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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 Enroll® 은 메디데이터 페이션트 클라우드
(Medidata Patient Cloud)로 통합되었으며,
임상시험을 참여한 대상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통계로 보는 enroll

다양한 언어 지원

450

개의 임상 기관이 세계적으로 Enroll® 사용
다양한 언어 지원

20

개의 언어 지원

80

개의 Enroll® IRB / REC 승인

80%

의 대형 제약사가 Enroll® 사용

접근성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

헝가리어

독일어

중국어

힌디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타밀어

이탈리아어

높은 이해도 및 편리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한 지문 서명 지원

대상자 이해도*

피드백
• Enroll® 의 사용은“쉬움”~“매우 쉬움”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5%

58%

Enroll®

종이 설명서

• 비디오 :“간단하고이해하기 쉽습니다.”
• 지식 :“자신의 지식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데 좋은 도구입니다.”

* California Pacific Medical Center Research
Institute 에서 Enroll® 을 대상으로 연구 시행

대상자
• 위험요인과 장점을 쉽게 설명
• 대화형 도구 및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도 향상
• 20개의 언어 지원
• 친숙하고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네비게이션 사용
• 모든 모바일 기기 및 웹에서 사용
가능

의뢰자
• 모든 기관에서의 일관된 동의서
리뷰 보장
• 모든 기관에서의 동의서 분석 웹
대시보드 포함

• 효율적인 대상자 스크리닝
• 규제기관 감사에서의 위험 요소
결과 감소
•“zero loss” 서류 업무

• 모니터링 및 기관 비용 감소
• 실시간 등록 통계
• 의뢰자 리뷰를 위한 동의서
신원정보 제거
• 필요한 서명 보장
• 동의서 수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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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 추적 가능한 전자 서명

Rave Enroll® 은 메디데이터 페이션트 클라우드
(Medidata Patient Cloud)로 통합되었으며,
임상시험을 참여한 대상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설정
Enroll® 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제외하고는 별도 의뢰자나 기관에서 다른
인프라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임상시험을 위한“서비스로서(as-a-service)”제공됩니다. 메디데이터는 첫 번째 대상자 방문 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연결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관과 함께 작업합니다.

트레이닝
전체 사용자 가이드, on-demand 트레이닝 동영상 및 맞춤 고객 지원을 포함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트레이닝이 모든 프로젝트에 제공됩니다. 대상자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 의뢰자, CRO 및 모니터 요원 모두 Enroll®플랫폼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데이터(Medidata)

스크리닝
Enroll® Patient Portal 에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 기관은 잠재적 대상자가
기관에 등록되기 전에 스터디가 대상자에게 적합한지, 반대로 대상자가

메디데이터는 생명과학 분야의 임상연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첨단어플리케이션과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상
개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전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의서
Enroll®은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전자동의서를 잠재적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자
Enroll®은 최초 동의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의 수정, 차 동의
그리고 필수적 환자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문서 등이 대상자에게 스터디 기간
동안 제공 및 관리됩니다. 대상자는 향후 생물학 또는 유전학 연구에 대한 동의

메디데이터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인 메디데 이 터
클리니컬 클라우드(Medidata Clinical Cloud™)는
임상시험의 계획과 설계부터 수행관리, 분석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의학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전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데이터 품질 개선등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디데이터는 고객의 시장경쟁력과 과학적
목표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학
의학 연구소, 최첨단 생명공학·의료진단·의료기기 회사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상 위
2 5 개 제약사의 90% 이상이 메디데이터의 고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데이터 코리아 웹사이트
mdsol.com/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부를 계속 관리할 수있습니다.

MedidataClinicalCloud®
클라우드 기반의 임상연구 솔루션 | 혁신적 기술 | 데이터 기반 분석 비용 절감 |
시장 출시 시간 단축 | 신속한 결정 | 위험 최소화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