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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두고 보건대학원에서의 배움의 길을 되돌아보니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데, 저는 헤아

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누구나 힘든 과정

이 많고 주위 분들의 도움 없이는 쓸 수 없다고 들었지만, 저야말로 많은 분들

의 격려와 응원속에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오희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 제

출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제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

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찾

도록 격려해 주셨던 정우진 교수님을 비롯하여, 통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남정모 교수님, 설문연구하는 방법과 문헌고찰하는 방법

을 가르쳐주신 심재용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움에서 가르침의 삶으로, 축복에서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신태균 집사님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

끌어주신 함영옥 전도사님 부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역할 모델이 

되어주시고,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일는지 기대하고 소망

을 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통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나윤, 자료수집부터 교정

작업까지 도와준 민경, 따스한 안부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준 은경이와 윤

정, 바쁜 일상 가운데 행복을 챙겨준 Cindy와 Janice,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

준 혜정언니없이는 이 논문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부터 졸업

까지 함께한 사랑하는 국제보건학과 동기들과 선후배들, 베트남 의료봉사로 

함께 했던 선생님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에 지원하는 처음부터 보건학 분야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

았던 김혜경 과장님과,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많은 조언을 주셨

던 김경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조사에 기꺼이 참여해주실 뿐 아

니라 기관에 배부해주시고 수집해주신 작은 아버지, 김양희 선생님, 조수련 

과장님, 신은희 선생님, 송혜진 선생님, 이용철 선생님을 비롯하여, 자료수집

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

록 배려해주신 김은영과장님, 늘 든든한 언니처럼 함께 해 주었던 남희씨, 국

제백신연구소 동료들과 PDVI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제게 큰 힘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인해 

제가 받은 축복과 응답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늦

은 시간까지 작업할 수 있게 도와 준 지희와, 멀리 필리핀에서 큰딸의 안부와 

건강을 챙기시던 아버지께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평

생을 함께 할 나의 예비신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역과 일과를 마치고 

늘 나의 학업을 챙기며,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기도밖에 더 이

상 할 게 없다며 아쉬워하던 오빠는 가장 큰 힘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인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 능력이 늘 부족하

다고 생각했는데, 인도에서는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누렸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

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려 

합니다. 이제,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김지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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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IRB IRB IRB IRB 위원과위원과위원과위원과    임상연구자의임상연구자의임상연구자의임상연구자의    인식도인식도인식도인식도    조사조사조사조사        

 

 2005년 황우석 박사 사건을 계기로 국내 보건의료계 및 생명윤리학계는 

임상연구 윤리문제와 심사제도의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임상시험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윤리적인 배려가 

우선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임상시험실시기관 13개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연구자들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자료 수집은 2006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2차 자료 수집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AS 8.1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특정변수를 이용하여 

인식 수준을 측정한 후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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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남자 84명, 여자 84명으로 이들의 연령은 30-39세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의사가 58.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61.3%가 임상시험 경험이 있었고, 28.0%가 2년 이내의 임상시험 경력을 

가졌다. 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직위로는 기관 내 임상연구자가 

대상자의 31.0%로 가장 많았고, 기관 내 전문가위원은 14.9%였다. 

 

 둘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60.1%가 기관 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63.1%가 기관 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46.7%가 기관 내 또는 기관 외 교육을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기관 외 교육을 받은 연구자 중 대한임상심의기구협의회 

주관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31.0%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관한 문항과 역할과 기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총 15개 평가 문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총점 

20점으로 변환 측정하여 18점 이상을 인식이 높다고 평가했을 때, 인식 

수준은 최저 1점부터 최고 19점까지였고, 대상자의 78.0%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현재 

심사위원회 관련 직위(p=0.0003), 교육 경험(p<0.001), 교육 경험 

회수(p=0.0006)등이었다. 임상시험 경험 및 경력과 연구책임자 경험은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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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 대상자의 96.5%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향후 교육에 관해 88.7%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임상시험 실시 증가와 더불어,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임상시험심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 및 그 효과가 기대되므로, 심사위원뿐 아니라 임상연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임상시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임상시험 심사의 인증 제도의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임상시험뿐 아니라 다국적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지역임상시험센터 외에도 

임상시험전문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인증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어핵심어핵심어핵심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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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서서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배경배경배경배경    및및및및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최근 국내 보건의료계 및 생명윤리학계는 황우석 박사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에 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임상시험 

국제윤리기준과 임상시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임상시험 윤리기준’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담당기관과 제약회사 등에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기준,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등 9개 병원으로 선정하고, 임상의학연구 수준을 국내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조치가 필수적이고, 의료기관 내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래되었으나,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는 임상시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심사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담당자들의 지식도 부족하여 정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임상연구자는 신약개발과정의 임상개발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국가의 감독과 감시를 대신하여, 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임상연구를 사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장인진, 2005). 임상연구와 생명과학연구의 발전과정에 윤리적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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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는 제도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윤리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과학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지원 및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박병주 등, 2004). 연구책임자 

외에도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 역시 현 보건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연구자들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인식 상태는 임상연구의 질적 평가를 좌우할 것이므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이진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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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이 연구의 주목적은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대한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셋째,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넷째,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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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용어의용어의용어의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가가가가. . . . 임상임상임상임상시험시험시험시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나나나나. . . . 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와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담당자 (Sub-Investigator) 및 임상시험조정자 (Coordinating 

Investigator)를 통칭하는 의미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리서치 

코디네이터, 연구간호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다다다다.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Institutional Review Board)(Institutional Review Board)(Institutional Review Board)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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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IRB)(IRB)(IRB)    

정부정부정부정부    

(Government)(Government)(Government)(Government)    

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    

(Investigator)(Investigator)(Investigator)(Investigator)    

의뢰자의뢰자의뢰자의뢰자    

    (Sponsor)(Sponsor)(Sponsor)(Sponsor)    

윤리성윤리성윤리성윤리성    및및및및    

과학성과학성과학성과학성    심사심사심사심사    

인허가인허가인허가인허가    및및및및    

법적기준법적기준법적기준법적기준    마련마련마련마련 

연구연구연구연구    수행수행수행수행    연구기획연구기획연구기획연구기획        

및및및및    지원지원지원지원    

II.II.II.II.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개념개념개념개념    및및및및    기능기능기능기능    

 

 임상시험은 윤리성 및 과학성을 심사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인허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정부, 연구 수행을 담당하는 연구자와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의뢰자로서 구성된다(나현오, 2002) <그림 1>. 

