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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및 정부, 학교
기관을 위한 솔루션 매거진

CONTENTS

규제 준수, 변수관리, 표준 전자 문서 등 다양한 솔루션 자문은 솔자 !

ScienceCloud

문의

Running on

info@insilico.co.kr (Email)
031-628-0319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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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기반 협업, 연구, 분석 솔루션 자문은 솔자 !

R&D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자문은 솔자 !

ScienceCloud_R&D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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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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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기반으로 제공되는 내부 및 외부 파트너를 위한 협업 플랫폼

소개 및 구성

SaaS ELN은 on-premises 및 호스트 ELN과 비교할 때 배포가 쉽고 도입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Vender가 적었으며, 기능도 제한적

BIOVIA에서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인 ScienceCloud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였지만 최근에는 주요 ELN 제공 업체가 SaaS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업체가

ScienceCloud는 AWS(Amazon Web Service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며

이 분야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20%의 R & D ELN이 클라우드 또는 SaaS 솔루션으로

보안 인증 ISO27001을 받았습니다.

ScienceCloud는 파트너 및 팀의 협업을 위한 기능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에 사용되는 ELN의 대부분은 GxP 준수 및 검증 문제로 인해
기존의 전자연구노트와 Chemical, Biologics Data를 관리 및 분석하는 App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SaaS 기반 ELN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솔루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전에 실험실의 요구 사항,
공급 업체의 전문성 및 자신의 내부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클라우드 기반 제품에서

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D를 위한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ScienceCloud를 SOLZA가 제안합니다!

on-premises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패키지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ScienceCloud

기존 시스템이나 장비 연동 요구 사항이 없는 소규모 기업은 협업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ELN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조직은 주로 SaaS 기반 ELN을 외부와의 협력을

Running on

촉진하거나 여러 시설에서 운영되는 그룹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Certified

Type is

SaaS 기반 ELN을 채택하면 관리, 수정 및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포 속도를

높이며 IT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SaaS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정품 확인
문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또는 API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내, 외부 협업 및 정보 공유
API를 통한 다양한 환경과의 연계
클라우드에 내장된 Application을 기반으로 연구-분석-공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유된 데이터를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활용

사용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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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솔루션 자문은 SOLZA !

화학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SOLZA!

QUMAS

출처 Dassault Systemes BIOVIA_QUMAS Company Overview

품질 성명서
QUMAS 소개

BIOVIA QUMAS는 컴플라이언스 업계에서 ISO 9001 : 2008 인증을 받은 공급 업체 중

1994년 부터 BIOVIA QUMAS는 규제, 품질

하나입니다.

및 규제준수 솔루션을 제약, 생명 과학 및 의료기기
회사에 제공하여 제품 연구, 개발, 제조 및 기업 준수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글로벌 규제 문제를

ISO를 통한 자발적 품질 보증은 내부 및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 이니셔티브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SOLZA

BIOVIA Newsletter

QU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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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BIOVIA QUMAS의 ISO 9001 : 2008 준수는 고객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BIOVIA QUMAS는 규제 준수에 중점을 둔 28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하여 생명
과학 업계의 규제 준수 및 품질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인정받는 선두 업체입니다.
BIOVIA QUMAS는 2014년 4월 Dassault Systèmes에서 인수 한 Accelrys Inc.에 의해 2013년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규제 환경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엄격한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2월에 인수 합병되었으며, Accelrys와 QUMAS를 합병하여 Dassault Systèmes의 BIOVIA로
전환하여 생물학적, 화학적 및 재료 관련 고급 환경을 위한 과학적 협력 환경을 제공합니다.

