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 제조 포장 기술

www.sharpservices.com

Sharp는 제약 및 생명 
공학 산업 분야의 계약 포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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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포장 업계에서 65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Sharp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품질의 
디자인 솔루션 제공, 포장 생산 서비스 및 특수 유통 지원 서비스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장 역량

제품 출시, 독자적인 샘플링 프로그램 
및 최대 수요에 대한 복잡한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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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춘 
계약 포장 업계의 협력사가 필요합니다.

•  일련번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 

•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능력 및 신속성 

•  디자인 규정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최종 사용자 친화적 포장을 설계하는 능력 

•  효율적인 공급망, 물류 서비스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능력

제약 및 생명 공학 분야 고객에게 종합적인 상업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친 최첨단 GMP 시설의 저희 
직원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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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라벨링 및 이차 포장
• 저분자 및 고분자 의약품
• 매뉴얼, 반자동 및 전자동 조립 라인 
•  세포 독성 및 호르몬 등의 강력한 API(HPAPI, highly-potent APIs)를 취급 

가능한 역량
•  상자/키트, 송하인 및 팔레트 3가지 층위를 취합하는 일련번호 작업

사전 충전 주사기

• 조립, 라벨링 및 이차 포장
• 저분자 및 고분자 의약품
• 반조립 또는 완전 조립 라인
• 개별 포장 및 다중 포장
• 고객사 소유 조립 설비 운용 경험
•  상자/키트, 송하인 및 팔레트 3가지 층위를 취합하는 일련번호 작업

자동 주사기 및 펜형 주사기

• 라벨링 및 이차 포장
• 저분자 및 고분자 의약품
• 바이알 규격 2ml~200ml
• 수축 슬리브 포장 
• 개별 포장 및 다중 포장
•  세포 독성 및 호르몬 등의 강력한 API(HPAPI, highly-potent APIs)

를 취급 가능한 역량
•  상자/키트, 송하인 및 팔레트 3가지 층위를 취합하는 일련번호 작업

바이알

• 2,500여 개가 넘는 저온 보관 팔레트 공간(2ºC~8ºC) 
• 통제 물질 전용 저온 보관 등 
• 냉동 보관(-20ºC)

저온 보관

포장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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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 제제 의약품의 일차 및 이차 포장(정제, 캡슐, 필름코팅정, 액상 소프트젤 
및 젤 캡슐)

• 열 성형 및 냉간 성형 블리스터 
• 폴리머 라미네이트(아클라, PVC/PVDC 등) 
• 지갑 수납용 카드형 블리스터
• 환자용 맞춤 포장 
• 병원급 사용 용량 포장
•  블리스터당 포장 단위, 블리스터, 상자, 송하인 및 팔레트의 5가지 층위의 

일련번호

블리스터

•  고형 제제 의약품의 일차 및 이차 포장(정제, 캡슐, 필름코팅정, 액상 소프트젤 
및 젤 캡슐)

• 라벨링
• 변조 방지 밴드 
• 유입 방지용 밀봉 
• 방습제 및 면 코일 삽입
• 병 용기, 상자, 송하인 및 팔레트의 4가지 층위의 일련번호

병 용기

•  분말, 고형 제제, 설하 필름 및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 라벨링
•  의약품 정보, 바코드, 로트 번호, 유효 기간, 일련번호의 인라인 인쇄
• 구강 용해 필름 제품을 위한 특수 용량 취급 역량 
• 파우치, 상자, 송하인 및 팔레트의 4가지 층위의 일련번호

파우치 및 봉지

• 키트 디자인 솔루션
• 다양한 내용물의 자체 묶음 포장 
• 라벨링, 트레이 포장 및 박스 포장

키트 관련 서비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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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중수 요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기에, Sharp는 포장 
디자인의 구조와 그래픽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장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사용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친화적인 포장 
디자인을 보장합니다.

포장 디자인

Sharp Global Design Center
의 디자이너 팀은 기능적인 
우수함과 미적인 아름다움의 
중요성 두 가지 모두를 잘 알고 
있습니다.



7

국제적으로�지원받는 
7개�직렬화�프로그램 7 지금까지 20억�유닛이 

넘는 직렬화된�판매 >2 이상의�제약회사 
프로그램80개

이상의�직렬화하는 
포장�라인 셋업 90개 직렬화된 

집합체�포장�형식 6개의

년

이상의
경험 10년

2007

Sharp는 일련번호 업계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당사는 전문적이고 
뛰어난 기술 협력사를 보유하여, 엄격한 국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의 상품이 업계 선도적인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처방자와 최종 
사용자 그리고 귀사의 평판을 보호하므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2007년 이래로, Sharp는 신속하고 
확장이 용이한 일련번호 작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당사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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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자회사
Sharp는 UDG Healthcare plc.의 자회사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26개국의 

8,700여명이 넘는 임직원을 자랑하는 UDG Healthcare는 의료 서비스 관련 자문, 
커뮤니케이션, 광고, 임상 및 포장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벨기에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원격 회의 및 가상 방문을 원하십니까? 

다음 주소를 통해 당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harpservices.com/connect/contact

혹은 당사의 전문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미국 연락 담당: 
거래처 담당자 Nick Seibert 

nick.seibert@sharpservices.com

유럽 연락 담당: 사업 개발 관리자 
Alexander Schäfer 

alexander.schafer@sharpservicese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