    

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    임상시험의임상시험의임상시험의임상시험의    구성구성구성구성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해당 병원에서 임상시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조직이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의 윤리성, 과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임상시험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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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가가가가. . . .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윤리윤리윤리윤리    발달의발달의발달의발달의    역사역사역사역사    

임상시험에서 윤리기준의 중요성 인식과 관리제도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독일의 나치의 인체실험과 미국의 탈리도마이드 

사건(the Thalidomodie Experience, 1962년) 및 터스키기 매독 

연구(Tuskegee Syphilis Study, 1932-1972년)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가 

발생한 경우에서 유래하였다(김옥주, 2006).  

임상윤리의 핵심이 되는 국제적인 기준 및 제도로는 늬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최초의 국제 연구윤리지침인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1947년)은 허용가능한 의학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피험자의 동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1964년에 

헬싱키선언을 채택하여 ‘의학적 연구에 있어서, 과학이나 사회의 이익보다 

피험자의 권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국의 국가연구법(the 

National Research Act)이 1974년에 제정됨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등장하였고 각 연구기관의 시험계획을 심사하게 되었다. 1979년 미국 

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를 발표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적 윤리 원칙으로 

인간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그리고 정의의 원칙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1981년 미연방법으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이 

법제화되었으며, 이 기준이 발전하여 1996년 ICH-GCP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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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국내국내국내국내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관리지침관리지침관리지침관리지침    및및및및    관련제도관련제도관련제도관련제도    발전발전발전발전    

우리나라는 1995년 임상시험관리기준(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KGCP)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사협회에서 헬싱키선언을 준수하도록 권장한 

지침 외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1987년 12월에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 

제정 및 공표되었으나, 수용여건 미비 등으로 시행은 늦어졌다(신상구, 1999). 

1992년 임상시험의 실시원칙이 제시되었고, 1994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절차가 마련되었다.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1년 1월부터 개정된 관리기준이 

실시되었다.  

 

미국과 독일이 1970년대부터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설립과 운영 및 법제화 시기가 늦었으며,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병원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병원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다(김중호 등, 2004). 임상시험 

실시증가와 더불어 2000년에 기존 임상시험관리기준을 ICH-GCP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고, 2002년 각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의료윤리 심의기구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2003년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KAIRB)가 설치되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다다다다. . . . 국내국내국내국내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실시실시실시    증가증가증가증가    

200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상시험과 시판허가를 분리하고,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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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국가 공동 임상시험 제도를 도입한 후, 국내 임상시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 공동 임상시험은 신약개발 이후 마케팅 대상 국가의 

인종에 대한 특이성을 고려하고, 전문 의사들을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에 참여하도록 하여 약물의 유익성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가교시험 없이 대상 국가 정부로부터 신약을 허가받기 위한 목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홍순율,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임상시험계획승인 건 중 임상시험기관별 임상시험 

실시현황 자료, 2005)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약품임상시험 건수뿐 아니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공동임상시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집계된 

의약품임상시험 전체 승인 건수는 2000년 33건, 2001년 45건, 2002년 

55건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143건으로 급등하고, 2004년 136건, 

2005년까지 185건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그림 2>.  

 

임상시험건수가 이와 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임상시험 질 관리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임상실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변화와 전문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김성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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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    연도별연도별연도별연도별    국내국내국내국내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승인건수승인건수승인건수승인건수    추이추이추이추이            

 국내 임상 다국적 임상 합계 

2000 28 5 33 

2001 27 18 45 

2002 38 17 55 

2003 97 46 143 

2004 75 61 136 

2005 90 95 185 

계 355 242 597 

(200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계획승인 건 중 임상시험기관별 임상시험 실

시현황 자료)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연도별연도별연도별연도별    국내국내국내국내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승인건수승인건수승인건수승인건수    추이추이추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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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계획승인 건 중 임상시험기관별 임상시험 실

시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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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국내국내국내국내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연구연구연구연구의의의의    실태실태실태실태    

2002년, 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가 시행한 ‘국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91%가 병원장이 선출하는 

관료적 구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임상연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KGCP가 모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검토, 승인한 연구에 

대해 지속심의를 하도록 규정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기관들에서 지속심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연구자 및 기관의 지원과 참여도 역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병주 등, 2004).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연구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사회 정책상 중요성 인식 부족, 연구전문의사 부족,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갈등 요소 발생, 임상연구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 

연구수행 설비 및 시설의 부족 등이었다. 

2005년 6월에 ‘임상시험과 환태평양지역 임상시험의 현재’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Dr. Sonal Vora는 임상시험의 환경이 더욱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국제적으로 다각화되어 가기 때문에, 각 연구 사이트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절차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의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임상연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윤리적 측면을 반드시 검토해야만 한다는 

인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지만,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실시수준을 높여 임상의학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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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및및및및    병원병원병원병원윤리윤리윤리윤리    갈등갈등갈등갈등    문제문제문제문제    

 독일에서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의사나 간호사의 90% 이상이 

윤리갈등을 경험하고, 이 중 90% 이상은 그 갈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고 

보고되었다(엄영란, 2003).  

