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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는 현장 솔루션

®

서비스 특징
—

Research Valet ®
앞서 가는 현장 관리
—

리서치 위원회의 목표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을 최고로 선호되는 장소로 만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후원 받는 임상 실험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원자, 연구원 및 기업을 위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서치 위원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Research Valet 서비스를 발표합니다.
Valet 서비스에는 전반적인 HREC 제출 준비와
제출 및 승인 전 과정의 연락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인트 빈센트
병원 멜번이 참여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Valet ® 요금 (USD)

$3,200

전체

서비스 제공

모든 윤리 문서의 완벽한 준비 및 고객맞춤
서비스:
- PICF 마스터

- HREA 및 현장 SSA 의 배부
- 빅토리아 특정 모듈

윤리 및 HREC 연락을 위한 단일
연락 지점
필수 문서의 조정

필요에 따라 승인된 문서를
CRO/스폰서/현장에 배부

동시적인 윤리 및 관리 검토와
승인 (SVHM 에 한함)
HREC 담당관으로부터 제출
접수통지

회의 후 근무일 기준 2 일 이내의
위원회 검토 접수통지/결정

세인트 빈센트 병원 멜번 (SVHM) 리서치 위원회는
Research Valet® 승인 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서비스는 SVHM 이 HREC 을
검토하는 기관인 경우 모든 승인 후 프로젝트 제출 및
지속적 윤리 관리를 촉진합니다.

승인 후 관리 

대규모 수정 요금 (IB, ICF 에 대한
중대한 추가사항이 있는 프로토콜 제출,
4 곳을 추가하는 장소 추가)

중규모 수정 요금 (IB, ICF 에 대한 작은
업데이트가 있는/없는 프로토콜 제출)
소규모 수정 요금 (행정 서류)

HREC 이메일 접수통지를 위한 서류
제출

비용

$560

$425
$250
$150

*출력된 자료가 스폰서에 의해 제공됨

이 서비스는 매우
경쟁력 있는 일정으로
윤리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에
착수하게 하며,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는 임상
실험 분야의 세계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수정본은 당일 (표준 근무 시간 이내)에 접수 통지를
받을 것이며 근무일 기준 최대 2 일 이내에 RGU 에
제출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인쇄된 사본은 도착
예정).

30 일 이내 윤리 결과
Valet 서비스 계약
준비 ≤10 일

제출 마감시한

HREC 리뷰 ~14 일

HREC 회의

코멘트 회신

당일 (데이 0)

데이 2

카운트다운 개시

HREC 보고서

최종 결과
지속적 연락

데이 30 까지

Research Valet ® St Vincent’s
—

독특한 본 서비스의 핵심 특징은 각 절차의 매
단계에서 주고받는 스폰서/연구원과 Research Valet
팀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입니다.

Research Valet 팀의 시니어 회원:
메간 로버트슨 박사, 리서치 대표

지난 10여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리서치 대표를
지냈으며 현 임상의 (ICU)인 메간은 연구를 촉진하면서
임상 연구를 임상 치료의 핵심 요소 기반으로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임상 지식 및 병상에서의
임상 시험 운영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할을 위한 시험 절차 및 요건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릭시 쉰컬 박사, Valet 비즈니스 매니저

트릭시는 2018년에 Valet 팀에 합류하여 20년 이상
HREC과 연구 관할 경험을 쌓았습니다. 트릭시는 모든
Valet 문의를 위한 첫 연락처이며 우리의 엄격한 시간
일정과 긴밀한 의사소통 절차를 관리합니다. 트릭시는
신경내분비학에서 PhD 학위를 소지하고 임상전 리서치
및 임상 리서치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폰서 또는 연구원들은 HREC 회의 후 30 일 이내에
연구 결과를 받을 것이며, 관리 승인은 모든 필수 서류
제출 후 7일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메간 로버트슨 박사 (Dr Megan Robertson)
리서치 대표
전화: (03) 9231 3895
이메일: valet@svha.org.au

트릭시 쉰컬 박사 (Dr Trixie Shinkel)
Valet 비즈니스 매니저
전화: (03) 9231 3915
이메일: valet@svha.org.au

PO Box 2900 Fitzroy
VIC 3065 Australia
(03) 9231 2211
researchvalet.com.au

앞서 가는 현장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