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온도 관리 솔루션
눈송이를 만들고 보존하려면 주변 조건을 정밀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Almac에서 선보이는 차세대 온도 관리 솔루션은 고객님의 정교하고도 섬세한 
의약품 제품의 품질과 무결성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지켜 드립니다. 

고객님의 모든 제품의 모든 온도 데이터를 한 곳에. 당신의 여정에 함께 합니다™. 



고객님의 임상 및 상업 
공급망 관리를 위한 
하나의 솔루션

데이터 – 규정 준수 –  
수명주기 관리

TempEZ의 고급 기능:
•	 모니터 정보, 제품 안정성 데이터 생성 및 관리
•	 모니터 프로그래밍
•	 배송품 등록(Almac 및 Almac외)

•	 운송중 모니터, 기관내 모니터로부터 온도 데이터 수집
•	 운송중, 기관내 온도 일탈 기록, 보고, 조정
•	 로트나 일련번호 수준으로 일탈 추적관리
•	 계획 일탈 기록
• IRT 공급자와 통합
•	 보고 및 고급 분석

TempEZ의 혜택: 
•	 제조 시점부터 환자 투여 시까지 온도 데이터 통합 관리
•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이용한 GDP 준수 지원 

•	 로트나 일련번호 수준으로 제품의 종합적인 온도 이력 
구축 가능

•	 품질 승인된 조정용 관리 프로세스
•	 현장에서 기준 이탈 의약품 신속 제거 가능
•	 주요 성과요인 전반에 대한 분석 수행 및 개선을 통한 
사내 비즈니스 성과 및 공급자 성과 향상 가능

이와 같은 규제 동향에 발맞추어 고객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 Almac에서 차세대 온도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Almac의 
다년에 걸친 제약 경험과 물류 경험을 한 곳에 담아 
만든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품으로 구성된 탄력적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선두 주자인 TempEZ™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도 관리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구성입니다. 

TempEZ는 고객님께서 의약품 제조 시점부터 환자 
투여 시까지 온도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cGxP 및 GDP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겸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로트나 일련번호 수준으로 제품의 
종합적인 온도 이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TempEZ는 수많은 모니터 브랜드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임상 공급망이나 상업 공급망에 속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온도 모니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계획 일탈, 비계획 일탈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공급사, 모니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립니다. 

개정 우수유통관리기준(Good Distribution Practices, GDP)이 도입되면서 의약품 
온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업체들은 단순한 
저온유통에서 벗어나 기준에 따른 온도 관리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배송 데이터 분석 데이터

모니터 데이터

안정성 데이터



TempEZ에 더하여 Almac에서는 일탈, 임상시험 실시기관 규정 준수, 누적 수명주기, 
비즈니스 개선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고객님의 노력에 뒷받침이 되어 줄 지원 온도 
서비스군을 제공해 드립니다. 

온도 서비스군은 저희 전담 온도서비스팀이 제공해 드리며, 온도서비스팀 직원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의 Almac 소재지 각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의약품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Almac 글로벌팀은 데이터 해석을 통해 
고객님께서 임상 공급망, 상업 공급망과 관련하여 겪으시는 난항에 대해 솔루션을 
발굴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도 서비스군

운송중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의 일탈 조정

• 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수집(예: 온도 데이터, 배송품, 시설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상세정보, 배송품 또는 냉각 장치의 내용물)

• 의뢰 회사가 제공하는 안정성 지침을 사용하여 의약품 허용 여부 결정

• 조정 결과로 양방향응답기술(Interactive Response Technology, IRT) 업데이트

• 필요한 경우 대체 물질 마련

배송품 규정 준수 관리

•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임상시험 계획서별 알람을 전송해 기관에서 온도 모니터를 

업로드하도록 조치

• 알람은 배송품에 따라 건별 또는 일정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CRA/모니터, 고객 등 

포함 가능

임상시험 실시기관 규정 준수 관리

• 보고된 임상시험 실시기관 일탈에 대한 기관 보관 로그를 정기적으로 검토

• 보고되지 않은 일탈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물질 수용 여부 결정

• 보고되지 않은 일탈에 대한 환자의 투여 검토

종합적인 GDP 모니터링(종단 간 모니터링)

• 로트 또는 약품 ID 수준에서 제조부터 환자에 대한 배정에 이르기까지 온도 일탈 수집

• 의뢰자가 제공하는 안정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활동에 걸친 누적 일탈 평가(제조 ➝ 

수령 ➝ 생산 ➝ Almac 및 보관소에서 보관 ➝ 유통 ➝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보관)

“Almac의 지원 덕분에 
저희 제품의 종합적인 
온도 이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생명공학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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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lmac Group
(글로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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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clinicalservices@almacgroup.com
+44 28 3836 2436

미국
Almac Group
(미국 본사)
25 Fretz Road
Souderton, PA 18964
United States of America

clinicalservices@almacgroup.com
+1 215 660 8500

싱가포르
Almac Pharmaceutical Services Pte. 
Ltd. 
(아시아 태평양 본사)
9 Changi South Street 3
#01-01
Singapore 486361

clinicalservices@almacgroup.com
+65 6309 0720

차세대 온도 관리 솔루션
혁신적인 TempEZ 플랫폼 및 지원 온도 서비스군에 더하여 저희 Almac에서는 
고객님의 온도 관리 및 글로벌 유통 니즈를 충족할 추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Almac Pod™
Almac Pod는 고객님의 제품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보호되고 최적화되어 있으며 동적인 솔루션으로, 
최신 상변화 기술을 통해 모든 배송품의 온도 
일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온도 모니터
다년에 걸쳐 고객님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발굴했던 경험을 살려 Almac에서는 고객님의  
임상 및 상업용 배송품 니즈에 안성맞춤인  
모니터를 권해 드립니다. 

글로벌 유통 서비스
다년에 걸쳐 고객들의 수백만 해외 배송품을 
취급하여 온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가 관리 
서비스입니다. 

almacgroup.com/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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