임상시험 연구는 연구자와 피험자 외에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관련 

담당자들의 다양한 가치들의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임상시험이 단순히 

이해관심의 차이가 아니라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 또는 

보호자 단독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 다각도로 검토되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이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바바바. . . . 국내국내국내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김옥주(2002)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현황 조사를 실시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KGCP 의무조항을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사위원들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았으며, 위원회 구성에도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  

WHO Guidelines에 따르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과학분야의 전공자와, 연령과 성별을 균형 있게 분배하고, 지역사회의 공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과 

각 분야의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권장하고 있다.     

김옥주(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남녀의 비율이 80:20이었고,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기관은 38%, 

비전문가를 포함한 기관은 10%미만이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20%미만이었으며, 표준운영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은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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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오(2002)는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운영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과 독립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의 조사 자료 발표(2003)에 의하면,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점,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간 승인 기준의 상이성, 동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내 

유사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검토의 비일관성, 회의 소집과 신속심사 제도의 

미실행, 지속심사와 중간검토 부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상대가 

임상연구자가 아니라 시험의뢰자(Sponsor)인 경우 등이었다. 

    

사사사사. . . .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윤리윤리윤리윤리교육의교육의교육의교육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최근, 과학기술부산하 한국과학재단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산하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인 ‘사이온(SciON)’이 국내 생명공학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5)에 따르면, 국제 생명윤리 규범인 ‘헬싱키 

선언’에 대해, 응답자(총 969명)의 46%(443명)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39%(376명)는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대해, 응답자의 42%(404명)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40%(383명)은 이름은 알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윤리교육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는 공식적인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18%만이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장인진(2005)은 국내 제약사들의 임상연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에서 

총 36개 제약사(국내사 19개와 다국적사 17개) 중 26개 제약사가 국내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 훈련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2개 제약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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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음을 밝혀 연구자의 임상수행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장인진 (2005)은 임상연구자, 임상약리학자, 

생물통계학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임상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총 

83명)는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연구방법론, 통계, 임상연구 규정,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계획서 등으로 답하여,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상시험은 인간이 직접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구의 윤리적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므로, 임상시험심사위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과학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송영구, 2005). 박병주(2006)에 따르면, 임상시험심사는 윤리성이 

우선이고 과학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비과학적인 연구는 또한 

비윤리적이라고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임상시험 실시 증가와 

더불어, 임상시험관리기준, 연구윤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장인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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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IRB IRB IRB 교육교육교육교육        

관련관련관련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n  교육참석 경험 

n  기관내 교육 

n  기관외 교육 

n  교육회수 

 

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n  성별 

n  연령 

n  직업 

n  전문과목 

IRB IRB IRB IRB 관련관련관련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n  임상시험 경험 

n  임상시험 경력 

n  임상시험윤리에 대

한 인식 

n  연구책임자 경험 

n  IRB 관련 직위 

n  IRB 위원 경험 

IRBIRBIRBIRB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도인식도인식도인식도    
    

n  IRB에 대한 관심 및 

주관적 인식 

n  IRB 법적, 윤리적 의

무에 대한 인식 

n  IRB 역할과 기능에 대

한 인식 

    

IRB IRB IRB IRB 교육에교육에교육에교육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인식인식인식인식    

    

III.III.III.III.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    및및및및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개념적개념적개념적개념적    틀틀틀틀    

     

이 연구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연구자 및   임상시험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연구의 틀은 <그림 3>과 같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개념개념개념개념적적적적    틀틀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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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2006년, 

2월 기준) 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등 

총 211개 병원(기존 190개 병원과 신규 21개 병원 포함)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최근 신규로 지정된 병원(2005년 이후 지정) 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배제하고, 기관 내 임상시험센터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관련 행정담당자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기관 내 전문가 위원)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관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은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설문에 참여한 168명으로서, 위의 

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연구자들과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간사, 기관 내부 및 외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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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국내 IRB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교육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총 40개의 Checklist형의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13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은 18개,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은 2개 등이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의 개발 및 구성은 연구자가 기존문헌들과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개정안 (KGCP 2000) 및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연구자 가이드북(2004)을 참조하여 만들었으며,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3인과 의사 1인, 보건통계전공자 1인의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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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선행 연구들 및 사전 검사에서 유의한 연관이 있었거나 의미 있었다고 

보고된 변수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변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 관련 변수 3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변수의 

분류는 <표 2>와 같다. 

 

표표표표 2.  2.  2.  2. 변수의변수의변수의변수의    분류분류분류분류----연구연구연구연구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변수명 분류 

인구사회학적특성인구사회학적특성인구사회학적특성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1. 남 2. 여     

연령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세 이상   

직업 1. 의사 2. 약사 3. 한의사 
4. 리서치 

코디네이터 
5. 연구간호사 6. 기타 

1. 내과 2. 외과 3. 치과 4. 소아과 5. 피부과 6. 정신과 

7. 한의과 8. 산부인과 9. 가정의학과 10. 안과 11. 이비인후과 12. 신경과 

 

전문 

과목 
13. 기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관련관련관련    변수변수변수변수    

임상시험경험 1. 있다 2. 없다    

임상시험경력 1. 2년 이내 
2. 2년 이상 

5년 미만 

3. 5년 이상 

7년 미만 

4. 7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연구책임자 

경험 
1. 있다 2. 없다    

1. 기관내 

임상연구자 

2. 기관내 

행정담당자 

3. 기관내 

전문가위원 

4. 기관내 

비전문가위원 

5. 기관외 

전문가위원 

현재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관련 직위 
6. 기관외 

비전문가위원 
7. 기타    

과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원 경험 

1. 있다 2. 없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교육교육교육    관련관련관련관련    변수변수변수변수    

기관내 IRB 교육 참석 경험 1. 있다 2. 없다  

기관외 IRB 교육 참석 경험 1. 있다 2. 없다  

교육 참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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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본 연구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총 20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대상자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2 개 문항, 객관적 인식 평가를 위한 15 개 문항,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1 개 문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2 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객관적 인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인식(10개 문항)과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연구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인식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평가 문항은 인식이 있는 경우, 각 1점과 인식이 없는 경우, 각 0점으로 

측정하였다. 임상시험관리기준(KGCP) 개정 사실에 관한 문항과 근거문서의 

의무 보관기간에 관한 문항, 신속심사 운영여부에 관한 문항은 인식이 있는 

경우, 각 2점으로 측정하였고, 신속심사 실시 해당사항은 4개의 정답을 각 

1점씩으로 측정하여 인식 측정 변환 점수로서 인식도를 평가했다. 인식도는 

총 20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1점에서 17점 사이에 해당된 경우는 인식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18점 이상인 경우 높다고 평가했다 <표 3>. 

