가능

: API, 수분 등의 다중 성분들의 함량을 동시에 분석

●

액제, 고형제, 연고제, 정제 등 분석 가능

●

LAB NIR (MPAII) 과 검량선 호환 가능

●

Auto-calibration 기능 탑재

●

OPC 인터페이스를 통한 분석 파라미터들을 실시간 전송

●

USP/EP 프로토콜과 GMP 규정 만족

IR/Raman 분광현미경-오염물질(불순물분석)
LUMOS II, SENTERRA II
●

완제 tablet의 결함 및 오염 분석

●

소독제 안의 입자 분석 및 이미지 확인

●

Mapping을 통한 Multilayer분석

●

혼합제재 분석

●

표면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