BIOVIA QUMAS 품질 이니셔티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여 품질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전사적 품질프레임워크로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BIOVIA QUMAS의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에서 품질

수상 및 인증내역

보증 테스트를 제거하고 반복적인 테스트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개발 라이프사이클(SDLC) 전반에

Microsoft Gold Cerification for Content Management 2011, 2012 and 2013
Deloitte and Touche ‘Best Managed Company’ 2010 and 2011

걸쳐 통합합니다.
BIOVIA QUMAS는 자사의 자체 소프트웨어 제품인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it@cork Leaders Award for Research & Innovation 2014
eDMS의 품질 관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표준운영절차(SOP), 가이드 문서 및 추적성
Irish Software Association ‘Collaboration of the Year’ Award 2008 and 2010
CEO Kevin O’Leary short-listed as ‘Entrepreneur of the Year’ by Ernst and Young in 2009
Successfully passed 100+ audits by clients

매트릭스를 통합합니다.
BIOVIA QUMAS는 감사 프로세스를 강력히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BIOVIA QUMAS는 비경구 약물협회 (Parenteral Drug Association, PDA) 및 많은 주요 고객들과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15 years of ISO certification, currently ISO 9001:2008

BIOVIA QUMAS는 FDA, PICS 등의 감사기관 실사를 받은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ember of ISPE GAMP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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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솔루션 자문은 솔자 !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QUMAS

제품군 (1)

제품군 (2)

BIOVIA QUMAS는 MyQUMAS(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QMS 패키지는 5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Deviation(일탈), Complaint(불만), CAPA
(시정 및 예방조치), Change Control(변경관리), Audit(감사)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yQUMAS를 통하여 eDMS 기능인 문서 및 워크플로우, 컬렉션 생성 및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Deviation(일탈) – 규칙적인 과정에서 일탈 기록 및 필수 정보 기록, 원인분석을 위해 생성하며

있으며, eQMS 프로세스인 일탈, 불만, CAPA(시정 및 예방조치), 변경관리 프로세스 및 감사

공통적인 Deviation 양식 및 업무 흐름에 맞춘 표준 설계를 제공합니다. 문제,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 및 해결 조치 제안을 문서화합니다.

eDMS

eQMS

S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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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
위해 프로세스를 개시합니다. 문제 분석 중 CAPA 프로세스의 필요 여부 확인을

Complaint(불만) – 불만, 이의 제기의 주요 세부사항 캡처를 하며 제품 또는 문서의 문제 분석을
합니다.

CAPA

CAPA(시정 및 예방조치) – 잘못된 사항 혹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CAPA
프로세스를 개시합니다. CAPA 양식 디자인 및 업무 흐름에 맞춘
표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Audit

Change Control(변경관리) – CAPA 또는 Audit 조사 결과 때문에 생성 항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하나의 화면에서 eDMS/eQMS 업무가 가능하며 나에게 할당된 업무, 즐겨 찾는 업무 및 검색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Devia�on

경우 생성됩니다. Change Control 양식 디자인 및 업무 흐름에 맞춘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며 변경 요청, 정당성 분석, 영향 분석 및 조치

Change
Audit(감사) – 내/외부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및Control
미흡 사항 발견, 해당 데이터 기재, 해결방안 모색,
제안을 문서화합니다.

BIOVIA QUMAS는 크게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 eQMS(전자품질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DMS는 CTD/eCTD 제출을 위한 문서관리 패키지인 R&D 패키지와 QA에 최적화된 문서관리
패키지인 QA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Audit 프로세스는 ‘감사 대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조사 및 해결을 관리하는 것과 결과 기록, 보고서 작성,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수행 시 응답을 조정하는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D 패키지는 Clinical, Nonclinical, Quality, Manufacturing, Regulatory Affaris와 같은 문서의

웹 기반의 구성 가능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며 eDMS 패키지와 통합되어 제어 된 문서

생성, 승인 및 문서 수명주기를 관리합니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QA 패키지는 SOPs(표준운영지침서), Methods 문서, WIs(작업지시서), Specifications과 같은 문서의

Complaint

생성, 승인 및 문서 수명주기를 관리하며 문서 유형에 대한 자동 체계화 시스템부터 사전 구성된 문서관리
체계를 제공합니다.

CAPA

eQMS 패키지는 정보 수집 및 추적, 분석 및 관련 문제 해결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Audit

자동화를 합니다.