    

표표표표    3333. . . . 변수의변수의변수의변수의    분류분류분류분류----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인인인식식식식    특성특성특성특성    

분류 변수명 측정분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IRB를  

알게 된 시기 

1. 2001년 

이전 

2. 2001년 

-2004년 
3. 2005년 4. 2006년 5. 모르겠다 

IRB에 

대한 관심 
 E-IRB 운영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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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선언 
1. 확실히 

알고 있다 

2. 읽어 본 

적이 있다 

3.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읽어 본 

적은 없다 

4. 있다는 것을 

모른다 
 

GCP 
1. 확실히 

알고 있다 

2. 읽어 본 

적이 있다 

3.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읽어 본 

적은 없다 

3. 있다는 것을

모른다 
 

KGCP 개정 1. 안다 2. 모른다    

임상시험 

실태조사 
1. 안다 2. 모른다    

피험자 동의서 1. 안다 2. 모른다    

문서보존 

의무기간 

1. 임상시험  

종료까지 

2. 종료후 

2년까지 

3. 종료후 

3년까지 

4. 종료후 

5년까지 
5. 모르겠다 

SOP 구비여부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피험자 연락처 1. 필요 하다 
2. 필요치 

않다 
3. 모르겠다   

피험자와 

연구책임자의 

서명과 날짜 

자필기록 

1. 자필로 

기록해야 한다 

2. 자필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3. 모르겠다   

IRB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인식 

임상시험 

완료사실 보고 

1. 보고 해야 

한다 

2.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3. 모르겠다   

IRB의 

정기운영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별도운영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신속심사제도 

운영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 종료 보고 

처리 

2. 이상 

약물반응의 

조치 

3. 행정절차 

관련 변경 

4. 연구 책임자 

일정에 따른 

요청 

5.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처리 신속심사 실시 

6. 모르겠다     

IRB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위원 외 전문가 

자문 

1. 받을 수 

있다 

2. 받을 수 

없다 
3. 모르겠다   

주관적인식 

IRB위원으로 

활동하기에 

필요한 지식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하다 
3. 적합하다 

4. 매우 

부족하다 

5. 잘 

모르겠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교육에교육에교육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인식인식인식인식        

임상시험윤리 교육 필요성 
1. 반드시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필요없다 4. 관심없다 

5. 잘 

모르겠다 

향후 임상시험윤리 교육 

참여의사 
1. 있다 2. 없다 3.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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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    방법방법방법방법    및및및및    절차절차절차절차    

 

 이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사전검사, 본 설문지 작성, 

대상자 선정 및 설문조사 참여동의 확보, 설문조사지 배부, 1,2차 자료 수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헌고찰과 사전검사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기기입식 방법의 설문지를 협조에 응답한 기관에 배부하고, 기록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검사(Pilot test)는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보훈병원 두 곳에서 각 6명씩 총 

12명(임상시험심사위원 1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36개 문항에 

대한 이해와 각 답변에 대한 응답률을 확인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자료수집은 2006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2차 자료수집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일반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12개 병원과 

치과용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1개 병원에 총 2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연구자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간사, 기관 내부 및 위원들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총 16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2.0%), 

기관별 배부 수와 회수율 및 기관별 임상시험 심사위원 수와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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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4444. . . .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    및및및및    회수율회수율회수율회수율 

 

A. A. A. A. 일반제제류일반제제류일반제제류일반제제류    의약품의약품의약품의약품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                                                                                                                                                

기관 지정일자 임상시험실시 인증 배부수 회수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97.3.11 1, 2, 3상 AAHRPP* 인증 28 20 (71.4) 

한국원자력병원 97.3.11 2, 3상  20 20 (100.0) 

건국대학교병원 04.11.26 3상  15 14 (93.3)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97.3.11 2, 3상  10 9 (90.0) 

아주대학교병원 97.3.11 1, 2, 3상 
U.S. DHHS OHRP 

FWA** 인증 
10 5 (50.0)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97.3.11 1, 2, 3상  15 15 (10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97.3.11 1, 2, 3상 

U.S. DHHS OHRP 

FWA** 인증 
27 24 (88.9)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97.3.11 1, 2, 3상 

U.S. DHHS 

OHRP** 등록 
25 23 (9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97.3.11 2, 3상 

U.S. DHHS OHRP 

FWA** 인증 
5 5 (100.0) 

강동섬심병원 97.3.11 2, 3상  5 5 (100.0)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97.3.11 2, 3상  20 15 (75.0)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00.10.23 1, 2, 3상  20 8 (40.0) 

*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미국 

임상연구 피보험자보호 인증협회 

**U.S. DHHS OHRP FW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 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OHRP) Federalwide Assurance (FWA), 미국 보건성 임상안전연구원 실시기관 

인증 

    

B. B. B. B. 치과용제제류치과용제제류치과용제제류치과용제제류    의약품의약품의약품의약품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 

기관 지정일자 임상시험실시 인증 배부수 회수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97.3.11 1, 2, 3상 

U.S. DHHS OHRP 

FWA 인증, WHO 

FERCAP*심사중 

5 5 (100.0) 

*WHO FERCAP: WHO Forum for Ethics Review Committees in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FERCAP),  세계보건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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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5555. . . . 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조사대상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기관의실시기관의실시기관의실시기관의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    현황현황현황현황    및및및및    응답률응답률응답률응답률    

 

