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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할까요?
SOLZA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Solution Magazine

QUMAS
eDMS와 종이문서

QES_종이문서 관리 정기교육 일정 안내 (MS, DS)

인실리코 행사 일정
4~6월 주최 및 참가 행사 안내

마무리
2분기 소식지 예고편 (Materials Studio)

명언_INSILICO & SOLZA

OneLab
데이터 무결성 유지의 어려움

무결성 위한 제한된 선택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방안

QUMAS

eDMSeQMS

BIOVIA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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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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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매거진 발간! ”

“2018년 1분기
매거진 발간! ”

“
OneLabBIOVIA

제약, 바이오 산업의 최적의 규제 준수 솔루션

Talent Suit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하 LMS) 솔루션

기업의 모든 내/외부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사교육관리 시스템입니다.

인실리코에서 LMS 만나보세요

eCTDmanager: 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

ICH뿐만 아니라 EMA, FDA 전자문서제출 게이트웨이의 
 규제준수를 위한 전자문서제출시스템 입니다.

인실리코에서 eCTD 만나보세요

규제 준수 및 문서 관리, 품질관리 대표 솔루션

ABM (Account Base Marketing)

soz soz

QES_종이문서의 전자화

May 24th(Thur),2018 Seoul Dragon City  KOREA 
2018 BIOVIA FORUM (BIOVIA Community Conference)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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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MAS eDMS와 종이문서

sozA
규제 준수 및 문서 관리, 품질관리 대표 솔루션은 QUMAS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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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MAS QES_종이문서 관리

sozA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과 전자품질관리시스템(eQMS) 구성된 BIOVIA QUMAS !

(04)

BIOVIA QES

QES (QUMAS Enterprise Scanning)은 표준 QUMAS eDMS 기능을 자동화하여 스캔한 
문서를 파일 시스템에서 eDMS 저장소로 가져오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문서로 보관하던 보고서, 분석 후 종이 기반 문서에 입력한 데이터 
등을 스캔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분류하여 저장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 후 문서 저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검토, 승인, 폐기 등의 문서 관리주기를 적용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oz s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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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VIA QUMAS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및 전자품질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제품의 상세 소개는 SOLZINE 1st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QUMAS 솔루션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자문서 
관리와 전자품질 관리를 중심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z

http://www.insilico.co.kr/index.php/2017/12/26/solzine_3/
SOLZINE First Edition 링크 URL

eDMS
전자문서 관리

iX
클라우드 기반 협업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 관리 시스템

QES
(Enterprise Scanning)
종이문서 전자화

eQMS
전자품질 관리

eQMS Packages
Deviation

CAPA
Change Control

Complaint
Audit
More…

ComplianceUnity
(Monitoring Dashboard)
현황, 통계 시각화 및 관리

그림 1. BIOVIA QUMAS 제품 구성

* 주요기능

이번 매거진에서는 지난번 eDMS / eQMS 소개에 이어 BIOVIA QUMAS의 유니크한 
애플리케이션인 QES(QUMAS Enterprise Scanning)를 소개하겠습니다.

eDMS 도입으로 규제 및 비규제 관련 기업의 문서를 전자로 관리하며 최신 버전의 표준 문서를 
이용해 생산에 활용하여 품질 관리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종이 문서를 활용한 SOP 출력이나 데이터 
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출력하여 보관 중인 많은 양의 종이 문서 또한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검색 및 관리하고, 출력된 데이터 
입력 문서를 다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한다면 관리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BIOVIA QUMAS의 QES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 입니다.

Fault resistant barcodes

Remote administration

Fully configurable 
(no fixed DocCompliance config)

Configurable Scan Classes

Can up-version existing documents

Can print Coverpages, Documents or 
‘Documents with coverpages’

Can work with multiple repositories

Includes reconciliation reports

Updated User Interface

QES는 2가지 스캔 방식을 제공합니다.

