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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u 1-
E 

國民에게 安全하고 效能이 우수한 醫藥品을 공급하는 것은 藥務行政의 

가장 기본적인 所任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人權意識이 向上되고 소 

비자의 알권리가 강조되는 시대에 불의의 藥福事故로부터 다수 국민을 보 

호하고 良質의 의약품만이 許可 流通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제반 醫藥品

管理業務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시L 뾰한서 行政規制 續和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醫藥品 質管理와 관련판 規짧U관썩-욱 彈化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깐냐: 

醫藥品 臨*試驗 관련 제도 또한 ;마한가썩비?다. 특히 臨皮試驗은 사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배경하에‘과학적이고 시험결과를 信賴

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으로 送行되어야:딴’-한다. 

이에 정부는 臨皮試驗의 適定化와 被驗者의 權利와 安全을 보호하기 

위해 「醫藥品 臨*試驗 管理基準J(KGCP)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용여건 未備로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 제약회사의 新藥開發 능력이 向上됨에 따라 국내에서 개 

발된 新藥을 대상으로 한 臨皮試驗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된 의약 

품을 세계 시장에 輸出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에서 公認될 만한 임상시험 

자료를 갖추어야만 한다. 즉 국제적인 臨*試驗 水準을 확보하는 것이 임 

상시험에 참여하는 國民의 安全 保護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國際 鏡爭

力을 歸化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 臨κ핍 

究 웹化를 통한 醫藥學의 발전을 위해서도 KGCP의 조속한 導入은 불가 

피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醫藥品 臨*試驗 管理基準」 실시에 앞서 국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受容與件을 評價하고 臨*試驗 寶施 寶態를 파악함 



으로서 KGCP 제도의 效率的 違入方案을 模索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導入 찢當性을 

檢證하고 KGCP실시에 필요한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KGCP제도가 定훌， 運營되는데 귀중한 參考 資料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당원 李顧聊 博士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張善美 主任맑究 

員 그리고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朴炳柱 敎授， 울산大學校 醫科大學 朴炯

燮 敎授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k다究陳들은 본 冊究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助言과 協助를 해 주 

신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의 申相久 敎援， 方英柱 敎授， 반도제약의 洪性宣

博士， 한국얀센의 盧台鎬 理事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따究報告書의 내용은 참여한 冊究陳의 의견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韓國保健社會%究院

院 長 延 河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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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빠究의 背景과 目的

醫藥品 臨æ試驗은 人間을 대상으로 하여 醫藥品의 安全性과 有效性을 

평가하는 것으로 醫藥品 開發課程중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단계이다. 

즉 臨皮試驗 결과에 의해 시험 대상물질이 醫藥品으로 認定되어 인류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臨皮試驗은 우 

선 倫理的인 配慮하에 客觀的인 方法을 이용하여 公正하게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각국에서는 醫藥品 臨æ試驗과 관련된 제반 規定CGCP Good 

Clinical Practice)을 法製化하여 臨w試驗에 참여 하는 피 험 자들의 權利와 

安全을 保護하고 臨æ試驗 過程과 結果의 과학적 인 뚱當性， 正確性과 信

賴性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GCP規定이 만들어지 게 된 것은 人權意識의 발달과 함께 탈디도마이 

드와 같은 대형 藥網事故가 발생함으로서 醫藥品의 安全性을 확보하는 것 

이 약무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醫藥品의 

安全性과 有效性을 검증하는 臨많試驗에 대한 管理가 중요하게 된 것이 

다. 또한 1964년에는 人間을 대상으로 한 醫學 댐究및 實驗이 윤리적이 

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구체적인 節次를 규정한 헬싱키 선언이 발 

표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GCP의 基本骨格 및 內容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발달하게 된 GCP 제도는 특히 오늘날과 같이 「消

費者의 알 權利」와 「醫據에 있어서의 倫理性」 문제가 강조되는 상황하에 

서 한층 具體化되고 週化되는 짧勢에 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GCP제도는 80년대 들어서야 급속히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이 대개 80년대 후반에 GCP 規定을 실시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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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일본은 1985년 처음으로 醫藥品 臨皮試驗 施行 基準案을 公布하 

고 1990년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GCP의 法制化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3부터 GCP 펄 

入方案을 정책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12월 ‘醫藥品

臨터긍試驗 管理基準’(案)이 처음으로 보사부 고시로 公布되었다 그러나 臨

많試驗에 대한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認識 미흡， 그리고 임상시험 실시 

기관의 受容與件 未備i로 그 施行은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물질특허 인정， 수입개방， 신약연구개발의 활 

성화등 製藥뚫業을 둘러싼 環境이 急變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GCP를 

施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능력이 向上됨에 따라 개발중인 醫藥品을 대 

상으로 한 全段階(phase 1 , II , ill)에 걸친 國內 臨많試!랬 件數가 증가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臨皮試驗 자체에 대한 質쩡;理가 불가피하게 된 것 

이다. 또한 新製品을 해외에 輸出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에서 公認될 수 

있는 &칩æ試驗자료 제출이 불가피한데， 현재 국내 臨æ試驗 자료는 국제 

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KGCP 시행을 

통해 국제적인 臨l5R試驗 水準을 확보하는 것은 國內 폈藥짧業의 鏡필力을 

강화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開放化 體制하에서 수입되는 醫藥品의 安全性과 ;힘效'f1:을 보증하기 위 

해서도 KGCP 시행을 통해 臨1*試驗 자료에 대한 審호등 제반 管理業務

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등에서는 자국내에 輸入되는 다른 나라 

의 醫藥品에 대해서도 동일한 GCP 規定을 적용함으로써 輸入醫藥品에 대 

한 質管理를 하고 있다. 

製藥앓業의 多國籍 性格과 醫藥品 管;理1M度의 ‘像l際的 統合 調整化’ 추 

세도 GCP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한 꽃因이 되고 있다. 1991년부터 

미국， 일본， EC를 중심으로 ICH(Intemational Conference on Hannonization) 

회의를 통해 참가국간의 醫藥I묘l 管理制度에 대한 統合調整化가 시도되고 

있는데 臨많試驗 관련제도도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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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회의가 국제 醫藥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제약 3 極間의 統

合 調整化임을 고려할 띠1 본 회의가 완료되는 1995년부터는 ICH의 결과 

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醫藥品 管’理規定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臨%試驗 쯤흉Q規定이 선진국 수준으로 램化되어야 만 국제적으로 認定 받 

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臨타긍試驗 管理制度의 조속한 

평入은 임상시험 실시수준 向上에 따른 국내 기업의 自生力 確保차원에서 

도 매우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 요구와 더불어 국민의 人權保護와 臨Wliff究 램化 

를 통한 醫藥學의 發展을 위해서도 KGCP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인정 

되고 있다. 

이에 본 %究에서는 「醫藥品 臨W試!險 /띔;理基準J(KGCP) 실시에 앞서 

우선 국내 臨%試驗 寶따機關의 現況과 지금까지 진행된 臨W試!驗 寶 ofíi

i쫓態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臨κ試驗 실시기관의 受容

與件을 평가하고 「醫藥品 臨똥試驗 管웰基準」의 평入 증~i둡’性을 ;檢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KGCP案과 선진각국의 GCP 규정 

을 비교 검토하고 KGCP 실시에 필요한 몇가지 세부과제를 도출， 논의함 

으로서 향후 KGCP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짧究方法 

본 liFf究에서는 「醫藥 l묘l 臨W試驗 管理基準J(KGCP) 평入與件을 評價히

기 위 해 醫藥品 臨tR試驗 寶ofíi機 l쐐과 지금까지 진 행 된 臨W試驗 寶ofíi 寶

態에 대한 調홉를 수행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일본， WHO의 GCP( 

Good Clinical Practice) 제도와 KGCP에 대한 比政 分析도 실시하였다. 

1핫態調f표는 각 임상시험 실시 기관별로 3가지가 수행되었다. 우선 醫

藥品 臨tI~試驗 寶施機關을 대상으로 한 調호에서는 臨W試驗 r첼 ofíi機關의 

인력과 시설 및 시험관리체계， 교육，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의 구성， 운영， 

활동 그리고 약사위원회의 임상관련 업무등에 관한 現況을 파악하고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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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의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하였다(附錄3 참조). 또한 許可 및 맑究用 臨

If試驗 寶施 寶態에 관한 조사에서 는 臨If試驗 寶施 方法 및 結果 分析，

대상자 모집방법， 정보처리， 피험자 동의서， 모니터 실태등을 파악하는데 

重點을 두었다(附錄3 참조). 

臨皮試驗 實施機關에 대한 調호는 보사부로 부터 臨皮試驗 寶施機關으 

로 지정된 8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병원장이 지정한 담당자 

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응답하도록 한 뒤， 사 

후에 본 맑究陳에 의한 출장방문으로 설문지를 점검·회수하고 기타 醫藥

品 臨If試驗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을 調훌를 실시하였다. 

臨皮試驗 寶施 實態調좁는 지금까지 진행된 臨皮試驗을 許可用과 4다究 

用으로 구분하고 許可用의 경우 1990년에서 1994년 9월 사이에 보사부에 

서 臨皮試驗 실시를 승인한 131건 전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lYt究用 

臨皮試驗은 臨If試驗 실시기관에 제한이 없는데다가 年問 寶施 件數를 파 

악하기가 곤란하므로 許可用에 대한 比較 分析 資料로 활용하기 위해 수 

집 가능한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결국 핍究用 臨If試驗은 

1990년 이후 醫藥品 臨If試驗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짧究用 臨If試驗중 기관별로 3건씩만 작성토록 하였다. 

調훌方法은 許可用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별로 臨If試驗 건수， 연구책임 

자 및 의뢰 제약회사， 약품명 등을 기록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臨κ試驗 건별로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冊究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기준에 맞는 것중 임의로 3건을 선택하여 臨If試驗 건 

별로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거는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자가 

취합하여 본 연구진이 출장방문할 때 함께 검사·회수하였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실시된 조사 결과 臨많試驗 寶施 醫據機關은 79개 

소가 응답함으로서 應答率은 95.2% 였으며， 許可用 臨If試驗은 114건을 

회수함으로서 應答率은 87.6% 였다.lYt究用 臨많試驗은 해당 기관별로 1-3 

건씩 다양하게 설문을 작성했으며 최종 분석대상이 된 것은 78건이었다. 

본 조사·연구의 目的은 臨하試驗 실시기관의 현황과 臨%試驗 실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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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조사하여 醫藥品 臨皮試驗 管理基準의 효율적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평균치와 백분율로 기 

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주로 함으로써 事實을 제시하는데 춧점을 

두었다. 그리고 要因들간의 相關關係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x2 테스트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의료기관별 도입여건을 評價하였다. 

이밖에 선진 각국의 GCP 制度 比較부분에서는 먼저 GCP의 違入背景

및 制度發達史를 살펴봄으로써 GCP 違入의 必要性등 GCP 전반에 걸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 EC, 일본과 WHO의 GCP 

規定案들과 우리나라의 「醫藥品 臨皮試驗 管理基準」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앞으로 管;理基準 改定 및 가이드라인 작성등 KGCP 정착을 위한 후속 작 

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比較分析 내용은 환자동의서 취 

급이나 부작용 처리등에 관한 GCP 세부내용과 內國人을 대상으로 한 臨

皮資料를 필요로 하는 醫藥品의 범위， GCP 실사 방법 및 내용등에 관한 

것이다. 



II. GCP의 擺念과 主要 內容

1. GCP 導入背景

GCP(Good Clinical Practice)는 신 약개 발의 최 종단계 인 臨w試驗을 수 

행함에 있어 연구 依賴者， 途行者 그리고 감독기관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일련의 규정이다. 본래 GCP의 목적은 人權의 홉寄와 약물 부작용으로부 

터 被驗者를 보호하자는데 있다. 

포괄적인 생물의학연구에서 피험자의 人權과 肉體的， 精神的 안녕 보장 

에 대한 관심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뉘른베르그에서 있었던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에서부터 구체화 되었다. 세계대전 중 나치는 국가와 인 

류의 공익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유대인을 비롯한 점령국의 국민을 대상으 

로 여러가지의 人體寶驗을 자행하였다. 나치의 인체실험에서 자행된 인 

명과 人權에 대한 극단적인 침해는，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 

물의학적 연구에서 人權이 우선적으로 保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수차에 걸친 세계의사총회에서 人權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 

되었으며 드디어 1964년에는 헬싱키 宣言으로 집대성되기에 이르렀다. 

헬싱키 宣言에서는 被驗者의 人權을 保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規範 및 寶行守則 뿐 만 아니라， 冊究結果의 信賴性과 科學的 똥當性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까지 포함하고 있다(附錄1 참조). 

현재 각 국의 GCP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피험자의 人權보호 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 및 과정의 윤리적， 科學的 뚱當↑生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GCP는 臨많試驗의 결과 뿐만 아니라， 데이타 수집을 위한 臨망試 

驗의 全 과정， 즉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을 걸쳐 수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文書化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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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등 籃視 技能 또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GCP의 출발점은 나라마다 다르며， 또 그 시행의 

세부규정도 각국의 法과 文化 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GCP의 漸念과 실제 週用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후 유 

럽에서는 자국에서 개발된 신약을 美國市場에 進出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GCP를 토대로 각국의 GCP를 작성하였다. 그후 1987년 “Recommended 

Basis for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f Medicinal Products in EC" 

가 EC의 GCP로서 공포되었고， 다시 1990년 개정되었다. 일본에서도 

藥品의 臨1*試!驗의 寶施에 관한 基準” 이 1989년 공포되 었으며 1990년부 

터 실행되고 있다. 

1991년과 1993년에는 미국， 일본， EC간 의약품 관리제도를 相互 統合調整化

하기 위한 회 의를 개최 하였으며 (lntemational Conference on Honnonization 

ICH) , 회의 내용중에는 임상시험 성적을 相互 認定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2. GCP의 擺;융: 

가. 新藥開發 j段階애서의 臨타:試驗 

신약개발 단계중 前臨皮試驗의 결과에 따라 시험대상물질의 생물학적 

활성과 임상효과， 그리고 안정성 등이 臨똥試驗 途行에 적합하다고 판정 

되면， 그 다음 단계인 臨κ試驗으로 진행한다. 臨1*試!驗은 그 실시 시기 

와 목적에 따라 1상， 2상， 3상 및 4상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상 臨κ試驗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부작용 및 약물 

체내동태 등 安定性 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서 피험자의 수는 20 

- 100명의 수준이고 기간은 수 개월에서 1년간이다. 

제2상은 對象됐恩 중 조건에 부합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有效性의 판 

정을 주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제3상의 다수 환자에게 적용될 태法， 用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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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 및 단기 副作用의 검색도 겸한다. 피험자의 수는 수백 명까지가 

보통이고 기간은 수 개월에서 2년 내외가 된다. 

제3상은 수천 명의 다수 지원 환자를 대상으로 安全性과 有效性의 평가 

및 最適用量을 확정하기 위한 단계로 1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제3상까지의 결과에 의거하여 신약 許可를 申請하며(미국의 NDA; 

New Drug Application) , 허가를 얻은 후에도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4상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저114상 시험은 허가전 임상시험단계에서 나 

타나기 힘든 발생확률이 적은 副作用을 검색하고 有效性을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확대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한다(圖 II -1 참 

조). 

나. GCP의 主要 要素

GCP를 이루는 주요 요소는 醫藥品 臨皮試驗 依賴者(sponsor)의 의무， 

모니터의 역할， 임상연구자(clinical investigator)의 의무， 시설내 臨κ試驗

審좁委員會(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역할， 피험자의 權利보호 

와 同意취득G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 

관계는 <圖 II -2>에 도식화 되어 있다. 

依賴者는 臨많試驗 수행의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臨tR試驗依賴者는 

개인， 제약회사，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될 수 있는데， 신약을 개발한 제 

약회사가 依賴者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依賴者의 책임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1) 臨皮試驗途行者와 모니 터 의 選定， 2) 臨皮試驗途行者에 

대한 정보 제공， 3) 臨皮試驗 진행상황의 검토， 4) 과정 및 결과의 기록과 

保管， 5) 臨皮試驗 후 잔여 약제의 수거와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모니터는 의뢰자 즉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담당자가 주로 하기도 하나 

의사， 간호사， 의무 조무사 또는 훈련된 임상시험 전담인중 수행예정인 臨

tR試驗의 성격에 따라 依賴者에 의해 指定된다. 이들의 책임은 依賴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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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新藥 開發 및 許可 節次<圖 11-1>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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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작성된 지침서에 의해， 臨%試驗 결과의 質과 信賴性을 확인하며 피 

험자의 權利와 安全이 규정된 바 대로 지켜지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의 역할은 臨딩5試驗이 시작되기 전 臨皮試驗 途行者를 방 

문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臨皮試驗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臨

%試驗 途行者의 시설과 장비가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며 臨皮

試驗자가 이 시험을 책임있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 

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臨l5R試驗이 수행되는 모든 병원， 의 

료원 및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臨않試驗 수행 전부터 시작하여 

수행 전과정에 걸쳐， 臨많試驗이 윤리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는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경우， FDA는 IRB가 다음의 사항을 확 

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피험자의 危險이 최소화되었는가， 2) 臨많試 

驗의 결과로 얻어질 정보가 피험자의 危險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 

용한 것인가， 3) 피험자의 選定이 정당한가， 4) 同意가 정당하게 얻어졌는 

가， 5) 피험자의 安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모니터가 계획되어 있 

는가， 6) 피험자의 신상과 臨많資料에 대한 秘密保障은 정당한가 등이다. 

피험자 同합(Infonned Consent)의 개념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험자가 자 

신의 의학적 상태나 臨%試驗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않거나， 

또는 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臨똥試驗에 참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同意를 

위한 설명서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상 GCP에서 규정 하는 요소， 즉 依賴者， 臨l5R試驗 送行者i ， 모니 터 , 

IRB 등은 모두 보고서를 작성하고 保管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IRB 회 의 날짜와 시 간， 검토한 모든 臨æ試驗計꽃O뿔의 사본， 同

意설명서 예문， 臨κ試驗途行者와의 교신 내용， IRB의 업무 수행 지침 등 

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保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寶f똥결과 GCP 규정 

을 어긴 것으로 판정이 되면， 댄:ðbÞR試!驗 실시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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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자의 설명후 동의 
(informed consent) 

<圖 11-2> GCP의 主要要素와 要素間의 相효關係 

3. 主要國의 GCP 制度

가. 美國의 GCP 制度

(1) 治 草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각종 조잡한 약물들이 아무런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위 만병통치약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선전되고 있 

었으나， 19061년 Pure Food and Drug Act가 통과된 후에야 비로서 연방 

정부에서 약물에 관한 統制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37년 sulfanilarnide 

에 의 한 !훔不全註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약화사건이 발생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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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Vr 제 정 되 는 계 기 가 되 었다. 약물 

의 시판을 허가받기 위하여 제약회사는 새로 개발된 약물에 대한 전임상 

독성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그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FDA에 의 

무적으로 보고하도록 體系化하였다. 

1950년대에는 chloramphenicol에 의한 再生不良性 빈혈환자가 다수 발 

생하므로서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고， 특히 1961년 

유럽에서 thalidomide에 의한 사지결손증을 가진 선천성 기형아가 만명이 

상이나 태어나는 대규모 藥福事件이 발생한 이후， 1962년에 Kefauver-Harris 

Amendment를 통과시켜， 새로 개발된 약물이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는 반드시 그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허가절차과정을 

거치도록 관련제도를 강화시켰다. 

1966년에 보건부(Department of Human Health Services)에서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지원하는 연구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 

획 은 반드시 peer review를 거 치 도록 義務化하므로서 미 국내 의료기 관에 

IRB의 설치를 가속화하였다. 한편 FDA도 신약의 臨皮試驗은 반드시 IND 

의 사전승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1978년에는 IRB운 

영지침을 발표하였다. FDA와 HHS에서 제정된 IRB운영지침간에 상이한 

점들이 있어， 이들을 통합하여 1981년에 현행의 臨당5試驗기준(Current 

GCPs)을 연방법 (21 CFR; Title 21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으로 확 

정 하게 되 었다(表 II -1 참조). 

1967년에 FDA에서는 임상연구자， 臨야試驗依賴者， 및 모니터를 담당하 

는 자들이 GCP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DSI(Devis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s)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1976년에는 의 

회에서 臨æ試驗연구들이 GCP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문제로 

제기되자 FDA에서 임상의학연구 모니터 프로그램(BiMo; Bioresearch 

Monitoring Progr때)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임상 

및 임상연구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人權과 

福社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의 활동은 주로 새로운 규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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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각 연구들이 개발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하며，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었다. 

<表 11-1> 美國 GCP制度의 開發過程

GLP(Good Laboratory Practice) 
Inforrned consent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Sponsor/monoitor 
Clinical investigator 
NDA rewrite 
IND rewite 
Monitoring guidelines 

(2) 美國 GCP規定의 主쫓內容 

Proposed 

1976. 11. 
1979. 8. 
1978. 8. 
1977. 7. 
1978. 8 
1982. 10. 
1983. 6. 

Effective 

1979. 6 
1981. 7. 
1981. 7. 

1985. 5. 
1987. 6. 
1981. 1. 

미국 GCP 규정은 臨터5試驗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의 2가지를 보장하고 

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먼저，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 

로서 臨히5試驗依賴者로 하여금 연구수행능력이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임상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임상연구자는 연구시작전에 연구계획서 (protocol)， 환 

자의 설명후 동의서 Gnformed consent) 및 증례기록부(CRF;case report 

form)등을 작성하여 시설내 臨많試驗審표委員웰(IRB)의 검토를 받아 과학 

성과 윤리성에 관한 검토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구계획서에 연구설계 및 대상선정 기준이나 약물의 투여방법， 투여기 

간 등의 치료계획등 객관적인 결과관찰 항목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 이는 연구목적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 

나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각 연구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GCP에 모든 

내용을 명시하기는 힘들다. 

실제로는 臨κ試險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약물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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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각 약효군별로 각기 내용이 

조금씩 다른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GCP규정은 과학성보다는 

오히려 윤리성이 규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피 

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임상연구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반 

드시 시설내 臨æ試驗審훌쫓員會에서 검토하여 윤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選定基準에 

적합한 환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自意에 의하여 연구참 

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명후 동의서 취득Onformed consent)’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구계획서의 내용대 

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實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臨皮試驗依賴者는 임상연구자와 臨tR試驗모니터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臨똥試驗과정이 연구계획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이때 臨

tR試驗依賴者가 직접 臨어긍試驗모니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연구기관에 모니터를 위탁할 수도 있다. 

미국의 GCP와 관련하여 신속 심사 및 허가 제도(Expedited Review)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명이 위독하고 급박한 질환의 경우

Ommediate Life-Threatening Conditions) 4 1) 혹은 당장 치명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없이 계속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 

(Serious Conditions)2)에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 

다. 즉 이러한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되는 약물은 비록 허가을 위한 臨κ

試驗이 완료되지 못하였어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치료목적에 대해 

1) 중증 AlDS , 중증 울혈성 심장질환， 재발성 심실 빈박증 또는 심실성 세동， 단 
순 포진 뇌염， 중증 전이성 치료 불능암， 중증 폐기종， 복합 중증 면역결핍증， 
박테리아성 심내막염， 지주막학출혈 등이 이에 속한다. 

2) 알쪼하이머 질환， 중증 다발성 경화증， 중증 파킨슨씨 병， 일시적 허혈발작， 점 
진성 강직성 척추염， 중증 홍반성 낭창， 간질， 당뇨병， 발작성 심실 빈박증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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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승인을 받으면 시판전에 환자에 게 투약이 가능하다; 1) 醫藥品이 치 

명적이거나 위중한 질병의 치료제일 것， 2) 현재 다른 對替藥이 없을 것， 3) 

臨皮試驗 계획하에 統制臨tR試驗kontrolled clinical trial)이 진행중일 것， 4) 

허가 신청자는 醫藥品 허가를 위한 향후 노력을 지속할 것.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3상 또는 때에 따라 2상의 臨皮試驗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환자 

에게 투약이 가능하다. 즉 각 단계별로 임상시험이 硬直化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과 대상질환의 特性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다. 

(3) GCP 寶훌 

미국은 FDA에서 臨皮試驗 寶훌를 수행하고 있다. FDA에 의한 寶훌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寶f표는 1977년 임상의학연구 모니터 

링 프로그램(Bioresearch monitoring program)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이 

프로그램은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前臨皮試驗시 준 

수할 사항， 臨많試驗애 관여하는 臨皮試驗依賴者와 臨tR試驗모니터가 준 

수할 사항， 임상연구자가 준수할 사항 및 시설내 臨많試驗審훌委員會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寶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상연구자에 대한 寶좁 내용에는 -般寶쪼 (Data Audit Program) , 特

別寶쪼 (For Cause Inspectioon) 및 生物學的 同等性 寶훌(Bioeq버valency/ 

Bioavailabili ty Inspection) 등이 포함된다. 일반寶훌는 FDA본부에서 선 

정한 臨κ試驗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을 통보한 후 시행한다. 본부의 

명령에 따라 FDA의 지역담당 실무자가 직접 寶죠표하게 되며， 신청서에 첨 

부된 자료와 臨많試驗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내용이 同한지를 확 

인하게 된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행하는 특별寶훌는 FDA본 

부 직원과 문제가 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파견되어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생물학적 동등성 寶훌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결과를 필요로 하는 일반명 醫

藥品(generic drugs)에 대하여， FDA 담당자와 臨야:試驗모니터가 함께 臨皮試驗

자료의 분석결과를 평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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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皮試驗依賴者(sponsor)와 臨皮試驗모니터 (monitor)도 寶훌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臨κ試險依賴者 및 모니터에 대한 實흉는 임상연구자 

에 대한 寶훌만큼 빈번히 수행되지는 않으나， 臨æ試驗%究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본 寶훌의 내용에도 一般實훌 

와 特別寶홉가 있는데， 寶좁대상 기관과 내용은 FDA 본부에서 결정하고， 

지역사무실의 실무자는 본부의 명령에 따라 實훌업무를 수행한다. 臨æ

依賴者가 모니터업무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촉하였을 때는 그 기관이 寶호 

의 대상이 된다. 

시설내 臨æ試驗 審훌委員會(IRB)도 寶훌의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은 

臨皮試驗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審좁委員會의 회의자료와 심사결과 문서를 

검토하여 임상審흉委員會의 활동이 GCP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충실히 수 

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특정기관의 臨당:試驗 審훌委員會 

의 업무수행과정이 GCP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의료기관은 臨많試驗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기관을 비롯한 %究費 支援機關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表 II -2>에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寶좁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실시결과 미비점의 항목별 분포와 시기별 변화양 

상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문제점은 환자로부터 연구참여여부에 대한 동 

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1980년대 

의 전 기간에 걸쳐 비록 꾸준히 그 규모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50%이상의 

臨皮試驗기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즉， 환자에게 연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연구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는 것이 미국에서도 역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구대상 醫藥品의 부주의한 취급， 댐究計웹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문제， 연구대상환자에 관한 증례기록양식(case record form)의 작성 

을 비롯한 연구와 관련된 기록의 管’理 및 保管狀態가 미흡한 점 등도 여 

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臨w試!險을 모니터할 때 반드 

시 참조하여 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表 II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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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2> 美國의 臨味쩌究者에 대한 FDA 實훌結果 評價表

항 l「E ’ 81. 7- ’ 83.9 ’ 83.10- ’ 85.9 ’ 85.10- ’ 88.4 

정기실사 횟수 415(100%) 422(100%) 569(100%) 

미비점 

- 환자동의 문제 253 (61%) 246(58%) 291 (51%) 
- 의약품취급 부주의 143 (34%) 91 (22%) 88 (15%) 
- 계획서 불준수 114 (27%) 132 (31%) 155 (27%) 
- 기록의 부정확 91 (22%) 96 (23%) 131 (23%) 
- 기록관리미비 17 (4%) 8 (2%) 14 (2%) 
- 기 타 93 (22%) 153 (36%) 168 (30%) 

나. 유럽의 GCP 制度

(1) 治 草

유럽 GCP는 유럽의 제약회사와 유럽내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臨많試驗자료를 미국의 GCP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고자 하는 시 

도로 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의 GCP는 미국의 것을 기초로 

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GCP의 도입은 1987년 프랑스를 선두로 시작되었 

으며 이어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이 속속 GCP를 채택하기에 이 

르렀다. 그러나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각국은 이미 그 이전부터 활발히 신 

약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바 비록 GCP로 명명된 규정는 아닐지라도 오 

래전 부터 나름대로의 醫藥品 제조와 시판에 관한 許可 지침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醫藥品의 개발과 시판에 대한 각국의 지침은 미국의 GCP 

와 보조를 맞추어， 유럽공통체 차원의 통일된 규범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몇 차례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EC-GCP로 자리잡게 되었다. 

(2) EC-GCP의 主펼內容 

EC-GCP의 내용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미국의 GCP를 根據로 하고 있 

으므로， 기본 개념과 구성에 있어 미국 GCP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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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으로 가장 최근에 집대성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GCP 보다 體系的이고 

統性을 갖춘 일련의 규범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공통체 내의 각국 

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법적 문제에까지 이르는 세부사항 보다는， 原

則論의 包括的 鉉述에 비 중을 두고 있다는 것 이 EC-GCP의 특징 이 다. 

EC의 guideline에서 GCP는 ”臨κ試驗의 계획， 수행， 보고에 있어 준수 

해야 할 규정으로서 자료의 신뢰성과 피험자의 권리 및 안녕， 그리고 비 

밀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와 달리 GCP에서 구체적으로 헬싱키 선언을 언급되어 있다. 재확인함으 

로써 臨皮試驗의 윤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臨tR試驗계획서는 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며， 피험자나 가족， 후견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서 Onformed consent)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EC-GCP의 경우 미국의 GCP에 비해 특히 依賴者의 의무를 강조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依賴者는 臨tR試驗관리규정에 맞는 자세한 

표준시 행 지 침 서 (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를 확립 하여 야하고， 

臨皮試驗의 내부 검증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依賴者와 시험담당자는 臨

皮試驗의 수행과 자료의 기록방법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로서 계획서에 共

同暑名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수정은 수행되기 전에 依賴者와 시험담당 

자 간에 문서화된 합의가 있어야한다. 모니터는 依賴者와 시험담당자간 

의 중간 교량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닌다. 모니터는 미리 설정된 SOP에 

의 거 하여 臨tR試驗의 前， 도중， 그리 고 시 험 후에 시 험 담당자를 방문하 

여 계획서대로의 진행여부， 자료에 대한 기록， 피험자 동의서등을 확인해 

야 한다. 또한 모니터는 시험에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적당한 수의 피험자가 모아지는 지를 확인해야한다. 이밖에 CRF 
의 기록을 원자료와 대조 확인하는 것과 시험담당자를 도와 자료를 보고 

하고 依賴者에게 제출하는 것 등이 모니터의 책임이다. 