A. A. A. A. 일반제제류일반제제류일반제제류일반제제류    의약품임상시험의약품임상시험의약품임상시험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                                                                                                                                                                                                         

기관 
심사위원수 

(전문가/비전문가) 

임상연구자 전체 

배부수/회수수(%) 

과거 심사위원 

응답수 (%)* 

현재 심사위원 

응답수 (%)**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42 (25/17) 28 20 (71.4) 2 (10.0) 2 (10.0) 

한국원자력병원 5 (3/2) 20 20 (100.0) 6 (30.0) 6 (30.0) 

건국대학교병원 10 (8/2) 15 14 (93.3) 2 (14.3) 0 (0.0)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4 (9/5) 10 9 (90.0) 1 (11.1) 1 (11.1) 

아주대학교병원 22 (17/5) 10 5 (50.0) 1 (20.0) 0 (0.0)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29 (26/3) 15 15 (100.0) 6 (40.0) 6 (4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32 (28/4) 27 24 (88.9) 4 (16.7) 2 (8.3)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30 (24/6) 25 23 (92.0) 7 (30.4) 10 (43.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19 (16/3) 5 5 (100.0) 0 (0.0) 0 (0.0) 

강동섬심병원 10 (8/2) 5 5 (100.0) 2 (40.0) 2 (40.0)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18 (16/2) 20 15 (75.0) 2 (13.3) 2 (13.3)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2 (9/3) 20 8 (40.0) 4 (50.0) 3 (37.5) 

*과거 심사위원 응답률 (%): (기관별 응답한 과거 임상시험심사위원 경험자수/기관별 응답한 전체 임상연

구자수) X 100 

**현재 심사위원 응답률 (%): (기관별 응답한 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수/기관별 응답한 전체 임상연구자수) 

X 100 

    

B. B. B. B. 치과용제제류치과용제제류치과용제제류치과용제제류    의약품의약품의약품의약품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 

기관 
심사위원수 

(전문가/비전문가) 

임상연구자 전체 

배부수/회수수(%) 

과거 심사위원 

응답수 (%)* 

현재 심사위원 

응답수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3 (10/3) 5 5 (100.0) 1 (20.0) 0 (0.0) 

*과거 심사위원 응답률 (%): (기관별 응답한 과거 임상시험심사위원 경험자수/기관별 응답한 전체 임상연

구자수) X 100 

**현재 심사위원 응답률 (%): (기관별 응답한 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수/기관별 응답한 전체 임상연구자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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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설문에 대한 입력은 Microsoft Office Excel 2003을 이용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특정 변수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평가한 점수를 구한 후, 

측정된 인식 점수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IRB 인식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및 연구목적에 맞는 변수의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AS 8.1을 이용하여 자료의 빈도(frequency)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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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가가가가. . . . 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8명으로 남자 84명, 여자 84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연령은 30~39세가 43.4%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6.5%, 20~29세 

24.7%, 50세 이상이 5.4% 순이었으며, 직업은 의사가 58.9%로 가장 많았고, 

임상시험 관련 행정직 및 기타가 15.5%, 연구간호사 12.5%, 

리서치코디네이터 7.1%, 약사 6.0% 순이었다. 

 

 전문과목은 무응답과 기타를 제외하고 내과 23.2%, 임상시험센터 7.1%, 

정신과 5.4%, 외과 및 치과 각 4.2%, 약제과 및 소아과 각 3.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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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6666....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인구사회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n=168)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남 84 50.0 
성별 

여 84 50.0 

20-29세 41 24.7 

30-39세 79 43.4 

40-49세 44 26.5 
연령 

50세 이상 9 5.4 

의사 99 58.9 

약사 10 6.0 

리서치코디네이터 12 7.1 

연구간호사 21 12.5 

직업 

기타 (IRB 행정 등) 28 15.5 

전문과목 실수(명) 백분율(%)  전문과목 실수(명) 백분율(%) 

내과 39 23.2  약제과 6 3.6 

외과 7 4.2  비뇨기과 3 1.8 

치과 7 4.2  구강외과 2 1.2 

소아과 6 3.6  신경외과 3 1.8 

피부과 4 2.4  정형외과 2 1.2 

정신과 9 2.4  흉부외과 2 1.2 

산부인과 2 1.2  예방의학과 2 1.2 

가정의학과 2 1.2  진단방사선과 4 2.4 

안과 4 2.4  IRB 행정/연구 3 1.8 

이비인후과 1 0.6  임상시험센터 12 7.1 

신경과 2 1.2  기타* 46 27.4 

*기타 전문과목: 치료 방사선과, 핵의학과, 변호사, 무응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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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관련관련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변수로는 임상시험 경험 유무, 

임상시험 경력, 연구책임자 경험 유무, 과거 임상시험심사위원 경험 유무, 

현재 임상시험심사 관련 직위와 윤리적 가치관 등 총 6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7>.  

 

 임상시험 경험은 대상자의 61.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임상시험 경력은 

대상자 중 2년 이내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 5년 미만 17.2%, 

5년 이상 7년 미만 7.7%, 10년 이상 5.4%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의 임상시험 경력별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연구책임자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2.5%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과거 

임상시험심사위원 경험은 77.4%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2.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임상시험심사 관련 직위로는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128명 

중에서 기관 내 임상연구자가 39.4%로 가장 많았다. 임상연구실 행정직 및 

연구원, 임상시험 담당자, 관리약사 등 기타가 23.5%, 기관 내 IRB 

전문가위원 18.9%, 기관 내 IRB 행정담당자 9.9%, 기관 외 IRB 

전문가위원과 비전문가위원 각 3.0%, 기관 내 IRB 비전문가위원 2.3% 

순이었다 <그림 5>. 

