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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시스템의 필요성
  -OneLab 

 OneLab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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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변수관리, 표준 전자 문서 등 다양한 솔루션 자문은 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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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Laboratory Informatics-ELI의 정의, 필요성

sozA
품질관리 솔루션 자문은 솔자 !

(3)

ELI의 정의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ELI의 필요성

분석 Michael Shanler
출처 Hype Cycle for Life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7

S
O

LZ
A

Enterprise Laboratory Informatics-조언, 비즈니스 영향

sozA
OneLab-정보관리 솔루션 자문은 솔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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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여러 실험실 정보 솔루션을 관리하기 보다 IT 복잡성을 줄이면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T, R & D, 품질분야의 리더는

더 나은 통합 플랫폼 및 공통 데이터 포맷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품질, 효율성 및 혁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베이스 (ELN + LIMS), 공유 감사 추적, 구성 도구, 규정 관리 및 단순한 라이센싱,

공통 지원 채널, 추가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상업적 효율성은 결합 된 플랫폼의 이점입니다.

비즈니스 영향

엔터프라이즈 실험실 정보 시스템 (ELI)은 여러 종류의 실험실 정보

및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 결합하고 R & D에서 제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end to end" 방식으로 기업 전체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ELI는 샘플 중심 및 프로세스 중심 활동뿐만 아니라 정교한

실험 중심 활동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 (LIMS) 및 전자 실험용 노트북 (ELN)이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솔루션은 포인트 솔루션으로 배포되었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서로 인접 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의 대기업 LIMS 공급 업체가 LIMS 및 ELN을 결합한 제품을 개선하고 최신 개정판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LabWare는 여러 기능을 통한 솔루션을 통해 제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현재 R & D 분야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R & D 분야에서 제품을 시작한 많은 Biovia 고객은 ELI 기능을 제조 단계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품질 및 효율성과 관련된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관리자 및 IT직원은 R & D, 품질 및 제조 기능이 포함 된 ELI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 사이의 

혁신주기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ELN 및 LIMS 기능을 결합한 ELI는 잘 구성된 통합 플랫폼과 이에 따라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많은 조직이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ELI는 재고 관리, 데이터 관리, 청구서 발송, 환경 모니터링, 안정성 테스트, 

프로세스 제어 및 분석을 포함하여 기존 ELN 및 LIMS 발자국을 뛰어 넘는 광범위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급 업체는 자체 시스템을 "end to end" 프로세스를 처리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지만 한 공급

업체의 플랫폼과 데이터 호환성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공급 업체

및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고객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 (예 : 연구 개발, 제조, 품질, 규제 및 운영)과 다양한 단계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제조) 간의 접점의 평가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H/W사양, 마이그레이션 비용, 통합 접근법 및 기술 매핑은 특히 대규모 조직의 경우 

중앙화되어 있으며 민감한 문제 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공급 업체 및 통합 업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각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단일 공급 업체를 

찾는 것이 ELI 시스템도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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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시스템의 필요성 : OneLab

저울 부터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장비를 통해 얻는 데이터 형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기에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호환되지 않으면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모든 장비와 정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에 대한 쉬운 액세스를 

지원하는 통합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확장 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디지털 연속성을 창출하고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sozA
전자 SOP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 !

(5)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주는 피해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형태와 저장방식이 다르다면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은 떨어집니다.

 

규제 준수 및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스템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BIOVIA가 제안하는 OneLab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R&D,QC,QA 및 생산까지 발생하는 데이터의 

일관성, 협업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

출처 Steve Hayward, Product Marketing Manager, Daniela Jansen Dassault Systemes BIOVIA
        Director of Product Marketing, Dassault Systemes BIO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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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b의 이점

sozA
장비 연동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규제 준수 시스템 !

(6)

하나의 플랫폼에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기능을 모듈로 구성한 OneLab은 업무

흐름 구성이 유연합니다. R&D에서 발생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샘플을 만들고, QC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닌 유연성을 기능적으로 구성한 플랫폼입니다.

