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열쇠
Medidata와 Informa Pharma Intelligence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임상시험 관리/감독 업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운영 전문가들에게 최근
임상시험에서의 변화가 자신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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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 문제

결과에 영향이 적은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

48% 의 응답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임상시함 관리/ 감독에 관련된 업무나 문제를
처리하는데 업무시간의 25%를 소비했다고 대답

17%의 응답자가

이러한 업무에 업무시간의
50%를 소비했다고 대답

문제점 확인하기
운영상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가장 큰 3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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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임상시험 협력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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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자가 조직 내 임상시험 부서 전반에서
효과적인 협력이 Best Practice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
임상시험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문제:

시스템 비호환성
16%

제한적 예산
16%

직원
14%

관리/감독 업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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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업무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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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첫걸음
차세대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CTMS)과 같은 솔루션은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실무자들이 더욱 스마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상시험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접근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강력한
CTMS는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이해
• 한번 입력한 데이터를 어디서든 사용 가능
•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지원
• 잠재적 문제를 신속히 파악
사일로(Silo) 제거
• 모두가 동일한 정보로 작업
• 데이터 및 운영 관련 부서간 사일로 제거
• 데이터 조정보다 연구의 품질에 우선순위
결과 최적화
• 데이터 중복 입력 제거
• 문제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앙화
•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해결

Rave CTMS
보다 효과적인 지능형 임상시험 관리/감독을
경험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 보기 : www.medidata.com/en/products/c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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