    1. Late Archiving: 출력된 문서 및 종이 문서를 스캔하고 BIOVIA eDMS에서 제어하는 방식

    2. Synchronous Scanning: 임상시험 데이터와 같은 액티브 콘텐츠 스캔이 가능할 때
        BIOVIA eDMS에서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식

QES 활용한 문서 관리는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s

Batch load of Documents from Archive

Indexing can be separate from scanning

Late Archive 
(Document record is created & content is added)

Can up-version documents (load new version)

Document record & 
content merged using barcoded coversheet

Full OCR of scanned documents (full text index)

Can print forms from within DocCompliance

Can print forms with or without coverpages

Reconciles printed forms being loaded ba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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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MAS QES_종이문서의 전자화

sozA
 준수 및 문서 관리, 품질관리 대표 솔루션은 QUMAS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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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A
파트너 및 협업을 위한 기능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ScienceCloud  !

(06)

BIOVIA QES를 활용한 문서 관리 그림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2. QES 업무흐름

그림 3. Cover(왼쪽)와 Form(오른쪽) 예시. QES에서 활용하는 Cover page는 문서에 바코드(QR 코드)를 통해 정보 인식

기존 문서나 다른 보고서 등을 eDMS에 등록할 경우 Cover에 정보를 입력하고 문서와 함께 

스캔하여 자동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방식과 결과나 데이터를 입력하는 Form을 출력하여 

데이터 작성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Cover와 Form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DMS와 QES를 함께 사용하여 전자문서와 종이 문서를 모두 관리하고 21 Part 11, 
Audit trail 등의 규제 준수 관련 내용도 지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BIOVIA QUMAS 어플리케이션 ‘QES(QUMAS Enterprise Scanning)’
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다음 매거진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용자

Cover

QES

Print Document

Form

Cover

Form

Scan

Watched Folder

1.0

Generate Cover page 
(or Form)

Document created & 
put into workflow

Documents

Archivist puts cover 
on top of document

Fill in form

Document update & 
released from workflow

QES process, OCR,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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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b 데이터 무결성 유지의 어려움, 제한된 선택

sozA
R&D, QC, QA 및 생산까지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규제준수 솔루션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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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b 데이터 무결성 유지 방안-Allotrope Foundation 소개

sozA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규제준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OneLab !

데이터 무결성 유지의 어려움

제약, 바이오산업의 QC,QA,생산 부서는 다양한 장비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규제준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많은 고민은 다양한 장비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가능 여부입니다.

솔루션 업체가 제안하는 것은 장비의 교체 혹은 장비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장비/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고객은 규제준수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가장 중요한 

장비연동에서 규제준수가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방안

기존의 BIOVIA LIMS는 각 장비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해 제조사별 어뎁터를 BIOVIA 
LIMS에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BIOVIA OneLab에는 장비 제조사의 API, 데이터 타입, UI를 고려하지 않아도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는 기술인 The Allotrope Taxonomies and Ontologies 가 
있습니다. The Allotrope Taxonomies and Ontologies 기술은 Allotrope Foundation이 
만든 공용 기술입니다.

데이터 출력이 가능한 장비는 모두 온톨로지 기법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형식인 .adf로 
변환되어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Allotrope Foundation 소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제한된 선택

장비데이터는 제조사별로 보유한 API가 다르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조사마다 
다른 형태로 제공됩니다.

고객은 각 장비제조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혹은 API를 구매하여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형태와 전송되는 형식이 달라 LIMS 솔루션에서는 장비별로 데이터를 
다르게 인식하고 사용자는 각각의 UI(User Interface)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보유한 장비의 API를 모두 구매하여 별도 개발업체를 통해 데이터 통합을 위한 
작은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규제준수 솔루션과 별도 개발한 솔루션을 연동하는 경우 시간,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Validation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2 년에 설립 된 제약, 생물 약제 및 기타 과학 연구 집약 산업의 국제 컨소시엄으로, 

실험 데이터의 수집, 교환 및 관리를 변환하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개발합니다.

1.    표준 데이터 형식,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및 표준화 

       및 구조화된 메타 데이터를 지원하는 Allotrope Framework(데이터의 의미를 파악)의 개발.