 윤리적 가치관이 가끔 혼동되는 그룹은 91명으로 전체의 54.2%였고, 

확고한 집단은 54명으로 전체의 32.1%였으며, 상황에 따라 바뀌는 집단은 

23명으로 전체의 13.7%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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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7777....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특성관련특성관련특성관련특성    
(n=168)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있다 103 61.3 

없다 62 36.9 임상시험 경험 

무응답 3 1.8 

2년 이내 47 28.0 

2년 이상 5년 미만 29 17.2 

5년 이상 7년 미만 13 7.7 

7년 이상 10년 미만 3 1.8 

10년 이상 9 5.4 

임상시험 경력 

무응답 67 39.9 

있다 38 22.6 

없다 105 62.5 연구책임자 경험 

무응답 25 14.9 

있다 38 22.6 
심사위원 경험 

없다 130 77.4 

기관 내 임상연구자 52 31.0 

기관 내 IRB 행정담당자 13 7.7 

기관 내 IRB 전문가위원 25 14.9 

기관 내 IRB 비전문가위원 3 1.8 

기관 외 IRB 전문가위원 4 2.4 

기관 외 IRB 비전문가위원 4 2.4 

기타* 31 18.5 

현재 심사 관련 직위 

무응답 40 23.8 

매우 확고하다 54 32.1 

가끔 혼동된다 91 54.2 윤리적 가치관 

상황에 따라 바뀐다 23 13.7 

*기타 직위: 임상연구실 행정직 및 연구원, 임상시험 담당자, 관리약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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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내

(46.5%)

2년이상 

5년미만

(28.7%)

7년이상 

10년미만

(3.0%)

10년 이상

(8.9%)

5년이상 

7년미만

(12.9%)

2년이내 2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기타

(23.5%)기관외IRB

비전문가위원

(3.0%)

기관외IRB

전문가위원

(3.0%)

기관내IRB

전문가위원

(18.9%)

기관내IRB

비전문가위원

(2.3%)

기관내

IRB행정담당

(9.9%)

기관내

임상연구자

(39.4%)

기관내임상연구자 기관내IRB행정담당 기관내IRB전문가위원

기관내IRB비전문가위원 기관외IRB전문가위원 기관외IRB비전문가위원

기타

그림그림그림그림 4 4 4 4....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경력별경력별경력별경력별    분포분포분포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5 5 5 5....    현재현재현재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관련관련관련    직위별직위별직위별직위별    분포분포분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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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교육교육교육    관련관련관련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 관련 변수로 기관 내 

교육 경험 유무, 기관 외 교육 경험 유무, 교육 참여 회수 등 3가지 변수를 

사용하였고 <표 8>, 이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 장소를 조사하였다.  

 

 기관 내 교육 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60.1%가 없다고 답했고, 39.9%는 

있다고 응답했다. 기관 외 교육 경험은 대상자의 63.1%가 없었고, 36.3%는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기관 내 교육과 기관 외 교육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는 

무응답(1명)을 제외한 응답자 167명 중 78명으로 46.7%를 차지했으며, 모두 

있는 경우는 167명 중 39명으로 23.4%로 나타났다  <그림 6>. 

 

 기관 외 교육 장소로는 응답자의 44.8%가 타 대학병원이라고 답했으며, 

KAIRB주관 31.0%, 온라인 교육 11.5%, 기타 6.9%, 해외 학술기관 5.8% 

순이었으며, 기관 내 및 기관 외 교육 장소별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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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8.  8.  8.  8.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교육교육교육    관련관련관련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있다 67 39.9 기관 내 IRB  

교육 경험 없다 101 60.1 

있다 61 36.3 

없다 106 63.1 
기관 외 IRB  

교육 경험 
무응답 1 0.6 

모두 있다 39 23.4 기관 내, 기관 외 

IRB 교육 경험 모두 없다 78 46.7 

타 대학병원 39 44.8 

KAIRB주관 27 31.0 

해외 학술기관 5 5.8 

온라인 교육 10 11.5 

 기관 외 

IRB교육장소* 

기타 6 6.9 

임상시험 관련법규 75 23.4 

IRB 역할과 심의방법 83 25.9 

IRB 운영방안 68 21.2 

임상시험의  

통계학적 접근 
37 11.5 

동의서 취득 51 15.9 

IRB 교육내용** 

기타 7 2.2 

*백분율(%): (해당사항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 (87))*100 

**복수응답 백분율(%): (해당사항 응답자수/전체 다중 응답자수 (3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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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병원

(25.3%)

KAIRB 주관

(17.5%)

해외 학술기관

(3.3%)

온라인 교육

(6.5%)
기타

(3.9%) 기관 내 교육

(43.5%)

기관 내 교육 타대학병원 KAIRB주관 해외 학술기관 온라인 교육 기타

기관내, 기관외

교육경험 

모두없음 

(46.7%)

기관내, 기관외 

교육경험 

모두있음

(23.4%)

기관외 

교육경험만 

있음 

(13.2%)

기관내 

교육경험만 

있음

(16.8%)

기관내 교육 기관외 교육 기관내, 기관외 교육 교육 경험 없음

그림그림그림그림 6.  6.  6.  6. 임상시험심사위원임상시험심사위원임상시험심사위원임상시험심사위원회회회회    교육교육교육교육    경험별경험별경험별경험별    분포분포분포분포    

    

    

그림그림그림그림 7.  7.  7.  7.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교육교육교육    장소별장소별장소별장소별    분포분포분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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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가가가가.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Checklist형의 40개 문항에 응답하게 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객관적 인식, 주관적 인식 등 3가지를 조사하였다. 

 

이 중, 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해, 

1)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와 2)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적 인식 평가 문항 15개가 

사용되었으며, 측정은 인식이 있는 경우 각 1점 또는 2점, 인식이 없는 경우 

각 0점으로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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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관심관심관심관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국내 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개정안이 시행된 2001년과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었던 2005년을 기점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해 알게 된 시기를 범주화 시켜 조사하였다. 

