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ize® Lab Suite 제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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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실험실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실험실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Eppendorf는 VisioNize Lab Suite 같이 실험실의 모
든 일상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한 실험실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샘플 안전성의 향상, 규정 준수 압박의 증가, 더욱 민첩한 지원을 위한 최적화된 실험실 관리 관행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
습니다.

샘플 안전성

규정 요건 준수

유지보수 관리

SARS-CoV-2 팬데믹은 전 세계의 실험실에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근무, 실험실 접근 제한 같
은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
다. 지난 몇 달 동안 디지털화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모든 상호작용의 중심이었고 디지털 솔루
션이 빠르게 수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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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왜 실험실 소프트웨어인가?

당신의 일상적인 실험실 생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실험실 관리자

실험실 전문가

> 실험실 관리 및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
> 향상된 안전성과 추적성을 통한 샘플
손실 방지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 최소화

> 기기 가용성에 관한 정보 제공: 기기 개
요, 가용성, 사용자 개입 필요, 문서화
> 실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수작업 단
계 감소
> 실험 추적 개선
> 협업 및 데이터 무결성 향상

품질 관리자

> 감사 준비 작업 감소 >
>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이동과 수작업
단계로 인한 품질 문제 감소
> 감사 시 작업 품질, 장비 운영 및 프로
세스에 대한 완전한 신뢰 보장

VisioNize®의 세계
VisioNize Lab Suite는 효과적인 실험실 관리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모듈형 서비스를 통해 실험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함께 통합되어 고객과 고객의 실험실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 패키지는 항상 최신 상
태로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시간이 지나 실험실이 확장되면 VisioNize Lab Suite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도록 업데이트되어 고객이 다음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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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험실 소프트웨어인가?

시작하기

VisioNize Lab Suite 및 서비스의 이점

You and Your Lab – Connected 구현

기기 연결 및 관리
피펫에서 freezer와 현미경에 이
르는 모든 Eppendorf 및 비
Eppendorf 기기

모든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계
획 수립
모든 실험실 장비의 유지보수
작업을 자동화. 기한이 되면
알림 수신

원격 업데이트
새로운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VisioNize touch enabled 기기, VisioNize
sense 및 VisioNize box에 즉각적으로 반
영

원격 모니터링
어디서나 실험실 기기의 성능
파라미터 모니터링

경보 알림
보고 정책 및 승인 활용

상세한 감사 로그
파라미터, 사용자 개입, 설정값 변경, 유지
보수 작업 등의 기기 성능 데이터 포함
Manage Your
YourDevices
Assets
Manage

기기 데이터 액세스
모든 관련 문서, SOP 및 사용
설명서

디지털 실험실을 위한 올바른 준비를 하십시오. VisioNize Lab Suite와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다음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1. V
 isioNize Lab Suite Setup Guide*를 참조해 VisioNize Lab Suite를 위한 IT 요
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2. V
 isioNize Lab Suite Device Overview*를 참조해 기기 호환성을 확인하십시
오.
3. VisioNize box, VisioNize sense 등 실험실 기기를 연결하려면 무엇이 또 필요
한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Eppendor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실험실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한 팁과 정보는
www.eppendorf.com/visioniz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서 링크를 포함한 권장 문서 목록은 뒤쪽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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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1

실험실 기기 연결
Freezer에서 피펫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실 기기를 VisioNize Lab Suite에 연결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Mobile devices

VisioNize touch enabled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VisioNize
touch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Company network

VisioNize touch
enabled devices

...

VisioNize user enabled
전반적인 기기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
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기(예: 피펫, 현미경)

VisioNize Lab Suite

VisioNize box
enabled devices

VisioNize user
enabled devices
VisioNize sense
enabled devices
(Third party devices)

VisioNize box enabled
VisioNize box(하드웨어 허브)를 통해 VisioNize
Lab Suite에 연결 가능한 기기

...
...

VisioNize box나 VisioNize sense 같은 추가적인 연결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Eppendorf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VisioNize Lab Suite Setup Guide*에 단계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온라인 문서 링크를 포함한 권장 문서 목록은 이 브로슈어의 뒤쪽에 나옵니다.

VisioNize sense enabled
타사 freezer 같이 VisioNize sense를 통해 연결
가능한 비 Eppendorf 기기(예: 온도 및 환경 모니
터링 센서 시스템)

12 시작하기

시작하기 13

VisioNize Lab Suite 자가 구성
1. VisioNize Lab Suite Basic

3. 추가 VisioNize Lab Suite Services 예약

포함 기능 및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매 가능한 추가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이메일
알림

원격 업데이트

기기
관리

데이터 액세스

어디서나 연결된 실험
기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 경보, 온도 경보 등
경보 및 오류 알림을 수
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VisioNize touch enabled
기기, VisioNize sense 및
VisioNize box에 즉각적
으로 반영

플랫폼에 모든 종류의
실험 기기를 추가하고
위치 등 기기 관련 정보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데이터 액세스
(모든 기기 관련 데이
터)가 포함됩니다. Data
Access+로 연장이 가능
합니다.

