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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플랫폼의 강점

CRF
코더
라이브러리
EDC

RAVE
eConsent

RAVE
Imaging

RAVE
RTSM

RAVE
eCOA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우수한 사용자 경험

보다 의미 있는 결과

환자 데이터 수집과 검토를 위한
하나로 통합된 접근법

단일 통합 솔루션

빠른 데이터 확보,
인사이트 생성 및 의사 결정

실무와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합도 향상

로그인할 웹사이트의 수 감소 및
관리할 계정/비밀번호 감소

데이터 조정
또는 통합 업무 감소

빠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개

사용자 참여 및 만족도 향상

시스템 소유 비용 절감

표준화의 도입과 적용

데이터 검토 및 실제 실행에 집중

중앙 및 분산 리소스 이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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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 EDC, eConsent, RTSM, eCOA 및
Imaging 활용의 가치

eConsent

RTSM

eCOA

Imaging

이해도 향상, 참여와
위험/효용성에 대한
이해도를 58%에서
75%로 향상

셋업 시간
4주로 시간 절약

센트럴 라이브러리로
설문 관리

셋업 시간 5주로
시간 절약

전체 추적 및 감독
동의 환자와 동의 관리자
추적 및 감독($30만 절감)

비용 절감
연구 구축($10만) 및
통합/데이터 이전($10만)

비용 절감
연구 구축($9만), 데이터
조정($3만) 및 시스템 통합
($3만)

업계 표준 활용
6,500곳 이상의 기관과 70곳
이상의 코어랩 연결 제공

디지털 사본
마스터/로컬 동의 서식 및
환자 서명 양식 사본

전체 추적 및 감독
무작위배정 및 약품 배포/
조정의 추적 및 감독($40만
절감)

장치 프로비저닝 및 기타
추가 서비스(라이선싱, 번
역/검증) 이용 가능

쿼리의 80% 이상 감소
실시간 에딧 체크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 가능

통합 플랫폼의 효율성

기회

결과

효율성

타겟 사용자의 경험
최적화

품질은 높이고 시간
은 절약하며 위험을
낮추는 효율적이고
정교한 솔루션

모듈 간
원활한 교차 사용

식별 데이터 제거
솔루션으로 GDRP
및 HIPAA 준수 확보

규격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통합,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조정
노력 절감

짧은 기간 동안
사용자 채택 증가

솔루션 구축 기간
6~8주 단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당 $10만 절감, 또는
해당 번들 내 $40만
절감

규격 수집 및 사용자 승인 시험 활동을 위한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리소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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