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stol Myers Squibb, Veeva Vault CTMS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 프로세스 간소화 

 Bristol Myers Squibb와 Celgene을 하나의 임상 시험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게 Vault 

 CTMS로 전환 

 Vault CTMS로 임상 시험 관리를 현대화 및 간소화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제공 

 PLEASANTON, CA — April 21, 2022 –  Veeva Systems  (NYSE: VEEV)는 오늘 Bristol Myers 

 Squibb가(이하 BMS)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  Veeva Vault CTMS  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CTMS는 기존 Celgene CTMS 및 BMS CTMS를 대체하여 

 구축되었으며 Veeva의 eTMF 및 Study Startup 애플리케이션과 긴밀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총 솔루션 

 구현 시간은 20개월 미만이었습니다. 

 BMS는 Veeva가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시험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전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임상 시험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되고 간소화된 임상 시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BMS의 최고 디지털 및 기술 책임자인 Greg Meyers는 “BMS의 R&D 전반에 걸쳐 Veeva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확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고객 성공과 제품 혁신에 대한 Veeva의 지속적인 노력은 전 

 세계 환자에게 의약품 개발 및 제공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eeva CEO인 Peter Gassner는 "BMS는 가장 기민하게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BMS와 Celgene의 합병은 제약 역사상 가장 큰 IT 통합 프로젝트였으며 20개월 만에 

 단일 CTMS 구현을 완료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이정표를 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eeva Vault CTMS 사업을 총괄하는 Henry Galio는 "Veeva Vault CTMS는 대규모 임상 시험 수행을 

 단순화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BMS와 Celgene의 CTMS 구축은 굉장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과정에서 BMS팀이 보여준 놀라운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바시스템즈에 대하여 

 비바시스템즈(  www.veeva.com/kr  )는  글로벌  제약  및  생명과학  업계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부문의  선도  기업이다.  혁신,  제품  우수성,  고객  성공을  목표로  하는  비바는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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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의  제약회사와  신생  바이오테크  기업을  포함한  1,000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  기업(Public 

 Benefit  Corporation)인  비바는  고객,  직원,  주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Veeva Systems 미래 실적 계획 서술서 

 본  보도자료에는  Veeva의  제품  및  서비스와  당사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예상되는  결과  또는 

 혜택에  관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은  우리의  현재  기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  릴리스에서  제공된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31일자로  마감된  기간  동안  Form  10-K에  제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우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위험이  있으며,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약  사업은  13-1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gov  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후속 SEC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ontact: 

 Deivis Mercado 

 Veeva Systems 

 925-226-8821 

 deivis.mercado@vee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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