업무흐름 구성의 유연성

OneLab의 업무흐름이 유연하다고 해서 규제준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OneLab의 모든

모듈과 플랫폼은 21 CFR Part 11 및 GxP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 되었습니다.

사내에 전문적인 Validation 팀이 없어도 BIOVIA에서 제공하는 Validation 문서와

SOLZA의 전문 Validation팀 컨설팅을 통해 규제준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제준수

OneLab 구성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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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b은 하나의 플랫폼에 필요한 모듈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추가 설치와 구축 및 연동이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OneLab은 모듈 설치와 구성만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젠 확장성을 고려 할 때도 

시스템을 복잡하게 수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OneLab이기에 데이터의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듈에서 권한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세상에는 수많은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합물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Fragment를 기반으로 새로운 화합물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근 각광받고 있는 Mesoscale simulation과 QSAR를 주제로 1일씩 개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10월 18일(수)에는 MS Mesoscale simulation, 10월 19일(목)에는 

    MS QSAR를 다룰 예정입니다.  

데이터 일관성과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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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b의 이점

sozA
규제 준수 솔루션 자문은 솔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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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일정

참가 기기전시 일정

일정: 10/13 (금)

마감: 10/06 (금) 까지 등록

Small Molecule Design Tools

Early Registration 경우 30% 할인

> 교육 일정 3주전 등록시일정: 10/18~19 (수~목)

마감: 10/11 (수) 까지 등록

Molecular Mechanics (Meso/QSAR)

Discovery Studio 교육

Materials Studio 교육

대구 EXCO 3층

후반기 참여 학회 행사명

장소

일시

전시품목

대한금속, 재료학회(추계)

대구컨벤션센터(EXCO), 3층_34번 부스

2017.10.25(수)~27(금)

3DS BIOVIA Materials Studio
> 화확, 물리 및 재료 관련 분자 모델링 솔루션

sozA
Material Studio, Discovery Studio-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8)

DASSAULT SYSTEMES BIOVIA
 다쏘시스템즈바이오비아 (주) 한국지점 34번 부스

OneLab Platform

Integrated Management
Reduce Time &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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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M_Focused User Group Meeting

Cloud-based Research Informatics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호텔

FUGM-Focused User Group Meeting 행사명

장소

FUGM(고객 초청 세미나)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코드야드 바이 메리어트 판교 호텔 
(Courtyard Marriott Pangyo Hotel)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신분당선 판교역 1번 출구 근처

sozA
Discoverant 생산공정 변수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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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ZA CI소개

sozA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10)

Corporate Identity

Color System

솔자
솔루션 자문(컨설팅)

솔루션을 컨설팅하는 인재

우수한 컨설팅 능력, 국내,외 기업의 다수 컨설팅 경험, 고객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

SOLZA는 21세기 과학 및 프로세스 중심 기업을 컨설팅 하는 그룹 및 솔루션을 통칭하는 말로 인실리코 
SCD (Solution Consulting Division) 즉, Solution Consultant와 System&Solution을 컨설팅 하는 것 입니다. 

앞의 ‘SOL’은 솔루션의 약자이며, 뒤의 ‘ZA’는 자문(컨설팅)의 약자입니다. 레드 톤의 색상은 저희 솔자의
우수한 컨설팅 능력과 고객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의미합니다. 

C=37% M=100% Y=100% K=3% R=168 G=30 B=36
FUGM-Agenda(ES / SS)

2017 BIOVIA Focused Uesr Group Meeting
Enterprise Solution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me Title Talk

Registration14:00~ 14:30

조은경 부장_BIOVIA14:30~ 14:40 Opening Remarks

17:50~ 18:00 Wrap up

16:10~ 16:40 Coffee Break

2017.11.17. FRI

Courtyard Marriott Pangyo Hotel

김선호 팀장_인실리코
Enterprise Solution_Sales Team Leader

R&DᆞQCᆞQA Data의 통합관리 플랫폼, 하나의 솔루션 OneLab !