임상시험관리기준 개정 이후부터 황우석 박사 사건 이전인 2001년-

2004년까지가 전체 대상자의 40.5%로 가장 많았고, 사건이 있었던 

2005년이 20.8%로 많았으며, 2001년 이전에 알게 된 집단이 17.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이 14.3%, 2006년에 알게 된 집단이 7.1%순이었다. 

 

본원의 e-IRB(Web 기반 임상시험 전자 심사시스템) 운영 여부에 관해, 

전체 대상자의 41.1%는 없다고 응답했고, 모르는 경우가 38.7%,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표표표표 9.   9.   9.   9.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관심관심관심관심    
(n=168)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2001년 이전 29 17.3 

2001년-2004년 68 40.5 

2005년 35 20.8 

2006년 12 7.1 

IRB를 알게 된 시기 

잘 모르겠다 24 14.3 

있다 33 19.6% 

없다 69 41.1% 

모르겠다 65 38.7% 
e-IRB 운영 

무응답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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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법적법적법적, , , , 윤리적윤리적윤리적윤리적    의무에의무에의무에의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인식은 모두 10개 

문항으로 평가하였으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2000)과 임상시험 윤리기준의 이해(식품의약품안전청, 2005)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헬싱키선언과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확실히 알고 있다’와 ‘읽어 

본 적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로 평가하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읽어 본 적은 없다’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문서보관 의무기간은 ‘임상시험 종료 후 5년까지’, 표준작업지침서 

구비여부는 ‘있다’, 피험자 연락처, 피험자와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의 

자필기록 등은 ‘필요하다’, 임상시험 완료사실 보고 의무는 ‘있다’에 응답한 

경우, 인식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상자의 54.1%는 헬싱키선언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53.0%가 

임상시험관리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50.0%는 임상시험관리기준 

개정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임상시험 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 대상자의 

60.1%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동의서는 문서로 받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 

94.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서보관 의무기간에 대해서는 69.1%가 ‘종료 

후 5년까지’ 라고 답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 구비 여부에 관해 69.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험자 동의를 받을 시, 피험자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는 

경우가 71.4%, 피험자와 연구책임자의 서명과 날짜를 자필로 기록해야 

한다는 경우가 91.7%였으며, 임상시험 완료사실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2.7%로 나타났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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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0000.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법적법적법적, , , , 윤리적윤리적윤리적윤리적    의무에의무에의무에의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인인인식식식식    

    

(n=168)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확실히 알고 있다 35 20.8 

읽어 본 적은 있다 56 33.3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읽어 본 적은 없다 
70 41.7 

헬싱키선언 

있다는 것을 모른다 7 4.2 

확실히 알고 있다 42 25.0 

읽어 본 적이 있다 47 28.0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읽어 본 적은 없다 
43 25.6 

임상시험관리기준 (GCP) 

있다는 것을 모른다 36 21.4 

알고 있다 84 50.0 
KGCP 개정사실 

모르고 있다 84 50.0 

알고 있다 101 60.1 
전문가의 실태조사 

모르고 있다 67 39.9 

알고 있다 158 94.1 
피험자동의 문서획득 

모르고 있다 10 6.0 

종료 후 2년까지 4 2.4 

종료 후 3년까지 2 1.2 

종료 후 5년까지 116 69.1 
문서보관 의무기간 

잘 모르겠다 46 27.4 

있다 117 69.6 

없다 8 4.8 
표준작업지침서(SOP) 

구비여부 
모르겠다 43 25.6 

필요하다 120 71.4 

필요없다 25 14.9 

모르겠다 22 13.1 
피험자 연락처 

무응답 1 0.6 

필요하다 154 91.7 

필요없다 2 1.2 
피험자와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 자필 기록 
모르겠다 12 7.1 

있다 139 82.7 

없다 2 1.2 
임상시험 완료사실 

보고의무 
모르겠다 2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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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역할과역할과역할과    기능에기능에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인식은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2000)에 근거한 5개 문항으로 평가하였고, 각 문항의 

빈도수와 백분율은 <표 11>과 같다.  

 

대상자의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76.8%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답했고, 심사소위원회 운영에 관해 48.8%가 별도로 운영한다고 

응답했으며, 심사위원이 아닌 전문가 자문에 관해 75.6%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신속심사제도에 관해 대상자의 58.9%는 운영한다고 응답했으며, 

신속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해 대상자의 6.7%는 해당사항 

4가지(종료보고, 이상약물 반응의 조치, 행정절차 관련 사항 변경, 실시중인 

임상시험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처리 등)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16.0%는 

해당사항이 아닌 ‘연구책임자의 계획 일정에 따른 요청’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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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1111.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역할과역할과역할과    기능에기능에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예 129 76.8 

아니오 3 1.8 
IRB  

정기운영 
모르겠다 36 21.4 

예 82 48.8 

아니오 12 7.2 

모르겠다 73 43.5 

심사소위원회 

별도운영 

무응답 1 0.6 

예 99 58.9 

아니오 6 3.6 

모르겠다 62 36.9 

신속심사제도  

운영 

무응답 1 0.6 

구할 수 있다 127 75.6 

구할 수 없다 7 4.2 
심사위원 외  

전문가 자문 
모르겠다 34 20.2 

종료보고 52 13.2 

이상 약물 반응의 조치 111 28.1 

행정절차 관련사항 변경 61 15.4 

연구책임자의 

임상시험계획  

일정에 따른 요청** 

63 16.0 

실시중인 임상시험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처리 
68 17.2 

잘 모름 40 10.1 

신속심사 실시 

해당사항* 

계 395 100.0 

*복수응답 백분율(%): (해당사항 응답자수/전체 사항 응답자수 (395))*100 

**신속심사 실시 해당사항이 아닌 오답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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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관적주관적주관적주관적    인식인식인식인식    

    

 대상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지식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지를 조사했으며 그 빈도수와 

백분율은 <표 12>와 같다.  

