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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02-3010-4392 

• image@amc.seoul.kr 

서울아산병원 내부 https://aris.amc.kr/ 

서울아산병원 외부 https://aris.amc.seoul.kr/ 

 



01-SEP-2022  

Ⅰ. 시스템 의뢰  

 

1. ARIS 메인 

 

 

 

 

 

 

 

 

 

 

 

 

 

 

❶ ARIS에 로그인하여 임상시험 버튼을 클릭합니다.  

❷ 왼쪽 상단에 통합의뢰을 클릭합니다. 

❸ 오른쪽 상단에 의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RIS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AIM 시스템 이용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Click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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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과제의 경우 

 

 

❶ 팝업창에서 기본 과제를 검색 합니다. 

❷ 의뢰한 의뢰건이 많은 경우 연구과제의 IRB 번호, 연구책임자, 과제명으로 검색 할 

수 있는 검색조건을 입력합니다. 

❸검색 버튼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조건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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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리스트가 표시된 화면〉 

❹ 의뢰신청서가 작성되면 리스트로 표기되며, 해당 건을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정보가 

표기됩니다. 

❺ 의뢰한 과제의 상태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❻ 선택한 의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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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과제의 경우 

 

❶ 의뢰하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❷ AIM의 연구책임자는 융합의학과 반준우 교수로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임상시험센터 소장 및 AIM 과제 승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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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통합의뢰 작성 후에 AIM을 클릭하여 의뢰 업무 내용을 작성합니다. 

❷ 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❸ 의뢰 내용에 따라 의뢰서비스의 세부항목을 클릭합니다.  

1) 독립적 영상 평가 서비스 의뢰 

2)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뢰 

3) 개별 판독 서비스 의뢰 

4) 기타 의뢰 

 

 

  

1. AIM Click 

2. 의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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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적 영상 평가 서비스 의뢰 

 

❶ 연구 예정 기간을 입력합니다.  

❷ 연구 정보에는 영상 평가 주기를 선택합니다.  

❸ 의뢰 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시험 영상 업무 계획 

2) Imaging charter 작성 

3) 영상 기기 protocol 확립 

4) 참여 기관 영상 기기 protocol 조사 / 취합 / 평가 

5) 참여 기관 영상 업무 교육 / 관리 (대면, 비대면) 

6) 취합 영상 품질 관리 

7) 취합 영상 분석 / 측정 

8) 독립적 영상 평가 

9) 영상 평가 데이터 관리 

10)  Imaging final report 작성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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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뢰 

 

❶ 연구 정보에는 연구명을 입력합니다. 

❷ 의뢰 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기관 PC 정보 확인 

2) 대상자(환자) 정보 자동 익명화 

3) 영상 시퀀스 별 자동 분류 

4) eCRF항목(항목수 :    ) 

5) 독립적 영상 판독(프로세스:    ) 

6) 사용자 매뉴얼 제공 

7) 기관 관리(시스템 쿼리 해결) 

8) 영상 종류(ex: CT, MRI, brain, Chest CT) 

9) 영상 분석(정량적 영상 분석) 

10) 영상 수집(영상 업로드, 영상 데이터베이스) (수집기관 수:    ) 

11) 영상 판독(판독자 수:    ) 

❸ 취합된 의료 영상과 CRF를 AiCRO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연구 진행 흐름을 입력됩

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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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판독 서비스 의뢰  

 

❶ 서울아산병원 책임연구자가 있는 과제로 영상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개별 판독 서비스 의뢰>를 선택합니다. 

❷ 판독 주기를 입력합니다. 

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CIST v1.1 

2) iRECIST 

3) Lugano 

4) PCWG3 

5) Spleen Measure 

6) 기타 (    ) 

❹ 원내 연구 담당 진행 부서와 담당 CRC 및 Image CRO를 입력합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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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의뢰 

 

❶ 항목에 없는 서비스는 기타 의뢰를 클릭합니다. 

❷ 임상시험 영상 부분 의뢰는 클릭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비고란에 입력합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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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의뢰부서에 AIM을 선택하여 의뢰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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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과제 의뢰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창이 뜨고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❶ 통합의뢰상태에 PI승인대기가 확인 되면 과제 의뢰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