시험담당자의 책임도 매우 자세하게 EC-GCP에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미국， 일본등의 GCP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예컨대 시험담당자는 시 

험대상 醫藥品의 성상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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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기록하여 적절한 형태로 보고하는 한편 依賴者와 해당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에는 피험자에 대한 시험담당자의 책임도 상세하게 기술되어있 

다. 應急事態를 대비하여 완전한 소생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험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 행위가 제공되도록 하여야한다. 임상적으 

로 의미가 있는 모든 검사치의 이상 또는 임상적 소견을 시험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험자의 便益면에서 조치하여야 한다. 피험자가 臨

똥試驗에 참여하였음을 의무기록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동 

의 하에 피험자의 담당 가정의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臨皮試驗자료의 信평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의 처리와 보존에 

관한 규정을 특히 컴퓨터의 사용에 중점을 두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은 EC-GMP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 

시 험 담당자는 피 험 자의 확인 코드(identification code)를 시 험 완료 또는 

중단 후 최소 15년간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依賴者는 기타 臨않試驗 

관련자료 모두를 해당 醫藥品이 유통되는 한 永久保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 이러한 자료는 시험계획서， 관련 서류， 승인 서류 및 기타 모든 서 

류와 부작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컴퓨터에 臨않試驗 總‘把 資料

로 입력， 보관되어야 한다. 자료의 소유자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 

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새 소유자 또한 臨1*試驗 최종 보고서를 醫藥品의 

제조 판매 중단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와 자료는 해당 기 

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臨똥試驗에서의 실험계획의 수립과 무작위 선정 및 맹검법의 필 

요성을 규정하는 한편， 통계분석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도 포함하고 있다. 

臨않試驗의 전 과정에서 이상의 규정이 잘 준수되는가를 궁극적으로 확 

인하는 것(qua1ity assurance)은 문서검증(audit)과 寶훌(insφection)에 의해 

뒷받침된다. 臨1*試驗에 관련된 문서와 임상소견을 포함한 자료는 물론， 

臨많試驗의 수행 장소， 설비， 실험실 및 데이타 등도 검증과 寶호의 대상 

이 된다. 문서검증은 依賴者의 책임하에 해당 임상시험에 관련이 없는 



20 

요원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寶훌의 담당자에 관하여 

EC-GCP는 依賴者 또는 지정된 독립 기관 당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3) GCP 寶훌 

임상시험도중의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은 실제적으로 모니터에 의 

한 實호에 의 해 이 루어 진다. EC-GCP에 는 US-GCP와 달리 實훌에 대 

한 상세한 지침은 없다. 다만， EC-GCP에서 규정하는 바는 臨皮試驗 전 

반에 걸친 확인작업을 무작위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臨fR試驗에 관해 

의문점이 제기되어 寶춤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실사는 외부의 기관 또는 당국(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보건성의 의 

무국 또는 약무국의 조사관 등)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日本의 GCP 

(1) 핍 草

GCP규정은 臨fR試驗에 관여하는 의료기관， 의사， 연구자， 제약기업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 및 조치를 정한 것으로， 일본에 GCP 체계의 기초 

가 법률적으로 마련된 것은 1979년 藥事法 改jE시 臨fR試驗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새로운 조항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그 하나는 「治驗(臨뚱試驗)의 의뢰기준」의 제정으로 여기서는 치료문서 

에 의한 의뢰， 피험자의 동의， 治驗중 사고등에 대한 배상대책등을 정해 

놓았다. 둘째는 「治驗계획의 신고제」로서， 새로운 유효성분을 함유한 醫

藥品에 대하여 臨皮試驗을 할 때는 미리 탤生省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 조항이다. 

그후 ’ 83년 후생성은 의학， 약학 및 법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약의 

臨皮試驗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발족시키고 새로운 臨%試驗에 관한 基

準 作成 의 뢰 했다. 그 결과 ’ 85년 「醫藥品의 麻많試驗 寶施에 관한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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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 Good Clinica1 Practice)案」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본 안은 검토 및 토론을 거쳐 ’ 89년 약무국 고시(제 874) r醫藥品의 臨

tR試驗 實施에 관한 基準」으로 공포되 었고， 1990년 10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2) 主쫓內容 

일본의 GCP에서는 臨많試驗이 윤리적， 과학적인 변에서 적절히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 治驗에 관여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사항， 治驗審훌委員會 

(Institutiona1 Review Board: !RB)의 설치， 피험자 동의 및 보호조치， 의사의 

의무사항， 제약기업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총 제 12장 25조로 구성된 일본의 GCP에서는 治驗실시 醫廳機關의 要件

으로서 임상관찰 및 검사， 응급시에 처치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와 인력， 

治驗약 관리자의 설치， 治驗 기록의 적절한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治驗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治驗審좁委員會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여， 治驗실시의 타당성과 피험자의 治驗 참가 동의과정을 평가하도록 하 

고 있다. 이때 治驗심사 위원회는 의학·치학 또는 약학의 전문가 이외에 

적어도 1인의 非專門家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험자 

의 人權保讀測面에서 고려되어진 사항으로， 비전문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治驗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治驗審훌委員會는 의료기관장의 認問機構로서 위원회의 핵심이 獨

立性 확보에 있으므로， GCP 매뉴얼(제4장 I 의 4)에서는 의료기관장은 위 

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治驗審ft委員會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마다 設置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서 共同治驗審호委員會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모여 공동의 治驗審훌委員會를 설치할 때나， 이밖에 

多施設 공동治驗등에서 대규모 의료기관과 소규모 의료기관이 함께 治驗

을 하는 경우， 治驗審좁委員會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 

규모 의료기관의 治驗審검E委員會에 심사를 수탁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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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治驗의 일부를 관련병원에 의뢰한 경우， 수탁병 

원에 위원회가 없으면 治驗심사를 해당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양식이다. 

단 治驗계약은 각각의 병원에서 개별로 맺어야 한다. 

다음으로 治驗의 계약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장과 治驗依賴者의 代表

권자 간에 文書로서 체결하도록 하되 의료기관 治驗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조직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대응과 보상등의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험자 동의와 관련하여 被驗者→(愚者)로 부터 informed consent를 취득 

하기 위한 설명내용 작성은 종래 개개의 治驗담당 의사에게 위임되어 있 

었지만， 현재는 標準的인 설명문을 治驗총괄의사가 작성하고 그것을 治驗

審훌委員會에서 審議한 뒤， 이에 기초하여 治驗담당의사가 설명하도록 하 

고 있다. 그 목적은 多施設 임상시험의 환자에 대하여 동일한 설명을 일 

관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GCP는 제도 시행연수가 짧아 아직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臨1f試驗 자료 및 의료기관에 대한 寶호 

(Inspection) 方案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라. WHO-GCP 

WHO는 1993년 11월 필수醫藥品 사용에 관한 전문위원회 (Expert 

Committee on the Use of Essential Ðrugs)에서 醫藥品에 관한 WHO-GCP 

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총 22페이지의 이 규정은 서문과 용어정의， 그리 

고 13개의 장과 3개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에서는 호주， 캐나다， EC 제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제국， 그리고 미 

국 등 WHO 회원국의 기존 GCP 규정을 근거로， 서로 상충함이 없는 共

通된 GCP를 제정하고자 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을 더 廣

範圍하게 언급하여 연구에 能動的으로 관여하는 측의 이해와 뽑、者등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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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공중의 保健向上을 위하는 방향으로 연구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WHO-GCP는 그 대상 

을 醫藥品 허가및 등록의 前後 각 개발 단계의 연구 뿐 아니라 일반적인 

生物醫學的 연구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用語定意에서 임상 연구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미국을 

위시한 기존의 개념과 일치한다. 단， 특기할 것은 제 4 상에 대해서도 구 

체적 언급을 한 것으로 비록 PMS (post-marketing surveillance)의 형 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1-3 상에 준하는 科學的， 倫理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적응증이나 새로운 投與方法， 또는 새로운 調

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약에 준하는 시험을 적용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WHO GCP에서는 臨w試驗 수행의 선행 조건으로 臨皮試驗의 정당성 

과 試驗對象藥品의 충분한 사전자료， 그리고 臨w試驗 수행자와 장소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臨똥試驗 수행자와 依賴者는 臨많試驗 전에 

계 획 서 와 모니 터 링， 寶쪼 및 標準施行指좋!-(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에 대해 동의해야 함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臨ÞR試驗이 수행 

되는 각 나라는 이를 감독，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臨w試驗 依賴者

와 수행자는 모두 자세한 臨똥試驗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시 

험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험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헬싱키 선언을 본 규정의 倫理的 根據로 삼 

고 있는데 독립적인 倫펠委員會의 설치 및 동의의 획득Gnformed consent) 

을 명시하고 있다. 

統計的 處理와 計算에 관한 指針도 별도로 규정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근거한 계획서의 작성과 무작위 및 맹검법， 그리로 통계처리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WHO-GCP는 헬싱키 선언을 포함하여 각 국에서 현재까지 마련한 

GCP 규정을 모두 琮合한 것으로 臨w試驗 및 관련 생물의학 연구의 倫理

的， 科學的 測面을 모두 총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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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主要國의 GCP 制度 比較

국가에 따라 GCP를 도입하게 된 背景과 歷史가 다르고， 그 세부규정 

내용이 매우 複雜하므로 각 나라의 제도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다. 또한 일본과 유럽의 GCP는 모두 최근에 확립 

된 것이어서 그 실제 시행상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미국의 GCP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비록 모든 GCP가 根本目的과 基本的인 

틀에는 차이가 없으나 각국의 醫廳現況과 傳統， 일반적인 文化와 價{直觀

등의 차이에 의해서 제도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GCP의 규정은 매우 상세하나 오랜기간동안 규정 

이 수정·보완되면서 주요내용이 여러규정으로 分散되어 있다. 또한 標準

施行指針(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을 정함으로써， 시험결과 

의 信賴性 確保 및 그 취득과정의 倫理性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GCP의 특징은 임상시험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보고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에 대해 시험수행자인 醫師가 주역할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GCP는 미국과 EC에 비해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다. 

EC GCP는 가장 최근에 확립된 것으로 依賴者(製藥會社)의 責任에 중 

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GCP 내용을 준수 하기위해서는 대부분의 시험 

수행자가 細部규정에 관한 案內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電算 處理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종료 후 시험담당자에 의한 資料

保存期間을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C GCP가 아직은 모든 EC 회원 

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세부사 

항의 시행에 있어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궁 

극적으로는 극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統-된 GCP의 guideline이 조만간 

EC내의 모든 국가에서 週用될 것으로 보인다. 

EC, 미국， 일본에서의 GCP 규정 내용을 항목별로 比較하면 <表 rr -3>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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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3> GCP 制度 比較

사 항 EC 
1 문 서 |단일문서 

미국 일본 

단일문서 산재 

I~N상 전체 II~m II~m 
모든 신의약품(후발|모든 신의약품(후발|신유효성분의 경우만 
의약품， 신효능， 신제|의약품， 신효능， 신 
제형 모두 포함제제형 모두 포함) 

3 윤리위원회 |프랑스를 제외하고는|의료인， 비의료인 및|미국과 유사 
구체적 구성에 관한|구성을 감안한 일반 
규정 없음 |적 지침 

2 범 위 

4. 동의서/ 
설명서 

5. 의뢰자 및 
시험자의 
책임 

서변동의 우선， 구두 l서연동의 
동의시 증인 요구 

확실한 규정 없음 

의뢰자의 책임은 매 
우 제한적이며 모든 
권한과 책엄이 시험 
책임자에 있다. 

6. 자료처리 |모든 시험성적과 임 l모든 시험성적과 임|자료의 처리와 보관 
상소견의 정확한 기|상소견의 정확한 기|에 관한 지침이 생략 
록 의무록의무 
전산화 처리에 관한 
지침. 
자료보관기간이 15년 
으로 가장 김. 

문서보존， 자료처리， 
정도확인에 대한 규 
정이 가장 엄격함 

7. 통계처리 |통계전문가의 필요성|포괄적인 임상 통계|언급없음 
을 명시 |지침에 별도로 명시 

8. Quality 의뢰자와 독립된 기|의뢰자와 독립된 기|의뢰자에 의한 audit 
Assurance 구 또는 정부기관에|구 또는 정부기관에|를 언급하고 있으나， 

의한 검증과 실사이111의한 검증과 실사에|실사에서는 제외됨 
의함 )의함 

GMP 준수 요구 |규정 없음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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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臨皮試驗 機關의 現況과 問題點

醫藥品 臨皮試驗은 未許可 되거나 혹은 얄려지지 않은 효능·효과의 安

全性， 有效性을 評價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험 

결과의 科學的 흉當性 확보와 被驗者의 권익보호는 臨뚱試驗을 실시하는 

데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서는 보건사회부 고시(제90-60호)를 통해 醫藥品 臨ÞR試驗 실시 기관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밖에 臨皮試驗 관리 기준(제87-87호， 공고 

1994-80호)에서 臨ÞR試驗審훌委員會， 臨皮試驗 책임자 및 담당자， 의뢰자 

등의 역할을 規定하고 被驗者- 보호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臨皮試驗 관리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臨ÞR

試驗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GCP제도 도입여건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1. 臨皮試驗 機關의 一般的 特性

보건사회부 고시 제90-60호에 의거하면 臨皮試驗 실시기관을 一般製齊”

類， 짧科用製齊9類， 漢方製齊U類， 해i藥中毒 治驚劃類등 대상醫藥l뭄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般製剛類의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 장관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중 대학부속병원과 국립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구파 

티마 병원 등 10개의 병원을 別途로 包含하고 있다. 1994년 10월 현재 

국내 臨ÞR試驗 實施機關은 83개소인데， 이는 전국병원 6507ß소의 12.8%에 

해당된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 79개소중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이 

91.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7개소(8.9%)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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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병원구분별로 볼 때 대학병원이 45개소， 국립병원과 일반종합병원 

이 각 11개소로서 一般製齊O類 관련기관이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 

에 치과병원이 3.8%, 한방병원이 8.9%에 해당된다. 이밖에 용인정신병원 

과 계요병원이 單科病院으로서 임상시험 기관에 포함되었다(表 III-l 참조). 

〈表 111-1> 臨f;ÎÇ試驗뿔拖機關으I 般的 特性(調훌參與機關 N=79l 

병원구분 벼。 λ。r 'T 수련구분 

구 분 비율% (N) 구 분 비율% (N)) 구분 비율%(N) 

전 체 100.0 (79) 전 체 100.0 (79) 전체 100.0 (79) 

국립병원 11.4 (9) 300이하 12.6 (10) 인턴/ 91.1 (72) 
대학병원 59.5 (47) 500이하 30.4 (24) 레지던E 

일반종합병원 13.9 (11) 800이하 32.9 (26) 레지던E 8.9 (7) 
치과병원 3.8 (3) 801이상 24.1 (19) 
한방병원 8.9 (7) 
기 타 2.5 (2) 

<表 111-2> 臨皮試驗機關의 地域別 分布

병원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 역 소계 종합병원 병원 기관수 지역병원 전국분포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비비율(%) (%) 

전 체 650 249 401 83 12.8 (100.0) 

서 울 163 70 93 35 21.5 (42.2) 

부 산 73 25 48 6 8.2 (7.2) 

경기/인천 105 38 67 9 8.6 (10.8) 

경상/대구 123 43 80 12 9.8 (14.6) 

전라/광주 90 27 63 10 11.1 (12.0) 

충청/대전 59 24 35 8 13.6 (9.6) 

강 원 30 17 13 3 10.0 (3.6) 

제 주 7 5 2 0 .0 ( .0) 

臨야:試驗 기관을 病æ數에 따라 나누어 볼 때 500~800병상 보유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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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300-500병상 병원이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801 

병상이상 병원도 24.1%를 점유하고 있다. 臨æ試驗 실시기관의 地域別

分布를 살펴보면(表 ill-2 참조) 서울지역에 42.2%(35개소)가 집중되어 있 

으며， 서울에 所在하고 있는 병원 163개소중 21.5%에 해당하는 35개소가 

臨皮試驗 실시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臨皮試驗 실시기관이 서울에 偏

重된 것은 의료기관이 주요도시에 偏在되어 있는 국내 의료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한 것이며， 이밖에 臨皮試驗 依賴者인 제약회사의 本社가 대부 

분 서울에 위치하여 시험의뢰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臨皮試驗 實施現況

국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臨많試驗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 

류된다. 우선， 醫藥品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醫藥品 제조허가 취득에 필요 

한 자료를 보사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臨똥試驗을 실시할 수 있는데(이하 

許可用 臨많試驗으로 약칭함. 상세한 내용은 제4장 1절 참조)， 이러한 許

可用 臨皮試驗은 반드시 臨皮試驗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여 

야 한다. 이밖에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醫藥品에 대해 연구의 목적으로 

臨皮試驗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이하 짧究用 臨皮試驗으로 약칭함. 상세한 

내용은 제4장 1절 참조) 병원에 따라서는 처음으로 병원에 藥웹를 들여 

오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醫藥品이라도 본 병원 혹은 국내 다른 병 

원에서 실시한 臨皮試驗 결과를 *동附하도록 하고 있어서(조사대상기관의 

51.3%), 펌究用 臨皮試驗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짧究用 臨皮試驗

은 의사 개개인이 제약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내 臨皮試驗 심의기구인 臨터g試驗審議委員會의 기능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펌究用 臨æ試驗 의뢰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더욱이 %究用 臨망試驗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法的인 제한이 없이 어느 

병원에서나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하므로 실제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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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用 試驗은 본 조사 결과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III -3>에서는 年度別 許可用 臨æ試驗 건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 

사부에서 臨많試驗 계획서를 承認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분류한 것 

이다. 1990년부터 1994년 9월 기간중 131건의 許可用 시험이 39개 기관 

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許可朋 臨æ試驗은 일부기관(48.1%)에 偏重되 

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131건중 94.7%에 해당하는 124건이 3상 

試驗이었다. 제3상 臨æ試驗은 허가전 臨뚱試驗의 마지막 단계로서 약물 

의 有效性 및 安全性， 有用性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국내에 3상試驗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국내허가 

를 얻기 위해 보사부에 자료제출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藥物의 體內動態， 副作用， 耐藥性등 안 

전성 확인을 위한 1상시험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最適 用法·用量을 결 

정하는 단계인 2상시험도 4건뿐이다. 1상， 2상 시험건수가 비록 적기는 

하나 최근 들어 시험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근래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능 

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臨æ試驗 분위기 활성화의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表 111-3> 年度別 許可用 臨l末試驗 件數

연 도 
l상 2상 3상 계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1990 28 16 28 16 
1991 30 16 30 16 
1992 13 11 13 11 

1993 1 19 13 20 14 
1994.9 2 2 3 3 34 22 40 23 
계 3 3 4 4 124 38* 131 39* 

* 許可用 임상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 기관수 

(연도별로 중복되는 경우는 한번만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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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許可用 臨많試驗 실시 추이를 살펴볼 때(表 ill-4 참조)， 1991년 

과 1992년 사이에 시험건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특별한 감소원인을 찾기 

는 어렵다. 다만 이 기간에 臨皮試驗 관리업무가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 

서 보사부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업무이관중의 착오로 인해 

일부 시험건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究用 臨tR試驗은 대상기관중 29개 기관에서 실시한 적이 있으며， 실시기 

관에서는 평균 21.8건 즉 연평균 4.6건의 臨tR試驗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許可用 臨tR試驗보다 훨씬 많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ill-5 참조). 

年度別 추이를 살펴볼 때 冊究用 臨tR試驗을 실시하는 기관은 계속 증가추 

세에 있으나， 기관당 평균시험건수는 1992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 

이고 있어서 %究用 시험은 여러기관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댐究用 시험건수는 新規藥齊0 평入 

條件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핍究用 시험건수가 11건 이상인 기관중 

본 병원 혹은 국내 다른 병원에서의 臨tR試驗결과를 요구하는 기관이 85.8% 

에 이르고 있다. 

<表 111-4> 許可用 및 R究用 臨l末試驗 寶施現況

벼~ 가 까‘-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시험건수(’9O~’94. 9) 124건 631건 
시험실시기관수 38개소 29개소 

시험실시기관 비율 48.1%(N=79) 36.7%(N=79) 

대상기관 평균시험건수 1.7건 (N=79) 8.0건 (N=79) 

실시기관 평균시험건수* 3.4건 (N=38) 36.7(N=29) 

시험건수 분포 100.0%(79) 100.0%(79) 
없 음 51.9%(41) 63.3%(50) 
1건 17.7% (14) 8.9% (7) 
2~4건 16.5%(13) 11.3% (9) 
5~10건 11.4% (9) 5.1% (4) 
11건이상 2.5% (2) 11.4% (9) 

* 실시기관은 실제로 임상시험을 1건이상 실시한 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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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5> 年度別 빠究用 臨味試驗 件數

실시기관 
도 여~ 총건수 

기관수(비 율)* 평균시험건수** 

1990 86 9 (11.4) 
1991 122 11 (13.9) 
1992 133 12 (15.2) 
1993 152 15 (19.0) 
1994.9 138 23 (29.l) 

계 631 29 (36.7) 

* 전체 대상기관 대비 실시기관의 비율임(실시기관수/79 x 100) 
** 실제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의 평균시험 건수 

9.6 
11 .l 

11.1 

10.l 

6.0 

21.8 

<表 111-6> 病院特性別 臨皮試驗 寶施現況(’9O~’94.9 期間中 試驗 總、數)

허가용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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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실시기관 대상기관 실시기관 
대상 

병원특성 기관수 
평균 평균* 기관수 평균 평균* 기관수 (N) 

시험건수 시험건수 (비율)** 시험건수 시험건수 (비율) 

계 1.7 3.4 38(48.1) 8.0 21.8 29(36.7) 79 

벼。 λ 。L-{「

300이하 .2 1.0 2(25.0) 0.1 1.0 1(10.0) 10 
500이하 .4 1.5 6(25.0) 0.7 2.7 6(25.0) 24 
800이하 2.3 3.1 19(73.1) 9.4 20.3 12(46.2) 26 
801이상 3.2 5.5 11(57.9) 19.5 37.0 10(52.6) 19 

병원구분 
대학병원 2.3 4.0 29(58.0) 11.0 22.9 24(48.0) 50 
기 타 .6 1.8 9(31.0) 2.8 16.2 5(17.2) 29 

병원소재지 

서 울 3.2 5.1 20(62.5) 12.7 28.9 14(43.8) 32 
기 타 .6 1.6 18(38.3) 4.8 15.1 15(31.9) 47 

* 실제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의 평균시험 건수 
** 대상기관 대비 실시기관의 비율(실시기관수/대상기관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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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7> 許可用 臨皮試驗과 m究用 臨1末試驗間의 相關關係

연구용 허가용 임상시험 건수(%) 
전체 

임상시험건수 없음 1-4건 5건이상 

계 100.0 100.0 100.0 100.。

(N) (41) (27) (11) (79) 

없음 80.5 48.1 36.4 51.9 
1-10건 19.5 29.7 36.4 34.2 
11건이상 .0 22.2 27.3 13.9 

( ).'2 = 1531, dj=4, P= .004) 

<表 III -6>에서는 臨皮試驗 실시 건수를 병원特性別로 산정해 보았다. 

대상기관에서의 평균시험건수와 시험실시기관에서의 시험건수는 매우 類

似한 樣相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학병원과 서울에 所在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500病皮 以上의 병원에서 시험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許可用 臨皮試驗과 맑究用 臨fR試驗 실시건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表 III-7 참조， X
2=15.31 p=.004) , 許可m 臨많試驗 실시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는 핍究用 臨g긍試驗 역시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80.5%), 許可用 臨皮試驗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댐究用 臨앙試驗 건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3. 臨皮試驗 支援人力 및 施設

가. 支援人力

醫藥品 臨皮試驗 쏠;理基準(案) 제6조 3항에 따르면 실시기관의 장은 臨터5試驗 

의 실시에 필요한 專門人力과 臨터5試險室 및 設備를 갖추도록 規定하고 있다. 

본 規定에서는 人力 및 施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醫藥品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施設과 人力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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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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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야 
대상기관* 보유기관 

평균인력수 평균인력수** 기관수 

임상약리학자 

역학자 

통계학자 

Pharm. D. 
전담행정요원 
기 타 

0.44 
0.30 
0.42 
0.03 
0‘ 34 
0.06 

1.40 
1.30 
1.40 
1.00 
1.30 
1.30 

잃
 mm 

τ
ω
 
2 

낌
 4 

총 계 1.59 3.40*** 

* 전체 대상기관 79개소의 평균인력수 
** 지원인력을 보유한 기관의 평균인력수 

*** 지원인력을 1인이상 보유한 기관의 기관수， 평균보유 인력수 

37*** 

〈表 111-9> 病院特性別 臨*試驗 支援人力 分布(%)

(비율) 

(31.6) 

(24.1) 
(31.6) 

(2.5) 
(26.6) 

(5.l) 

(46.8)*** 

없음 병원특성 

。.Q..
λ^ 0 

(소계) 

(46.8) 계 53.2 

병상수 
300이하 
500이하 
800이하 
801이상 

70.0 
66.7 
50‘0 
31.6 

(30.0) 
(33.3) 
(50‘ 0) 
(68.4) 

병원구분 
대학병원 
기 타 

n
시
 5 

% 
% 

(54.0) 

(34.5) 

1~3명 4명이상 

26.5 20.3 

n
시
 3 

1

」1. 

8 

잃
 껑
 

n
시
 n
시
 Q
ι
 
3 

% 

띠ω
 %
ω
 vω
 

28.0 26.0 
24.2 10.3 

계 
(N) 

100.0(79) 

100.0(10) 
100.0(24) 
100.0(26) 
100.0(19) 

100.0(50) 
100.0(29) 

일반적으로 臨J5R試1險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被險者를 대상으로 의사의 

씁斷， 처치 및 시험평가가 필수적이나， 시험과정 및 결과의 信賴싼과 갖띔 

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支援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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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본조사에서는 臨皮試驗 수행에 필요한 支援人力 保有現況을 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表 ill-8， 9>에 정리하였다. 

臨皮試驗 실시기관 중 支援人力이 1명이라도 있는 기관은 37개 기관 

(46.8%)에 불과하였다. 전체 대상기관(N=79)의 平均 保有人力數는 1.6명 

이나， 실제 1명이라도 保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평균 3.4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支援人力이 일부기관에 偏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시험연구는 그 성격상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하나의 종합 

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연구주제의 제안에 

서부터 연구설계， 환자의 확보 및 선정， 치료법의 무작위 배정， 결과판정 

은 물론 연구용 약물의 관리， 연구자료의 관리 및 통계적 분석，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 

하여 하나의 완전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임상시험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은 대개 임상연구자들이지 

만， 임상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를 수립하고 타당성이 높게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타당성이 높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자료를 관리하면 

서 결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力學者와 統計學者의 도움이 필수 

적인데， 특히 후기 2상과 제3상 임상시험에서는 적절한 표본수의 통계적 

인 결정， 피험자의 무작위 배정， 중간 및 최종 결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 

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제1상 및 초기 2상에서 藥物動力學的(phannacokinetic and phannacoclynarnic) 

분석을 위하여는 臨야藥理學者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藥物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고 연구대상 약물과 다른 약 

물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등은 미국의 경우 Pharm. D가 수행하고 있 

다. 임상시험이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인 짧者의 該據와 중복되게 되면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연구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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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臨皮試驗 施設

臨J5R試驗과 관련된 시설로서 따究用 寶驗室， 댐究病室， 微量分析機器등의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약물농도 분석 및 임상검사 시설을 갖춘 臨皮試驗

冊究用 실험실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별도로 있거나 혹은 기존시설 

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50개소인 6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HPLC(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t.t GC(Gas Chromatography) 

등 藥物灌度 分析을 위한 微量分析機器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55.1%인 

4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臨æ試險 전용 연구병실과 관련하여 臨'*試驗 전용으로 지정된 병실 

은 있으나 -般뚫、者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기관은 3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1%의 경우 臨J5R試j險 전용병실은 없으나 필요시 일반병실을 臨많뿔、者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臨皮施設은 대체로 病

뚱數가 많은 병원과 대학병원에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ill-l0 참조). 

〈表 11 1-1 0> 臨 j末試驗施設 保有比率(%)*

병원특성 
연구실험실 미량분석기기 임상검사 

정도관리가입(%) (N) (%) (%) SOP(%) 

계 63.3 55.1 15.2 70.9 (79) 

벼。사 。스 l 

300이하 40.0 .0 10.0 20.0 (10) 

많0이하 54.2 43.5 8.3 79.2 (24) 
800이하 69.2 80.8 23.1 80.8 (26) 
801이상 78.9 63.2 15.8 73.7 (19) 

병원구분 
대학병원 78.0 67.3 16.0 86.0 (50) 
기 타 37.9 34.5 13.8 44.8 (29) 

* 대상기관중 해당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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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皮試驗 시설중 펌究用 寶驗室 및 寶驗機器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대상기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험실과 실험기기의 경 

우 該斷 및 寶驗 목적으로 구비된 기존의 시설을 臨皮핍究用으로 이용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전용 연구병실을 확보하고 있는 기 

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國內 臨t!z 이 주로 思者群을 대상으로 

한 3상시험 위주이고 또한 기관별로 試驗件數가 작아서(許可用의 경우 연 

간 0.36건/기관) 전용병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新藥開發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1, 2상 특히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1 

상 임상시험이 증가된다면 이들 被驗者를 별도 管理할 임상전용시설이 필 

요하다. 

醫藥品 臨많試驗을 실시하는데 臨t!z檢훌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검체 체 

취에서부터 保管， 檢좁， 分析， 評價 및 記錄에 이르는 전 단계의 관리체계 

정비는 연구결과 데이타의 信賴度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핍 

究用 검체에 대한 臨皮檢흉는 진료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와 구별하여 

別途의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7} 마련되 어 야 하는데， 이 러 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병원은 12개소(15.2%)로서 미미한 실정이다. 

