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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의 역사임상연구의 역사

• 나찌, 일본군의 생체 실험

• 미국의 터스키기 임상연구

벨몬트 리포트 (Belmont Report)벨몬트 리포트 (Belmont Report)

헬싱키선언 (Declaralation of Helsinki)



벨몬트 리포트

미국 보건성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지침 (1979)• 미국 보건성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지침 (1979)

1. Respect for Persons (자발적 동의)1. Respect for Persons (자발적 동의)

2. Beneficence (위험 < 이익)

3. Justice (공정한 피험자 선정)



연구 윤리

• 헬싱키선언에 집약적으로 기술헬싱키선언에 집약적으로 기술

– 서론

– 모든 의학연구에 있어서 기본 원칙

– 전문진료와 결합된 의학연구에 대한 부

가적인 원칙가적인 원칙



헬싱키 선언

• 서론서론

의사의 사명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의사의 사명 의 강 시

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의사의

지식과 양심은 이 사명의 수행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바쳐져야 한다..



윤리적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에서

•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생명 건강•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생명, 건강,

사생활,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사생활,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다.



과학적 연구

•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과학적 원칙에일반적 인정되 있 과학적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 과학적 문헌과 적절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지식 및 적절한 연구에 기본을 둔다.



위험과 이익

• 수반되는 위험성이 적합하게 평가되고 만족스

럽게 관리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의사

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

는 것을 피해야 한다.것을 피해야 한다

• 연구자는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유익성 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어떠한 연구라도

중지하여야 한다중지하여야 한다.



피험자의 동의

• 피험자가 설명에 대해 이해했다고 확신한 후

에, 의사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 동의를 얻을 경우, 의사는 피험자가 자신에 대

해 의존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또는 강요상태

에서 이 어진 의가 아닌지 히 려하에서 이루어진 동의가 아닌지를 특히 고려하

여야 한다.여야 한다.



연구의 진실성

• 저자와 출판업자 모두 윤리적 의무를 지니다.저자와 출판업자 두 윤리적 의무를 지니다

•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자는 결

과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금의 출처 조직의 합병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 조직의 합병, 이해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분쟁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가능한 분쟁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해 상충이해 상충

이해상충(C fli t f I t t )이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란? 

1. 경제적 이해

(1) 중대한 경제적 이득 : 연간 1,000만원

or 5% 이상의 지분or 5% 이상의 지분

(2) 지원기관의 직함 (사장, 고문 등)

2 비경제적 이해2. 비경제적 이해

채용 약속, 자문, 지적권리 등

- 절차 : 이해상충서약 → 이해상충보고절차  이해상충서약  이해상충보



임상시험의 주체임상시험의 주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Investigator-initiated trial (IIT)Investigator-initiated trial (IIT)

Investigator-sponsored study (ISS)g p y ( )

•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

Sponsor-initiated trial (SIT)

Company-sponsored study (CSS)



피험자 보상 대책피험자 보상 대책

• 재원이 있는 연구 (SIT)

- 의뢰자 혹은 보험에서 보상

• 재원이 없는 연구 (IIT)재원이 없는 연구 (IIT)

- 연구자가 부담하여야 함연구자가 부담하여야 함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이란 ?

• = 임상연구 (Clinical study)
• Prospective, controlled study 
• Involving humanInvolving human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진료

법적 규제를 받는 행위 = 기초연구법적 규제를 받는 행위 = 기초연구



임상연구의 범주임상연구의 범주

• 신약

• 신 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기기

• 세포 유전자치료 검사기술• 세포, 유전자치료, 검사기술

• 행동 과학행동 과학

인간 혹은 인간에서 유래한 물체를 이용한 모든 연구



란IRB란?

• 연구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기구

=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IEC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IEC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 5인 이상의 심사위원(과학자, 비과학자, 기관내외)( , , )

• 과학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으로 심사, 표결

• 목적 -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
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란GCP 란?

• GCP (Good Clinical Practice)

인간이 피험자로 참여하는 임상연구를 계획, 수
행 기록 보고하는데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행, 기록, 보고하는데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KGCP (Korean GCP)• KGCP (Korean GCP)

=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약사법 시행규칙)의약품임상시험 리기 (약사법 시행규칙)



Biologic Samples

• DNADNA
• Cells
• Biopsy specimens
• Tissue• Tissue
• Organ

stored / collecting



Potential Risk

• 생물학적 정보 : 개인, 가족, 사회적 비밀

• Positive vs Negative effect 

• Psychological 

E i   지적재산권 특허권• Economic : 지적재산권, 특허권

동의서가 필수적



연구검체의 분류연구검체의 분류

• Stored (이미 모아진) Sample
– Unidentified samples– Unidentified samples
– Identified samples

• Collecting (새로 모으는) Sample
Unidentified samples– Unidentified samples

– Unlinked (=anonymized) samples
– Coded samples (linked)

Id tifi d l– Identified samples



C d  & li kiCode & unlinking

• Coded Samples 
– by effective unlinking by effective unlinking 

= Unlinked samples

– by breaking code = Linked samples

• May exempt IRB review, ify p ,
1) Effective unlinking process

2) Unlinking will not reduce the value of 2) Unlinking will not reduce the value of 

research



생명윤리법 규정생명윤리법 규정

• 26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 검사대상물 채취 전에 서면동의가 필요

• 동의서 면제조건

– 시체/의식불명자에 대한 개인식별용 검사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취한 검체



