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합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도구를 이용한
자체 적격성 검사 간소화

Agilent ACE Partner Edition

실험실의 성공을 좌우하는 품질 보증 및 규정 준수
최근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으로 인해 실험실에서는 정밀한 시스템 성능과 검량
증빙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기타 규제 기관의 요구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연간 50회 이상의 적격성 검사를 제공하는 교정
관리 팀이나 서비스 팀을 보유한 자체 유지 관리팀에게는 이 같은 상황은 더욱
힘든 문제입니다. 고객의 실험실에는 개별 장비마다 고유한 분석장비 적격성
프로토콜을 보유한 다양한 기기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프로토콜을 따르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스마트 PDF 도구 및 특정 브랜드의 규제 준수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험실에서는 제공 효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싶어할
것입니다.

업계 최고의 규제 준수 파트너가 제공하는 규제 준수 도구를 활용한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신뢰성 강화
Agilent Automated Compliance Engine(ACE) Partner Edition은 회사 전체의 규제
준수 절차를 간소화시킵니다. Partner Edition은 인증된 자체 규제 준수 도구(self-

delivery compliance tool)로, FDA 규제를 받는 실험실에 근무하는 승인된 자체
유지보수 인원 및 외부 인원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은 자동 ACE 규제
준수 소프트웨어는 결과의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LC, GC, LCMS, GCMS,
용출 및 분광기 플랫폼 등 주요 공급업체의 모든 기기와 호환되는 솔루션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CE Partner Edition을 이용한
적격성 검사 간소화 및 신뢰성
향상
모든 ACE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인증된 자체 규제 준수 도구
표준, 변동 및 맞춤형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프로토콜의 기준값의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
승인된 분석법 준수로 감사에 완벽
대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자동화된
절차를 이용한 규제 준수 비용 절감
애질런트 표준 테스트 프로토콜
및 검증된 분석법을 통한 실험실
사이의 일관성 유지

고객 자체 팀에서 애질런트의 우수한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이점 활용
ACE Partner Edition은 효율성, 감사 적합성
및 추적성을 개선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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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애질런트의 다중 세션 규제 준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기술자들이 서비스
제공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실험실 시스템을 조기에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2 감사 적합성: 내장된 데이터 감축과 그래픽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장비 품질 관리 플랜

(EQP) 사양을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EQP는 모든 실험실
장비를 포함하며 복잡한 구성과 집단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3 추적성: 혁신적인 워크플로 기반 설계와

자체 유지보수 조직의 모든
요구에 부합하는 ACE Partner

Edition:

• IQ, OQ, RQ, MQ, PQ, FV 및 PM 등의 모든
ACE 프로토콜에 대한 라이센스
• LC, GC, LCMS, GCMS, 용출 및 분광기를
포함한 애질런트 및 타사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

• 표준 및 변동 프로토콜을 검토, 승인 및
고정하고 맞춤형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ACE가 포함된 EQP Editor

자체 규제 준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도구:

적격성 검사 작업을 위한 단계별 지침을
활용하여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기술, 실험실

및 위치 간에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애질런트가 개발하고 테스트한 계측학
기반의 최신 프로토콜 활용

• EQP Editor나 애질런트의 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토콜

• 승인된 분석법을 준수하는 감사 적합성
보장

• 애질런트의 최고의 전문가가 확실한
성공을 위한 교육,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애질런트 판매 및 서비스
센터 연락처
한국 – 전화: 080-004-5090

www.agilent.com/chem/contactus

연락처
실험실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안심하고 사용 가능:

ACE Partner Ed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
agilent.com/chem/partneredition

• 기술 및 보고서와의 전반적인 조화,

애질런트 담당자와 연락 - 국가별 애질런트

일관성 및 유연성

• 광범위한 Chromatography Data System
(CDS) 호환성을 가진 브랜드 중립적

고객 센터 찾기: agilent.com/chem/contactus

플랫폼

• 고성능 적격성 검사 및 다중 세션 기능
• 사용 편의성과 더불어 완전한 전자적
제공, 보관 및 검색 가능
• 새로운 기술, 애질런트 장비와 타사 장비,
개선 기능 및 결함 수정 등을 지원하는

ACE 개정본 업그레이드
• 감사에 완벽 대응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 설명 및 제품
사양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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