臨많檢훌의 질적수준을 評價하기 위해 임상검사실의 大韓臨皮檢호 程

度管理協會에의 가입 여부와 程度管理該斷 成績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조사결과 정도관리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은 56개소(70.9%)로 나타 

났으며， 가입기관의 병원특성을 살펴볼 때 300병상 이상 기관 및 대학병 

원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程度管理資料 分析에서는 전체 83개 臨당5試驗 지정기관중 한방병원 7개 

소와 임상검사실을 共同으로 사용하는 2개기관을 제외한 74개 병원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程度管理 結果報씀뿔를 제출한 기관은 307ß 기관에 불 

과하였다. 실제로 정도관리진단은 면역혈청분과 및 미생물분과 등 6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고， 분과별로 1년에 여러 번 該斷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 

로 본 조사에서 요구한 제출자료가 매우 방대하였다. 따라서 6개 분과중 

일부만을 제출한 병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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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皮試驗 指定機關의 정도관리수준을 評價하기 위하여 먼저 동일한 시 

점에서 이루어진 程度管理 檢흉結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각 기 

관별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가장 공통적으로 施行된 시점이 

1993년도 後半部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를 分析對

象으로 선정하였다. 만약 1993년도 후반부의 檢좁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1994년의 檢좁결과를 선택하고，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1992년의 결과를 

基進으로 選擇하였다. 

각 분과별로 일정한 分析基準을 선정하기 위하여 가장 共通性이 큰 결 

과를 把握하였는 바， 면역혈청분과에서는 ASO 검사， CRP 검사， RF 검사， 

Widal 검 사， STS 검사， HBs Antigen 검 사， Anti-HBs Antibody 검 사， 

Anti-HCV 검사결과의 適合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미생물분과에서는 검정결과 4가지 또는 5가지 중 Good으로 판정된 결 

과의 수를 파악하여 정도를 評價하였고， 요검경분과에서는 9가지 基本檢

f표 항목과 침사물 사진 결과에 따라 點數를 부여하였다. 일반화학분과에 

서는 sodium, glucose, GOT, cholesterol 등을 評價항목으로 選定하여 침

平均{直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平均{直에서 0.5x표준편차 이내에 결과가 

나타난 경우를 3점， 1x표준편차이내의 값을 제시한 경우를 2점， 2x표준편 

차이내의 값을 얻은 경우를 1점， 그 範댐를 벗어나는 값을 얻은 경우는 0 

점으로 處理하였다. 

진단혈액분과는 각 기관의 결과에서 전체평균을 뺀 뒤 이를 전체 표준 

편차로 나누어 구한 표준편차지수를 이용하여 總對{直가 0.5 이하인 경우 

는 3점， 1 이하인 경우는 2점 2 이하인 경우는 1점， 그리고 2를 넘어서 

는 경우는 0점으로 하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적혈구， 망상적혈구의 5 

항목에 대한 總合을 구하였다. 따滾銀行分課는 ABO 혈구형 및 Rho(D)형 

검시" ABO 혈청검사， 交又週合試驗， 不規則 抗體選別檢훌， 직접항글로부 

린검사의 5항목에 대하여 週合 有無에 따라 成績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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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1-1 1> 程度管理 結果報告뿔 提出 및 評價 結果

제 출 기 관 (N=74) 
정도관리 분과명 

기관수 (비율: %) 

면역혈청분과 23 (31.1) 

미생물분과 23 (31.1) 

요검경분과 20 (27.0) 
일반화학분과 26 (35.1) 

진단혈액분과 13 (17.6) 
혈액은행분과 21 (28.4) 

평균성적 

1.96 

2.61 
2.70 
u였 

2.31 
2.19 

전 체 30* (40.5) 2.28 
* 6개 분과중 한개분과 이상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수 

以上의 기준에 의거하여 각 분과별 平均成績을 <表 ill-ll>에 제시하였 

는데， 6개 분과중 미생물분과와 요겸경분과의 成績이 가장 높았다. 이들 

個別分課 성적의 총점을 合算한 결과 15점이 최고점으로서 5점以下가 

16.7%, 6-10점이 4%, 10-15점이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r정도관리 결과 분석」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도관리 성적， 특히 總點을 이용하여 병원의 程度管

理 수준을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6개 분과자료를 모두 提出한 기관 

은 6개 기관에 불과하고 3개 以下 提出機關도 26.7%(8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만 提出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게 評價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한편 提出資料의 平均點數로서 基準을 정하는데도 문제가 있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는 제출자료의 분량이 과다하다는 것 

이외에， 혹 좋지 않은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 

려는 故意性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週合한 評價基準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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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1-12> 病院特性別 臨}末檢훌 程度管理 現況(%)

병원특성 미가입 
가 입 

계 (N) 
(소계) 미제출 1-5점 6점이상 

계 29.1 (70.9) 32.9 6.4 31.6 100.0(79) 

벼。 λ 。1-4-

300이하 80.0 (20.0) .0 .0 20.0 100.0(10) 

500이하 20.8 (79.2) 33.3 12.9 33.4 100.0(24) 

800이하 19.2 (80.8) 42.3 7.7 30.8 100.0(26) 

801이상 26.3 (73.7) 36.8 .0 36.8 100.0(19) 

병원구분 

대학병원 14.0 (86.0) 44.0 8.0 34.0 100.0(50) 

기 타 55.2 (44.8) 13.8 3.4 27.6 100.0(29) 

<表 111-13> 臨PJ;:試驗 寶施頻度JJIJ ^力 및 施設 保有比率(%)'

허가용 연구용 
벼~ "λr 

없음 1-4건 5건이상 없음 1-10건 11건이상 

(N) (41) (27) (11) (50) (20) ( 9) 

지원인력보유(%) 41.5 51.9 54.5 38.0 65.0 55.6 

시설보유비율 

연구실험실(%) 48.8 77.8 81.8 52.0 80.0 88.9 
미량분석기기(%) 37.5 66.7 90.0 46.9 65.0 77.8 
임상검사SOP(%) 12.2 18.5 18.2 10.0 25.0 22.2 
정도관리가입(%) 63 .4 74.1 90.0 

약제관리 

보관시설(%) 24.4 44.4 72.7 30.0 45.0 66.7 
전담인력(%) 19.5 48.1 45.5 20.0 55.0 55.6 
불출관리(%) 71 .4 75.0 80.0 69.2 73.7 88.9 

* 대상기관중 해당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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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결과의 제한점으로 인해 程度管理水準을 세밀하게 評價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程度管理狀態가 매우 미흡한 集團을 

분리해 보는 것으로 評價를 限定하였다. 이러한 의도 하에 總點 5점을 

기준으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6점이상의 上位集團은 제출기관중 

83.3%로서 가입기관중 31.6%에 해당하였다. 

上位集團의 병원별 특성을 보면， 300병상 이상에서는 거의 유사한 分布

를 보이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程度管理協會 가입기관의 比率은 높으 

나 높은 성적을 얻은 기관의 比率은 비대학병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表 

III -12 참조). 

以上에서 살펴본 施設保有 현황과 臨*試驗 실시건수와의 관계를 살펴 

볼 때， 시험건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比率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III -13 참조). 

다. 藥齊O管理

醫藥값l 臨*試驗 管理基準(案)에 의 하면 실시 기 관장은 시 험 약마다 管理

藥師를 지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 6항)， 管理藥師는 依賴者로부터 교 

부받은 시험약 등을 保管·管理하여 受獅 및 受鋼現況을 기록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제 18조 1항). 

이러한 規定과 관련하여 臨*試驗 寶施機關에서의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수 캐비넷이나 서랍장 등 보관시설을 具備하고 있는 기관이 30개 

소(38.0%)였으며， 臨*試驗 藥齊O를 담당하는 管理藥師가 별도로 지정된 

기관은 267~소(32.9%)에 이르렀다. 또한 臨皮試驗用 약제에 대한 佛出管

理와 관련하여 藥齊U에 대한 전용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가 19개소(45.8%) ， 

기록은 남기나 전용관리대장이 없는 기관이 12개소(27.1%)로 나타나 임상 

시험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중 藥齊O受抽 現況이 기록되고 있는 기 

관이 72.9%(31개소)에 이르고 있다(表 III -12 참조) . 약제관리 寶態와 시 

험실시건수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시설보유 현황에서처럼 試驗件數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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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藥劉管理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比率이 높았다. 

許可用 臨皮試驗 對象 藥齊j는 그 특성상 未許可된 제품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效能·效果에 대한 시험이므로 일반 진료용 약제와는 별도로 매우 신 

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GCP는 混同이나 失手등 A德的인 

사고를 防止하기 위하여 절차 및 조직 등을 規定한 것으로서， 특히 試驗

藥 및 對照藥의 관리에 많은 比重을 두고 있으므로， 개개 실시기관에서는 

擔當 人力 및 施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表 111-14> 病院特性5ìIJ 藥웹j管理 施設/A力 保有比寧 및 不出記錄管理寶態

보관시설 전담인력 불출기록관리(%) 

변 -가r 보유(%)* 보유(%)* 
대장에 이0-이「 

(N=79) (N=79) 안함 계 (N) 

계 38.0 32.9 46.3 29.3 24.4 100.0(41) 

벼。 λ 。f'T

300이하 20.0 10.0 33.3 33.3 33.3 100.0 (3) 
500이하 20.8 29.2 62.5 12.5 25.0 100.0 (8) 
800이하 57.7 50.0 40.0 35.0 25.0 100.0(20) 
801이상 42.l 26.3 50.0 30.0 20.0 100.0(10) 

병원구분 

대학병원 50.0 44.0 52.4 23.8 23.8 100.0(30) 
기 타 17.2 13.8 29.4 35.3 35.3 100.0(11) 

* 전체 79개 기관중 해당 시설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비율 

라.敎 

臨타:試驗을 올바E 게 실시하여 시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信賴性과 흉 

當샘i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設計， 方法， 分析 및 評價는 물론 이를 

많定하는 臨I*試!驗 管理제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臨많試驗과 관련된 專門的 지식습득을 위하여 병 

원 내에 세미나나 강연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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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5.3%)에 한정되어 있었다. 臨æ試驗 敎育의 실시여부는 試驗寶施件

數와 관련되 어 있는데， ’90년부터 ’94년 9월 사이 에 許可用 시 험 을 5건 이 

상 실시한 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높았다(45.5%). 

臨æ試驗 담당의사는 기본적으로 恩者該續라는 본연의 業務가 있기 때 

문에 짧究方法論 및 試驗規定에 대한 세부사항을 스스로 熟知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臨庫試驗과 관련된 專門知識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 

해서는 臨皮敎育은 매우 시급하며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병원의 자체교육이외에 전국 臨皮試驗機關의 醫師를 대상으로 하는 

標準化된 敎育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臨皮試驗 審훌委員會 

臨많試驗 審훌委員會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본래 臨æ

試驗에 있어 핵심과제인 被驗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시초는 臨κ試

驗의 윤리적 측면을 심사하는 倫理委員會의 구성에 있으며， EC의 GCP에 

는 Ethics Committee로 표기 되 어 있다. 그 歷史는 1967년 미 국의 FDA 

에서 Divis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DSI)를 설치하여， 臨皮試驗擔當

者， 依賴者 및 모니터 등이 規定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에서 유래한다. 현재는 臨BR1íff究計劃의 科學的 윷當性도 IRB의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RB는 모든 臨皮

試驗의 수행에 앞서 計劃뿔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醫藥品 臨æ試驗管理基準 改正(案)의 「제 3장 臨BR試驗 審

훌委員會」 조항에서 IRB의 구성 및 임무를 規定함으로써 臨æ試驗 計劃

의 倫理的， 科學的 강當性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가. 臨皮試驗 審흉委員會 設置

臨많試驗機關중 IRB를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79개소 중 41개 

소(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IRB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臨皮試驗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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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의기능을 藥事委員會(Drug Committee DC)에서 담당하기도 하 

는데， 이와 같은 기관은 22개로서 27.8%에 해당한다(表 lll-15 참조). 

臨!5Ië홀f驗 機關의 ￡흉ifi과 fll題點

IRB 設置 및 規定保有 實態〈表 11 1-15> 

N 기관수(비율%) IRB 및 규정보유 형태 

79 

40* 
40* 

40* 
40* 

40* 
40* 

(51.9) 

(87.5) 
(12.5) 

(30.0) 
(70.0) 

(52.5) 
(47.5) 

41 

염
 5 

21 
19 

12 
28 

IRB 있음 
。 정 관 

있음 
없음 

。 연구계획서평가지침 

있음 
없음 

。 부작용 처리 지침 

있음 
없음 

mm 

깨
 mm 

IRB 없음 38 (48.1) 
DC 있음 13 (16.5) 
DC 없음 25 (31.6) 

* IRB 설치기관 41개 기관중 1개소는 무응답 하였음. 

委員會 構成 形態었IJ 病院特性 (%) 〈表 111-16> 

IRB 없음 IRB 있음 
계 카

T 벼 
~ 

DC없음 

계 
(N) 

100.0 
(79) 

100.0 
(25) 

(소계) DC있음 

100.。

(13) 
(100.0) 

(38) 

DC없음 

100.。

(32) 

DC있음 

100.0 
(9) 

(소계) 

(100.0) 
(41) 

12.7 
30.4 
32.9 
24.1 

16.0 
52.0 
20.0 
12.0 

15.4 
38.5 
38.5 
7.7 

(15.8) 
(47.4) 
(26.3) 
(10.5) 

9.4 
15.6 
40.6 
34.4 

11.1 
11.1 
33.3 
44.4 

(9.8) 
(14.0) 
(39.0) 
(36.6) 

병상수 
300이하 

500이하 
800이하 

801이상 

병원구분 
대학병원 

기 타 
63.3 
36.7 

44.0 
56.0 

46.2 
53.8 

(44.7) 
(55.3) 

84.4 
15.6 

66.7 
33.3 

(80.5)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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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관
 
수
 에
 

대
 
기
 

( 

실시기관 

키과 
A 비율) 
끼-

委員會 活動狀態別 臨味試驗 件數

허가용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대상 대상 
실시기난 

기관 기관 
시험 기관 시험 

(비율) 
건수 수 건수 

〈表 111-17> 

병원특성 

79 
(41) 

9 
32 

(38) 

13 
25 

36.7 
(58.5) 
13.2 
59.4 

(13.2) 
23.1 
8.0 

29 
(24) 

5 
19 

( 5) 
3 
2 

8.0 
(14.4) 
25.3 
11.3 

( 1.1) 
2.8 

.2 

48.1 
(68.3) 
77.8 
65.6 

(26.3) 
38.5 
20.0 

38 
(28) 

7 
21 

(10) 

5 
5 

1.7 
(2.7) 
4.3 
2.2 

( .6) 
.8 
.4 

。 위원회 설치 

IRB 있음 
DC 있음 
DC 없음 

IRB 없음 
DC 있음 
DC 없음 

때
 m
μ
 %ω
 

n
시
 7J 

n
시
 

m
ω
 
t
ω
 
m
ω
 

잉
 잃
 l 

14.8 
16.8 

.2 

5 
4 

n
시
 

야
 n 
때
 

껴I
 

[3

n
ι
 

n/

“ 

?
ι
 

7 
14 

4 

?
ι
 qJ 

IRB 규정 
- 정 관 

있 음 

없 음 

-연구계획서 

평가지침 
。.Q..
λλ n 

없 음 
12 
28 

66.7 
57.1 

8 
16 

28.3 
9.0 

75.0 
64.3 

9 
18 

4.2 
2.1 

21 
19 

61.9 
57.9 

13 
11 

17.3 
11.9 

85.7 
47.4 

18 
9 

3.6 
1.8 

쟁
 

닝
 
} ’ 

치
P
 

지
 
음
 음
 

、
리
 

d저
 이

시
 어
없
 

때
 8 

mm 

M 

57.5 
25.0 
55.6 
78.6 

잃
 2 
m 
n 

14.7 
.8 

9.1 
29.9 

70.0 
50.0 
61.1 
92.9 

잃
 4 
n 
염
 

2.8 
1.4 
1.4 
5.3 

。 IRB회의소집건수 

없 음 

1-5회 
6회이상 

애
 n 
m
ω
 않 

57.5 
27.3 
62.5 
76.9 

겸
 3 
m 
m 

14.7 
1.2 
2.0 

41.8 

70.0 
45.5 
68.8 
92.3 

잃
 5 
n 
u 

2.8 
1.5 
1.6 
5.2 

。 IRB심사과제건수 

없 음 
15건 이하 

1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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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있음 

<表 111-18> 委員壘 構成 形態別 A力 및 施設 保有比率(%)*

IRB 없음 
벼 
~ 

스
 

L 

(소계) DC있음 DC없음 (소계) DC있음 DC없음 

(N) (41) (9) (32) 

지원인력보유 

(38) 13 (25) 

(63.4) 77.8 59.4 (28.9) 38.5 24.0 

시설보유비율 

연구실험실 
미량분석기기 
임상검사 SOP 
정도관리가입 

(85.3) 77.9 87.5 
(70.7) 77.8 68.8 
(22.0) 22.2 21.9 
(73.2) 77.8 71.9 

약제관리 

보관시설 
전담인력 

불출관리 

(56.1) 55.6 56.3 
(48.8) 55.6 46.9 
(74.9) 85.7 72.0 

(39.5) 46.2 36.0 
(37.8) 53.8 29.2 

(7.9) 23.1 .0 
(68.4) 76.9 64.0 

n
시
 n
μ
 
m 

m
ω
 
4 
g 

J 
5 

n
시
 

잃
 mm 

mM 

시
쩌
 
m
α
 
3 

mm 

m 
η
 

( 
( 
( 

* 대상기관중 해당 인력 및 시설올 보유한 기관의 비율(%) 

<表 ID-16>에서는 審훌委員會의 구성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여 병원특 

성을 살펴보았는데， IRB가 있는 기관은 病κ數가 많은 기관이나 대학병원 

인데 반해， IRB없이 DC에서 臨BR試驗을 관장하는 기관은 300~8001챙상 

정도의 中間規模 병원이나， 비대학병원에 더 많이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構成形態와 試驗 寶施件數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IRB가 

있는 기관이 없는 기관보다 試驗寶施 件數와 寶施機關의 比率 모두 높았 

다. 그런데 IRB가 설치되어 있는 41개 기관 중에서도 68.3%에 해당하는 

28개 기관에서만 許可用 臨많試驗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반면， IRB 및 

DC가 모두 없는 기관 중에서는 5개 기관(20%)에서 許可用 臨BR試驗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ID-17참조). 

委員會 構成形態別 人力 및 施設保有比率은 <表 ID-18>에 제시되고 있다. 

臨%試驗 件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RB나 DC가 설치된 기관이 없는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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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다양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위원회의 구성이 임상시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委員會 任務 및 構成

臨皮試驗 審훌委員會의 임무는 管理基準안 제8조에 상세히 제시되고 있 

는데， 이에 근거하여 실제 각 기관의 IRB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목적/내용 검토나 종료확인 등은 대다수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同意書 및 계획변경의 종當性 檢討， 進行確認， 副作用

發生處理등 연구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고 있는 

기관도 10%가 넘고 있다(表 Ill-19 참조). 그러나 전반적으로 IRB가 DC 

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臨皮試驗의 審議에 관련되어 있다. 현재 일부기 

관의 DC는 IRB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臨皮試驗의 수준을 고양시키 

기 위해서는 DC중 임상관련 기능을 독립시켜 IRB를 구성하여 審議機能

을 彈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는 DC에서 관장하는 臨1*審

議機能을 확대시켜야 한다. 

委員會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範圍는 각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表 Ill -20>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IRB가 있는 기관에서는 醫藥

品 뿐만 아니라 醫橋用具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76.3%). 이밖에 醫藥品에 국한된 임상연구를 審議하 

는 기관이 13.2%, 許可用 臨않試驗만 관장하는 기관이 10.5% 였다. 반면 

DC에서는 전반적으로 IRB보다 제한된 범위의 臨%試驗을 審議하고 있으 

며， 특히 댐究用 臨1*試驗만을 管掌하는 기관도 33.3%에 이르고 있다. 

다음 IRB의 설 립 연도를 살펴 보면， 우리 나라에 醫藥감l 臨1*試驗 管;理基

準이 도입된 1987년 12월 이전에 9개소에서 이미 IRB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92년까지는 5개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委員會가 構成하였고， 93년 12 

개소， 94년에 147~ 기관에서 IRB를 설치함으로써 IRB의 설립역사는 대부 

분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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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19> 委員會의 業務內容

업무내용 

목적/내용 검토 

동의서 타당성 

계획변경 타당성 

진행 확인 

종료 확인 

부작용 발생처리 

IRB DC 

포함 불포함 계 포함 불포함 계 
(%) (%) (N) (%) (%) (N) 

100.0 .0 100.0(39) 95.0 5.0 100.0(20) 

89.7 10.3 100.0(39) 70.0 30.0 100.0(2이 

89.7 10.3 100.0(39) 65.0 35.0 100.0(20) 

82.1 17.9 100.0(39) 60.0 40.0 100.0(2이 

97.4 2.6 100.0(39) 85.0 15.0 100.0(20) 

84.6 15.4 100.0(39) 75.0 25.0 100.0(20) 

<表 111-20> 委員會의 業務範圍 分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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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愈의 구성과 관련하여， 委흰 f王期는 대부분이 2년 (65.9%) 이었고， 1 

년인 경우도 26.8%에 해당한다. 원;~띤基準(案)에 의하면 委員會는 최소 5 

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非專門家 1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 

리나라 땀lf試驗 機關에는 IRB가 4~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 

~10명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53.7%에 해당된다. 또， 5명 미만인 기관 

은 단 1개 기관으로 거의 대부분이 數的인 요건은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원 중 非專門人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은 17개소인 41.5%에 

불과하였으며， 非專門人도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병원의 행정직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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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래 非專門A을 委員會에 포함시키는 것은 被驗者의 A權보호 

측면에서 고려되어진 사항으로 臨皮試驗이 非專門家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앞으로는 IRB 構成委員을 위촉할 때 被驗者를 代辯할 수 있는 위원 

으로 선정해야 한다. 

委員會를 대표하는 委員長 選出方式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이 병원장 

이 임명 (51.2%)하거나， 겸임하는 <19.5%) 형태를 취하고， 위원 중에 호선 

하는 기관은 5개소에 불과하였다. 본래 審훌委員會는 병원장의 諾問機構

로서 委員會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獨立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향후 委員長 選出方式이 위원중 호선방식으로 지향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다.規定및定款 

醫藥品 臨*試驗 管理基準 제6조 2항에 의하면 실시기관의 장은 委員會

의 임무수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委員會의 運營애 관한 規定을 마련하도 

록 規定하고 있다. IRB의 運營指針이라 할 수 있는 諸般規定이 제대로 정 

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실제 臨*試驗 실시에 있어서 IRB의 역할 

을 評價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내 IRB를 설치 하고 있는 40개 臨하:試驗寶施機關중 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관한 명문 또는 정관이 있는 기관은 35개소로 87.5%에 해당한다. 

이밖에 제출된 臨많試驗 몫{究計劃홈를 평가하는 지침이 마련된 기관은 12 

개소(30%) ， 副作用 處理方針이 정해져 있는 기관은 21개소(52.5%)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規定 및 定款의 세부사항을 듬zp價하고자 이들 자료를 제 

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定款을 제출한 기관은 27개소였으며， 이중 IRB 

활同意 핵심인 臨*試驗計劃휠의 評價 指針을 제출한 기관은 5개소에 불 

과하였다. 그 시행일자도 대부분 1993년 이후로， 임박한 KGCP의 입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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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여 급히 IRB 規定을 만든 것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 들다 IRB가 獨立的으로 설치 되 어 있지 는 않으나 藥事委員會(DC;

Drug Committee) 規定내에 IRB에 준하는 小委員會의 조항을 가지고 있 

는 경우는 4 개소였고， 이중 1개소만이 臨PR試驗計劃의 審훌基準書를 제 

출하였다. 

이외에 臨皮짧究에 관한 小委員會가 없이 단지 계획서 심사기준만을 

DC 規定에 포함한 곳은 2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規定의 施行日字

가 1993년 12월 또는 不明으로 되어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懷疑的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전혀 所屬과 規定을 알 수 없는 審훌 基準書를 제출한 

곳이 5개소인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施行日字는 모두 1994년 이후， 또는 

불명으로 그 실행을 믿을 수 없었다. 

<表 111-21> IRB의 規定 및 定款保有 類型別 人力·施設 保有比率*(%)

정관보유 
연구계획서 

부작용처리지침 
평가지침 

벼‘ 카T‘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N) (35) (5) (12) (28) (21) (9) 

지원인력보유비율 62.9 80.0 83.3 57.1 66.7 63.2 

시설보유비율 

연구실험실 91.4 60.0 100.。 82.1 95.2 78.9 
미량분석기기 96.4 66.7 91.7 60.7 85.7 52.6 
임상검사 SOP 22.9 .0 16.7 21.4 19.0 21.1 
정도관리가입 80.0 20.0 91.7 64.3 85.7 57.9 

약제관리 

보관시설 60.0 40.0 75.0 50.0 61.9 52.6 
전담인력 51.4 40.0 66.7 42.9 52.4 47.4 
불출관리 57.6 40.0 50.0 57.7 60.0 50.0 

* 대상기관중 해당 인력 및 시설 보유기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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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院合해 볼 때 IRB가 設置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중 

실제 활동중인 IRB는 制限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IRB설치 

기관이 단지 IRB의 必要性을 최근에 인식하여 形式的인 수준에서 IRB를 

설치하고 具體的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補完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表 ill-21>에서는 IRB설치 기관(N=4이에 대하여 審議 規定 및 定款보 

유 여부에 따라 人力 및 施設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定款，

맑究計劃書 評價指針， 副作用 處理 指針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 기관에서 

인력이나 관련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다. <表 m 
-17>의 臨æ試驗 件數 및 寶施機關 比率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 IRB 活勳

IRB의 활동상황은 회의 집集 頻度와 審훌課題數로 평가할 수 있다. 연 

도별로 IRB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회의를 소집하고 臨많試驗 計폐뿔를 

심의하는 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실시기관 당 平均 會議數 및 審

議 課題數는 1992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RB활동 

을 수행하는 기관， 즉 회의를 실제로 소집하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기 

관이 증가하는 것은 해마다 IRB 設置 機關이 늘어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 

(表 ill-22 참조). 

審경f委員會의 심 의 결과는 주로 承認， 條件附 j}\it~ ， 未 jf~認， 保留 등으로 

분류되는데， 승인판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을 제외한 條件附 承認등 否定的인 결과를 보인 경우는 1990년 5.7%로 

나타나는데(表 ill-23참조) 이는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여 심사에 통과 

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992년 6.2%, 1993년 

18.5%, 1994년 21.9%). 



臨j훈試驗 機關의 ￡정æ과 問題點

〈表 111-22> 年度別 IRB 會議검集 및 審훌課題 數 推移

연 도 
회의소집수(회)* 심사과제수(건)* 

회의수 기관수 (비율%)** 과제수 기관수 (비율%)** 

1990 3.67 6 (15.0) 9.33 6 (15.0) 

1991 4.17 7 (17.5) 13.14 7 07.5) 

1992 4.65 8 (20.0) 12.15 8 (20.0) 

1993 3.48 17 (43.0) lO.07 17 (43.0) 

1994.9 3.39 31 (77.5) 6.93 28 (70.0) 

겨r** 7.88 32 80.0 21.03 29 72.5 

* 田B절치 기관 중 회의 회수 및 심사과제수가 1회이상인 기관울 대상으로 함 
** IRB를 설치한 기관(N=40)에 대비한 회의소집 및 심사실시기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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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94. 9 기간중 회의 회수 및 심사과제수가 1회이상인 기관의 총수 및 
비율， 평균회의수/평균과제수 임. 

<表 111-23> IRB 審議 結果
(N=40) 

회의소집 심사 
회의결과(건) 

연 도 
회수(회) 과제수(건) ζ。죠~'il 

조건부 
미승인 보류 

승인 

1990 .55 1.40 1.36 .03 .00 .01 
1991 .73 2.30 2.23 .05 .02 .00 
1992 .93 2.43 2.33 .04 .06 .00 
1993 1.‘ 4.28 3.31 .69 .20 .08 
1994.9 2.63 4.85 3.72 .66 .23 .24 

계 6.32 15.26 12.95 1.47 .53 .33 

*' IRB를 보유한 40개 기관의 평균 회의수 및 심사건수 등 

IRB의 활동정도는 臨터i試!驗 寶ô'~件數나 規定 및 정관 구비 여부 등과 관 

련되어 있다. <表 ill-17>에 나타나듯이 땐議집集件數나 審호課題件數가 많 

은 경우 허가 및 연구용 임상시험 건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 ïI의 相關

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許可用 臨터5試驗의 경우 1990년부터 

1994년 9월 기간중의 會議 집集 l피數가 6회 이상이거나 16건 이상인 기관에 

서는 許可用 臨a試驗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이 93%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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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4> IRB 規定 및 定款具備 類型別 IRB 活動

규정 및 정관 

율
 

씨
 

집
-
에
 
-
잃
 

소
 
-
1
수
 -

떼
-
깥
채
 
-
잃
 

mm 

-
균
”T 펠
 5 

평
회
 N-6 

계 

정관보유 
있음 
없음 

7.3 31 (91.2) 
.8 1 (20.0) 

연구계획서 평가지침 
있음 
없음 

mB 심사과제 수 
평균 
건수* 실시 

기관수 (비율) 
(N=39) 

15.6 29 (74.4) (39) 

(N) 

17.8 28 (82.3) (34) 
.8 1 (20.0) (5) 

8.0 12 (100.0) 20.2 10 (83.3) (12) 
5.8 20 (74.0) 13.6 19 (70.4) (27) 

부작용처리지침 
", 。
MτT 

없음 
7.8 19 (90.5) 
4.9 13 (72.2) 

16.7 17 (81.0) (21) 
14.4 12 (66.7) (18) 

* IRB가 설치된 기관(응답기관은 39개소)중 평균값 

規定 및 定款 保有與否에 따라서도 IRB 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 

히 定款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평균 7.3회의 會議를 소집하고， 17.8 

건을 審훌하였으나， 없는 기관에서는 會議數 및 審훌件數 모두 1회 未滿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II -24 참조). 

즉 臨ßR試驗에 필요한 專門 人力이나 施設·設備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 

는 기관일수록 臨앉試驗 審훌委員會의 활동이 활발하며， 臨닮試驗 또한 

많이 실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 기관 79개소중 허가 

용이나 임상용 시험을 실시해 본 經驗이 있는 기관은 46개소로서， 전혀 

경험이 없는 기관과 비교할 때 人力·施設이나 IRB 活動변에서 현저한 差

異를 보이고 있다(表 III -25 참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임상 

시험기관의 시험실시 여건이 전반적으로 未治하기는 하나， 試驗寶施 經驗

이 있는 기관에는 基本的인 與件이 具備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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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 및 定款 保有與否에 따라서도 IRB 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 

히 定款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평균 7.3회의 會議를 소집하고， 17.8 

건을 審호하였으나， 없는 기관에서는 會議數 및 審흉件數 모두 1회 未滿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ll-24 참조). 

