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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loud: 통합 플랫폼을 통한 임상시험 혁신
Medidata Clinical Cloud™은 임상시험 계획과 
설계부터 수행관리, 분석, 보고까지 비용 절감과 데이터 
품질 개선 등을 혁신합니다. 

업계 유일의 임상시험 통합 플랫폼인 Medidata Clinical 
Cloud는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는 임상시험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메디데이터의 모든 임상시험 솔루션은 이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Medidata Clinical Cloud가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데이터 플랫폼은 생명과학 및 의료기기 관련 
조직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완화하고, 보다 
빠르게 치료제와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시스템과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Medidata 
Clinical Cloud는 소규모 제1상 임상시험부터 대규모 
글로벌 프로그램까지 손쉽게 지원합니다.

플랫폼 강점

데이터를 실질적인 
인사이트로
단일 플랫폼상의 연결된 
데이터는 보다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속도 
가속화
수동 워크플로를 자동화하고 
의사결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용성 

시험대상자, 시험기관, 파트너 
및 의뢰자에 맞는 최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뢰성 & 확장성 

안전성 및 확장성이 뛰어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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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개시 수행

종료

1개월
더 빠른

2개월
더 빠른

9일
더 빠른

  Medidata
Clinical
Cloud

임상시험 구축

Medidata Professional 
Services1 이용시

임상시험 일정

다수의 애플리케이션2 
사용시

데이터베이스 잠금

다수의 애플리케이션3 사용시

1  PS를 사용하지 않는 비교 시험과의 구축 시간 중앙값 차이 분석(p < 0.05); 30일 단축.
2  EDC 단독 사용 임상시험과 EDC + 최소 1개의 추가 제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에서 FPI에서 LPLV까지의 시간 중앙값 차이 분석(p < 0.05). 2017~2021; 59일 단축.
3  EDC 단독 사용 임상시험과 EDC + 최소 1개의 추가 제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에서 LPLV에서 DBL까지의 시간 중앙값 차이 분석(2017~2021)

다쏘시스템의 자회사 메디데이터는 생명 과학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edidata.com/kr) 및 트위터(@Medidat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info@medidata.com | +1 866 515 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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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강력한 플랫폼 툴과 리포팅으로 임상시험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시부터 종료까지 임상시험 워크플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툴
 y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시험기관, 사용자, 역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y 모든 사용자에게 싱글사인온(SSO)을 제공합니다. 
 y 한 곳에서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습니다. 

리포팅 
 y 임상시험 전반에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y 리포트 커스터마이징 및 재사용을 지원합니다. 
 y 필요에 따른 데이터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문서 관리 
TMF(연구 관리자 파일)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 지급 
방문 및 절차에 대한 시험기관 지급을 즉시 시행합니다. 

시험대상자 안전성 
데이터 수집 시점부터 시험 완료까지 안전성을 모니터링합니다. 

품질 관리 
자동으로 이상치를 발견해 시험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임상시험 혁신
Medidata Clinical Cloud를 사용한 다수의 조직이 품질 및 성과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