Devia�on
Chang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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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연동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규제 준수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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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FUGM(고객 초청 세미나)

*일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장

시
소

FUGM_행사 상세 안내

제11회 BIOVIA Focused User Group Meeting
안녕하세요, INSILICO SOLZA 입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
(Courtyard Marriott Seoul Pangyo Hotel)

제11회 BIOVIA Focused User Group Meeting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본 행사에는 BIOVIA Modeling Simulation과 Enterprise Solution에 대해 다양한 주제와 토론의 장을
준비하였으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참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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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금) 판교 메리어트 호텔

1.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시고, 온라인입금 하신 경우,
입금확인 e-mail을 2일 이내에 발송해드립니다.
2.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으로 지불 가능합니다.

참가비

55,000원(세금포함 금액)

입금안내

* 입금계좌(기업은행 932-000424-01-011) 예금주 (인실리코)

결제안내

현장 카드 결제 진행(행사 당일에 결제 카드 필히 지참)
현금으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2016 FUGM 전시 모습_브로슈어

상품증정

* 세미나 후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김선미 마스터

기타문의
2016 FUGM 전시 모습_제품 영상

T. 031-628-0320 F.031-628-0333
E. info@insilico.co.kr

※ 행사일정은 첨부하여 드리는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월 3일(금)까지,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는 인원 체크를 하여 제공되므로 필히 참석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불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FUGM_세미나 모습

(9)

(10)

SOLZA

insilico Newsletter

FUGM_Focused User Group Meeting

Aso zA

so zA

Discoverant 생산공정 변수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자문은 솔자 !

FUGM_Agenda(Enterprise Solution)

2017 BIOVIA Focused Uesr Group Meeting

2017 BIOVIA Focused Uesr Group Meeting

Modeling Simulation

Time

Courtyard Marriott Pangyo Hotel

Courtyard Marriott Pangyo Hotel

2017.11.17. FRI

2017.11.17. FRI

Title

Talk

14:00~ 14:30

Registration

14:30~ 14:40

Opening Remarks

14:40~ 15:20

Polymer Physics with Coarse Grained Molecular Dynamics

15:20~ 16:00

Enterprise Solution

최승훈 대표

Time

Title

Talk

14:00~ 14:30

Registration

14:30~ 14:40

Opening Remarks

OneLab

R&DᆞQCᆞQA Data의 통합관리 플랫폼, 하나의 솔루션 OneLab !

조은경 부장_BIOVIA

인실리코

김병조 연구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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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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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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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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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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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ation-Ready Experimental Metal-Organic
Framework(CoRE MOF) database and its applications in
gas storage and separations

정용철 교수
부산대학교

김국준 전임연구원_인실리코
Enterprise Solution_OneLab Pre-Sales

14:40~ 15:00

Overview

15:00~ 16:00

Demo
OneLab Platform/Modules/Workflow

전산모사(macroscopic modeling)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6:00~ 16:10

Q&A

16:00~ 16:30

Coffee Break

16:10~ 16:40

Coffee Break

16:30~ 17:10

Ultrasensitivity of Water Exchange Kinetics to the Size of
Metal Ion

eDMS/eQMS

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규제 준수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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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Wang_Dassault Syst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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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호 박사

KIAS_고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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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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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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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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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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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자 합니다.

17: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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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VIA의 Quality Regulatory Management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DFT Calculations with CASTEP for Lattice Defects in Energy
Conversion Materials

정성윤 교수

KAIST_한국과학기술원

김봉근 주임연구원_인실리코
Enterprise Solution_QUMAS Pre-Sales

16:40~ 17:00

Overview

17:00~ 17:40

Demo
eDMS/eQMS/QES(Paper to Electronic)/Mobile

17:40~ 17:50

Q&A

17:50~ 18:00

Wra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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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 18:00

임석호 팀장

Wrap up

인실리코

BIOVIA AP Tech Sales Executive
eDMS/eQMS(QUMAS)

김선호 팀장_인실리코
Enterprise Solution_Sales Team Leader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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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 Yifeng_Dassault Systemes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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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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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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