즉 臨æ試驗에 필요한 專門 人力이나 施設·設備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 

는 기관일수록 臨똥試驗 審훌委員會의 활동이 활발하며， 臨皮試驗 또한 

많이 실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 기관 79개소중 허가 

용이나 임상용 시험을 실시해 본 經驗이 있는 기관은 46개소로서， 전혀 

경험이 없는 기관과 비교할 때 人力·施設이나 IRB 活動面에서 현저한 差

異를 보이고 있다(表 ill-25 참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임상 

시험기관의 시험실시 여건이 전반적으로 未治하기는 하나， 試驗寶旅 經驗

이 있는 기관에는 基本的인 與件이 具備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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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5> 試驗 種類別 臨皮試驗 機關의 諸特性

벼‘- 끼 è 
허가용시험 연구용시험 허가혹은연구용 미실시 

전체 
실시기관 실시기관 시험실시기관 기관 

기관수 38 29 46 33 79 
(비율 N=79) (48.1) (36.7) (58.2) (41.8) 000.0) 

<일반특성> 

병상수(%) 
(계) 100.0 100.0 100.0 100.。 100.0 
300이하 5.3 3.4 6.5 21.2 12.7 
500이하 15.8 20.7 19.6 45.5 30.4 

800이하 50.0 41.4 45.7 15.2 32.9 
801이상 28.9 34.5 28.3 18.2 24.1 

병원구분(%) 
(계) 100.。 100.0 100.。 100.0 100.0 
대학병원 76.3 82.8 78.3 42.4 63.3 
기 타 23.7 17.2 21.7 57.6 36.7 

〈시설및인력보유비율> 

지원인력보유비율(%) 52.6 62.1 54.3 36.4 46.8 
시설보유비율(%) 

연구실험실(%) 78.9 82.8 76.1 45.5 63.3 
미량분석기기(%) 73.7 69.0 67.4 36.4 55.1 

임상검사SOP(%) 18.4 24.1 19.6 9.1 15.2 
정도관리가입(%) 78.9 86.2 80.4 57.6 70.9 

약제관리 

보관시설(%) 52.6 51.7 50.0 21.2 38.0 
전담인력(%) 47.4 55.2 50.0 9.1 32.9 
불출관리(%) 69.4 76.8 68.4 37.4 75.6 

교육실시비율(%) 36.8 43.8 37.0 9.1 25.3 

신규약제 
임상요구비율(%) 57.2 66.7 53.5 48.4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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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25> 계속 

벼~ τ 까‘-
허가용시험 연구용시험 허가혹은연구용 미실시 

전체 
실시기관 실시기관 시험실시기관 기관 

<위원회 구성> 

계(%) 100.0 100.。 100.0 100.0 100.0 
IRB 있음(%) (73.7) (82.8) (73.9) (21.2) (51.9) 

DC 있음(%) 18.4 17.2 15.2 6.1 11.4 
DC 없음(%) 55.3 65.5 58.7 15.2 40.5 

IRB 없음(%) (26.3) (17.2) (26.1) (78.8) (48.1) 

DC 있음(%) 13.2 10.3 13.0 21.2 16.5 
DC 없음(%) 13.2 6.9 13.0 57.6 31.6 

IRB 구성연도 분포 

계(%) 100.。 100.0 100.0 100.0 100.。

(N) (28) (24) (34) (7) (40) 
- 1987년 (%) 29.6 20,8 24.2 14.3 20.0 
- 1992년 (%) 11.1 16.7 12.2 14.3 15.0 
- 1993년 (%) 33.3 41.7 33.3 14.3 30.0 
- 1994년 (%) 25.9 20.8 30.3 57.1 35.0 

IRB 규정보유비율(%) 

정 관 92.6 95.8 93.9 57.l 87.5 
연구평가지침 33.3 33.3 33.3 14.3 30.0 
부작용 처리지침 66.7 54.2 57.6 28.6 52.5 

<일반통계> 

허가용시험건수(건) 3.4 2.9 2.8 1.7 

연구용시험건수(건) 16.1 21.8 13.7 8.0 

회의소집수(회) 7.9 8.5 7.l 2.5 6.3(N=40) 

심사과제수(건) 20.4 21.9 17.7 3.9 12.5(N=40) 

(심사불승인율)% 08.3) (19.7) (18.5) ( .0) (18.3) 



N. 臨皮試驗 實施實態 分析

각국에서 GCP를 실시하는 목적은 被驗者를 보호하고 k다究課程 및 結果

의 科學的인 종當性과 信賴性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의 臨皮試驗에 대한 핍究 設計가 GCP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臨皮試驗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제 

臨皮試驗의 실시 실태를 살펴 보는 것은 臨*試驗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 

요한 資料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醫藥品 臨皮試驗 管理基準’

도입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臨皮試驗이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分析， 評價해 보고자 한다. 

1. 實態調훌 對象

臨皮試驗은 대상 醫藥品의 종류와 臨皮試驗 실시 目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에서 아직 시판되지 않은 新藥1)의 安全性과 有效性을 검증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臨κ試驗이 있는데 이를 ‘許可用 臨*試驗’이 

라고 칭한다. 許可用 臨皮試驗은 대상 醫藥品에 대한 製造許可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臨많試驗을 실시하기 전에 臨皮試驗 計

劃홈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여 실시여부에 대한 承認을 받아야 한다. 許

1) “新藥”이라 함은 국내에서 이미 許可된 醫藥品과는 化學構造 또는 本質造成이 

전혀 새로운 新物質 醫藥品 또는 新物質을 有效成分으로 함유한 複合製훨j 醫藥

品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1 항). 新藥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醫藥

品외에도 외국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으나 國內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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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用 臨皮試驗은 반드시 臨1*試驗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하며 

시험결과는 대상 醫藥品의 製造許可를 얻기 위한 審훌資料로 보건사회부 

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두번째는 이미 許可를 얻어 시판되고 있는 醫藥品을 특정한 醫廳機關이 

나 의사가 환자치료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 醫藥品의 效能·效

果와 부작용등에 대한 調훌·핍究를 목적으로 하는 臨皮試驗이 있다. 이를 

여기서는 r댐究用 臨많試驗」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맑究用 臨皮試驗에는 

대상 醫藥I보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맑究햇約을 맺 

고 연구비를 받아서 실시하는 랜딩 Oanding)용 臨1*試驗과 단순히 의사가 

개인적인 %究 目的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다. 

현재 告示되어 있는 「醫藥品 臨1*試驗 管理基準J(KGCP)(案)에는 適用

範圍를 ‘醫藥品의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 品 目 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신청에 따른 臨1*試驗 성적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臨

%試驗’2)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許可用 臨많試驗외에 핍究用 臨댔試驗 

은 「醫藥品 臨터5試驗 管理基準」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醫擾機關에서는 許可)점과 핍究用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臨1*試驗을 실시해 왔다. 이는 對象醫藥品의 종류만으로는 연구자가 許可

用인지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寶施 方法이나 分析方法등 

에 있어 許可떠， 핍究用 臨1*試驗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臨皮試驗’이라는 용어는 許可用， 冊究用을 포함하여 사람을 대 

상으로 醫藥品의 安全性과 ;탑效性을 검증하는 試驗을 總稱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冊究는 「醫藥品 臨皮試驗 管;理基準」 도입을 염두에 두고 寶態調훌를 

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適用 對象이 되는 許可用 臨똥試驗을 중심적인 調

흉對象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상을 許可用 臨皮試驗만으로 한정할 경우 

許可用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댐究用 臨1*試驗의 실시 실 

2) 보건사회부고시 제 1994-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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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k규究用 臨tR試驗 실시 실태도 함께 조사 

하여 가능한 한 許可用 臨tR試驗과 比較分析하였다. 

許可用 臨tR試驗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반드시 보건사회부로부터 臨tR試

驗실시 여부에 관해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실시된 건수를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1990년에서 1994년 9월 사이에 보사부에서 

臨皮試驗計劃뿔를 承認한 131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 收去

된 11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3) 

6좌究用 臨tR試驗은 許可用과 달리 모든 醫橫機關이나 의사가 필요에 따 

라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임상실시 여부를 보건사회부에 告슷[!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디에서 연간 몇건 정도가 시행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 

라서 여기서는 歸터:試驗 寶施機關으로 지정된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1990년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실시한 ìîff究m 臨皮試驗

중에서 병원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3건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의사 

와 제약회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臨tR試驗을 실시하거나 병원에 특 

별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자체내에서도 臨하〈試驗 寶施

{牛數를 파악하기 힘든 곳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83개 대상병원 중 44 

개 병원에서는 응답 건수가 없었으며 設問을 작성한 39개 의료기관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만 응답했으므로 作成 件數는 1건에서 3건까지 다양했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없究用 臨tR試驗은 78건이었다. 

3) 同期間중 臨皮試驗 計-뿔O품는 承認되었으나 아직 臨皮試驗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동안 %究좁任者의 외유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설문을 수거할 수 없었던 

16건은 分析對象에서 除外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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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調훌對象의 一般的 特性

가. 許可用 臨皮試驗

1990년에서 1994년까지 許可用 臨*試驗 計팩書를 승인받은 것은 총 

l31건이었으며 許可用 臨*試驗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83개 臨*試驗 지정 

기관중 39개 병원이었다4) 

본조사 결과에 응답한 許可用 臨*試驗 건수는 39개 병원 115건이었는 

데 이를 臨皮試驗 段階별로 나누어 보면 〈表 N-1 참조>과 같다. 

건강한 g願者를 대상으로 하여 시험 藥物의 安全性 確認에 중점을 두 

고 실시하는 1상시험은 총 3건으로， 지금까지 實施 承認을 받은 3건에 대 

한 조사설문을 모두 回收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건수중 2.6%에 불 

과했다. 그리고 시험 약물의 安全性 確認 및 用法·用量 설정을 위한 2상 

시험도 2.6%에 지나지 않았다5) 이로보아 아직까지 국내에서 1, 2상시험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許可用 臨*試驗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3상시 험 은 對象件數 중 87.9%를 회 수하였으며 

최종 分析對象이 된 115건 중에서 94.8%를 차지하였다 

臨*試驗 종료여부를 살펴보면 115건 중 臨*試驗이 완료된 것은 79건 

으로 68.7%였으며， 31.3%에 해당하는 36건이 미완료 상태였다. 또한 臨

皮試驗이 완료된 것중 臨皮試驗 期間을 명시한 78건을 대상으로 臨皮試驗

期間의 분포를 보면(表 IV-2 참조)， 12개월내에 臨터5試驗이 완료된 것이 

총 67건으로 87.2%였으며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것도 51.3%에 달했다. 대 

상환자 확보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臨터5試驗이 1년내에 완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臨*試驗 對象 醫藥品을 藥效群별로 나누어 보면， 순환계 용약이 18.3% 

4) 許可用 臨皮試驗 실시 現況 및 대상 의료기관의 特性에 관한 사항은 3장 2절. 

臨*試驗 寶l施現?兄중 p29-p32 (表m-3， 表m-6)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5) 제2상 臨皮試驗 寶f떠承認을 받은 4건중 아직 실제 臨皮試驗을 실시하지 않은 1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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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관 용약과 항생물질제제가 그 뒤를 이었다. 따 

라서 同期間동안 이들 藥效群에서 新藥 許可를 받은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외 기타에는 백신(Vaccine)이나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비 

교적 많았다(表N-3 참조). 

진료과목 별로는 내과가 4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醫

藥品 사용이 적은 산부인과나 안과， 비뇨기과등에서는 許可用 臨皮試驗

건수가 적 었다(表 N-4 참조). 

<表 IV-1> 臨味試驗 段階꺼IJ 許可用 臨l末試驗 寶施率

임상시험단계 웅답건수 비율(%) 대상건수 회수율 

l상* 3건 2.6% 3 100.0% 

2상* 3건 2.6% 4 75.0% 

3상* 109건 94.8% 124 87.9% 

계 115건 100% l31 87.6% 

註* 1상， 2상， 3상에 대한 정의는 n장 p7~8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表 IV-2> 臨味試驗 實施期間 分布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기 간 

건수(N) 비율(%) 건수(N) 비율(%) 

l~ 3 개월 20 25.6 13 22.4 

~ 6 개월 19 25.7 19 32.8 

~12 개월 28 35.9 14 24.1 

13개월 이상 10 12.8 12 20.7 

계 77 100.。 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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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臨많試驗은 단일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多機關 共同으로 진행 

되는 경우도 있는데， 90년 이후 多機關 共同으로 許可用 臨皮試驗이 이루 

어진 것은 총 17품목에 대한 것이었으며 참여한 醫廳機關 23군데였다. 

多機l짧 共同 臨皮試驗6)은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핍究 對象者- 확보가 容易하여 희귀한 됐病에 대한 臨%試驗이 가능해지 

고， 臨皮試驗 期間을 短縮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活性化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는 臨皮試驗 寶施 機關別 調훌이므로 多機關 臨æ試驗에 참여 

한 모든 기관에 대해 동일한 品目에 대한 각 機關別 찜究責任者에게 설문 

을 배포하였다. 그 결과 多機關 臨않試驗이 실시된 것은 최종 분석대상 

이 된 115건중 28.7%인 33건에 불과했다. 

!f$t/f，試驗 寶狼f좋/態 分tJf

臨 l末試驗 對象 훌훌藥品의 藥效群別 分類

허가용 엄상시험 

〈表 IV-3> 

연구용 임상시험 

비율(%) 

순환계 용약 

호흡기관 용약 

소화기관 용약 

종양용약 

항생물질제제 

기 타 

계 

11.5 

3.8 

7.7 

6.4 

33.3 

37.3 

건수(N) 

9 

3 

6 

5 

%
ω
 잃
 

비율(%) 

18.3 

7.0 

16.5 

6.1 

15.7 

36.5 

건수(N) 

강
 8 

mm 

7 

mm 

쟁
 

약효군 

100.0 78 100.0 115 

6) 多機關 共同 臨皮試驗은 두개이상의 í1f究機關이 참여하여 공동의 파究計劃헬를 

작성하고 그 연구계획서에 따라 臨皮試驗 %究를 수행하는 것으로 定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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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4> 專門쯤 談標科 目 別 臨}末試驗 實施 現況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진료과목 

건수(N) 비율(%) 건수(N) 비율(%) 

내 과 50 43.5 30 38.5 

신경정신과 12 10.4 9 11.5 

외과계 8 7.0 11 14.1 

산부인과 3 2.6 0.0 

소아과 7 6.1 11 14.1 

안 과 2 1.7 0.0 

이비인후과 7 6.1 2 2.5 

피부과 12 10.4 8 10.3 
비뇨기과 4 3.5 1.3 

기 타 10 8.7 6 7.7 

계 115 100.。 78 100.0 

나. 짧究用 臨皮試驗

k다究用 臨1*試驗은 이미 許可를 얻어 시판중인 것이면서 추가적으로 

허가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臨않試驗이 아니므로 臨1*試驗 段階로 볼 때 

모두 4상시험 7)에 해당된다. 

1ïFf究用 臨많試驗의 완료여부를 보면， 이미 완료된 것이 74건으로 94.9%에 

이르렀으며 未完了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臨똥試驗을 완료하기까지 

걸린 期間은 기간을 명시한 58건중 79.3%가 127R월 이내였으며 6개월 이내 

에 終T된 것도 55.2%나 되었다. 許可用과 마찬가지로 몫{究ffl 臨1*試驗도 대 

개의 경우 1년내에 臨κ試驗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N-2 참조). 

4) 시판 許可를 취득한 이후에 시판전 臨皮試驗에서 관찰하지 못했던 내용을 파악 
하기 위하여 보다 큰 댐究對豪을 관찰하여 副作用의 發生率을 把握하거나， 기 
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드물면서도 새로운 副作用을 확인하는 %究， 시판전 임 
상시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아， 노인 및 가임여성에서의 有效性과 安全性
을 評價하는 內容 및 새로운 週應끓을 파악하는 내용의 댐究를 제4상 臨BR試驗
또는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study)로 分類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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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象醫藥品의 藥效群別 分布를 보면， 許可用 醫藥品과는 달리 항생물질 

제제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순환계용약이 1 1.5%를 차지 

했다. 그외 기타에 포함되는 것은 許可用 臨皮試驗과 마찬가지로 백신이 

나 정신과 약물등이 많았다(表 N- 3 참조). 

그리고 該續科目별로 볼 때는 許可用 臨많試驗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 

다. 즉 내과가 38.5%를 차지하여 臨æ試驗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맑究用 臨æ試驗 件數가 매우 

적 었다(表 N-4 참조). 

3. 臨皮試驗 實施方法 分析

가. 分析對象

땀{究報告書나 論文은 개별 臨皮試驗이 倫理的인 측면을 만족시키고 과 

학적인 흉當性을 확보하면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이에 臨많試驗 %다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評價하 

기 위하여 핍究 結果를 발표한 論文에 대한 分析을 시행하였다. 

許可用 臨æ試驗의 경우에는 臨æ試驗이 완료된 것 중에서 학회등에 

발표한 論文을 分析對象으로 했는데， 총 67개의 대상 논문중 입수 가능했던 

61편을 최종적으로 分析하였다. 따究用 臨æ試驗도 시험이 완료된 것으로 

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한 것 32개 중에서 29개의 논문을 수집 하여 分析하 

였다. 

나. 分析 內容

臨t!;:試驗 과정과 결과의 과학적 풍當性을 확보하고 信賴性을 높이기 위 

해서는 臨많試驗 設計자체가 科學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 

라서 여기서는 맑究 設計와 관련된 측면들을 論文의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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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價項目으로 設定한 것은 冊究設計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수를 統計學的인 根據에서 산출하였는지， 환자의 구체적인 

選定基準이 사전에 작성되어 적용되었는지， 선정된 환자를 治廳群에 無作

馬로 배정하였는지， 治驚法의 내용을 환자나 의사를 비롯한 昭究陳에게 

비밀로 하였는지，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을 명시하 

고 있는지， 추적 관찰에 실패한 핍究對象에 대한 이유와 그 影響에 관한 

記述이 있는지， 資料分析을 위하여 통계적 分析技法을 適用하였는지 등이 

다. 또한 피험자의 人權 保護 및 臨똥試驗의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항 

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被驗者 同意書 문제， 즉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연 

구에 대한 설명을 한 뒤 환자로부터 同意를 구하였는지 여부도 평가항목으 

로 선정하였다(表N-5 참조). 

<表 IV-5> 臨l末試驗 돼究論文 分析 項 g 

변수명 

일련번호 

Phase 

연구참여기관수 

연구대상수결정 

환자선정기준 

동의서 

무작위배정 

맹검법 적용 

추적소실기술 

객관적 판정기준 

통계적 분석 

분류내용 

CD I c2l rr <ID III @ IV 

@ 임의 CD 정부안 기준 @ 통계적 계산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해당무 

@ 없다 @ 있다 @ 해당무 

@ 없다 @ 있다 @ 해당무 

@ 없다 @ 있다 

@ 없다 CD Z-test c2l t-test <ID chi-square test 

@ logistic regression (5) survival ana1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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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臨皮試驗 짧究論文 分析 結果

제출된 論文을 읽고 각각의 항목을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表N-6 참조). 

먼저 연구 대상자의 수를 통계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은 許可

用 臨tR試驗 R다究 論文 61편중에서는 19.7%에 불과하였으며 i자究用 臨tR

試驗에서는 29편의 논문중 3.4%로 더욱 적었다. 그리고 임의로 또는 정 

부기준에 따른 경우가 許可用은 80.3% , 맑究用은 96.6%에 이르렀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臨tR試驗이 對象돗病을 가진 入院 및 外來

환자중에서 특정 기간동안 확보할 수 있는 수를 대상자 수로 정하거나 

또는 확보 가능한 환자중 정부기준을 만족하는 最小例數8)를 대상자 수로 

설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ìiFf究 論文에 뿔、者選定基準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許可用 臨fR試驗에서 

는 88.5%, 핍究用 臨딩5試驗에서는 75.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또한 구두同意， 서면同월;를 포함하여 사전에 被驗者로부터 同意를 구하 

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許可用 臨많試驗에서는 同意、취득을 

명시한 논문이 27.9%에 불과했으며， 핍究用 臨皮試驗에서는 20.7%로 許可

用보다 더욱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에게 臨tR試驗에 대한 정 

보를 충분히 주고 同룹를 得한 후 臨터5試驗을 실시하는 것이 普遍化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臨皮試驗 결과의 正確性과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 임상연구 설계시 중요 

하게 취급되어야 할 항목인 무작위배정법과 읍檢法의 적용여부도 검토하 

였다. 

8) 臨皮試驗用 뿐홉藥品의 제3상 임상시험성적은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30예 이상의 임상예에 대한 資料로 規定되어 있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 

사에 관한 규정 제6조 6항 다.시험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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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6 
3.3 

95.l 

1 
2 

않
 

1. 임상시험의 단계 
Phase 1 
PhaseII 
Phaseill 
PhaseN 100.0 

93.2 
3.4 
3.4 

29 

앙
 

1 
1 

29 
95.l 

1.6 
3.3 

% 
1 
2 

61 2. 연구참여기관수 
1개기관 
2개기관 
3개이상의 기관 

29 61 3. 연구대상수 결정기준 
임의 또는 정부기준 
통계적으로 결정 

96.6 
3.4 

28 
1 

29 

80.3 
19.7 

49 
12 

61 4. 구체적 환자 선정기준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하였다 

24.l 
75.9 

7 
22 

29 

11.5 
88.5 

7 
54 

61 5. 사전동의서 취득 
받지 않았다 
받았다 

79.3 
20.7 

23 
6 

29 

72.l 
27.9 

44 
17 

59 6 환자의 무작위 배정 
하지 않았다 
하였다 

89.7 
10.3 

26 
3 

28 

84.5 
15.5 

50 
9 

58 7. 맹검법의 적용 
하지 않았다 
하였다 

89.3 
10.7 

잃
 

3 

13 

84.5 
15.5 

49 
9 

35 8. 추적실패한 환자의 이유 
기술하지 않았다 
기술하였다 

69.2 
30.8 

9 
4 

29 

42.9 
57.1 

15 
20 

61 9. 객관적 효과판정기준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하였다 

17.2 
82.8 

55.2 
41.4 
3.4 

5 
24 

m 
m 
1 

29 

6.6 
93.4 

62.3 
37.7 

4 
57 

38 
61 10. 통계적 분석방법 

적용하지 않았다 
단변수분석 
다변량분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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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작위 배정법9)은 치료군과 비교대조군을 설정하여 진행되는 比

較臨皮試驗에 있어서 대조군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배정법 사용여 

부는 연구결과에 영 향을 미 칠 수 있다. 이 에 「醫藥品 臨1f試驗 管理基

準J (案)(제 15조 2항)에서도 比較臨많試驗어l 있어서 대조군은 무작위로 선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석대상이 된 논문중에서 治據 效果를 확인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은 대조군을 설정하여 대상 약물의 치료효 

과를 판정하는 비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은 

무작위 배정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許可用 臨1f試驗 중 比較 臨1f試驗 실시가 가능한 59편을 대상으로 하 

여 선정된 환자를 無作寫配定方法을 이용하여 배치하였는지에 대해 분석 

한 결과 15.5%인 9편만이 無作寫 配定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jff究애 臨tR試驗은 29편의 分析對象 論文중 무작위배정표(Randomization 

sched버e)를 작성하여 臨뚱試驗을 실시한 것은 許可用 臨皮試驗보다 작은 

10.3%에 불과하였다. 이는 실제 대부분의 臨많試驗이 무작위배정법을 사 

용하지 않고 환자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연구자 임의로 환자를 治據群과 

對照群에 배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옵檢法 週用與否를 分析하였다. 맹검법 10)은 연구대상이 되는 

환자나 의료진이 그 치료내용을 아는 경우에 治橋效果의 판정에 미칠수 

있는 影響을 배제하기 위해 개발된 方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例究 資

料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맹검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許可用 臨1f試

驗중 맹검법 적용이 가능한 58편의 논문중 15.5%만이 이를 적용했으며， 

9) 無作寫 配定法에 대해서는 V장의 1 評댐模型 및 方法중 pl00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10) 맹검법에는 치료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법으로서 연구대상 환자만 자신에게 배 

정된 治爾法의 내용을 모르게 하는 뿔測 룹檢法(single blind method)과 환자 

와 의사， 간호사등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인들에게 治標內容을 비밀로 유지하 

는 二電 룹檢法(full double blind method), 그리 고 여 기 에 다 따究資料를 分析

하고 결과를 解釋하는 사람들애게도 비밀을 유지하는 三꿇 흡檢法(full triple 

blind method)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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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4.5%가 공개 臨皮試驗을 실시했다. ~자究用 臨皮試驗도 28편의 

논문중 許可用보다 적은 10.7%만이 맹겸법을 적용하였다. 

시험시작 단계와 시험완료단계의 환자수를 비교하고， follow up에 실패 

한 환자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연구에 미친 影響 등을 기술했는지 여부 

도 살펴보았다. 許可用 臨않試驗 연구 논문에서는 대상이 되는 35편중 

37.1%가 이유를 기술했으며 %究用은 대상논문 13편중 30.8%만이 추적 

실패 이유를 기술했다. 

시험 醫藥品의 效果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臨皮試驗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는 臨많試驗 결과보고서에서 빠질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論文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許可用， 짧究用 臨皮試驗

모두 객관적 효과판정기준을 제시한 것이 93.4%, 82.8%로 높았다. 

資料分析을 위하여 統計的 分析技法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통계 

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許可用 臨뚱試驗의 경 우 37.7%, 冊究用 臨

1*試驗은 41.4%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究 設計상 統計的 方法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수 

결정， 무작위 배정， 맹검법 등을 제대로 적용하여 실시한 臨κ試驗이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臨%試驗의 正確性과 결과의 信賴度를 높이기 위 

해서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6자究 設計및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臨많試驗에 대한 敎育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臨皮試驗 수준을 간접적으로 評價하기 위하여 이들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11)하여 總點을 구해보았다. 16점만점으로 볼 때 4점(백분율 환산점 

수로 할 때 25점) 이하인 것이 許可用의 경우 62.3%, 맑究用은 57.1% 로 

가장 많았고 9점(백분율 환산점수로는 56점) 이상인 것은 許可用은 11.5%, 

陽究用은 9.5%에 불과했다. 그리고 평균 논문점수는 허가용의 경우 

4.4%(백분율 환산점수로는 28점)에 불과했으며， 연구용은 3.5점(백분율 환 

산점수로는 22점)으로 더욱 낮았다. 논문총점 결과로 보더라도 그동안 

11) 점수부여 방법 및 근거등에 대해서는 다음 V장 p99-p100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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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皮試驗이 적절한 방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表 

N-7 참조). 

許可用 臨皮試驗 論文分析 점수를 다시 병원구분， IRB 활동유무， 시설， 

인력등 臨κ試驗에 영향을 미치는 病院特性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表 N 

-8 참조). 

먼저 병상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800병상 이상에서 

실시된 臨1*試驗중 9점 이상을 받은 논문이 15.6%를 차지하여 800병상 

이하의 병원급보다는 높은 점수가 많았다. 그리고 지원인력이 많고 비교 

적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병원에서 9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논문이 많 

이 나왔으며， 연구용 臨κ試驗 건수가 많을 수록 논문점수가 높았다. 그 

러나 病院區分과 IRB 설치유무， IRB의 활동등은 論文默數 分布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사실 臨터;試驗을 실시하기 전에 핍究計劃書를 심사， 검토하고 시험설계 

의 適合性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병원내 IRB의 가장 중요한 機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RB 활동과 논문의 평점이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은 현재 

의 IRB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IV-7> 論文分析 點數 分布

1:1 기 까~* 
허가용 연구용 

건수 비율(%) ~ π /‘- 비율(%) 

62.3 12 57.1 

4점이하 38 26.3 7 33.3 

5-8점 16 8.2 4.8 

9-12점 5 3.3 4.8 

13점이상 2 (4.4점) (3.5점) 

100.。 21 100.0 

평 균 (4.4점) (3.5점) 

계 61 100.0 21 100.。

註: * 16점을 만점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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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8> 病院特性別 論文分析 結果(許可用 臨味試驗)
(單位 : %) 

벼‘- ::.ιr 
논문분석 접 수(총점 )* 

계 
0-4점 5-8점 9-12점 13점이상 평균(점) 

병상수 N=61 
300이하 

500이하 50.0 50.0 
3.7 

4.5 100.0 (2) 
800이하 70.4 22.2 3.7 3.9 100.0 (27) 
801이상 56.3 28.l 

12.5 
3.l 4.9 100.0 (32) 

병원구분 
7.4 

N=61 
대학병원 63.0 25.9 

14.3 
3.7 4.4 100.0 (54) 

기 타 57.1 28.6 14.3 5.0 100.0 (7) 

허가용시험건수 N=61 
없 음 

15.8 
1-4건 63.2 21.1 

4.8 
4.6 100.0 (19) 

5건이상 61.9 28.6 4.8 4.4 100.0 (42) 

연구용시험건수 
4.0 

N=61 
없 p 。 68.0 24.0 4.0 4.l 100.0 (25) 
1-10건 66.7 33.3 

22.2 
3.7 100.0 (18) 

11건이상 50.0 22.2 5.6 5.7 100.0 (18) 

지원인력** 
14.3 

N=61 
상 60.7 26.4 3.6 4.8 100.0 (28) 
τ'F 57.l 28.6 

3.8 
14.3 4.7 100.0 (7) 

하 65.4 30.8 3.9 100.0 (26) 

註) * 논문분석점수는 16점을 만점으로 하였음. 
** 지원인력에 포함되는 항목과 세부항목별 평점은 V장 GCP 도입여건 평가 

〈表 V-1>에 나와 있음(p95-p98 참조). 

上中下 구분에서 上은 지원인력 6개의 항목중 5명 이상이 있는 경우， 中은 

1-4명， 下는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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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8> 

벼 
~ 

(單位 : %) 

계 
논문분석 점수(총점)* 

0-4점 5-8점 9-12점 13점이상 평균(점) 

계속 

까‘ 
가-

N=60 
100.0 (21) 

100.0 (38) 

100.0 (1) 

5.6 
3.7 
1.0 

9.5 14.3 
5.3 

23.8 
26.3 

52.4 

68.4 
100.0 

* 잭
E
 

、

시
 괜

 
허
 

n 시
 」

상
 상
 
중
 하
 

이
 
n 

N=55 
100.0 (42) 
100.0 (6) 

100.0 (7) 

”h
시
 qJ 

pn 

4
‘ 

?
니
 
?
μ
 

2.4 7.1 33.4 57.1 
100.0 
100.0 

““ 
괜
 

제
 
상
 중
 하
 

약
 

N=61 

100.0 (52) 
100.0 (9) 

4.4 

4.9 
1.9 

11.1 
9.6 25.0 

33.3 

63.5 
55.7 

。
-
。
。
-
n

뼈
 
있
 
없
 

N=61 

100.0 (38) 
100.0 (14) 
100.0 (9) 

4.6 
3.9 
4.9 

2.7 7.9 
14.3 

28.9 
14.3 
33.3 

60.5 
71.4 
55.6 

IRB 활동*** 
상 
드드 
。

하 11.1 

註* 임상시험 관련시설에 포함되는 항목과 세부항목별 평점은 V장 GCP 도입여 
건 평가중 〈表 V-1>에 나와 있음(p95-p98 참조) 

上中下 구분에서 上은 6점이상인 경우， 中은 3-5점， 下는 1-2점에 해당된다. 

