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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VacciXcell Hybrid Bioreactor는부착세포와 부유세포, 미생물 배양이 
모두 가능한 독특한 세포 배양기 입니다. 이는 stir 원리를 이용한 
부유세포 배양과 tide-motion (세포를 배양액에 넣었다가 carrier
를 공기에 노출시키는 방식)의 원리를 이용한 부착세포 배양이 
적용됩니다.

VacciXcell Hybrid Bioreactor는 단순히 임펠러(impeller)를 matrix 
vessel로 바꾸는 것만으로 부유세포 배양에서 부착세포 배양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부착세포가 자랄 수 있는 carrier인 BioNOCTM II
가 포함된 matrix vessel은 모터에 의해 움직이며 carrier를 배양액과 
공기에 번갈아 노출 시킵니다. Matrix vessel의 절반은구멍이 나 
있으며 원통형입니다. 구멍이난절반은 배양액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며, 구멍이 나지 않은 절반은 seeding에 사용됩니다. 
배양액은 reactor vessel 하단에 존재하며 magnetic stirrer에의해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Aeration(공기와의 접촉)은 배양액이 없는 
vessel 상단부와 배양액의 용존 산소 (DO, dissolved oxygen)로 
조절됩니다.

VacciXcell hybrid bioreactor의 이점은 다기능성에 있습니다. 신생 
기업, 부서 혹은 R&D에서 어떠한 방식의 배양이 제품 생산성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VacciXcell hybrid 
bioreactor는 4가지 다른 배양 방식이 가능한 기기로서 사용자의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macrocarrier를 이용한 부착세포, stir tank 
환경에서의microcarrier를 이용한 부착세포, 부유세포와 미생물 
배양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가지 다른 배양방식을 
통한 DOE (design of experiment)가 가능함으로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로서 전체 연구 
비용 감소와 아울러 공정 개선 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응용

• 단백질 생산
• 백신 생산
• 세포 치료
• 유전자 치료
• 항체 생산
• 연구 개발
• 발효

주요 기능

• 부착 세포 배양, 부유 세포 배양 혹은 발효 기능 (한번에 
하나의 배양 방식만이 가능) 

• Batch, Fed-batch 그리고 perfusion 방식 가능 
• pH, DO, aeration, foaming, 온도, agitation (교반)과 높낮이의 

자동 조절
• 유리의 water jacketed vessel은 30분 만에 37oC까지가능
• 닫힌 시스템에서의 접종 (inoculation)과 샘플 추출 (sampling) 
• 실제 작업 최종 부피 7L 이하 
• 부착세포 배양에 BioNOC II macrocarrier 11g 까지 수용 
• HMI 터치 스크린 제어 장치. 하나의 터치스크린 HMI 제어 

장치는 최대 4개의 기기와 연결 및 제어가 가능하여 DOE 
기록 및 분석 용이.

• 여러번 사용 가능한 multiple-use 시스템으로 1회용 (single-
use) bioreactor인 CelCradle로의 전이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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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L Hybrid Bioreactor
기본 사양*

부착 세포 배양 부유 세포 배양 발효 Microcarrier 세포 
배양

Vessel 재질 붕규산 유리 (Borosilicate Glass)

온도 범위 8 ºC-70 ºC Precision: 0.1 ºC

배플 (Baffle)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임펠러 (impeller) 속도 25-200 rpm 50-1200 rpm 25-400 rpm 25-400 rpm

임펠러 (impeller) 디자인 **
Small 6-Blade Rushton 

Turbine 

3-Pitched-Blade Turbine 
and 3-Marine-Blade 

Propeller

Large 6-Blade 
Rushton Turbine 

3-Pitched-Blade Turbine 
and 3-Marine-Blade 

Propeller

공기 조절 Ring Sparger Micro-Sparger Ring Sparger Ring Sparger

작동 방식
Tide: KNF brushless motor와 공기 펌프, PID 혹은 

모터로의 직접적인 정전압으로 제어
Mixing: 상단의 서보 모터와 PID/PWM 제어

Mixing: 상단의 서보모터와 PID/PWM 제어

응축기 (condenser) 0.2 um 디스크 타입 혹은 카트리지 타입 필터가 있는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재질의 응축기

pH 범위 pH 4-14

DO (용존 산소) 범위 0-100 %

배양액 높이 조절 High Level Sensor 전자 저울

샘플 추출 (sampling)
용액: 샘플링 보틀

Matrix(carrier): 샘플 포트
용액: 샘플링 보틀

Foaming 조절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제어 장치 8.4” HMI

*실제 제품의 사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펠러 (impeller) 타입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Vessel 크기 및 부피

모델 M-5000

전체 부피 (L) 8.2

부유 세포 배양의 최대 실제 부피 (L) 7

부착 세포 배양의 macrocarrier 부피 (ml) 100

깊이 (mm) 190

높이 (mm) 320

종횡비 (aspect ratio) 1:1.25 (부유 세포 배양), 1:3 (미생물 배양)

Vessel for fermentation can be supplied as per req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