2.    Allotrope은 데이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분석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화 

       된 지능형 분석 실험실을 실현.

Allotrope Foundation 맴버 소개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세요

> https://www.allotrope.org/about-us

APN MEMBERS

(08)

지능형 분석 실험실에 대한 Allotrope의 비전은 Foundation 설립 업체 및 과학계와의 협업 및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중심 혁신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액세스,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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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Hosting and attendance Events

sozA
NetDimensions의 LMS를 인실리코에서 만나보세요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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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A
EXTEDO의 eCTD를 인실리코에서 만나보세요 !

2018 주최 및 참가 행사 안내 *행사 일정의 경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KOREA LAB 2018 참가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04/17(화)~04/20(금)

Account Base Marketing 주최 BIOVIA Community Conference 주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06/05(화)~06/07(목)

BIOVIA 전문 인력과 팀이 고객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3일간 진행)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05/02(수)~05/04(금)

4月 5月 6月

BIOVIA 본사 인력과 함께 Modeling Solution, Enterprise Solution으로 나누어 
다양한 주제를 토론, 솔루션 전시, 체험 공간을 통한 고객 컨설팅 진행

ABM (Account Base Marketing) BCC (BIOVIA Community Conference)
04.10(화)~04.12(목) 05.24 (목)

* *

* *

2017  BIOVIA Community Conference 현장 모습

04/10(화)~04/12(목) 서울드래곤시티 (서울), 05/24(목)

BIOVIA 전문 인력들의 발표 모습 (2017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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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교육 일정 안내 (MS, DS)

sozA
NetDimensions의 LMS를 인실리코에서 만나보세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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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A
EXTEDO의 eCTD를 인실리코에서 만나보세요 !

2018 정기교육 일정 안내 (MS, DS)

3월 29~30일 3월 16일(금) Quantum Mechanics(DMol, CASTEP)

7월 19~20일 7월 13일(금) Molecular Mechanics(Forcite Plus, AM Cell)

11월 15~16일 11월 9일(금) QSAR & Mesoscale Simulation(QSAR, Mesocite)

3월 16일 3월 9일(금) Molecular Modeling

4월 19~20일 4월 13일(금) Protein Engineering Tools

9월 7일 8월 31일(금) Molecular Modeling

10월 11~12일 10월 5일(금) Small Molecular Design Tools

장소: 인실리코 소통하는 팀웍 (구:교육장)

3

교육 참가 신청은    http://www.insilico.co.kr/3ds.html

zA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terials Studio

Discovery Studio

교육 일정

Materials Studio: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Screening하고, 구조-활성 관계를 밝힌 후, 더욱 빠르게 새로운 물징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Discovery Studio: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참가 신청 마감

참가 신청 마감

교육 내용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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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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이번 매거진의 명언은 오프라 윈프리와 토마스 풀러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스템과 솔루션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면 저희 인실리코와 SOLZA를 기억해 주세요.
고객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사례와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정보 관리, 제조/생산, 분자 모델링, 연구개발, 규제준수, 품질관리, 협업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와 함께한다면 어려운 단계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You can have it all. Just not all at once”

Oprah Gail Winfrey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모두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All things are difficult before they are easy.”

Thomas Fuller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면 쉬워지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토마스 풀러

GUI 기반의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화학, 물리, 재료, 기계, 에너지 등 전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분자 모델링 기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문인력인 SOLZA의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 합니다.

XRD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결정 구조 관련 시뮬레이션!

분자모델링 관련 시각화
구현 및 통계 처리 가능!

양자역학 및 이를
통한 통계 처리 가능!

*상기 이미지는 실제 Material Studio로 구현한 이미지입니다.

고분자 및 분자역학 관련
시뮬레이션!

Analytical & 
Crystalization

Software

Quantum & 
Catalysis Software

02

03

BIOVIA Materials Studio

Polymer & Classical
Simulation

04

01

MSVisualization & 
Statistics Software

*2분기 소식지는 MS(Materials Studio)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