** 약제관리에 포함되는 항목과 세부항목별 평점은 V장 GCP 도입여건 평가 
중 〈表 V-1>에 나와 있음(p95-p98 참조) 

上中下 구분에서 上은 4점이상인 경우， 中은 1-3점， 下는 0점에 해당된다. 

*** IRB활동에 포함되는 항목과 세부항목별 평점은 V장 GCP 도입여건 평가중 
<表 V-1>에 나와 있음(p95-p98 참조) 

上中下 구분에서 上은 8점이상인 경우， 中은 2-7점， 下는 0-1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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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說問調훌와 論文分析結果 比較

임상시험 연구설계와 관련된 것중 설문지 문항과 분석대상이 된 臨皮試

驗 논문의 항목과 동일한 것을 비교분석해 보았다(表 N-9 참조). 

그 결과 연구대상자수를 통계적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 

당 허가용 臨皮試驗 설문중 63.9%인 39건이 통계적 기준으로 대상자수를 

결정 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논문을 분석 한 결과는 19.7%에 불과하여 연 

구책임자가 스스로 응답한 것과 논문분석결과와는 44.2%나 차이가 났다. 

사전同意 취득 여부는 허가용， 연구용 모두 논문에 밝힌 것과 설문에 

응답한 결과가 별차이가 없었다. 

무작위 배정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허가용의 경우 연구논문분석과 설 

문결과가 24.2%, 연구용에서는 34.5% 차이가 났다. 맹검법 적용항목에서 

도 허가용의 경우 10.9% 차이가 났으나， 연구용은 3.1%로 상대적으로 차 

이가 적었다. 

〈表 IV-9> 說問調훌와 論文分析 結果比較(許可用 臨 j末試驗)

연구논문 분석 설문결과 분석 

항 l-E1L 대상 해당 
% 

대상 해당 
% 

논문수 논문수 건수 건수 

- 연구대상수 결정기준 61 61 
임의 또는 정부기준 49 80.3 22 36.7 
통계적으로 결정 12 19.7 39 63.9 

- 사전동의서 취득 61 61 
받지 않았다 44 72.1 36 59.0 
받았다 17 27.9 25 41.0 

- 환자의 무작위 배정 58 58 
하지 않았다 49 84.5 35 60.3 
하였다 9 15.5 23 39.7 

- 맹검법 55 55 
하지 않았다 46 84.2 40 72.7 
하였다 9 16.4 1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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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0> 說問調훌와 論文分析 結果比較(昭究用 臨皮試驗)

연구논문 분석 설문결과 분석 

항 E「L 대상 해당 대상 해당 
{::-투 LL걱 r 뇨 c투 LLa ’二

% 
건수 건수 

% 

- 연구대상수 결정기준 29 29 
임의 또는 정부기준 28 96.6 19 65.5 
통계적으로 결정 3.4 10 34.5 

- 사전동의서 취득 29 29 
받지 않았다 23 79.3 21 72.4 
받았다 6 20.7 8 27.6 

- 환자의 무작위 배정 29 29 
하지 않았다 26 89.7 15 5l.7 
하였다 3 10.3 14 48.3 

- 맹검법 28 28 
하지 않았다 25 89.3 24 85.7 
하였다 3 10.7 4 14.3 

이러한 결과로 볼때 특히 임상 연구설계와 관련된 방법론이나 통계적인 

지식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음을 

알수 있다. 

4. 被驗者 同意書 및 報慣

가. 被驗者 同意書 取得 實態

臨*試驗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GCP 

를 制定， 활施하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GCP의 여러 규정중 연구대 

상자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표적인 것이 ‘피험자의 同;현’ 조 

항으로서 각국의 GCP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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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inforrned consent) ’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醫藥品 臨많試驗 管理基準」 제 16조에도 피험자의 자유의 

사에 의한 臨w試驗 참가 同意를 문서로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피험자 

同意뿔에 들어갈 내용도 열거해 놓았다. 그러나 피험자의 人權 保護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醫據 f써爭등에 대비하여 서면同意를 받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나， 국민 정서상 臨DR試!險 대상 

이 되는데 대한 거부감이 커서 별~Õ떠同;합를 받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뿔떼 I혜합만을 인정하는 것은 臨II試驗 자체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등 현재 환 

자 同젠뿜 문제는 「醫藥品 臨%試驗 管理基準」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 

는 사항이다. 

본 조사에서는 同던붉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한 설문을 대상 

으로 하여 被驗者 同퍼;를 구했는지 여부와 l司意펌- 내용을 )檢討하였다. 

그 결과 l司;단를 받지 않은 경우가 허가용 텀많試驗에서는 2.6%에 불과 

했고，Wf究따 臨하試驗에서도 12.0%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同룹를 

받은 것 중 서면同첩 획득 비율을 보면， 許可따 臨w試驗은 61.7%인 반면 

에 댐究用 臨당:試驗은 45.3%에 그쳐 許可까] 麻皮試驗이 서변同효를 得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처럼 서면同意 취득 비율에 차이가 큰 것은 허가 

용 醫藥品과 연구용 醫藥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핍究用 醫藥品은 이미 安全性과 有效性을 확보하여 시판허가를 받은 것으 

로서 許可用 醫藥品에 비해 부작용등 醫藥品 사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許可用 醫藥品은 

臨皮試驗 계획서 자체에 서면同意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있는대로 흔찰面同훨:를 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班究JtJ 臨많試驗은 서 

면同意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醫藥品 臨w試驗 설;팽;基準」에 명시된 피험자 同쉽:뿔 내용을 근거로 하 

여 同意뿔 작성실태를 살펴보면(表VI-l1 참조) , 우선 全項目에서 모두 許

可用 臨많試驗에 규정된 비율이 높아 許可Jjj 臨%試!險의 同意盡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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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用 臨皮試驗에 규정된 비율이 높아 許可用 臨皮試驗의 同意書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충실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同意書 내용중 秘密保障에 

관한 조항과 피해 발생시 補혐 및 治據對策 그리고 해당질환에 대한 여타 

의 治續方法 및 內容 등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험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l司찮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험자 同意뿔 취득여부가 臨tR試驗의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病院特性과 피험자 同意書 취득 실태와의 관련성을 살 

펴보았다(表 N-12참조). 그결과 許可用 臨皮試驗의 경우 同意 취득여부 

와 병원 특성은 관련이 없었다. 즉 병상수가 많고 대학병원일수록 그리고 

臨tR試驗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일수록 同;합、 취득 비율도 높을 것 

으로 예상했으나 분석결과 病院特性과 同意 取得 寶態사이에 일관된 경향 

을 찾을 수 없었다. 

<表 IV-11> 被驗者 同意書 取得寶態 및 內容

허가용임상시험 연구용임상시험 
벼~ 끼 ”λ-‘ 'l3 

계 (N) % 계 (N) % 

1. 피험자동의서 N=1l5 100.0 N=75 100.0 

동의를 받지 않았다. 3 2.6 9 12.0 

서변동의를 구했다. 71 61.7 34 45.3 

구두동의 41 35.7 32 42.7 

2. 피험자동의서 내용 N=112 N=66 

임상시험의 목적및 방법 103 92.0 55 83.3 

예측되는 효능·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102 91.1 57 86.4 

해당질환애 대한 여타치료방법및내용 51 45.5 32 48.5 

참가의 임의성 88 78.6 52 78.8 

중지의 임의성 89 79.5 45 68.2 

피해발생시 보상 및 치료대책 64 57.1 27 40.9 

비밀보장 48 42.9 25 37.9 

기타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1 18.8 1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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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유무와 IRB 活勳의 활발함 여부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다만 시설 

이나 약제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서면同意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醫藥品 臨*試驗 管理基準」이 아직 시행되지 않 

고 있고 同意書 취득이 彈制 規定이 아닌 상태에서 同意害 취득여부는 病

院特性보다는 오히려 연구 책임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그외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同;룹書 취득 여부에 影響을 미치는 주요한 要因으로 臨皮試驗을 

의뢰한 제약회사의 特性과 시험실시 연도를 설정하고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의뢰자인 제약회사에 따라 同意書 취득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예 

를 들어 의뢰자인 제약회사와 연구 책임자가 협의하여 臨皮試驗 計劃書를 

작성할 때 害面同意 자체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또한 

외 국에서 개 발한 新藥을 여 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臨터5試驗 할때 우리 나라 

의 合作企業도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書面同意만 

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의 特性과 同意書취득과의 關聯性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액에 

따라 구분할 때 許可用， 따究用 모두 생산액의 大小에 따라 同意취득여부 

가 일관된 增減樣相을 보이지는 않았다. 書面同意도 마찬가지 였으나 200 

억 미만의 비교적 영세한 製藥會社에서 서면同意가 가장 많은 것은 특이 

할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200억미만 업체중 신약허가를 위해 臨*試驗을 

할 만한 업체는 극소수이며 이들의 年間 許可 件數도 매우 적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수긍할 만한 결과다. <表 N-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3건의 許可用 臨많試驗 중 연간 생산액이 1000억 이상인 12개의 업체에 

서 허가용 臨*試驗을 실시한 것이 32건(1개사당 2.7건)인 반면 3117ß사에 

이르는 200억미만의 업체에서 실시한 것은 23건 (1개사당 0.07건)에 불과했 

다. 따라서 생산액 200억 미만의 零細한 업체에서 臨*試驗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臨많試驗 한 건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한 건의 新製品

許可 여부가 기업의 장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 臨똥試驗 제 과정에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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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세한 업체일수록 만약의 경 

우 있을 수 있는 의료분쟁등에 대비하여 書面同意를 강조하는 경향을 나 

臨꺼얀試驗 t좋Júij좋態 分1fi

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病院特性別 被驗者 同意書 取得 現況 (許可用 臨*試驗)

(單位 %) 
〈表 IV-12> 

계 (N) 

N=1l5 
100.0 (2) 
100.0 (8) 
100.0(54) 
100.0(51) 

서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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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기간 동안의 臨κ試驗 의뢰사를 국내기업과 합작기업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表 lV -14 참조)， 허가용 臨BR試驗에서 同意를 받지 않은 

비율은 국내기업이 1.2%, 합작기업이 6.5%로 국내기업이 적었으나 同意를 

얻은 것 중 서면同意를 받은 비율은 합작기업이 74.0%로 국내기업보다 

16.2%나 높았다. 이처럼 합작기업에서 뿔面同意 취득이 많은것은， 합작 

기업이 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을 국내에 신약으로 도입할 때 모회사의 

臨BR試驗 즙 f필U뿔나 被驗者 同 양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뿔面 l司합를 받은것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臨κ실시 年l표와 同;딘휩 취득 여부와의 關聯性은 뚜렷히 나타났다(表 lV-16 

참조). 許可따 臨w試驗의 경우 1992년부터 同意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졌으며， 더구나 서면同침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1994년에 

95.3%에 이르렀다. liFf究m 臨어;試驗에서는 許可}펴에 비해 서면I테줍 비율이 

다소 낮기는 했으나 그래도 1994년 들어서는 74.2%에 이르렀다. 

<表 IY-13> 生훌賴으로 區分한 製藥會社와 被驗者 同意 取得과의 關聯性

(單位 : %) 

생산액에 따른 
제약회사 구분 1000억 ~ 500억 미’ 만 200억 미 만 

동의취득 500억 미 만 ~ 200억 

여부 

동의 취득 안함 6.9 4.0 
구두동의 39.4 37.9 35.7 26.1 

임상시험 서면동의 60.6 55.2 64.3 69.9 
계 (N=1l2) 100.0(32) 100.0(29) 100.0(28) 100.0(23) 

동의 취득 안함 7.7 9.5 15.8 15.4 

구두동의 53.8 42.9 47 .4 30.8 
임상시험 서변동의 38.5 47.6 36.8 53.8 

계 (N=66) 100.0(13) 100.0(21) 100.0(19)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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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4> 合作與否에 따라 區分한 製藥會社와 被驗者 同意 取得과의 關聯性

(單位 : %) 

151-작여부에 따른 

약회사 구분| 국내기업 합작기업 
동의여부 

허가용 
동의취득안함 1.2 6.5 

임상 
구두동의 41.0 19.4 

서면동의 57.8 74.0 
시험 

계 (N=114) 100.0(83) 100.0(31) 

연구용 
동의취득안함 11.1 14.7 

임상 
구두동의 50.0 38.2 

서띤동의 38.9 47.1 
시험 

계 (N=70) 100.0(36) 100.0(34) 

허 가용 x ó = 6.33, df = 2, P=0.042 
연구용 x2 0.99, df = 2, P=0.682 

〈表 IV-15> 年度었IJ 被驗者 同意뿔 取得 實態
(單位 ’ %) 

λ 험실시연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똥의여부 

허가용 
동의취득안함 5.9 9.1 5.9 

임상 
구두동의 70.6 68.2 64.7 6.3 4.7 

서변동의 23.5 22.7 35.3 93.8 95.3 
시험 

계 (N=89) 100.0(17) 100.0(22) 100.0(17) 100.0(16) 100.0(17) 

연구용 
동의취득안함 50.0 26.1 6.5 

。n1 。l 
구두동의 50.0 66.7 69.2 47.8 19.3 

서면동의 33.3 30.8 26.1 74.2 
시험 

계 (N=72) 100.0 (2) 100.0(3) 100.0(13) 100.0(23) 100.0(31) 

허 가용 X 2 = 25.84, d.f = 10, P=O.ooO 
연구용 X 2 = 59.96, df = 8,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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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이처럼 被驗者 同意取得이 늘어난 것은 사회전반적으로 人權意

識이 향상되고 醫續級爭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醫藥品 臨æ試驗 管

理基準」 실시를 앞두고 있어 여건이 허락하는 한 被驗者의 同意， 특히 서면 

同意를 得하여 臨æ試驗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나. 被驗者 報慣

臨많試驗에 참여한 被驗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許可用， 핍究用 모두 

80% 이상이 臨æ 醫藥品을 무료 제공한다고 응답함으로써 臨당긍 醫藥品 무료 

제공이 가장 일반적인 報웹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연구관련 檢훌 

料를 면제하는 경우가 許可用은 51.3%, 없究用 34.6% 였는데 이는 비록 시험 

대상 藥郵j는 대부분 無料로 투여된다 하더라도 臨%試驗중의 病理檢흉등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입원비를 면제한 것은 許可用 1.7%, 댐究用 1.3%에 불과 

했으며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許可用 7.8%, 班究用 6.4%에 불과했다(表 W 

-15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臨皮試驗에서 피험자에 대한 

經濟的 報없-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고시된 「醫藥品 臨타:試驗 管理基準」에도 被驗者 報借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臨皮試驗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사용， 검사료， 

입원비등에 대해서는 醫據保險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GCP 규정 

상에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2， 3상 시험에 참여하는 被驗者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2， 3상시험의 경우 해당 질병을 

가진 愚者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臨딩5試驗用 藥齊O를 使用하는 것이 治廳

的 目的에 부합될 수도 있고 또한 환자가 질병 治擬나 人道的 目的으로 臨

皮試驗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經濟的 報끊-을 한다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그 

러나 적어도 臨皮試驗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용 즉 약제비， 입원비， 검사 

료 등에 대해서는 臨æ試驗 핍究훨 차원에서 報價·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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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Y-16> 被驗者에 대한 報樓

보상항목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N=1l5 N=78 
임상의약품 무료제공 103 89.6 65 83.3 
연구관련 검사료 면제 59 51.3 27 34.6 
전체 검사료 면제 14 12.2 9 11.5 
입원비 면제 2 1.7 1.3 
보상금 지급 9 7.8 5 6.4 

없 다 4 3.5 8 10.3 
기 타 16 13 ‘9 2 2.6 

다. 同意書의 內容 評價

겨ζ 調표에서는 조사자체의 {듭賴度를 높이기 위해 同意를 얻은 경우 同;휩書 

寫本을 첨부하도록 하여 同意뿔 내용을 직접 分析하였다. 同意뿔 寫本을 제 

출한 곳은 33개 기관에서 총 80건이었는데 이를 최종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 

제출받은 同쉽;뿔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臨앉試驗참가의 歡행 및 시험 약품의 性狀과 시험 目的의 설명’12) 

에 대한 것은 80건중 63건인 79%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시한 

경우에도 藥齊U名과 대표적 適應뾰만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었 

다. 반면에 일부는 의뢰자로부터 매우 자세하고 양호한 설명서를 제공받 

아 이를 同효書 내용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臨"*試驗 施行시의 *품置’ 항목에서는 藥휩j의 投與經路와 頻度 그리고 投

與 期間과 주요 臨皮 ifË狀， 시료의 굉取 및 이로부터 관찰하고자 하는 시 

12) r醫藥品 臨皮試驗 管理基準」애 명시된 동의서의 내용중 ‘臨皮試驗의 目的과 

方法’과 ‘예측되는 效能， 效果， 副作用 및 危險性’ 항목에서 效能·效果에 대한 

것과 부작용， 臨皮試驗 방법은 따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EC-GCP의 예를 고려하여 위의 2항목을 ‘臨皮試驗 참가의 歡誌 및 

藥品의 性狀과 試驗 g 的의 설명’， ‘臨皮試驗 施行시의 #옮置’， ‘副作用을 포함한 

危險과 불편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分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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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설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두건밖에 없었다. 단지 이 중의 

한 두사항을 간단하게나마 明示한 경우는 51건으로 64%에 달하였다. 

‘시험중 일어날 수 있는 副作用과 불편， 또는 위험에 관한 설명’을 명기 

한 경우도 48건으로 60%에 지나지 않았다. 이 항목은 피험자 同意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사항이 생략된 것은 人權保護와 被驗

者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同意害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질환에 대한 여타의 治廳方法 및 內容’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것은 

9건으로 11%에 불과하였다. 이 또한 한정된 정보의 제공으로 피험자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피험자가 시험의 참가에 同意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 

는다’는 항목은 분석대상중 95%가 명기하고 있었다. ‘중지의 임의성’ 항 

목은 61%인 49건으로 비교적 많이 표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피해발생시 報폈 및 治擁對策’에 관한 것은 35%만이 同참뿔 내용에 기 

록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내용이 매우 모호하고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어 

책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었다. 

‘秘密保障’에 관한 조항(피험자의 개인적， 의학적 비밀의 유지와 피험자 

의 同;향‘시 제한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도 22건， 28%만이 명기했으며 

주로 경제적인 報합이나 본 시험참가에 대한 意義등이 규정하고 있는 ‘기 

타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도 24건으로 30%에 불과하였다. 

‘被驗者의 無{'f-寫 選定과 寫藥에 관한 설명’은 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 임상 시험이 單純 公開臨많試驗(single open clinical trial) 

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그외 피험자가 응급상황에서， 또는 질문사항이 있을 때 항시 연락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담당자나 모니터의 連絡處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데 10%만이 동의서에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同참뿔에 臨tR試驗에 대한 설명을 받고 被驗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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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代理人이 자발적으로 참가함을 同意한다는 내용(95%)과 被驗者 또 

는 代理人의 書名， 시험담당자의 書名(100%)은 표기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同意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을 인식할 뿐， 구체적인 

樣式과 內容이 파악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설명 후 同意를 받았 

다는 언급이 서명과 함께 있을 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설명 內容이 생략 

된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시험의 內容과 藥物에 대한 설명은 없이 

被驗者가 지켜야 할 서약과 의사의 免責 항목만이 포함되어 있어 헬싱키 선 

언에 정변으로 위배되는 것도 있었다. 

GCP 시행의 근본 취지가 피험자의 總利와 安全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고려 할 때， 腦ÞR試驗 同;많뿔를 작성 할 띠} 同;핍;펀애 관한 基準과 필수 요 

건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GCP 시행에 앞서 同

취득의 趣담와 目的 그리고 fr成樣式에 관하여 먼저 의뢰자와 연구 

담당자에게 弘報， 敎育하는 것이 필요하다. 

5. 臨皮試驗 까{究管理 

臨하:試!險 실시 기관내에서 제반 臨하試驗에 대한 符핸 쫓J%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情報處햄와 文붉， 資料등의 保짤， 땀{究꽃 

約縮結， 1jff究費管理등에 관하여도 설문조사를 수행 했다(表 N-17 참조). 

우선 情報處理 조항과 관련해서 피험자의 증례기록등은 별도의 Case 

Report Form에 정리하는 것이 원래 dat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臨If試驗 건수별 

로 Case Report Form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許可돼 臨터긍試驗의 70.4%, 돼究JfJ 臨tJ~試驗 건수의 53.9%가 

Case Report Form에 증례 등의 데이타를 기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무기록지의 한부분에 적어두거나 수첩등과 같은 핍究者의 개인 기록지 

에 적는 경우 또는 기타로서 여기저기에 分散記錄하는 등의 경우도 許可

꺼은 29.6% , 펌究댐은 46.1%에 이르러 아직까지는 관련 데이타가 體系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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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分離， 整理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자究햇約 縮結과 관련하여 GCP규정 제 15조에서는 r의뢰자는 실시기관 

의 장과 문서로서 臨皮試驗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臨

皮試驗 실시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책임있는 기관 

의 장과 계약을 맺음으로서 被驗者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실시된 臨똥試驗에서의 k다究찢約체결 양 

상을 보면 許可用臨많試驗에서는 병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63.1%로 

가장 많았고， 맑究用 臨皮試驗은 이보다 10%이상 적은 50.6%였다. 그러나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許可用이 32.4%, 핍究用 

은 40.3%에 이르렀다.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臨皮試驗 실시 여부를 병원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으 

로 臨κ試驗이 진행되기가 쉽다. 따라서 臨많船究 전반에 걸쳐 質管理가 

되기 어렵고 또한 만약의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被害報借등에 문제 

가 생길 소지가 많다. 

땅{究월約체결 양상과 병원과의 관계도 살펴 보았다(表 N-18 참조) . 

그 결과 許可用， 짧究用 모두 의뢰회사와 병원장간에 계약을 맺은 건수 

가 國·公立 病院이 가장 적었고 大學病院般餘合病院의 순으로 증가했 

다. 그리고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간에 계약을 맺는 비율은 그 반대 양 

상을 보였다. 이는 個人所有에 가까운 -般病院일수록 責任과 費用등이 

관련된 계약문제에서 병원장에게 權限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IRB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곳일수록 병원장과 계약하는 비율이 다 

소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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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7> 臨皮試驗 昭究管理

벼‘- 끼 6:. 며。 
허가용 의약품 연구용 의약품 

계 (N) % 계 (N) % 

정보처리 N=115 N=76 
Case Report Form에 정 리 81 70.4 41 53.9 
의무기록지에 정리 7 6.1 8 10.5 
환자대장에 정리 5 4.3 3 3.9 
기 타 2 1.7 5 6.6 
二l 외 (Multiple) 20 17.5 19 25.1 

관련서류(원본)보관(성적서，증예기록) N=114 N=78 
연구자 46 40.4 36 46.2 
책임연구원 49 43.0 31 39.7 
병원장 1.7 2 2.6 
의뢰자 12 10.5 3 3.8 
기 E} (Multiple 포함) 6 4.4 6 7.7 

연구계약체결 N=111 N=77 
의뢰회사와 병원장간 70 63.1 39 50.6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간 36 32.4 31 40.3 
기 타 5 4.5 7 9.1 

연구비관리 N=110 N=77 
전액 병원에서 관리 30 27.3 15 19.5 
병원에서 수령하나 실질관리는 42 38.2 34 44.2 
책임연구자 담당 

병원과 상관없이 책임연구자가 33 30.0 17 22.1 
관리(의국관리 포함) 

5 4.5 1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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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용 연구용 

임상시험 임상시험 

N=l l1 N=77 
2 2 
8 9 

51 35 
50 31 

縮結 樣相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간 

허가용 연구용 
임상시험 임상시험 

病院特性別 昭究쭉約 

의뢰회사와 
병원장간 

허가용 연구용 
임상시험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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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8> 

/
T 변 

50.。

66.7 
42.9 
29.0 

.0 
25.0 
35.3 
32.0 

50.0 
0.0 

51 .4 
64.5 

100.。

75‘0 
60.8 
62.0 

병상수 
300이하 
500이하 
800이하 
801이상 

N=77 
2 
9 

35 
31 

N=110 
2 

94 
11 
3 

50.0 
66.7 
42.9 
29.0 

50.0 
34.0 
18.2 

50.0 

51 .4 
64.5 

50‘0 
60.0 
81.8 

100.0 

병원구분 
국 · 공립 
대학병원 

일반종합 
기 타 

N=77 
26 
16 
35 

N=l l1 
45 
16 
50 

30.8 
43.8 
45.7 

31.1 
25.0 
36.0 

61.8 
50.0 
42.9 

60.0 
68.8 
64.0 

지원인력* 
상 

τr 

하 

N=77 
18 
47 
2 

빼
 
잃
 
% 
5 

N 
9 

n
시
 0 

%m 

%
여
 
마ω
 

32.4 
35.4 
20.0 

1
‘ 
3 
o 

m 
닮
 m
ω
 

67.6 
58.5 
60.0 

임상시험관련시설* 

상 

중 
상 

N=71 
38 
22 
11 

N=100 
75 
16 
9 

21.1 
54.5 
63.6 

3 
0 
8 

엉
 잃
 껴U
 

j 

3 
4-

견
 강
 $ 

68.0 
75.0 
22.2 

* 
괜
 

제
 
하
 중
 상
 

약
 

N=77 
61 
16 

N=l l1 
94 
17 

29.5 
81.3 

31.9 
31.6 

63.9 
0.0 

63.7 
63.2 

。
-
n으n
 

뼈
 
있
 
없
 

N=77 
39 
38 

N=lll 
67 
24 
20 

β
 3 잃

 띠ω
 

29.9 
37.5 
35.0 

69.2 
31.6 

64.2 
62.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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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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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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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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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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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究費 管理 形態는 許可用， 船究用 모두 병원에서 수령하나 실질적으 

로 관리는 댐究責任者가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핍 

究責任者가 바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것이었고 전액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 

의 비율이 가장 적었다. 

6뮤究費 管理形態를 病院特性과 연관시켜 살펴보면(表 ill-19 참조)， 船

究햇約체결과 마찬가지로 一般琮合病院이 연구비를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 

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바로 수령하여 管理하는 경우도 

국·공립 이 가장 높고 일반종합병 원이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IRB가 

있고， IRB 활동이 활발할수록 병원과 상관없이 책임연구자가 관리하는 비 

율이 비교적 낮았다. 이로보아 IRB에서 臨1*試驗의 제반사항이나 연구계 

획서에 대한 審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빠究햇約이나 따究費管理등에 

병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醫藥品 臨κ試驗 管理基準」에는 짧究費 管理方式에 대하여는 특별히 規定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醫藥品 사용과 관련된 부조 

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또한 臨皮試驗 판{究첼 管理의 週定化나 透明性 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전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수령， 관리하는 방 

식은 止揚해야 할 것이다 .. 

6. 모 니 터 

臨%試驗의 質管理를 위해서는 해당 臨딩5試驗이 臨fK試驗 계획서에 맞 

추어 적절히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臨뚱試 

驗에 대한 모니터 기능은 依賴者인 제약회시-에 있다醫藥品 臨1*試驗

管理基準」에서는 依賴者의 모니터 기능을 반드시 해야하는 강제규정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제5장 제l3조 4항에 依賴者에게 모니터 기능이 있다 

는 것은 병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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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 %,l 

C 계 

허가용 연구용 허가용 연구용 

病院特性別 쩌究費 管理形態

B A 

허가용 연구용 

<表 IV-19> 

/ι

T 벼 
~ 

연구용 

n
시
 
5 
o 
D 

% 

인
 

8 

μ
%
 

N=77 
2 
9 

35 
31 

N=110 
2 
8 

50 
50 

50.0 
22 .2 
28.6 
12.9 

5 
0 
0 

-
인
 껑
 뻐
 

50.0 
11.1 
48.6 
48.4 

허가용 

50.0 
25.0 
48.0 
30.0 

0.0 
11.1 
14.3 
29.0 

병상수 
300이하 
500이하 
800이하 
801이상 

깎
 
5 

않
 

5 
4 

N 
N=109 

2 
93 
11 
3 

20.0 
19.0 
20.0 
3.9 

50.0 
32.3 
9.1 

80‘ 0 
44.4 
20.0 
25.0 

50.0 
35.5 
54.5 
66.7 

20.6 
40.0 

26.9 
36.4 
33.3 

병원구분 
국 · 공립 
대학병원 
일반종합 
기 타 

N=77 
26 
16 
35 

N=110 
43 
16 
51 

15‘4 
18.3 
28.6 

27.9 
37.5 
29.4 

42,3 
56.3 
40.0 

34.9 
37‘5 
41.2 

34.6 

17.1 

30.2 
25.0 
25.5 

* 려
 「

이
 ι
 

원
 상
 중
 하
 

지
 

N=77 
18 
47 
2 

때
 
잃
 없
 

5 

N 

27.8 
21.3 

32.4 
26.6 
40.0 

38.9 
42.6 

100.。

50.0 
29.7 
40.0 

27.8 
21.3 

14.7 
37.5 
20.0 

임상시험관련시설* 

상 
= 걷r 

하 

N=71 
38 
22 
11 

N=99 
74 
16 
9 

7.9 
22.7 
54.5 

20.3 
25.0 
66.7 

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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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잉ω
 
?m 

41.9 
31.3 
33.3 

31.6 
13.6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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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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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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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N 
N=109 

90 
19 

18.0 
37.5 

25.6 
47.4 

50.8 
18.8 

40.0 
31.6 

23.0 
6‘ 3 

28.9 
21.1 

IRB 
있 
없 

IRB 활동* 
상 27.3 
중 33.3 
하 20.0 

A: 전액병원에서 관리 
B: 병원에서 수령하나 실질관리는 책임연구자가 담당 
c: 병원과 상관없이 책임연구자가 관리(의국관리 포함) 

N=77 
39 
38 

N=110 
66 
24 
20 

12.8 
31.6 

24.2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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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表N-8>의 註와 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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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년사이 실시된 臨皮試驗에 대해서 모니터링 實施 現況을 살펴보 

면 許可用 臨皮試驗에서는 모니터를 받은 것이 58.0%였고， 맑究用 臨皮試

驗에서는 41.3%로 許可用 臨1*試驗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많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받은 것은 절반정도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링 할 때 진료기록부(CRF， 증례기록 

포함) 열람 요청을 한 것이 許可用은 40.0%, 맑究用 32.3%로 둘 다에서 

진료기록부 열람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더 

라도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N-20 참조) . 