2. VisioNize Lab Suite Device Connectivity*
몇 개의 실험 기기를 연결하시겠습니까?
실험 기기 +/*일부 기기는 VisioNize box나 VisioNize sense 같은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입: www.eppendorf.com/visionize-subscription

...

Alert+

SMS 50

Device Documentation

시간 및 응답 기반 보고 정책 및 승인.

이메일에서 SMS로 경보 채널 확장.
수량: 50

감사 추적 및 기기 문서의 신속한 검색
및 내보내기.

Data Access+ (promo)

SMS 250

Task Management

3개월 이상으로 데이터 액세스 연장.

이메일에서 SMS로 경보 채널 확장.
수량: 250

일회성 및 반복 유지보수 작업을 계획하
고 기한이 되면 알림 수신.

14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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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성 가입 플랜

VisioNize Lab Suite를 통한 샘플
안전성 향상
Freezer나 Incubator를 열어 놓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1년 동안
하는 일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한밤중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경보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실험 기기의 성능을 원격으로 확인해 보십시
오. VisioNize Lab Suite는 실험실 관리자나 연구자로서 샘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험실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샘플 안전성

규정 요건 준수

유지보수 관리

샘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험실을 디지
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을 제공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기기 성능 데이터를 문
서화하고 내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험실의 모든 기기를 유지보수하고 기
기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
든 것을 제공합니다.

지금 가입: www.eppendorf.com/visionize-subscription

> 이메일과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류, 경고 또는 이
벤트에 관한 경보 알림 수신
> 알림을 기기별로 손쉽게 맞춤 설정 가능
>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내부 오류 및 경보의
알림 수신
> 보고 정책을 통해 실험실의 다른 사람에게 경보를 전달
하고 조치를 취할 때 경보를 승인
>V
 isioNize sense를 통해 전체 기기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고 모든 온도 조절 실험 기기를 한 곳에 연결

16 VisioNize Lab Suite 사용의 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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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안전성

규정 요건 준수
VisioNize Lab Suite를 통해 감사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고 사용자와 실험실을 연결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종이 기반 문
서화에서 벗어나 보세요.

연결된 모든 기기의 개요(
예: 피펫)

경보 알림을 수신했나요? 이벤트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한
지 결정하세요!

CryoCube® F740hi
freezer의 모니터링 대시
보드:
> 기기 상태
> 파라미터
> 기록 차트

모든 기기 관련 파라미터의 정확
한 문서화와 내보내기* 기능을 통
해 규정 요건 준수를 지원합니다.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VisioNize Lab Suite Service “Device Documentation”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용자 개입, 경보 및 오류
가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기기 성능을 입증합니다.

18 VisioNize Lab Suite 사용의 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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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요건 준수

유지보수 활동 관리

규제 당국은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들이 데이터 무결성을 증명하도록장려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관리자는 실험실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실험 장비를 유지보수하여 기기 가동 중단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실험 장비의 관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용자 개입, 설정값 변경, 유지
보수 작업 등의 활동을 타임스탬
프와 함께 기록합니다.

기기의 유지보수 상태와 실험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VisioNize Lab Suite 사용의 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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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활동 관리

Freezer를 VisioNize Lab Suite에 연결

하나의 도구로 예정된 작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기한이 되면 알림을 수신해 보세요. VisioNize Lab Suite를 통해 기기 유지보수 요구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VisioNize touch 기기, VisioNize box 및 VisioNize sense의 모든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VisioNize
Lab Suite를 통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할 때 실험실 일정에 따라 업데이트를 계획하세요!

> 모든 freezer를 모니터링하고 온도, 주변 온도 등 모든 관련
기기 파라미터와 설정값 변경 같은 모든 기기 상호작용을 문
서화
> 파라미터 및 이벤트 데이터 내보내기
> 이메일과 SMS를 통한 실시간 알림 수신:

모든 기기에 대해 일회성 또
는 반복 유지보수 작업을 계
획합니다.

유지보수 작업 기한이 되
면 알림을 수신합니다.

“온도가 경보 한계 - 60 °C 이상으로 상승함”
“도어가 2:00분 이상 열림”
“전원 장애. 기기 전원을 점검하십시오.”