미국 연방법 규정미국 연방법 규정

• Unidentified sample    Not human research
• Unlinked sample         Human research

Exemption from IRBExemption from IRB
• Coded/Identified          Human research 

sample                         No exemption 
f IRBfrom IRB



IRB 심사와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이미 모아진 검체

– 2005년 1월 1일 이후 모아진 유전자용 검체

C d d/Id ifi d l– Coded/Identified sample

• 새로 모으는 검체 = 모두 다

– except, unidentified/unlinked sample 이면서

유전자용 검체가 아닐 것유전자용 검체가 아닐 것



동의서의 면제요건동의서의 면제요건

아래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① 이미 모아진 검체인 경우① 이미 모아진 검체인 경우

② 비-유전자 연구인 경우② 비 유 자 구 경우

③ 동의를 얻으려면 연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최소위험인 경우

–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개인정 가 철저히 되어야 함

–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공개될 위험이 없어야 함

연구결과 발표가 개인이나 그룹에 피해가 없어야 함– 연구결과 발표가 개인이나 그룹에 피해가 없어야 함



IRB 심사원칙

• Through justification of study designThrough justification of study design
• Full description of the process
• Plan to access medical records
• Protection plan against improper• Protection plan against improper

release of privacy



동의서를 받을 때 주의할 점

• Separately from clinical procedure

• Will not affect clinical care

동의의 종류• 동의의 종류

– Refuse

– Permit only unidentified or unlinked use

Permit coded or identified use c/s contact– Permit coded or identified use c/s contact

– Permit coded use of any kind of study



동의서 면제시 IRB 심사원칙

• Any violation of law or customary practice

• Common trend of political, cultural, 
i i ifieconomic significance

• Welfare of subject’s communityWelfare of subject s community

cf) risk to subject

vs risk to subject’s community



피험자에 대한 연구결과 통피험자에 대한 연구결과 통보

• 전제조건

– Scientifically valid and confirmed

Significant health concern– Significant health concern

– Available treatment plan

• Protocol에 예상결과에 대한 결과 통보

여부를 미리 결정여부를 미리 결정

• Appropriate medical adviceAppropriate medical advice



피험자가 속한 Group의 Risk 

개인과 G 의 피해는 별개• 개인과 Group의 피해는 별개

• Unlinked sample이라도 IRB 심사

• 동의서에 포함



연구 결과의 출판 및 발표

• 연구자는 피험자 개인 및 Group• 연구자는 피험자 개인 및 Group

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대책을 마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련해야 한다.



연구자의 자격 (KGCP)

•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

• 이력서나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제출

• KGCP 관련 규정을 숙지

• 연구계획서 준수

• IRB에 승인받은 후에 시행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

• 시험자• 시험자

• 관리자• 관리자

경제적 부담자• 경제적 부담자

법률적 책임자• 법률적 책임자



피험자 동의, Nuremberg Code

•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동의를 할 수 있 법적 능력•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이해•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이해

•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



동의서에 서명하는 피험자의 입장

 의사가 임상시험을 권유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정말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면,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되는 것은 아닌가?되는 것은 아닌가?

 내 병에 도움이 된다고 새로운 약을 무료로

주는 것은 고마우나 너무 자주 피검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병원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효과적인 동의를 위한 준비

설명하는 방법 – 쉬운 용어를 사용

• 환자의 눈높이에 맞춤

• 환자의 동기 유발

• 가능하면 짧은 단어 간단한 문장을 사용가능하면 짧은 단어, 간단한 문장을 사용

• 법적인 용어를 피하고, 과학적인 용어를 일

반용어로 바꾸어 사용



피험자가 서명을 못하는 경우

1. 법적 미성년자 (20세 미만)

2. 법적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3. 결정 능력이 저하된 피험자 (혼수상태)

법정대리인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서명한 동의서를 어떻게 합니까?

원본은 시험자가 보관원본은 시험자가 보관

동일본/복사본은 피험자에게 나누어 줌



기록 및 보고

• 증례기록서(CRF) - 근거문서와 일치( )

• 최소 5년간 문서보관, 모니터에 응대

• 중대한 이상반응 - 의뢰자, IRB에 보고

• 조기종료, 일시중지 - 의뢰자, IRB에 보고

• 1년 마다 임상시험 완료시 IRB에 보고• 1년 마다, 임상시험 완료시 - IRB에 보고



Lasagna의 법칙

High

Low Time
Initiation CompletionInitiation Completion
of  study of  study



그 많던 환자는 다 어디로 갔나?그 많던 환자는 다 어디로 갔나? 

예상 환자수 > 실제 환자수예상 환자수 > 실제 환자수

연구자의 과대 평가

실제 환자들이 선정기준에 안 맞음

선정기준에맞더라도시험에참여거부정기 에맞더라 시 에 여거부

해결책해결책

등록기간증가

선정기준확대, 제외기준완화

연구기관수증가



모니터링에 대한 시험자의 협조사항

모니터링의필요성이해• 모니터링의필요성이해

• 모니터링에대한시간할애모니터링에대한시간할애

• 증례보고서의시기적절한기재

• Source documents 제공

• 모니터링공간제공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