<表 IV-20> 臨味試驗 모니 터 實施 現況

항 

가. 모니터 여부 

.!2. -, 

모니터 받은 경우 

모니터 받지 않은 경우 

나. 진료기록부 열람 요청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 

다. 진료기록부 열람요청 

책임연구자 

레지던트 

간호사 

비서/전담요원 

기 타 

보여주지 않았다 

허가용 임상시험 

계 % 
N=1l2 

65 58.0 

47 42.0 

N=65 

26 40.0 

39. 60.0 

N=26 

17 65.4 

1 3.8 

4 15.4 

4 15.4 

연구용 임상시험 
계 % 

N=75 

31 41.3 

44 58.7 

N=31 

10 32.3 

21 67.7 

N=10 

5 50.0 

2 20.0 

2 20.0 

1 10.0 

또한 모니터 실시여부를 제약회사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許可댐， 따究用 臨1*試驗 모두에서 생산액이 적은 곳일수록 모니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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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내기업에 비해 합작기업이 모니터를 훨 

씬 많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許可用 臨皮試驗의 경우에는 21.7%, 댐究用 

臨皮試驗에서는 16.8%정도의 차이가 났다. 모니터 실시 여부를 평가한다 

면 合作企業이 臨皮試驗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表 N-21 참조). 

사실 가장 중요한 醫藥品 구매자라고 볼 수 있는 병원에 대해 제약회사 

臨皮試驗 실시에 대한 모니터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철저하게 실시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보통 해당 醫藥品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실시하는 댐究用 臨皮試驗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실시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臨皮試驗 과정과 결과의 正確性， 信賴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과 제약회사 모두 모니터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 필요하며 앞으로 모니터 기능이 강화되어 임상수준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表 IY-21> 製藥會社 特性別 모니터 實施 現況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제약회사 모니터 바t二/이‘l 아l."6으p 모니 터 Hfb: /‘1 아 \%% 
구분 님1:L」 r23-

계 
Br:lj I2j-

계 

〈생산액에 따른 (N=1l0) (N=66) 
제약회사 구분> 

1000억 이상 44.9 53.1 100.0(32) 30.8 69.2 100.0(13) 
1000억 -500억 48.1 51.9 100.0(27) 38.1 61.9 100.0(21) 

500억 -2애억 67.9 32.1 100.0(28) 52.6 47.4 100.0(19) 

200억 이하 73.9 26.1 100.0(23 61.5 38.5 100.0(13 

〈합작여부에 따른 (N=lll) (N=70) 
구분〉 

국내기업 52.5 47.5 100(80) 36.1 63.9 100(36) 

합작기업 74.2 25.8 100(31) 52.9 47.1 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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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障暗要因 및 建議事項

여기서는 臨皮試驗을 책임지고 핍究해 본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 

로 하여 臨皮試驗 活性化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과 KGCP 도입과 관련된 

建議事項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臨æ試驗 흉다究 活性化의 장애요인으로는 여러 문항중 의사의 시간적 여 

유 부족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본 비율이 가장 높았다(表 N-22 참조). 

즉 의사의 時間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臨皮試驗에 대한 敎育 및 짧究活勳 

을 하는데 障隔가 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17.6%만이 문제없다고 답했으 

며 나머지 82.4%는 障隔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大學病院級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臨f5RWf究에 투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적었다.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측면에서는 의사의 인식 미흡을 문제없다 

고 답한것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병리 등과 같은 기타 지원인력의 

인식미흡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외 자재 등 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36.5%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실 臨많試驗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醫擔機I짧은 

87.3%이상이 500병상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病院이다. 따라서 臨f5R

試驗 피험자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臨f5R檢훌施設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약리학 교실이 있는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藥物

懷度 分析 등에 사용되는 미량기기등이 일부 부족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臨κ試驗이 제대로 되려면 臨많試驗심사 위원회의 활성화와 더 

불어 임상병리과나 병원약국등 타부서와의 이해 및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져야 한다. 병원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66.5%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33.5%가 문제없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KGCP규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조 

사를 수행 했다(表N-2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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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22> 臨}末試驗 活性化의 障碼要因

.R 인 매우심각 심각 다소심각 문제없음 계 

- 의사의 시간적 여유부족 12.3 12.1 38.0 17.6 100.0(187) 

-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미흡 

· 의사의 인식미흡 3.8 16.4 26.8 53.0 100.0(183) 

· 관리직의 인식미흡 12.8 22.9 27.4 36.8 100.0(179) 

· 지원인력의 인식미흡 14.4 27.8 33.9 26.7 100.0(180) 

- 기자재등 시설미흡 14.4 17.7 31.5 36.5 100.0(181) 

- 병원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13.7 20.9 31.9 33.5 100.0(182) 

첫번째는 외국에서 이미 허가되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의약품 臨

많試驗의 범위에 관한것이다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J(보건사회부고시 제 1994-46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처음 導入되는 新

藥중 외국에서 허가된 것은 이미 결정된 藥用量(fixed dose)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3상시험 성적만 있으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外國A

과 우리 국민 사이에는 몽무게나 키 등 藥物댐量 設定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처음 들어오는 醫藥品에 대해서 

는 3상시험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체질에 맞게 약물용량을 보정하기 위한 

2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내에 처 

음 들어오는 醫藥品에 대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2상， 3상시험을 실시토 

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신약에 대해 제2상 臨a

試驗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藥用量보정을 위해 2상 

시험을 據大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7.5%였다. 그리고 3상시험으로 충 

분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9%로 92.4%가 이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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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藥用量으로 3상시험만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愚者同意홈 문제와 관련된 문항에 

서는， 현행 「醫藥品 臨*試驗 管理基準」에서 서면同意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나 다소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74.6%를 차지했다. 이러 

한 결과는 被驗者 保護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級爭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書面同意만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되기는 하나 국민정서 

나 臨*試驗자체에 대한 租否感 등으로 서면同意를 받는데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表 IY-23> 臨皮試驗에 대한 意見

항 프「EL 응답자수 비 율(%) 

외국에서 도입한 신약에 대해 제2상 임상 
N=186 100.0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 

。 약용량보정을 위해 2상시험 확대실시필요 107 57.6 
。 다소 문제가 있으나 3상시험으로 충분 65 34.9 
。 아무런 문제가 없다 14 7.5 

- 서면동의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N=189 100.0 

。 매우 바람직하다 33 17.5 
。 바람직하나 다소 현실성이 없다 141 74.6 
。 전혀 현실성이 없다 15 7.9 

- 서면동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할 
N=178 100.0 

임상시혐의 범위 

。1.2.3상 모두 61 34.3 
。 1상， 2상만 79 44.4 
。 2상， 3상만 11 6.2 
。 1상만 12 6.7 
。 2상만 2 1.1 
。 3상만 1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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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面同意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臨뚱試驗의 범위에 대해서는 1, 2상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1, 2 ， 3상 모두 書面

同意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34.3%나 되었는데， 이중에는 書面同意를 받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0.6%나 포함되어 있 

었다. 

실제로 건강한 自願者를 대상으로 시험 약물의 내약성， 부작용등 安全

性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1상시험의 경우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副作用 등에 의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臨皮試驗에 관해 충분한 情報를 提供한 후 書面同意를 받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적 用法·用量을 결정 

하는 단계인 2상시험도 전기의 경우 安全性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 

에서 臨皮試驗이 진행되므로 雲面同慧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설 

정된 適定 用量으로 有效性을 확인하는 단계인 2상後期와 3상시험에서 書

面同意만을 인정하는 것은 臨터;試驗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1, 2, 3상 모두 뿔面同意 取得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이나 유럽의 GCP에서 보듯이 일부 예외조항으로 둠으로서 뿔面同意、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도 꼭 필요한 臨많試驗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등 

의 조치가 필요로 된다. 



V. 醫爆機關의 GCP 導入與件 評價

醫藥品 臨Jf試驗管理基準은 1987년 고시되었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臨κ試驗 실시기관의 여건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GCP제도는 被驗者의 보호 측면에서는 물론 시험결과의 과학적 타 

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 

여 國內 臨Jf資料를 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臨皮試驗 실시수준을 국 

제적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V장에서는 m장과 W장에서 제시한 臨皮試驗 寶施機關 및 試

驗內容 分析結果를 토대로 실시기관의 臨Jf試驗 실시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醫藥品l 臨Jf試驗 管理基準의 훨入 可能性을 검토하였다. 

1. 評價模型 및 方法

가. 評價模型

흔히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Donabedian이 제언한 투 

입 및 산출모형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의료의 질은 構造， 過

程， 結果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臨

똥試驗은 醫擁機關에서의 wf究業務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臨皮試驗에 대 

한 평가는 醫廳機關 펌究分野 評價의 한 분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 

서 臨많試驗 寶施水準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병원의 질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Donabedian 모형을 원용하고자 한다 

Do뼈edian의 모형에 따르면 橫造(structure)는 진료의 수단과 여건을 의 

미하며， 시설과 장비， 인적자원， 조직구조 등이 포함된다. 過程(process)은 

의료제공자와 짧者들간에 또는 이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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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結果(outcome)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건강행위에 대한 진료의 효과 및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나타낸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모형에 입각하여 평가요소를 선정 및 구분하였 

으며， 특히 평가의 목적이 臨κ試驗 管理基準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GCP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위주로 하였다. 

우선 構造(structure)에는 臨庫試驗 관련 人力 및 施設 등의 物펠的 環

境要因이 포함된다. 인력과 관련하여 醫藥品 臨많試驗 管理基準에서는 

專門人力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3항)， 전문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臨않試驗을 직접 실시하는 臨%醫師

는 어느 병원에나 다 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臨많試驗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臨κ藥理學者， 13동學者， 統計學者， Pharm. D. 전담행정요원 등 

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管理基準(案)에서는 시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臨κ試驗실 및 설비」를 갖추도록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항목으로 

서 연구용 실험실 및 微量分析 기기의 구비여부와 임상검사실의 정도관리 

실태를 추정하는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臨æ試驗에서는 연구대상이 醫藥品인 만큼 藥齊O管理體系 확립은 시혐의 

기본여건으로서 중요하다. 管理基準(案)에도 약제관리는 별도의 장(제8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내용에 입각하여 臨皮試驗용 藥

簡j保管 施設 및 全擔人力의 保有 여부， 그리고 臨æ試驗용 약제에 대한 

佛出記錄 管理 실태 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過程(process)단계 에 서 는 구조적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Gnteraction)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관련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臨皮試驗審호委員會(IRB)의 활동과 교육실시 실 

태가 포함된다. 臨皮試驗심사위원회는 臨æ試驗에 대한 자체 QA(Quality 

Assurance) 기구로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管理基準(案)의 핵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臨뚱試驗심사위원회 평가는 5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RB 

設置與否， 規程및 定款， 臨皮試驗 없究計폐書 評價指針， 副作用 處理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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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비여부， 그리고 委員會 會議집集 건수 등을 종합평가하였다. 이밖 

에 敎育항목에서는 病院내에서 자체적으로 臨a試驗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마지 막으로 結果(Outcome)단계에서는 학술지 에 발표된 臨많試驗 논문， 

환자同첩서 내용과 허가용 臨皮試驗 실시 건수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臨않試驗 管理基準을 제정하는 목적이 臨1*試驗의 倫理的 · 科學的 週正

性 제고에 있다고 할 때， 논문평가는 시험에 대한 科學的 흉當性의 평가 

로서， 同참서는 倫理性에 대한 評價項目으로서 각각 선정하였다. 

이밖에 허가용 臨터E試驗 실시건수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는데， 제2장에 

서의 분석결과 시험 寶施頻度는 人力 및 施設， IRB활동 등 일반적인 시험 

실시 여건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평가모 

형 을 종합하면 <圖 V-l>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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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V-l> 臨%試驗 寶極水準 評價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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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評價基準 및 方法

評價基準은 臨l5R試驗의 수준을 측정하거나 비교할 때 사용되는 標準

(Standard)으로서， 시혐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양적으로 구체 

화시킨 것이다. 

흔히 評價基準으로는 첫째，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또는 허용가능한 변 

이 (V따iation)의 범위를 전문가들이 標準으로 설정하여 이를 比較하는 방 

법과， 둘째 명확한 표준의 설정 없이 단지 조사대상의 변이를 측정하여 

이의 상대적인 수준을 분석하는 변이측정방법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적용 

하였다. 예컨대 IRB 設置與否 및 關聯施設이나，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면 논문이나 同

意서 평가 등 평점이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實態調훌 結果를 

參考로 평가결과의 빈도 및 다른 변수와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였다. 이 

러한 평가기준은 臨뚱試驗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醫師 및 製藥會社 擔

當者들과의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表 V-l>에서는 評價項目別 評點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人力의 경 

우 해당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4점을 부여하였는데， 전담행정요원과 

기타인력은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2점을 배정하였다. 施設에 있어서도 연구용 실험실과 미 량 

분석기기의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4점을 배정했고 정도관리현황은 평 

점을 3단계로 細分化하였다. 임상검사실이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치 않았다. 반면 가입인 경우에는 제2장 

에서 설명한 평점에 따라 6점을 기준으로 2등급으로 나누어 정도관리접수 

6점이상은 평점 4점을， 6점 이하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 2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정도관리 접수 분포는 4점이 

31.6%, 2점 이 39.3%, 0점 이 29.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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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l> 評價項 目 別 評價基準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목별 평점 총점 

구조부무‘- 인 력 임 상약리 학자 : 있음(4점 ), 없음(0점 ) 20점 
(Structure) 여「 학 자 : 있음(4점)， 없음(0점) 

통 계 학 자 : 있음(4점)， 없음(0점) 
Pharrn. D: 있음(4점 ), 없음(0점 ) 
전담행정요원 : 있음(2점)， 없음(0점) 
기 타 : 있음(2점 ), 없음(0점 ) 

시 설 연구용실험실: 있음(4점)， 없음(0점) 12점 
미 량분석 기 기 : 있음(4점 ), 없음(0점 ) 
정도관리협회: 가입하고 평점 6점이상(4점) 

가입하고 평점 6접미만(2점) 
미가입 (0점) 

약제관리 약제보관시설 : 있음(4점)， 없음(0점) 12점 
전 담 인 력 : 있음(4점)， 없음(0점) 
불출관리기록 : 전용관리대장(4점)，임의기록(2점) 

기록안함(0점) 

소 계 44점 

과정부문 심사 IRB 설치 : 설치 (4점f)。，T 미설치(0점) 20점 

(Process) 위원회 정관 : 있음(4점)， 없 (0점) 
(IRB) 연구계획서 평가지침 : 있점l음이)(，상4점 없(4)음점~( 없)0，6점음회)(0점) 부작용 처리방침 : 있음(4 

회의소집건수(90-94년 ):6회 1 Ĵ-(4~:l)， 회미만(2점) 
없음(0점) 

-1lι7τ 。r 임상관련교육 : 실시 (8점)， 미실시(0점) 8점 

소 계 28점 

결과부문 
논문평가 논문 분석결과 :6점이상(12점)，점 6미점만미(만4점(1)0，점)， 12점 5점 미 만(8점 ), 4점 미 만(6점 ), 3 

(Outcome) 2점미만(2점)， 미제출(0점) 

동의서 동의서 분석결과 :7점이상(8점)제，5출.6점이상(6점) 
8점 평가 4점 이 상(4점 )， 4점 미 만(2점 ), 미 (0점 ) 

허가용 5건 이 상(8점 ), 2-4건 (6점 ) 8점 
임상시험 l건 (4점)， 미실시(0점) 
실시건수 
(90~94년) 

소 계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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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齊U쩡;理 항목에서는 관련시설과 인력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배정하였고 

불출관리기록 항목에는 전용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는 4점， 임의기록에는 2 

점을 부여했다. 

구조부문에서의 배점분포를 보면 人力 20점， 施設 12점， 藥햄管理에 12 

점으로써 인력항목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였다. 이는 힘btf:試驗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究計劃에서부터 寶施 및 分析 評價段階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중요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過程요소 중 IRB 항목에서는 설치여부나 지침 및 정관 보유 

여부에는 각각 4점을 배정하고， 會議집集件數는 빈도에 따라 3단계로 나 

누었다. 1990년 ~1994년 9월 기간중 회의소집건수가 6회 이상인 기관에 

4점을 할당했는데 이때 6회의 기준은 회의소집건수의 頻度를 參考하여 결 

정하였다(6회 이상 17.7% ， 1 ~5회 22.8%， 없음 59.5%). 임상관련 교육 

항목에서는 실시하는 기관에 8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과정요소 총 28점 

중 IRB에 20점， 敎育에 8점을 각각 할당하였는데， 이는 쩡;理基準(案)에서 

도 강조되어 있듯이 IRB의 중요성에 입각한 판단이었다. 

결과요소중 論文評價는 논문 분석결과에 따라 0점 ~6점까지 7단계로 구 

분하였다. 뽕I~數 配定에 앞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은 다음의 7개 항목 

으로 세분하였으며， 배점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수 결정근거: 대상수 산출의 통계학적 근거 (1점) 

- 환자선정 기준: 선정기준의 사전계획 여부 (1점) 

- 피험자의 무작위 배정 (3점) 

- 맹검법: 치료법의 내용을 피험자 및 연구진에게 비밀유지 (3점) 

- 추적소실 기술: 추적관찰을 실패한 연구대상에 대한 이유와 그 영향 

에 대한 기술 (1점) 

객관적 판정기준: 치료효과의 평가기준 명시여부 (1점)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기법의 적합성 (3점) 

- 환자의 同첸 확보: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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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7개 항목중 연구의 內的 종當度 (Intemal Validity)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4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3점을 부여하였다. 연구의 내적타당 

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조군의 설정과 무작위 배 

정방법의 사용이 중요하다. 

이는 핍究 對象藥物의 절대적인 효과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약(placeb이을 對照、群으로 삼아야 그 크기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대상군간 치료법외에는 모든 특성이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때 測定可能한 특성뿐 아니라 測定할 

수 없는 特性까지도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서 현재까지 무작위 

배정방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 많은 

적용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셋째， 특히 신약의 평가가 主觀的인 治據效果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연 

구대상이 되는 환자나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醫師가 치료내용을 아는 경우 

에는 치료효과의 判定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배 

제 하기 위 하여 개 발된 방법 이 맹 검 법 (blind method)으로서 이 는 객 관적 이 

고 정확한 연구자료 수집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실태조사에서 분석대상이 된 논문은 許可用과 핍究用 臨皮試驗의 결 

과로서 대부분이 내용상 제4상 臨皮試驗에 해당하고， 없究텀的이 치료효 

과의 확인이었기 때문에 연구설계가 比較對照群을 두어 연구대상약물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연구결 

과의 내적타당도를 보장하기 위한 상기의 방법들을 적용해야 하므로 評價

項目으로 선정함은 물론 그 비중을 더하였다. 이밖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 임상연구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로부터 同意를 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倫理的인 測面의 重寶性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사전同意서 취득에 가중치를 더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상 7개 항목의 성적을 합산한 總計를 論文點數로 採擇하였다.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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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臨많試驗의 경우 16점을 부여받게 되는데 총점을 

다시 7등분하여 O~6점 사이로 조정하였다(0점 :64.6% ， 1 점:3.8% ， 2점 :7.6% ， 

3점 :6.4%, 4점 :6.4% ， 5점 :5.1% ， 6점 :6.3%). 

結果요소의 또다른 항목인 짧、者同意書에 대해서는 EC GCP를 基準으로 

다음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약품소개와 목적설명 및 권유/ 연구중 시행조치/ 위험과 불편/ 무작 

위 및 위약/ 이익 또는 경제적 배려/ 다른 치료법/ 비밀유지와 정보공개/ 

보상과 치료/ 중도 거부권/ 자의성/ 서명/ 연락처 

이상의 각 항목을 l점으로 한 총점이 同意좀 點數인데 O~8점으로 분포 

된 총점을 다시 5등급(2점간격)으로 세분하여 同意서 평가점수로 산정하 

였다. 

臨tf:試驗 실시기관마다 시험 실시건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論文 및 

同意書 提出 件數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통일한 기관에서 제출한 논 

문 및 同意、서는 그 評價劉數의 平均값을 해당기관의 代表값으로 채택하 

여， 臨타g試驗 寶施水準 評價資料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허가용 臨터E試驗 실시건수는 O~8점간을 2점간격으로 5등급 

으로 나누었는데， 배점 기준은 <表 V-l>에 제시되고 있다. 結果횟素 중 

에서는 論文評價 配點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데， 이는 시험결과를 가장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總括的으로 보면 構造， 過程， 結果요소중 構造펼素에 가장 많은 배점 44 

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본 臨야5試驗의 목적이 GCP의 도입여건 평가인 

만큼 臨터5試驗 수행에 있어서 下部構造에 해당하는 物理的 環境을 중요시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평가수준은 GCP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여러 번의 수정·보완 단계를 걸쳐서 작 

성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이 널리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에 대한 信賴性 및 反復性이 정량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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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간 및 자료의 제약성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검 

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 

적될 수 있다. 臨皮試驗 評價基準은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評價의 g 的이 臨皮試驗 寶施機關

의 GCP 수용태세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개개기관이 臨J5R試驗 실시에 필 

요한 KGCP의 最小要件(Minimum Requirement)을 만족시 키 는지 여 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은 평가목적에 적합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2. 評價結果

臨J5R試驗기관의 시험실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構造/過程/結果

각 부문 성적의 합을 산출한 결과， 7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33.9점으 

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의 分布를 살펴보면 61점 이상 

의 기 관이 13.9% (l 17~ 소)， 31-60점 인 기 관이 35.4%(28개소)， 30점 이 

하인 기 관이 50.6%(407~소)를 차지 하여 대부분 기 관의 評價點數가 下

向 偏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V-2>에서는 細部項目간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대 

점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상대점수는 각 항목의 評-點을 항목의 최고 

점수인 기준접수로 나눈 比率이다. 상대점수를 비교평가한 결과 구조 

부문이 40.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過程部門(37.9) ， 結果部門

(27.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臨皮試驗 기관에 인력이나 시 

설 등 物理的인 環境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시험결과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많存의 人力과 施設을 잘 활용하고 IRB 및 敎育技能을 활성 

화하는 것이 臨뚱試驗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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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2> 臨皮試驗 水準別 細部I頁 g 評價 成績

61점 이상 

평가항목 

씨
에
 
값U
 

처
n
 

펴
。
 

31~60점 30점이하 

(單位 : 點)

전 체 

상대 상대 상대 
평점 -:dA 평점 쳐 A 평점 겨{ 

/6 τ- 딩 T 'öT 

준
)
 
i(T 

기
 
점
 

(총 점 (78.2) (78.2) (44.5) (44.5) (14.3) (14.3) (33.9) (33.9) (10이 

(N) (11) (11) (28) (28) (4이 (40) (79) (79) 

구조부문 33.8 76.8 
인 력 13.0 65.0 
시 설 10.2 85.0 
약제관리 10.6 88.3 

과정부문 

IRB 
교육 

26.8 95.7 
19.6 98.0 
7.2 90.0 

결과부문 17.5 62.5 
6.6 55.0 
4.9 61.2 
6.0 75.0 

n 

τ
 

논
 동의서 
허가건수 

20.1 45.7 
4.7 23.5 
9.2 76.7 
6.2 51.7 

13.9 49.6 
11.7 58.5 
2.0 25.0 

10.6 37.9 
3.2 26.7 
3.4 42.5 
4.0 50.0 

7.5 17.1 
1.4 7.0 
4.1 34.2 
2.0 16.7 

4.2 15.0 
3.6 18.0 
.6 7.5 

2.5 8.9 
1.0 8.3 

5 6.3 
1.0 12.5 

17.8 40.5 
4.2 21.0 
6.8 56.7 
4.7 40.0 

10.6 37.9 
8.6 43.0 
2.0 25.0 

7.6 27.1 
2.6 21.7 
2.2 27.5 
2.8 35.0 

(44) 
(20) 
(12) 
(12) 

(28) 
(20) 
(8) 

(28) 
(12) 

(8) 

(8) 

* 상대점수 = 평점/기준점수 x 100] 

臨J5R試驗 評價 成績에 따라 대상기관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61 점 이상의 상위집단은 평균 총점 78.2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構

造， 過程， 結果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과정부문 

의 IRB 활동이나 교육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두드러졌는데， 이는 

IRB와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臨皮試驗 수준별로 병원의 一般的인 특성을 살펴볼 때 (表 V-3참 

조)， 상위집단은 대부분 500\청상 이상을 보유한(8l.9%) ， 大學病院으로 

서 (8l.8%) 서 울에 소재 하고 있는 기 관이 많았다(63.6%). 평 가점 수 31 

~60점을 받은 중급의 기관도 상위집단처럼 대학병원의 비율이 높았 

으나(85.7%) 地方에 소재 하고 있는 경 우가 더 많으며 (64.3%) , 병 상수 

규모도 다소 적었다. 30점 이하를 받은 기관은 500병상 이하의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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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병원의 비율이 높고(65.0%) 非大學病院으로(57.5%) 지방에 위치하 

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62.5%). 

臨당긍試驗 평가성적에 따라서 시험실시건수도 차이를 보였는데 61점 

이상의 상위집단에서는 1990년 ~94년 9월의 기간종 1개 기관당 평균 

4.6건의 허가용 臨皮試驗과 30.9건의 1iFf究用 試驗을 실시하여， 총 35.5 

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V-4 참조) . 반면 중위권 집단에서 

는 허가용 2.3건， 연구용 8.9건으로 총 1 1.2건을， 하위권 집단에서는 총 

1.4건(허가용 0.4건， 연구용 1.0건)을 각각 수행하여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臨똥試驗을 실시한 적이 있는 기관의 比率에 있어 

서도 60점 이상의 상위 집단은 90.9%가 臨皮試驗 경험을 갖고 있으나， 

하위집단에서는 불과 15.8%의 기관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表 V-3> 歸뚱試驗 水準別 病院의 一般的 特性 (%) 

E「iL 성 61점이상 31-60점 30점이하 

겨} 100.0 100.0 100.0 
(N) (11) (28) (40) 

벼。 λ 。kι「

300이하 .0 3.6 22.5 
500이하 18.1 17.9 42.5 
800이하 45.5 42.9 22.5 
801이상 36.4 35.7 12.5 

병원구분 
대학병원 81.8 85.7 42.5 
기 타 18.2 14.3 57.5 

병원소재지 

서 % 63.6 35.7 37.5 
기 타 36.4 64.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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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4> 臨똥試驗 水準있Ij 臨많試驗 寶拖現況

시험실시현황 61점 이상 31-60점 30점이하 

허가용 시험 
평균시험건수(N) 4.6(1l) 2.3(28) 4(40) 
시험실시기관 

기관수 10 20 8 
기관비율(%) 90.9 71.4 20.0 

연구용시험 
평균시험건수(N) 30.9(1l) 8.9(28) 1.0(40) 
시험실시기관 

기관수 9 15 5 
기관비율(%) 81.8 53.6 12.5 

臨1*試驗 寶施現況과 評6월成績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表

V-5>에서는 대상기관을 4집단 즉 허가용 시험 실시기관， 연구용 시 

험 실시기관， 허가용 혹은 연구용 시험 실시기관， 미실시기관 등으로 

나누었다. 어느 형태든지 臨%試驗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미실 

시기관은 나머지·세 그룹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평가성적 총점 

에서 약 31-34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부문별로도 차이가 두드러 

졌다. 

臨뚱試驗 評價成績 分布에서도 시험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 기관과 

미실시기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미실시기관에는 61점이상의 상 

위그룹에 속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반면 30%이하의 下位集國에 속 

하는 기관은 29개소(87.9%)나 되어， 臨皮試驗 실시수준은 매우 미흡하 

다(表 V-6참조). 

이상을 요약해 볼 때 臨%試驗 기관(797B 소)의 臨1*試!驗평가점수는 

33.9점으로 寶施水準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실 

제 허가용 혹은 임상용 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 기관은 46개소로 過

半數 정도인 58.2%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실시기관(평점 46.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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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기관(평점 15.8)의 시험실시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전체 임 

상 수준이 낮게 평가된 것은 미실시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臨1*試驗 實施機關의 시험여건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나， 

실제로 臨皮試驗은 상대적으로 기본적 여건이 갖춰진 기관에서 선별 

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表 V-5> 臨l末試驗 實施現況別 細部I頁 덤 評價成績

평가항목 
허가용시험 연구용시험 허가용 혹은 연구용 미실시 
실시기관 실시기관 시험 실시기관 기관 

(單位 : 點)

(계) 
(N) 

구조부문 

인 력 

시 설 
약제관리 

과정부문 

IRB 
교육 

문
 서
 
수
-

문
 
J 

건
-

부
 

S 

가
-

햄
 
논
 동
 허
-

49.l 
(38) 

(20.4) 
4.8 
8.2 
6.4 

(15.4) 
12.4 
3.0 

(14.2) 
4.8 
3.6 
5.8 

50.0 
(29) 

(22.2) 
6.0 
8.4 
7.0 

(17.4) 
13.6 
3.8 

(11.2) 
3.6 
3:2 
4.4 

평가단계 

평균성적 (N) 

〈表 V-6> 臨味試驗 寶施現況別 評價成績

허가용시험 연구용시험 

실시기관 실시기관 
49.l (38) 50.0(29) 

허가용 혹은 연구용 미실시 

시험 실시기관 기관 
46.9(46) 15.8(33) 

임상시험평가 

성적분포(%) 

61점 이상(N) 

31-60점 (N) 

30점 이하(N) 

100.0(38) 

26.3(10) 

52.6(20) 

21.1 (8) 

100.0(29) 

31.0 (9) 

51.8(15) 

17.2 (5) 

Q
ι
 시
이
 6 
D 
D 
4 

(b 

씨
냉
 
이
J
 qu 

QQ 

(b 

4 
( 

2 ( 

(15.0) 
12.0 
3.0 

(12.6) 
4.4 
3.4 
4.8 

100.0(46) 

23.9(11) 

52.2(24) 

23.9(11) 

15.8 
(33) 

(13.8) 
3.2 
5.0 
2.4 

(4.8) 
4.0 

.8 

씨
 n
시
 4 
O 

( 

100.0(33) 

12.1 (4) 

8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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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CP 受容可能性 評價

醫藥品 臨많試驗 管理基準(KGCP)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서는 제도 실시에 앞서 국내臨tlz試驗 실시기관에 대한 受容可能性 評價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管理基準에서는 臨않試驗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과 

그밖에 臨많試驗심사위원회， 臨터5試驗 責{王者- 및 擔當者， 依賴者 등의 任

務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관이 전체대상 기관 

중에서 차지하는 比率과 이들 機關의 特性을 살펴보는 것은 KGCP 도입 

과 관련된 政策判斷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臨皮試驗機關에서의 KGCP 수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醫藥品 臨많試驗 

管理基準의 주요내용에 근거하여， 앞서<表 V-1>에서 제시했던 臨皮試驗

평가 항목중 일부변수를 수용가능성 판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입안예고된 본 고시 내용은 약 1년 후에 실시예정이고， 본 연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管理基準의 수용가능성이므로， 臨tlz試驗 평가 

항목중 結果(Outcome)부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 외 構造(Structure)및 

過程(Process)부문 항목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선정결과 및 근거는 <表

V-7>에 요약하였다. 