각 분야별 전문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플랫폼 OneLab이 

출시되었습니다. BIOVIA OneLab은 R&DᆞQCᆞQA 및 생산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기본 기능과 다양한 확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적은 노력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의 편리한 OneLab 소개와 모듈별, 예제 프로세스 데모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 16:00 Demo
OneLab Platform/Modules/Workflow

Michael Wang_Dassault Systemes

BIOVIA AP Pre-sales Manager
LIMS/LES/OneLab/Discoverant

14:40~ 15:00 Overview 김국준 전임연구원_인실리코
Enterprise Solution_OneLab Pre-Sales

16:00~ 16:10 Q&A

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규제 준수 및 품질관리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준수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검증된 전자 문서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보유는 필수사항입니다. 까다로운 글로벌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Quality

및 Regulatory 문서를 관리하고, CAPA, 일탈, 변경제어, 감사 등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BIOVIA의 Quality Regulatory Management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17:00~ 17:40 Demo
eDMS/eQMS/QES(Paper to Electronic)/Mobile

Cai Yifeng_Dassault Systemes

BIOVIA AP Tech Sales Executive
eDMS/eQMS(QUMAS)

16:40~ 17:00 Overview 김봉근 주임연구원_인실리코
Enterprise Solution_QUMAS Pre-Sales

17:40~ 17:50 Q&A

OneLab

eDMS/eQMS

2017 BIOVIA Focused Uesr Group Meeting
Modeling Simulation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me Title Talk

Registration14:00~ 14:30

최승훈 대표
인실리코

14:30~ 14:40 Opening Remarks

16:00~ 16:30 Coffee Break

2017.11.17. FRI

Courtyard Marriott Pangyo Hotel

17:50~ 18:00 Wrap up 임석호 팀장
인실리코

14:40~ 15:20 Polymer Physics with Coarse Grained Molecular Dynamics 김병조 연구원
서울대학교

15:20~ 16:00
Computation-Ready Experimental Metal-Organic 
Framework(CoRE MOF) database and its applications in 
gas storage and separations

정용철 교수
부산대학교

16:30~ 17:10
Ultrasensitivity of Water Exchange Kinetics to the Size of 
Metal Ion

이윤호 박사
KIAS

17:10~ 17:50
DFT Calculations with CASTEP for Lattice Defects in Energy 
Conversion Materials

정성윤 교수
KAIST

다양한 상을 갖는 광반응 액정 고분자의 Meso scale 해석과 고무의 점탄성 특성 해석에 대한 

축소 분자동역학 전산모사(coarse grained molecular dynamics)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공성 물질들 중에서 금속유기구조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s)는 무기 노드와

유기 링커의 자기 조립으로 만들어진 나노 다공성 물질로서 가스 저장, 분리 및 촉매 작용 등

다양한 응용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가스 저장 및 분리를

위한 다양한 MOFs 물질 개발에 대해 전산 대량 스크리닝(high-throughput computational screening)과 

전산모사(macroscopic modeling)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생물학적 과정에서 단백질과 ion이 결합된 물 분자 사이의 교환 역학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원자가 전자 및 수화 반경의 함수를 통해 금속 이온의 물 교환 시간을 결정하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에너지 재료의 주된 연구방향 중의 하나는 결정결함을 원자단위로 직접 관찰하고

그 생성 원인을 파악하여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단위 직접관찰과 CASTEP을

사용한 DFT 계산의 조합이 제공하는 연구방식의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며, DFT 계산의

편리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INSILICO / SOLZ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2호

T. 031-628-0319     F. 031-628-0333     E. info@insilico.co.kr  

www.insilico.co.kr/3ds

s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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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속도감 있는 시대...남들 솔루션 쓸 때
아직도...종이문서(Excel) 사용하는 건 아니죠?..

2017년 10월... 솔루션 마스터인

SOLutio
n

MagaZIN
E

한 발 앞서 가는 건 앞서가는 것도 아니야...

십 년은 앞서가야지 그게 SMART한 거야

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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