22 기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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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를 VisioNize Lab Suite에 연결

Shaker를 VisioNize Lab Suite에 연결

> Incubator를 모니터링하고 온도, O2, CO2 등 모든 관련 기기
파라미터와 설정값 변경 같은 모든 기기 상호작용을 추적
> 실험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 파라미터 및 이벤트 데이터 내보내기
> 이메일과 SMS를 통한 실시간 알림 수신:

> Shaker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온도, 교반, 남은 작동 시간 등
모든 관련 기기 파라미터와 설정값 변경 같은 모든 기기 상호
작용을 추적
> 실험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 파라미터 및 이벤트 데이터 내보내기
> 이메일과 SMS를 통한 실시간 알림 수신: “프로그램 'pre-

“온도가 경보 한계 30 °C 이하로 떨어짐”
“CO₂ 압력이 경고 레벨 0.4 bar 이하로 떨어짐. 기체 공급을 점
검하십시오.”
“도어가 오래 열려 있음: 도어를 닫으십시오.”

culture'가 완료되었습니다.”
“온도가 경보 한계 30 °C 이하로 떨어짐”
“도어가 5:00분 이상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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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r, Mixer 및 원심분리기를 VisioNize Lab Suite에 연
결
> 온도, 교반 등 모든 기기 관련 파라미터와 설정값 변경 같은 모
든 기기 상호작용을 모니터링
> 실험의 현재 상태나 기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파라미터 및 이벤트 데이터 내보내기
> 이메일과 SMS를 통한 실시간 알림 수신:
“프로그램 실행 종료”

VisioNize Lab Suite를 통한 추가적인 실험 장비 관리

“온도가 경보 한계 30 °C 이하로 떨어짐”
“불균형: 작동 중 불균형 발생”

실험실 위치, 일련 번호, 제조사, 담당
자 등을 기반으로 실험 기기를 디지
털화하세요. 유지보수 작업을 계획
하고, 기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Eppendorf 기기의
설명서나 인증서 같은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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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ize® sense와의 연결 설정

VisioNize® box와의 연결 설정

VisioNize sense는 가장 작은 환경 조건의 변화까지도 감지하여 기록하고 VisioNize Lab Suite로 전송합니다. VisioNize sense를
사용해 모든 제조업체의 실험실, CO2 incubator 또는 freezer를 모니터링해 보세요.

설치가 간편한 하드웨어 허브로 VisioNize box enabled 기기를 VisioNize Lab Suite에 연결합니다.

> 센서를 사용해 모든 종류의 온도 조절 기기를 모니터링
(- 90° C ~ + 60° C)
> VNLS에서 온도 경보 한계를 설정하고 SMS나 이메일을 통
해 알림 수신
> 감사를 위해 모든 온도 데이터를 문서화
>V
 isioNize sense를 freezer를 위한 독립된 (이중) 온도 프로브
로 사용

> 환경 센서가 주변 온도(- 10° C ~ + 59° C), 습도(0 % ~ 95 %, 비
응축), 압력(700 mbar ~ 1.200 mbar), 밝기(0% ~ 100%) 등
추가 파라미터 추적

이 허브는 플랫폼에서 기기 데이터의 수집을 지원하는 변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VisioNize box는 실험실 인프라/기기 위치
에 따라 최대 4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Freezer, incubator, shaker, centrifuge, thermomixer 등
VisioNize box enabled (Eppendorf) 기기 연결
> 모든 기기 관련 파라미터 및 작동 상태 모니터링
> 모든 파라미터 데이터의 내보내기 지원
> 연결된 기기의 알림 수신:

> 파라미터 경보
> 오류
> 기기 상태 변경

Lab Suite

Lab Suite

Eppendorf eShop에서 VisioNize sense와 케이블 등 추가 액세
서리를 주문하거나 Eppendor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sioNize Lab Suite Setup Guide: www.eppendorf.com/visionize-setup-guide

Eppendorf eShop에서 VisioNize box와 케이블 등 추가 액세서
리를 주문하거나 Eppendor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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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향상

데이터 접근성
제공

협업 지원

감사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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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VisioNize Lab Suite Setup Guide:
www.eppendorf.com/visionize-setup-guide
VisioNize Lab Suite Device Overview:
www.eppendorf.com/visionize-device-overview

사용 설명서:
VisioNize Lab Suite:
www.eppendorf.com/visionize-manual
VisioNize box:
www.eppendorf.com/visionize-box-manual
VisioNize sense:
www.eppendorf.com/visionize-sense-manual

메모
FAQ:
www.eppendorf.com/visionize-faqs

데모 신청:
www.eppendorf.com/visionize-demo

가입:
www.eppendorf.com/visionize-subscription 

Eppendorf Digital Lab Solutions 정보:
www.eppendorf.com/digitallabsolutions

문의처: www.eppendorf.com/contact
Eppendorf AG · 22339 Hamburg · Germany
eppendorf@eppendorf.com · www.eppendo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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