이상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國內臨皮試驗機關을 評價한 결과 전체 79개 

대상기관중 단지 6개 기관만이 본 기준을 만족하였다. 즉 KGCP가 강제 

규정이 아닌 現I뽑없에도 6개 기관은 관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준으 

로 臨많試驗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6개기관은 모두 

大學病院으로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500병상이었고 4개 기관이 서 

울에 소재하고 있다.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6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73개 기관중에는 

고시안이 시행되는 1년 후 KGCP를 수용할 수 있는 灌在力을 보유한 기 

관이 있다. 이는 판정항목중 일부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기관들은 기반이 

전혀 없는 기관에 비해 單期問에 포’容態평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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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예컨대 시설 및 약제관리는 잘되어 있으나 IRB 관련규정이 

미비한 경우， 역으로 IRB는 제대로 운영되나 시설 및 약제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임상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KGCP가 시행되기까지 충분히 補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73개 기관을 재평가한 결과， IRB가 제대로 운영 

되는 기관은 8개소， 시설 및 약제관리가 잘 구비된 기관은 21개소， IRB가 

잘 운영되거나 시설 및 약제관리가 구비된 기관은 23개소로 나타났다. 

즉 23개 기관에서 IRB및 시설/약제 관리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6개 기 

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은 기준 시행시기까지 管理基準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灌在機關으로 분류할 수 있다 

<表 V-8>에서는 KGCP판정 기준에 따라 受容可能한 機關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IRB가 잘 갖추어진 기관(IJ)은 대부분 서울에 소 

재하고 있는 大學病院으로 300병상 이상을 보유한 기관인데 그 특성이 

IRB와 시설/약제관리를 모두 구비한 기관(I)과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시설 및 약제관리가 구비된 기관(IJ)도 대부분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I)( II)기관과 비교할 때 地方에 위치한 기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V-7> KGCP 受容可能性의 判定基準

평가부문 평가항목 판정항목 근 거 

구조부’무 ‘- 시설 실험실 제6조 3항 임상시험실 구비 

약제관리 
전담인력 제6조 6항 관리약사지정 
불출기록 제 19조 3항 기록보존 

IRB설치 제6조 1항 위원회 설치 

과정부문 IRB 
정관 제6조 2항 규정마련 

연구평가지침 제6조 2항， 제8조 1항 

부작용 처리지침 제6조 2항， 제8조 7항 



110 

<表 V-8> KGCP 受容可能性 判定基準에 따른 受容可能 機關의 特性

KGCP 판정기 
、긴셔 "f-

H m N(II+ill) 
IRB 
시설등 전체 

<분류기준> (수용확실) (수용가능) (수용가능) (수용가능) 미보유 

IRB O O X A 기관 

시설/약제관리 O X 。 A 

100.0 100.0 100.。 100.。 100.。 100.0 
(N) (6) (8) (21) (23) (56) (79) 

벼。 λ 。f"f-

300 이하 .0 .0 .0 .0 17.9 12.7 

500 이하 16.7 12.5 28.6 26.1 32.1 30.4 

800 이하 33.3 37.5 47.6 47.8 26.8 32.9 
801 이상 50.0 50.0 23.8 26.1 23.2 24.0 

병원구분 

대학병원 1αD.O 87.5 90.5 87.0 53.6 63.3 
기 타 .0 12.5 9.5 13.0 46.4 36.7 

병원소재지 

서 걷 。r 66.7 75.0 38.1 43.5 39.3 40.5 
기 타 33.3 25.0 61.9 56.5 60.7 59.5 

평가점수(점) 81.7 77.3 58.7 59.2 23.5 33.9 

허가용시험건수(건) 5.8 4.8 2.8 2.7 1.3 1.7 

연구용시험건수(건) 48.0 41.4 15.5 16.0 4.7 8.0 

기준 (W)는 IRB를 보유하거나 혹은 시설/약제관리가 질되고 있는 기 

관으로서 병원특성이 기준 (IIl )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유사하였다. 또한 

판정기준에 따라 臨κ試驗 評價뽕I~짧〔와 허가 및 연구용 臨터5試驗件數를 비 

교한 결과 수용가능기관은 전체 평균에 비해 모든 변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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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IRB 운영이나 시설 및 약제관리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기관 

이 56개소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수용기관에 비해 病院規模도 작고 

대학병원의 비율도 낮았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KGCP 수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醫藥品 제조 

및 품질관리제도(KGMP :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도업할 

때 KGMP는 곧 施設據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GCP는 GMP와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이 거의 없다. 규정상에는 臨많試驗실 및 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컨대 제3상 臨많試驗의 경우에 

는 기존인력과 설비를 臨많試驗 목적에 맞게 活用하면 된다. 또한 IRB 

委員웰 構成괴 jÈ款등 規程을 마련하는 것은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 

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56개 기관을 별도로 분류한 것은 

여타의 기관에 비해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좀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 

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내년으로 예정된 KGCP 도입 시기까지 23 

개 기관에서는 쫓容可能性이 매우 크나， 나머지 56개 기관은 準備期問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CP제도 도입에 대한 進入障훨은 대체로 낮다 

고 볼 수 있고， 臨l5R試驗 실시 지정기관이 기본적으로 레지던트 수련병원 

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臨l5R試驗에 대한 기본적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다. 다만 GCP는 시설과 관련된 

Hardware적인 측면보다는 운영과 관련된 Soítware적 측면이 중요하므로， 

IRB活動 및 敎育 弘報技能의 彈化가 필요한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試驗

寶拖 經驗이 축적되면서 개선되어질 사항으로 평가된다. 

臨딩:試驗의 質的인 문제이외에 뚫的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연평균 허기용 臨

皮試驗 건수는 20여건으로 앞으로 신약도입 속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내 83 

개 기관이 수용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 호택 GCP제도의 도입 및 실시는 臨κ

試驗 실시기관에서 臨皮試j驗수준을 향상시키는 觸媒역할을 할 것이며， 臨뚱試驗 

은 기존에 試驗寶施 經驗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VI. 結 論

1. 基本方向

醫藥品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良質의 醫藥品을 제공하는 것은 國民保健次元에서 매우 중요하 

다. 이에따라 세계각국에서는 의약품과 제조업에 대한 許可 및 事後管理

制度를 마련하여 의약품 開發에서부터 生앓流通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 

을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 관리제도는 醫藥品의 安全性(Safety)과 有效性

(Efficacy)을 확보하기 위 해 마련된 것으로 오늘날 科學技術이 발달하고 

消費者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醫藥品 許可管理-體系를 구축해 왔으며， 

1994년에는 醫藥品 製造 및 l잎I質管’理制度(KGMP)를 전면 도입하였다. 

현재는 醫藥品 臨1*試驗管理基準(KGCP)을 立案據告 중에 있다. 

KGCP는 의약품의 開發段階에 대한 관리규정으로서 오늘날 국내 제약 

기업의 新藥開發 능력이 향상되고 國際化 및 開放化가 진전됨에 따라 제 

도 도입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국 

내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수준이 全般的으로 未治한 것으로 나타나， 본 제 

도 響入의 必要性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임상시험 수준이 미흡한 것은 해당기관중 臨1*試驗을 전혀 실시해 

본 적이 없는 기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9개 臨많試驗기관 

중 臨皮試驗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은 반수정도인 46개소에 불과하였는데， 

이들 기관은 미실시기관보다 臨皮試驗 능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안예고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단기간내에 臨많試驗管理基 

準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23개소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KGCP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이들 임상시험실시 經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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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관과 受容 可能性이 크다고 평가된 기관을 중심으로 許可用 臨皮

試驗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허가용 임상시험 건수가 20여건 

정도라는 것과 이들 기관의 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臨많試驗 管理基準의 

평入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한편으로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도입은 사실상 行政規制 彈化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 國際鏡爭力 꽤化의 차원에서 정부정책이 規制鍵和

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본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큰 흐름에 進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規制續和는 選別的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오히려 규제강화가 궁극적으로 鏡爭力 確保의 기초가 되고 또한 국민의 

人權保護 및 의약학 등 科學技術 發展에 기여한다면 이는 가능한 한 펀速 

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臨%試驗管理基

準의 도입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상시험관리기준의 핵심이 倫理性 및 科學的 찢-當 

性의 확보를 통한 臨ÞR試驗의 質的水準 l텍上에 있으므로， KGCP 정착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상시험기관에서의 wf究 줬圍氣 造成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시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 만큼 핍究의 設計에서 

부터 分析에 이르기까지 보다 樞重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liFf 

究者의 資質向上과 相互協同댐究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臨ÞR試驗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被驗者의 權益保護 뿐만 아니라， 개방화 국제화시대에서 生存하기 

위한 보다 積極的인 試圖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관리제도의 早速하 

고도 效率的인 도입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自體的인 努

力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시행의지를 갖고 國內 基盤與件 造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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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細部課題

가. 審議 및 藍督技能의 9펴化 

醫藥됩I 臨BR試驗은 의약품의 종류나 대상질병， 임상시험실시 단계， 의뢰 

자의 시험실시 목적 등에 따라 연구의 內容이나 方法이 多樣하며， 연구결 

과 또한 客觀的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임상 

연구에 대한 質管理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판정에 

앞서 연구의 設計 및 結果分析 등 진행과정 단계별로 審議 및 藍督技能을 

彈化시켜야 한다. 

醫藥品 臨많試驗에는 依賴者인 제약회사와 修行者인 의료기관， 그리고 

시험결과 審훌를 담당하는 정부 등 3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 기 

관중 연구내용을 가장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은 시험수행자인 醫쳤쫓 

機關이며， 따라서 자체 심의기구인 臨皮試驗 審훌委員會(IRB)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금번 臨皮試驗기관 실태조사에 의하면 IRB를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41 

개소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정관이나 연구계획 평가지침서， 부작용 처리지 

침등을 갖추고 活動하는 기관은 8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IRB의 80%가 

92년 이후에 설치되어서 위원회의 審議機能이 定흙된 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임상연구의 質管理는 병원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IRB의 역할을 活性化시켜야 한다. 임상시험에 대한 對外的인 信賴度

를 얻기 위하여 병원 스스로 臨w試驗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RB 활동을’ 

꽤化시켜야 할 것이다. 

IRB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支援도 필요하다. 현재 IRB를 

설치하고도 관련규정이 미비한 기관이 33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標準化된 指針을 제공하고 이를 각 병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국내 임상시험기관의 IRB는 더욱 신속하게 定

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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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기능이 定훌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最善의 政策텀標는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이 IRB를 構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IRB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성을 개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위원회 구 

성원중 非專門人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의 행정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래 ~I~專門人을 포함시키는 것은 被驗者의 碼益을 保護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병원과 연관이 없는 자로서 被驗者를 

對辯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의료기관 자체의 審議·藍督 기능이외에 정부의 寶좁 또한 강화해야 한 

다. 현재 醫藥品 허가목적으로 臨皮試驗자료가 제출되면 정부에서 임상 

시험실시기관을 寶훌하고 있으나， 아직은 寶훌가 법규로 규정된 것이 아 

니어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醫藥品 臨15R試驗 寶施水準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IRB 없는 기관에 

서 허가용 臨κ試驗이 실시된 경우도 많다(139건중 23건). 따라서 정부의 

寶좁를 강화하여 臨15R試驗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實짧를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寶쪼擔짧’者의 專門性 확보 및 寶좀가이드라인의 

作成이 필요하다. 

臨κ試驗의 依賴者인 제약회사도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데， 연구 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연구 

자간에 계속적인 接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와 제약회사간 

의 관계는 여러 형태를 보여， 따究와 관련하여서는 依賴者와 受託者의 관 

계이나 마케팅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는 제약회사의 顧客이므로 현실적으 

로 국내에서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제약 

회사에 醫藥品 臨15R試驗을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專門人도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敎育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立案據告(案)에는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이 勳告휩項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점진적으로는 꽤制휩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寶쪼項目에 포함 

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活性化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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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被驗者 保護方案 摩練

醫藥品 臨1*試驗은 미허가 되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효능·효과의 安

全性， 有效性을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被驗

者들의 權利와 安全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 

라 세계 각국에서는 GCP 규정을 통해 「被驗者 同첩;뿔(informed consen 

t)J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 세부시행 내용에는 차이가 있 

다. 즉 同意 取得方法을 환面同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口頭同합도 예외 

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드시 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同意

取得 方法이 다양하다는 것은 同합 취득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그 나라의 社會 및 文化的 風土와도 관련이 깊다. 주요 선 

진국의 同意 취득방법을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例外 規定을 두 

고 있는데， 이는 東洋文化짧의 특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GCP(案)에서는 반드시 훔面同意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규정을 준수하여 서면동의를 취득한 비율은 

허가용 임상시험의 경우 61.7%, 연구용 임상시험은 45.3%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임상시험에 대한 一般人의 認識度가 높지 않고 

의사결정이 환자 자신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家族 등의 영향 

을 크게 받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연구참여를 위한 同急 取得이 매우 어 

렵다. 결국 임상시험의 途行可能性이 매우 낮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신약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倫理的인 측면에서 연구대상자의 權益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 

내에서 임상시험 연구의 活性化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同합뿔 取得 問

題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臨κ

試驗 段階별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安全性

(Safety) 검토를 위한 1상과 前期 2상에서는 반드시 뿔面同;헬를 확보하도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有效性(Efficacy) 검토를 위한 後期 2상과 3상에 

서는 등활面同첩;를 원칙으로 하되 臨않試驗審쪼委員웰(IRB)가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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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口頭I司意로 허용하는 例外 規定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 풍토에서 임상시험이 무리없이 定옳되 

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被驗者에 대한 權利와 安全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同意서 確保이외에 시 

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병원내 醫藥品 副作用

管理體系 및 細곰11規程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副作用 情報

를 신속히 수집하여 藥福事故를 방지할 수 있도록 副作用 모니터링 보고 

를 活性化해야 한다. 이밖에 임상시험중 발생할 수 있는 藥物副作댐에 

의 한 J핸、者被害를 Q흠휩하기 위 하여 臨1*試驗保險制度의 도입 도 요구된다. 

다. 多機關 共同 臨皮試驗(Multicenter Clinical Trials) 活性化

多機關 共同臨앉試驗은 두개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共通의 1jFf究計

팔O書를 작성하고， 그 연구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기관에서 共|司맑究를 수행하면 연구대상자의 확보가 용이해져 ffiî貴한 

}돗病에 대한 임상시험이 가능해지고， 임상시험의 期問을 단축할 수 있으 

며，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代表性을 

增大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共同연구를 통해 

시험 방법 및 결과의 客觀性과 信賴性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결 

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쉽다. 

國內 多機關 共同臨皮試驗의 실태를 살펴보면 허가용 임상시험 가운데 

1993년에 4건 (21.1%)으로 10개 의료기관에서， 1994년에는 6건(17.1%)으로 

15개 기관에서 각각 실시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동연구건수도 적거니와， 실시내용도 미흡하다. 共 l司試驗의 내용은 실제 

로는 복수의 單一機關 臨터5試驗(Multiple Single Clinical Trials) 결과를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하는 연구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에서 多機關 共

同臨앙試驗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共|司臨%試驗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단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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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의 임상시험에 비하여 땀{究設計가 複雜하고 어려워지므로 연구수행 

이 힘들어진다. 여러기관에 환자를 無作寫로 配定하기가 쉽지 않고， 연구 

대상수가 작을 때는 結果分析도 어렵다. 또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개별 

연구자의 指名度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구의욕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기가 힘들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연구기관 및 연구자간의 水

準 差異가 크면 공동연구의 의미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多機總 共同 臨셔i試驗은 연구방법 및 결과의 科學的 잦햄;↑1:을 

확보하여 연구의 質的水準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댐표情報交換이 가능하고， 오히려 임상시험 

수준이 미흡한 기관 및 연구자에게는 敎育의 계기도 되어 전반적으로 국 

내 임상시험 수준이 향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多機關 共同臨皮試驗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活性化 내지는 內寶

化 될 수 있도록 與件造成에 힘써야 한다. 多機關 共同 臨CR試驗은 연구 

설계 및 결과분석이 복잡하므로 임상역학자나 통계학자 등 專門人力을 양 

성 해 야 하고， 여 러 기 관의 臨fR試驗을 造成(coordinate)할 수 있는 통제 센 

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잘 계획된 多機關 共

同臨fR試驗에 대하여 댐究費를 支援해 주어 임상시험을 바람직한 방향으 

로 선도해야 한다. 

라. 敎育 및 弘報 등 基盤與件 造成

醫藥品 臨tR試驗의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專門人力 및 施設의 確

保가 가장 기본이 된다. 臨당;:liFf究는 거의 대부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가 送行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該據中心으로 편성되어 있어 

서， 연구와 관련된 과목은 매우 적게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등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다. 더욱이 연구보다는 談穩에 더 

많은 價{直를 뼈;與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임상연구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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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歸많試驗의 질적수준은 시험을 담당하는 의사의 資質에 달려 있 

으므로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한 敎育 및 弘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 

다. 현재 임상시험이 활발한 병원에서는(25.3%) 세미나나 講演會등을 개 

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연구방법론이나 통계분석법， 관련제 

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 자체내의 %修敎育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임상교육에 대한 標準化된 

敎材를 개발하여 임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敎育을 받도록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학회에서는 보다 정선된 내용을 담은 公式的인 

敎育認程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臨CR試險을 수행하는데는 의사 이외에 支援人力이 필요하다. 예컨대 

제 1상 및 前期 2상단계에서 藥物動力學的 分析을 위해서는 臨皮藥理學者

가， 제3상 臨fR試驗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수의 결정이나 연구 

설계， 환자의 무작위 배정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臨%

力學者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지원인력이 1명도 없는 기관이 42개소 

로 과반수(46.8%)가 넘는 실정이며， 3분야의 인력을 모두 갖춘 기관은 극 

히 소수이다. 즉 임상시혐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인력의 

據充이 시급하다. 

인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도 臨티￡試!險 段

階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서 가장 頻緊하게 수행되는 3상시험에는 별 

도의 시설없이 많存拖設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1상 및 전기 2상에서 

藥物動力學的인 데이타를 얻기 위해서는 미량분석기인 HPLC 등이 필요 

하다. 

특히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 臨æ試驗을 시행할 때는 被驗

者들을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폐쇄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麻망試驗 專JH 따究病室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全無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臨κ試驗센터를 설립하여 짧많試驗 寶施基盤을 造成하고 시 

험수준을 I데 h시켜야 하며， 본 센터는 엄상교육이나 관련정보 및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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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물론 多機關 臨皮試驗에 대한 조정기능 등을 보유하도록 하여 본 센 

터가 臨皮試驗의 메카로서 자리잡도록 支援해야 한다. 

마. 許可節次의 改善

醫藥品 臨tR試驗 管理基準(GCP)을 도입 하는 목적 은 臨tR試驗 寶施 水

準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순기 

능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혹 발생할지 모르는 副作用에 대한 對處方案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시험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강제조항으로 된다 

면 임상시험기관에서의 1iJt究途行期問이나 보사부에서의 許可審호期間이 

長期化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핍究費의 추가적 부 

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연구 및 許可審호期間이 길어진다는 것은 의약품 허가과정이 植꿇히 다 

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治擔可能性을 신 

속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도 있다. 제약회사로서는 製品 開發웰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長期化되고 있는 許可期間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 

에서는 제2상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 CTC (Clinical Trial 

Certificate )와 CTX(Clinical Trial Exmptions)로 나누어， 일부 의 약품에 대 

해서는 前臨tR試驗에 대한 휠約資料만을 제출하는 簡略化制度 CTX를 도입 

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신약중 중증치료제에 대하여 제2， 3상 임상 시험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速許可制度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許可期間을 短縮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1상 시험은 시험내용이 安全性에 대한 係認이며， 사람에 있어서 

의 藥物動力學的인 검토이므로 점진적으로 許可制에서 뎌3告制로 전환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난치병과 같은 중증치료제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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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2상과 3상시험을 同!함에 途行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허가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臨æ試驗기관의 자체 

質管理가 매우 중요하다. 즉 臨%試驗 審호委員會(IRB)의 機能 햄化가 

GCP 제도를 정착시키는 據짚이 되는 것이다. 



參 考 文 1歡

< 國內 文默 > 

김훈교피험자의 동의취득」， 『臨터5藥理學會誌~， 제 1권 제1호， 1993, 

pp. 118-120. 

노재경임상시험 연구자 및 시험의뢰자의 역할과 책임」， 『臨많藥理學會 
誌~， 제 1권 제 1호， 1993, pp. 106-9. 

박병주약물역학의 발전배경 및 연구방법론」， 『臨많藥理學會誌~， 제2권 
제 1호， 1994, pp. 63-72 

保健社會部IT'醫藥品 臨똥試驗 管;理基準~ (改正案)， 1994. 

保健社會部IT'適正該廳保l혈을 위 한 醫爾의 質管理 맑究~， 1991. 

신상구임상시험심사위원회」， 『臨'*藥理學會誌、~， 저u권 제1호， 1993, 
pp. 110-7 

李嚴맺O 外 『醫藥品 製造및 輸出入 管理制度 比較맑究~， 韓國保健社 會6자 

究院， 1992 

이 정상， rGCP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臨'*藥理學會誌~， 제1권 제1호， 1993, 

pp. 101-5. 

< 外國 文敵 > 

Anthony C. Cartwright and Brian R. Matthews, Pharmaceutical 
Product Licensing Requirements for Europe, England, Ellis 
Horwood Limited, 1991. 

Mark Mathieu, New Drug Development A Regulatory Overvieω， 

Cambridge, PAREXEL Intemational Corporation, 1990. 

P.F.D’Arcy, D.W.G. Harro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The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1992. 



參j쯤JtJl.장 123 

Richard A. Gu따ino， New Drug Approval Process, New York, Marcel 
De셈<er， INC, 1987. 

SCRIP, Good Clinical Practice in Europe, Richmond, P]B Publications 
Ltd, 1989. 

SCRIP, The SCRIP Guide to Good Clinical Practice Documenting 
Clinical Tr따ls to US FDA Requirement, Richmond, P]B 
Pulications Ltd, 1987. 

Y AKU]I NIPPO, Drug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apan, Tokyo, 
1991. 





附 錄

I . 헬싱키 宣言(Declaration of Helsinki) 

II. 程度管理結果分析

llI. 調 훌 票





1 . 헬 싱 키 宣言 (Declaration of Helsinki) 

부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生物醫學的 핍究에 關與하는 의사의 指針

1964년 핀랜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제 18차 세계의사총회에서 결의된 것 

으로， 1975년 일본 동경에서의 제25차 세계의사총회， 1983년 이태리 베니 

스에서의 제35차 세계의사총회 그리고 1989년 홍콩에서의 제41차 세계의 

사 총회에서 수정되었다. 

1. 序 論

인간의 健康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의사의 슷n誠과 良心은 이 

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의사협회의 제네바 선언에서 ”우리 의사는 환자의 健康이 우리의 

제 1 I짧心이다” 라고 서약하며， 醫爾倫理에 관한 국제협약(Inteπl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肉體的 또는 精-神的 상태 

를 약화시킬 수 있는 醫學的 조치를 취함에 있어 오로지 환자의 이익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야 한다” 라고 선언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生物醫學的 연구의 목적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방 그리고 원인과 병리의 이해를 向上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의학에서 대부분의 談斷， 治據， 폈防의 방법은 일정한 위험을 수반 

하며， 특히 생물의학적 연구의 경우에 그러하다. 의학의 발전은 연구에 기 

초하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포함한다. 

생물의학적 연구를 구분함에 있어， 그 목적이 根本的으로 환자의 진료 

에 있는 것과 그 목적이 대상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인 價{直가 있기보다는 

순수 과학적인 것의 차이를 明白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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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安全에 影響을 줄 수 있는 연구의 수행 

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험실에서의 결과가 과학적 지식을 넓히고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데 기 

여하기 위해서는 第極的으로 인간에게 適用되어야 하므로， 세계의사총회 

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에게 다음 

의 指針을 觀告한다， 이는 차후 지속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전세계의 의사에 대한 하나의 指針일 뿐， 각 국의 법이 정하는 형 

사상， 민사상，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2. 基本原則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학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 

적인 원칙에 立뼈해야 하며， 적절한 실험실 내， 그리고 동물을 대상 

으로 한 실험의 결과와 축적된 科學的 %J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計劃과 修行은 정확하게 기술된 실험 

계획서로 미리 作成되어 시험담당자나 의뢰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원 

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위원회의 활동은 연구가 진행되는 각국 

의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생물의학적 연구는 臨κ的 能力을 갖춘 의료인의 감독 하에 과학적 

으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대상 피험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의료인에게 있으며， 비록 동의서에 명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험자 자신에게 있지 않다. 

라. 피험자에 대한 危險이 연구의 중요도를 상회할 경우는 合法的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마. 모든 생물의학적 연구는 수행에 앞서 被驗者와 關聯者에게 예측되는 

위험에 대하여 주의 깊게 考察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 被驗者의 위험 

에 대한 경계가 과학과 사회의 이익에 대한 고려에 항상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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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험자의 안전과 온전에 대한 權利는 항상 尊重되어야 한다. 피험자 

의 사생활을 지키며 피험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인격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연구에 수행되는 위험을 據測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연구수행에 參

與하지 말아야 하며， 연구도중이라도 危險이 利益을 상회함이 발견되 

면 연구를 中斷해야 한다. 

아. 연구결과의 발표에 있어 정확을 기해야 한다. 이 선언에 기초하지 않 

은 실험의 결과는 발표할 수 없다. 

자. 모든 피험자는 연구의 目的， 方法， 緣測되는 利益과 가능한 危險， 그 

리고 수반되는 不便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 

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는 피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되 가능한 서면으로 한다. 

차. 피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험자가 의 

사에게 依存的인 관계에 있어 義務感으로 동의를 할 可能性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과 관계가 없는 다른 의사가 동의서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카. 피험자가 법적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경우， 각국의 법에 의거한 

法的 代理人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즉，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이상으로 피험자로부터 직접 동의서를 받을 수 없거나 피험 

자가 어린이인 경우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있는 친인척 등이 

대신 동의를 할 수 있다. 

3. 醫廳處置를 겸 한 醫學짧究(臨皮冊究) 

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는 새로운 진단이나 처치법이 환자의 생 

명을 지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 이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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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방법으로 기대되는 利益과， 危險， 不便등을 기존에 사용되는 

최선의 방법에 대비하여 考察하여야 한다. 

다. 모든 의학연구에 있어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피험자에게 最上의 該

廳方法이 동원되어야 한다. 

라. 환자가 연구에 참가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도 의사 환자간의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마.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연구의 경우， 明確한 이유를 연구신청서와 실 

험 계획서에 명시하여 獨立된 委員떤의 檢討를 받아야 한다. 

바. 의료행위와 새로운 의학지식을 얻기 위한 의학연구의 拉行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만 正當化될 수 있다. 

4.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목적 이외의 生物醫學的 昭究 (非臨

皮的 生物醫學 昭究)

가. 인간을 대상으로 純伴 科學的인 醫學댐주究를 수행할 경우， 의사는 피 

험자의 生命과 健康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나. 건강인이나 그 질병이 임상시험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환자 중에서 

자발적 참여자를 피험자로 모집해야 한다. 

다. 연구의 지속이 피험자에게 해가 된다고 判斷되면 {따究를 중지해야 한다. 

라.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科學과 社會에 대한 利益이 피험자의 안녕에 

절대 우선할 수 없다. 



II. 程度管理 結果分析

1. 程度管理와 臨皮試驗의 寶績 水準間의 關聯性

臨ßR試驗의 6다究水準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즉， 참여하는 연구 

자들의 수준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程度管理 수 

준 또한 주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정도관리협회가 있어 6개의 분과로 나뉘어 전국 의 

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의료용 장비들의 }윌度管;理를 맡고 있다. 

분과의 종류는 뇨검경， 미생물， 진단혈액， 혈액은행， 일반화학， 면역방침 

등 6개인데， 각 분과별로 시행횟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매년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씩 표준자료를 협회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보내어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본 협회의 가 

입은 의료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환자의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醫擔裝備의 程-度管햄가 철저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즉， 아무리 고가의 최첨단 장비라도， 그 장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든지， 程度管理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는다면， 심사결과의 타당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臨ßR試驗寶施 지정기관들의 臨皮試驗 수행능력 

을 평가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표로서 대상 기관들에서의 程度管理 結果를 

分析하고자 하였다. 

2. 程度管理 結果 分析

연구대상 기관의 程度管理 결과의 제출율이 저조하여， 전체 기관을 대 

상으로 한 분석은 어렵고， 단지 분과별로 程많管理의 수준을 개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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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뇨검경 (만점 10점) 

뇨검경성 분과에서는 pH, S.G Protein, Glucose, Ketone, Bilirubin, 

Nitrite, Blood, Urobilinogen, Leukocyte 등 9가지 기 본심 사 항목과 심 사 

물 사진결과를 포함한 10가지 항목에 대한 올바른 평가 수를 점수화하였 

다. 그 결과 207ß 의 원-度管理結果 제출기관 가운데 8개 항목이상을 맞힌 

기관이 197ß로서 96%를 차지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기관의 1/4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뇨겸경의 결과 

는 비교적 뚱當度가 높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2n4 각 r 
10점 

9점 

8점 

7점 

계 

나. 미생물 검사 

No. 

