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위험성 감소

빠르고 독자적인
인사이트 제공

70+
시험 치료 영역 수

130+
CRO, 서비스, 파트너 수

9,000+
CTMS 시험 수

  

CRA 업무 항목 관리의
생산성 향상

방문 리포트 승인 관련
비용 감소

질의 종료 주기까지의
시험대상자 방문 감소

시험기관 및 사용자 관리에
필요한 IT 지원 인력 감소

시험 가속화 

시판 일정 단축 전반적 효율성 향상

모니터링 리포트 
생성 시간 ��% 감소

40% 25%
50% 15%

통합 솔루션의 장점 

검사실

EDC

영상

센서

방문 리포트 

주요 단계

등록 

문제

Rave eTMF
시험 및 마스터 데이터 설정

문서 관리 및 저장

변경 이력

RAVE CTMS 및 RAVE eTMF

일정과 예산을 준수하는 
임상시험 수행

보다 빠르고 지능적인 end-to-end 
임상시험 관리가 가능하며 
임상시험 관리의 복잡성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통합, 데이터 
기반 솔루션

Rave CTMS는 메디데이터 Rave Clinical Cloud에서 이루어지는 Rave EDC 
및 eTMF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콘텐츠, 데이터 및 워크플로 통합을 통해 
임상시험 계획에서 종료까지 관리 가능한 업계 최대 규모의 포괄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메디데이터의 데이터 기반 통합 솔루션은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통합, 중복 
데이터 입력, 데이터 조정 및 수동 추적 활동의 필요성을 없애, 필요 시 EDC 
데이터를 확인, 액세스,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Rave CTMS는 RAVE eTMF와 함께 원활한 문서 관리 
및 주요 artifact의 TMF 자동 입력 기능을 제공하여 
시험 일정을 단축하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Rave EDC 및 CTMS로부터 임상시험 
마스터 파일 데이터의 최대 ��%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CRA의 ISF 및 TMF 조정 시간
��% 단축

RWE

eCOA

시험기관 적격성 평가 방문

시험기관 개시 방문

시험기관 현장 모니터링 방문

전화/원격 시험기관
모니터링 방문

문제 관리/지적 방문

시험기관 종료 방문

여러 출처의
데이터

데이터 통합 및 마스터 TMF 자동 입력 실태조사 준비 및
규정 준수 유지

실시간에 가깝게 상황에 따라 
다시 나타나는 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중심 행동

효율적 시험 관리를 위한 EDC의 TMF 및 
데이터 자동 입력

데이터 조정,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전송 
필요를 없애 시간 및 비용 절감

실시간 추적 및 감시(예: 등록 추적, 주요 단계 
추적, 시험기관 활성화)를 위한 시기적절하고 
원활한 데이터 흐름

데이터 조정 및 수동 문서 입력 작업을 없애 
실태조사 준비도 향상

버전 관리 및 변경 이력 추적

단일 데이터 진실 출처를 통한 중복성 제거

임상시험 현황 관련 실시간 가시성을 모든 
시험팀원에 제공

중앙집중식 문제 관리를 통한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친 사전 추세 파악 및 구제

시각화 및 리포트 간 발생 가능한 편차를 
예측하고 정량하는 분명한 지표

통합 
플랫폼의
성능

숫자로 
보는
메디데이터

Rave CTMS

자세한 내용은 medidata.com/en/products/ctms/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