15 
2 
2 

1 

20 

% 

75.0% 

10.0% 
10.0% 
5.0% 

100.0% 

미생물 검사는 1993년에는 5개의 검체， 1992년에는 4개의 검체를 표준시료로 

대상기관에 보내어 동정시킨 후 그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good으로 판 

정된 갯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모두 23개의 대상 기관중 207ß(87%) 

에서 75점이상의 성적을 얻었는데 60점이하의 기관도 3개(1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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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6 69.7% 

2 8.7% 

2 4.3% 

4.3% 

l 4.3% 

4.3% 

23 100.0.% 

100점 

80점 

76점 

60점 

33점 

20점 

계 

다. 진단혈액 (15점 만점) 

점 까‘ 
T No, % 

4 19.0% 

5 23.8% 

7 33.4% 

4 19.0% 

4.8% 

21 100.0.% 

처n
 

처
n
 
처
n
 
져
n
 

처
n
 
-

”u 

u 
n 
8 

7 

-
겨
 

듭?斷血波分科는 각 기관의 결과에서 전체평균을 뺀 뒤 이를 전체 표준 

편차로 나누어 구한 표준편차 지수를 이용하여 절대치가 0.5 이하인 경우 

는 3점， 절대치가 1이하인 경우는 2점， 절대치가 2이하인 경우는 1점， 그 

리고 2를 넘어서는 경우는 0점으로 하여 백혈구， 혈섹소， 혈소판， 적혈구， 

망상적혈구의 5항목에 대한 점수의 총합을 구하였다. 그 결과 15점 만점 

의 80%인 12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중 9개로서 43%에 불과하였 

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의 이유가 검사성적이 낮기 때문 

이라면 전체적인 수준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장斷血滾 

의 검사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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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혈액은행 (5점 만점) 

처n 「/-- No, % 

5점 5 38.5% 

4점 7 53.9% 

3점 7.7% 

계 13 100.0.% 

血滾銀行分科는 ABO 혈구형 및 Rho(D)형 검사， ABO 혈청검사， 교차 

적합시험， 불규칙 항체선발검사， 직접형글로부린검사의 5항목에 대하여 적 

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자료를 제출한 13개의 기관중 5개의 

항목을 모두 맞힌 기관은 5개로서 40% 미만이었다. 

마. 일 반화학(12점 만점 ) 

1:1 π ~ No, % 

3 11.5% 

11 점 2 7.7% 

10점 6 19.2% 

9점 5 19.2% 

8점 3 11.5% 

7점 2 7.7% 

6점 4 15.4% 

5점 3.9% 

4점 3.9% 

계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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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化學分科에서는 Sodium, Glucose, GOT, Cholesterol등을 평가항목 

으로 선정하여， 등?斷血波分科의 검사항목에 적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점수를 배정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하였다. 자료를 제출한 26개 기관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12점 만점에서 10점 이상을 기록한 기관은 모두 10개 

로서 38.5%에 불과하였다. 즉 -般化學 檢호 結果의 -잦當度가 전반적으 

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 

관 공동 臨κ試驗의 경우에 환자의 선정기준을 일정하게 하여도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에 -般化學檢훌의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구대상 

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 

로 연구기관별로 선정된 환자의 기초상태 생리적 기능에서부터 현저한 차 

이가 있게 되면， 臨κ試驗에 참여한 연구대상들의 치료결과가 연구대상 

치료법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연구대상들의 연구시작 당시 상태의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臨많試驗의 목적인 치료효과의 타당한 평가가 불가능 

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臨%試驗 지정 기관에 대한 -般化學檢춤 

의 원}포/원;理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야겠다. 

바. 면역혈청 (8점 만점) 

점 기 /ι-

8점 

7점 

6점 

5점 

l점 

계 

No, 

5 

7 

5 

3 

23 

% 

21.7% 

30.4% 

21.7% 

13.1% 

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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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혈청분과에서는 ASO 검사， CRP 검사， RF 검사， Widal 검사， STS 

검사， HBs Antigen 검사， Anli - HBs Anlibody 검사， Anli-HCV 검사결 

과 등의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올바른 답을 제시한 수로 점수화 하였 

다.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한 23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였을 때 80점 이상을 얻은 기관은 12개로서 52.5%에 불과하였다. 

-般化學檢흉와 마찬가지로 면역혈청검사도 臨야試驗을 시행할 때 연구 

대상환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되므로 위양성 (false 

positive)이나 위음성 (false negative) 결과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으면 균일 

한 연구대상을 선정할 수 없게 되므로 연구결과에 교란현상(confounding 

effect)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程度管理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程度管理 結果分析을 종합하면 뇨검청이나 미생물검사 및 血1*

銀行등의 분과에서의 程度管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나， 該斷血滅이 

나 일반화학 및 면역혈청 등의 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程度管理의 내용 

은 매우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의 선정기준을 적용 

하기 위한 자료 제시 및 치료결과 판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에 있어서 필 

수적 검사항목인 -般化學檢훌와 평斷lÚl波 및 면역혈청검사 결과의 타당 

도가 높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료 

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에서의 程度管행 水準이 자료를 제출한 기관 

들보다 현저히 낮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의약품 입상시힘 실시기관 실태조사서 
- 임상시험 일반 -

< 인사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임상시힘 관리제도(GCP: Good Clinical Practice) 가 1987년 제정·고 

시됨에 따라 임상시휠 결과의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율 확보함은 툴론 피힘자 

률의 권리와 안전율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준제정 이 

후 제도시행율 위한 여건조성과 기준 수정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용여건 미비로 아직까지는 GCP제도롤 시행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와 국내 입상시엽의 

수준향상，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보증율 위해서는 본 제도의 조속한 도 

입 및 시행이 요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정부출연 연구원인 우리 기관에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롤 용역 의뢰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본 연구수행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이번 조사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 병원에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본 연구원의 연구진에 의해 분석되어 현행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방안율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 

사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율 것이며， 개별 병원에 대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율 것이오니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협조에 심심한 사의툴 표명하는 바입니 

다. 감사합니다. 

보 건 사 

1994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연 하 청 

닙 

T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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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기쩨요령 

1. 본 실태조사서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표분류 색 상 작성자 조사대상 범위 

임상시험 일반 흰 색 임상시험담당자(추천자) 
임상시험 담당자가 

대표로작성 

허가용 임상시험 노랑색 해당임상시험 책임자 
’90년 1 월 이후의 

모든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랜딩용)임상시험 ξa을1 드 L-gA -1” 해당임상시험 책임자 
근래에 종료된 임상 

시협 3건 

• 원장님의 추천을 받으신 임상시험 담당자께서는， 

- 임상시험 일반 조사표(흰색)를 병원대표로서 직접 작성해 주십시요. 

- 보사부 제출을 위한 현으t용 임상시힘에 대한 조사표(노랑색)는 책임연구자에게 

주시어 작성하게 한 후 취합해 주십시요. 때Q넌으l포목듬 허가용 임상시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돼싶죄효뀔닫은 노랑색 조사표 앞에 첩보하였사오 

니 해당연구자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요.) 

- 연구욕(래탐욕) 임상시힘 조사표(붉은색)는 근래에 심스L및효률될죄효효킹에 

대하여 적곡과가 죽복되지 않게 선정한 후， 각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담당자 

께서 취합해 주십시요. 

2. 당원의 연구팀에서는 11 월 2잊 - 11 월 15임 사이에 전화로 열람을 드린뒤 밤문하 

여 조사표 3종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회가 방문할 때까지 반드시 조사표 3종을 모두 쥔합해 주십시요. 

3.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요. 

- 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 제도 연구반 

- TEL: 355-8003(교환 325, 326) 

- FAX: 352-912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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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사항 

1. 병상수 : 병상 

원
 
원
 

벼
。
 벼


립
 
과
 

분
 
국
 
치
 

뭔
 
1 
4 

병
 
口

口

n
/
』

口 2. 대학병원 

口 5. 한방병원 

口 3. 일반종합병원 

口 6. 기 타 

3. 수련구분 

口1. 인 턴 口 2. 인턴 및 레지던트 口 3. 레지 던트 口 4. 기 타 

임상시험 통계 

온조사서에서는 임상시힘을 다음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 제조현으t최듬에 필요한 자료를 복좌로에 

제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허가용 임상) 

국내에서 으민L화간된 의약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 

각 경우에 대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옆모봐를 받고 임상시힘연구를 의뢰받은 건수를 

연도별로 적어주십시요. 

연 도 
허가용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 

종의뢰건수 1상 2상 3상 의뢰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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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시설 및 시험관리 

1. 임상의사 이외에 임상시힘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의 

학력을 적어주십시요. 

성명과 최종 

t trj 야 인원 수 성 영(최종학력/전공분야) 

임상약리학자 인 

역 학 자허 인 

통계학자a) 인 

Pharm. D. 인 

전담행정요원 인 

기 타 ( 인 
‘ 학부전공과 무관하게 석사이상의 과정에서 역확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경우도 포함 

2. 임상시험 전용 시설 

2- 1. 임상시험 연구용 실험실(약물농도분석， 임상검사시설등)01 있습니까? 

口 1 별도로 있음 φ 면적평， 밤수----개소 
口 2. 기존시설 이용 
口 3. 없음 

2-2. 임상시험 전용 연구병실이 있습니까? 

口 1. 별도로 있음 다 침상 

口 2. 임상시험용으로 지정된 병실은 있으나， 일반환자도 사용이 가능 

c) 침상 

口 3. 임상시험용으로 지정된 병실은 없으나， 필요시 임상환자 사용가능 

2-3. 약물농도 분석등 미 량분석 

口 1. 있음(무엇 : 

口 2. 없음 

3. 임상시험용 약제관리 

기기가 있습니까? 

3-1. 임상시험용 약제보관을 

디 1. 있음 (소속부서 : 

위한 특수 캐비넷， 장등 보관시설이 있습니까? 

보관시설형태 ) 

口 2. 없음 ‘ 



3-2. 임상시협용 약제에 대한 불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口 1. 임상시험용 약제에 대한 전용관리대장이 있음 

口 2. 기록은 남기나 전용관리대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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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3. 임상담당의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불출하고 기록은 남기지 않음 
口 4. 기 타 (방법 

3-3. 병원약제부에서 입상시험약제를 전달하고 있는 인력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습 

니까? 

口 1. 예 (직책 성명: 

口 2. 아니오 

4. 입상시험 검사 
4-1. 검사실에는 연구용 검체에 대한 별도으I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口 1. 예， 별도으I SOP가 마련되어 있음 

口 2. 아니오 

4-2. 귀 병원 입상검사실은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口 1. 예 (가입연도: 년) 

최근 2년간(’92， ’93년도) 적도과리 ~I ç::~ 석적표 사복을 보내주십시요. 

口 2. 아니오 

5. 임상시협 교육 

5-1. 임상시험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하여 병원내에 세미나나 강연회 등 

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口 1. 예， 정기적으로 실시합( 회/1 년) 

口 2. 실시한 적은 있으나 부정기적입 

口 3. 실시한적 없음 

5-2. 최근 2년 (92.9 - 94.9) 사이에 실시했던 세미나나 강연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요. 

시기(년/월) | 형 태 주 제 



스터디 해외연수， 활동(여1:관련학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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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귀병원에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다른 
그룹 결성등)01 있으면 적어주십시요. 

6. 구l 병원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약제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은 어떻습니까? 

口 1. 반드시 본병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 

口 2. 국내 다른병원에서 실시했던 임상시험 결과가 첨부되면 약제도입이 가능 
口 3. 임상시험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음 

口 4. 기 타 (무엇 : 

IRB 설치 및 운영 

1. 설치 

1-1. 귀 병원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 InstitutionaI Review Boa띠)가 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아닌경우， p7. I약사위원회(DC) l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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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기 타 

디 3. 

디 6 

口 2. 약사위원회 

口 5 기획실 

1-3. 본기구의 소속은? 

口 1. 병원장 직속 

口 4.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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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구성 

2-1. 위원임기 년 

2-2. 각 구성원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요. 

전공분야(최종학력) 성 명 전공분야(최종학력) 

3. 위원회 운영 

3-1.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문 규정， 또는 정관이 있습니까? 

口 1. 예빼(예인경우， 정관 사본 1부를 첨부해 주십시요) 

口 2. 아니오 

3-2.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합니까? 

口 1. 병원장이 임명 口 2. 병원장 겸임 

口 3 위원중 호선 口 4. 기타( 

3-3.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있는대로 체크하십시요. 

口 1 임상연구 및 시협의 목적， 내용， 조건등의 타당성 검토 

口 2. 피험자 동의서 내용의 타당성 검토 
口 3 임상시협 계획 변경시 타당성 검토 

口 4. 임상시험 진행상태의 확인 및 조사(중간보고등 포함) 

口 5. 임상시험 종료 및 종료보고서 확인(동의취득 내용 확인) 

口 6. 부작용 발생에 대한 처리방향 설정 

3-4. 위원회가 심사， 관리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가장 포괄적인 

항목을 하나만 고르십시요. 

口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의료용구등 포함) 

口 2. 병원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월앞품에 관한 임상연구 
口 3. 보사부 자료제출을 위한 의약품 허가 목적의 임상시험 연구 

口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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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4 
예인경우 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요. 

3-6.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침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 심사 거친 경우 심사 거치지 않은 경우 

방침여부 口 1. 있음 口 2. 없음 口 1. 있음 口 2. 없음 

4 ... 
처리방침 

내용 

3-7. 제출된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口 1. 예 빼 (예인경우， 지침서를 1부 첨부해 주십시요 ) 

口 2. 아니오 

4. 위원회 활동 

4- 1. 회의 소집은 정기적입니까? 

1口 정기적 ( 회/1 년) 

2口 비정기적 

4-2 위원회의 회의소집 건수 및 심사 대상 연구과제수 

연도 
회의소집 심사대상 

회 의 결 과(건) 

건수(회) 과제수(건) 승인 
」τ-커L!-닝「 

ξE크흐i ζi그~'t.! 
승인 

1990 

1991 

1992 

1993 

1994.9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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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난 1 년간 귀 병원내 임상시험관련 의사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건 

-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4-4. 위원회 활동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요. 

약사위원회 (DC) 

1. 설치 및 운영 

1-1. 귀병원 약사위원회 (DC Drug Committee)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힘을 관장합니 

까? 

口 1. 예 口 2. 아니오(아닌경우， p9. 면흐E똘Ð 으로) 

1-2. 본기구의 소속은? 
口 1. 병원장 직속 

口 4. 기획실 

口 2. 진료부 

口 5. 기 타( 

口 3. 연구부 

1-3. 약사위원회가 심사， 관리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가장 포 

괄적인 항목을 고르십시요. 

口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의료용구등 포함) 

口 2. 병원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와앞품에 관한 임상연구 

口 3. 보사부 자료제출을 위한 의약품 허가 목적의 임상시험 연구 

口 4.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연구용 임상시힘(연구 및 랜딩용) 

口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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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사위원회의 임상업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있는대로 체크하십시요. 
口 1. 임상연구 및 시힘의 목적. 내용. 조건등의 타당성 검토 
口 2. 피험자 동의서 내용의 타당성 검토 
디 3. 임상시험 계획 변경시 타당성 검토 
口 4. 임상시험 진행상태의 확인 및 조사(중간보고등 포함) 

口 5. 임상시험 종료 및 종료보고서 확인(동의취득 내용 확인) 

口 6. 부작용 발생에 대한 처리방향 설정 

-5. 약사위원회에는 제출된 임상시협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 

습니까? 

口 1. 있음 U+(있는경우， 지침서를 1부 첨부해 주십시요) 

口 2. 없음 

-6. 의약푹 익삭시회과 관련된 약사위원회의 회의소집 건수 및 심사 대상 연구과 

제수 

심사대상 
회의결과 

회의소집 

조건부 연 도 
건수(회) 과제수(컨) .g.~ 불승인 보류 

~'è.! 

1990 

1991 

1992 

1993 

1994.9 

1-7.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침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 심사 거친 경우 심사 거치지 않은 경우 

방침여부 口 1. 있음 口 2. 없음 口1. 있음 口 2. 없음 

4 4 

처리방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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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구성 
2-1. 위원임기 년 

2-2 각 구성원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요. 

전공분야(최종학력) 전공분야(최종학력) 

건의사항 

GCP(Good Clinical Practice) 도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요. 

*첨부서류 확인 

- 최근 2년간(’92.’93년도)정도관리진단 성적표 사본 : 

口 1. 첨부 口 2. 미첨부 口 3. 비해당 

- 임상시험 심사위원회(lRB) 정관 사본 : 

口 1. 첨부 口 2. 미첨부 口 3. 비해당 

- 임상시험심사위원회(lRB)의 연구계획서 평가지침서 사본 : 

口 1. 첨부 口 2. 미첨부 口 3. 비해당 

- 약사위원회(DC)의 연구계획서 평가지침서 사본 : 

口 1. 첨부 口 2. 미첨부 口 3.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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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용 임상시험 

(참고 : 임상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답이 가능한 

항목에는 응답해 주십시요.) 

* 병원명 : 

1. 임상시험 내용 
1-1. 연구제목 : 

1-2. 연구의뢰 회사명 : 

1-3. 임상단계 : 口1. 1상 口 2. 2상 口 3. 3상 

1-4. 임상시험기간 : 임상시험 시작일 • 년 -•- 월 
임상시험 완료 여부 : 口 1. 완료 (---년 ----월) 

口 2 미완료 (현재 연구진도율 -_%) 

1-5. 대상의약품의 약효군별 분류(보사부 분류기준에 근거함) 
口 1. 순환계용약(210) 口 2. 호홉기관용약(220) 口 3. 소화기관용약(230) 

口 4. 종양용약 (420) 口 5. 항생물질제제(610) 口 6. 기 타(무엇:_-) 

1-6. 책임연구자 
- λ.i O~ 
0<그 

- -^、~-'-、.-..，- • 

- 전화 : 

2. 본 입상시협에 관여했던 연구진을 적어주십시요. 

성 명 전공분야(최종학력) lj 성 명 전공분야(최종학력) 

(다기관(M미ti center) 임상시혐의 경우에도 귀 병원 연구진만 적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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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모집 
3-1. 피험자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였습니까? 

- 대상자 기준 : 

- 모집방법: 

- 피 혐 자 수 : 시험시작단계 입 

시험완료단계 잉 

3-2. 연구 대상자의 수는 어떤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口 1. 법적 규정 口 2. 통계적 근거 口 3. 기타 ( 

3-3. 참여한 피험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였습니까? (있는대로 고르십시요) 

口 1. 임상의약품 무료제공 口 2. 연구관련 검사료 면제 
디 3. 전체 검사료 면제 口 4. 입원비 면제 

口 5. 보상금 지급(건당원) 口 6. 없다 

口 7. 기 타 (무엇 ----~ 

4. 피험자 동의서 

4-1. 피험자의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口 1. 동의를 받지 않았다( • p3， 5번문항 정보처리로 넘어가시오) 

口 2. 서면 동의를 구했다 
口 3. 구두로 동의를 구했다 
口 4 기 타 (무엇 : 

4-2. 피협자 동의서 내용은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4-3.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활 경우가 있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4 

」

예인경우， 동의를 구한 대리인은 누구였는지 있는대로 고르십시요 

디 1. 가족 

디 2. 후견인 
디 3 피험자가 지정하는 자 

口 4. 기 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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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험자의 동의 내용에 포함된 항목을 있는대로 체크하십시오. 
口 1. 임상시혐의 목적 및 방법 

口 2. 예측되는 효능·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口 3. 환자롤 피보험자로 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방법 및 내용 

口 4. 참가의 임의성(참가거부에도 불이익 받지 않는다는 보장) 
口 5. 중지의 임의성(시험참가를 동의했어도 도중에 이를 철회할 수 있음) 

口 6. 피해발생시 보상 및 치료대책 

口 7. 비밀보장 
口 8. 기타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5. 피험자 동의서 사본 한부를 첨부해 주십시오. 

5. 정보처리 

5-1. 매 피험자마다 얻어진 정보는 어떻게 정리하였습니까? 

口 1. Case Report Form (CRF)에 정리했다 

口 2. 의무기록지에 정리했다 

口 3 환자대장에 정리했다 

口 4. 기 타 ( 

5-2. 자료정리과정에서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까? 

6. 모니터 

6-1. 임상시험 의뢰회사로부터 모니터를 받았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p4， 7번문항 연구결과 및 방법으로) 

6-2. 모니터를 받은 경우，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열람을 요청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6-3.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한 경우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口 1. 책임연구자 口 2. 레지던트 

口 3. 간호사 口 4. 비 서 / 전담요원 

口 5. 기 타 口 6. 보여주지 않았다. 



7. 연구방법 및 결과 

7-1. 본 허가용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결과를 학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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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口 1. 있다 口 2. 없다 口 3. 비해당(연구 미완료) 

# 
있다면 발표된 논문에 대해 아래에 작성하시고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f:è‘::.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발표 
페 01지 

번 연도 

2 

3 

7-2. 본 임상시험에 있어서 
을 시행하였습니까? 

피힘자어| 대한 치료법의 무작위 배정 (Randomization) 

口 1. 예 

ι 
- 예인경우， 누가 무작위 

口 1. 책임연구자 

口 2. 아니오 

배정을 했습니까? 

口 2. 통계전문가 口 3. 기타 

- 예인경우， 무작위 배정표 (Randomization Sched비e)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7-3. 맹검법 (Blind methodl에 의해 시험하였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4 
- 예인경우， cH조약(Control Treatmentl 또는 위약 (Placeb이은 어떻게 제조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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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관리 
8-1. 임상시험 성적서， 증예기록 등의 원본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口 1. 연구자 口 2. 책임연구원 
口 3. 병원장 口 4. 약제과 
口 5. 의뢰자 口 6. 기타(누구: 

8-2. 연구계약은 어떤 형태로 체결되었습니까? 

口 1. 의뢰회사와 병원장 간 

口 2.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 간 

口 3. 기타( 

8-3. 연구비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습니까? 

口 1. 전액 병원에서 관리 
口 2. 병원에서 수렁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책임연구자가 담당 
口 3. 병원과 상관없이 책임연구자가 관리(의국관리 포함) 

口 4. 기 타 ( 

9. 구| 병원에서 임상시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의 심각도에 대해 평가 

해 주십시요. 

요 인 매우심각 λC그I Zf 다소심각 문제없음 

- 의사의 시간적 여유 부족 

-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미흡 

。 으|사의 인식 미홉 

。 관리직의 인식 미홉 

。 지원인력의 인식 미홉 

- 기자재등 시설 미홉 

- 병원 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홉 

9-1. 본 임상시험 책임연구자의 주당 평균 환자수 r 입원7'11주 

」 외래7'1/주 

9-2. 부족한 시설 : 

9-3. 부족한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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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견 및 건의사항 

10-1. 국내 임상은 대부분 3상 위주의 시협으로 이미 결정된 약용량 (fixed dose)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합니다. 3상시힘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체질에 적합한 약용량 

으로 보정하기 위한 저12상 임상시협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口 1. 아무런 문제가 없다 

口 2. 다소 문제는 있으나 3상시험으로 충분하다 

口 3. 약용량 보정을 위하여 2상시험을 확대실시해야 한다 

口 4. 기 타 ( 

10-2. 피험자의 서명이 첨부된 서면동의(Written informed consent)만을 피휠자동의로 

인정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口 1. 매우 바람직하다 

디 2. 바람직하나 다소 현실성이 없다 

口 3. 전혀 현실성이 없다 

10-3. 서면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임상시혐의 범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口 1. 1 상， 2상 3상모두 口 2. 1 상， 2상만 口 3. 2상， 3상만 

口 4. 1상만 口 5. 2상만 口 6. 3상만 

10-4. 피휩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0-5. GCP(Good Clinical Practice) 도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요. 

• 첨 부 서 류 확인 

- 피힘자 동의서 사본 : 口 1. 첨 부 口 2. 미 첨 부 口 3. 비 해 당 
-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사본 : 口 1. 첨 부 口 2. 미 첨 부 口 3. 비 해 당 



154 

연구용 임상시험 

* 병원명 : 

1. 임상시험 내용 

1-1. 연구제목 : 

1-2. 연구의뢰 회사명 : 

-3. 임상시험기간 : 임상시협 

임상시험 

시작일 

완료일 

총기간 

년 --- 월 
년 --- 월 
개월 

1-4. 대상의약품의 약효군별 분류(보사부 분류기준에 근거합) 

口 1. 순환계용약(210) 口 2. 호홉기관용약(220) 口 3. 소화기관용약(230) 

口 4. 종양용약 (420) 口 5. 항샘물질제제(610) 口 6. 기타(무엇 

1-5. 책임연구자 
- λrlD~ 

c> c> 

- .-'、~
-ι- ， 

- 전화 : 

2. 본 임상시험에 관여했던 연구진을 적어주십시요. 

명 전공분야(최종학력) 전공분야(최종학력) 

(다기관(Multi center) 임상시혐의 경우에도 귀병원 연구진만 적으십시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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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모집 

3-1. 피험자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였습니까? 

- 대상자 기준 : 

- 모집방법: 

- 피 협 자 수 : 시험시작단계 잉 

시협완료단계 잎 

3-2. 연구 대상자의 수는 어떤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口 1. 법적 규정 口 2 통계적 근거 口 3. 기타 ( 

3-3. 참여한 피힘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였습니까? (있는대로 고르십시요) 

口 1. 임상의약품 무료제공 口 2. 연구관련 검사료 면제 

口 3. 전체 검사료 면제 口 4. 입원비 면제 

口 5. 보상금 지급(건당원) 口 6. 없다 

口 7. 기 타 (무엇 

4. 피험자 동의서 

4- 1. 피힘자의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口 1. 동의를 받지 않았다( ",. p3, 5번문항 정보처리로 넘어가시오) 

口 2 서면 동의를 구했다 
口 3. 구두로 동의를 구했다 

口 4. 기 타 (무엇 : 

4-2. 피험자 동의서 내용은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4-3.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4 
예인경우， 동의를 구한 대리인은 누구였는지 있는대로 고르십시요 

口 1 가족 

口 2. 후견인 

口 3. 피힘자가 지정하는 자 

口 4. 기 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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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협자의 동의 내용에 포합된 항목을 있는대로 체크하십시오. 
口 1.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방법 

口 2. 예축되는 효능·효과， 부작용 및 위협성 

口 3. 환자를 피보협자로 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방법 및 내용 

口 4. 참가의 임의성(참가거부에도 불이익 받지 않는다는 보장) 
口 5. 중지의 임의성(시험참가를 동의했어도 도중에 이를 철회할 수 있음) 

口 6. 피해발생시 보상 및 치료대책 

口 7. 비밀보장 

口 8. 기타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5. 피험자 동의서 사본 한부를 첨부해 주십시오. 

5. 정보처리 

5-1. 매 피험자마다 얻어진 정보는 어떻게 정리하였습니까? 

口 1. Case Report Form (CRF)에 정리했다 

口 2. 의무기록지에 정리했다 

口 3. 환자대장에 정리했다 

口 4. 기 타( 

5-2. 자료정리과정에서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까? 

6. 모니터 

6-1. 임상시험 의뢰회사로부터 모니터를 받았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p4， 7번문항 연구결과 및 방법으로) 

6-2. 모니터를 받은 경우，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열람을 요청했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6-3.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한 경우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口 1. 책임연구자 口 2. 레지던트 

口 3. 간호사 口 4. 비 서 / 전담요원 

口 5. 기 타 (누구 : 口 6. 보여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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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방법 및 결과 

7-1. 본 허가용 임상시햄과 관련하여 시휩결과롤 학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긴 -Ar‘ 

번 

2 

3 

있습니까? 

口 1. 있다 

훌 

口 2. 없다 

있다면 발표된 논문에 대해 아래에 작성하시고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발표 

페이지 
연도 

7-2 본 임상시험에 있어서 피험자에 대한 치료법의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 

을 시행하였습니까? 

口 1. 예 

s 
口 2. 아니오 

- 예인경우， 누가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까? 

口 1. 책임연구자 口 2. 통계전문가 口 3. 기타 

- 예인경우， 무작위 배정표 (Randomization Sched비e)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7-3. 맹검법 (Blind method)에 의해 시험하였습니까? 

口 1. 예 口 2. 아니오 

4 
- 예인경우， cH조약(Control Treatment) 또는 위약 (Placeb이은 어떻게 제조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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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관리 

8-1 입상시험 성적서， 증예기록 등의 원본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디 1. 연구자 口 2. 책임연구원 

口 3. 병원장 口 4. 약제과 
口 5. 의뢰자 口 6. 기타(누구: 

8-2 연구계약은 어떤 형태로 체결되었습니까? 
口 1. 의뢰회사와 병원장 간 

口 2. 의뢰회사와 연구책임자 간 

口 3 기타( 

8-3. 연구비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습니까? 

口 1. 전액 병원에서 관리 

口 2. 병원에서 수령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책임연구자가 담당 

口 3. 병원과 상관없이 책임연구자가 관리(의국관리 포함) 

口 4. 기 타 ( 

9. 구l 병원에서 입상시협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의 심각도에 대해 평가 

해 주십시요. 

R 인 매우심각 λC그!:z.t 다소심각 문제없음 

- 의사의 시간적 여유 부족 

-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미홉 

。 의사의 인식 미홉 

• 관리직의 인식 미홉 

。 지원인력의 인식 미홉 

- 기자재등 시설 미홉 

- 병원 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홉 

9-1. 본 임상시험 책임연구자의 주당 평균 환자수 I입원-- ?1/주 

」외래 '?1/주 

9-2. 부족한 시설 : 

9-3. 부족한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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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견 및 건의사항 

10-1. 국내 임상은 대부분 3상 위주의 시쉽으로 이미 결정된 약용량 (fixed dose)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합니다. 3상시험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체질에 적합한 약용량 

으로 보정하기 위한 저12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口 1. 아무런 문제가 없다 

口 2. 다소 문제는 있으나 3상시험으로 충분하다 

口 3. 약용량 보정을 위하여 2상시험을 확대실시해야 한다 

口 4. 기 타 ( 

10-2. 피힘자의 서명이 첨부된 서면동의(Written informed consent)만을 피험자동의로 

인정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口 1. 매우 바람직하다 

口 2. 바람직하나 다소 현실성이 없다 

口 3. 전혀 현실성이 없다 

10-3. 서면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활 임상시험의 범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口 1. 1 상， 2상 3상모두 

口 4. 1상만 

口 2. 1 상， 2상만 口 3. 2상， 3상만 

口 5.2상만 口 6.3상만 

10-4. 피험자로부터 서먼동의를 받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0-5. GCP(Good Clinical Practice) 도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요. 

* 첨 부 서 류 확인 

- 피험자 동의서 사본 : 口 1. 첨 부 口 2. 미 첨 부 口 3. 비 해 당 

-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사본 : 口 1. 첨 부 口 2. 미 첨 부 口 3. 비 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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