 

 기관 내 전문가 위원의 주관적 인식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7.4%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0.4%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관 내 

임상연구자의 54.0%는 자신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26.0%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표표표표 1 1 1 12222.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관적주관적주관적주관적    인식인식인식인식    
단위: 명(%) 

주관적 인식도 
매우 
충분 

충분 적합 부족 
매우 

부족 
잘 모름 계 

전체  
8  

(4.8) 

15 

(9.0) 

16 

(9.6) 

76 

(45.8) 

41 

(24.7) 

10 

(6.0) 

166 
(100.0) 

기관내임상연구자 
2 

(4.0) 
1 

(2.0) 
5 

(10.0) 
27 

(54.0) 
13 

(26.0) 
2 

(4.0) 
50 

(100.0) 

기관내 IRB행정담당 
2 

(14..3) 
2 

(14.3) 
3 

(21.4) 
6 

(42.9) 
1 

(7.1) 
0 

(0.0) 
14 

(100.0) 

기관내 IRB전문가위원 
4 

(17.4) 
7 

(30.4) 
3 

(13.0) 
9 

(39.1) 
0 

(0.0) 
0 

(0.0) 
23 

(100.0) 

기관내 IRB비전문가위원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3 

(100.0) 

기관외 IRB전문가위원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기관외 IRB비전문가위원 
0 

(0.0)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기타 
1 

(3.3) 
1 

(3.3) 
3 

(10.0) 
8 

(26.7) 
15 

(50.0) 
2 

(6.7) 
30 

(100.0) 

IRB심사위원회  
관련 직위별 계* 

9 
(7.1) 

14 
(11.1) 

16 
(12.7) 

53 
(42.1) 

30 
(23.8) 

4 
(3.2) 

126 
(100.0)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직위별 계: 무응답 제외, 총 126명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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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교육에교육에교육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인식인식인식인식    

    

 전체 대상자의 38.7%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으며, 26.8%가 부정기적으로, 25.6%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8.9%는 교육이 실시된 경우가 없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윤리교육에 대해, 대상자의 56.0%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 4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88.7%는 향후 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음을 

밝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표표표표 1 1 1 13333.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교육에교육에교육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인식인식인식인식    

    
(n=168)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연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43 25.6 

부정기적 실시 45 26.8 

시행한 적 없음 15 8.9 
IRB교육 시행 

잘 모르겠다 65 38.7 

반드시 필요하다 94 56.0 

필요하다 68 40.5 

필요없다 0 0.0 

관심없다 2 1.2 

잘 모르겠다 3 1.8 

임상시험 

윤리교육의 필요성 

무응답 1 0.6 

있다 149 88.7 

없다 5 3.0 

관심 없다 6 3.6 
향후교육 참여의사 

무응답 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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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의인식의인식의인식의    분석적분석적분석적분석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인식도는 총 40개 항목 중 15개의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객관적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고, 총점 20점을 기준으로 변환 측정하여, 관측치의 분포에 

따라 1점에서 17점 사이에 해당된 경우는 인식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18점 

이상인 경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78.0%는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표 14>, 점수별 빈도수는 <그림 8>과 같다.  

 

인식도가 높은 집단의 특징은 기관 내 교육과 기관 외 교육을 받은 경우 

각각 70.0%, 기관 내 및 기관 외 교육을 모두 받은 경우 54.1%,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경우 13.5%로 나타났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 교육  회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11회까지였다. 직업은 의사, 리서치 코디네이터, 약사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임상시험 경험은 64.9%인 24명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심사위원 경험은 43.2%인 16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심사위원회 관련 

직위로는 기관 내 전문가위원이 29.7%인 11명으로 나타났고, 연구책임자 

경험은 24.3%인 9명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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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4444. .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객관적객관적객관적객관적    인식인식인식인식도도도도        
(n=168) 

객관적 인식도 구분 (점수) 실수 (명) 백분율 (%) 

1 3 1.8 

2 5 3.0 

3 2 1.2 

4 9 5.4 

5 6 3.6 

6 7 4.2 

7 13 7.7 

8 10 6.0 

9 6 3.6 

10 14 8.3 

11 6 3.6 

12 5 3.0 

13 5 3.0 

14 6 3.6 

15 9 5.4 

16 15 8.9 

인식도 낮음 

(131) 

17 10 6.0 

18 25 14.9 

19 12 7.1 
인식도 높음  

(37) 
20 0 0.0 

    
    

그림그림그림그림 8. 8. 8. 8.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점수별점수별점수별점수별    빈도수빈도수빈도수빈도수 ( ( ( (히스토그램히스토그램히스토그램히스토그램))))    

0

5

10

15

20

25

30

IRB 객관적 인식도 (점수)

(명)

명 3 5 2 9 6 7 13 10 6 14 6 5 5 6 9 15 10 25 1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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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직위(p=0.0003)와 교육 경험(p<0.001) 및 교육 회수(p=0.0006) 등이었다. 

<표 15>에서 심사위원회 관련 직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인식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서 기관 내 임상연구자가 많음(44명, 46.8%에 해당)을 볼 수 

있고, 인식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서 기관 내 행정담당자와 전문가 위원이 

많음(각각 10명, 29.4%에 해당)을 알 수 있다.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기관 내 교육과 기관 외 교육 모두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인식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기관 내 

교육의 경우, 교육에 참석한 집단의 38.8%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집단의 

10.9%가 인식이 높았다. 기관 외 교육의 경우, 교육에 참석한 집단의 

42.6%와 참석하지 않은 집단의 10.4%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회수에 따라 인식도는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이 0-1회 혹은 2-3회 받은 집단보다 인식이 높았다. 교육 

참여 회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11회까지로 나타났고, 교육 경험이 있고 

자신의 교육 회수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교육 참여 회수를 3등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교육 회수에 따라 인식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06). 3개 집단은 전체 교육 참여 회수의 관측치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여 재분류 하였다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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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5555....    객관적객관적객관적객관적    인식인식인식인식도도도도에에에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주는주는주는주는    요인요인요인요인    
    

    

구분 
인식도 낮음 

실수(명) 백분율(%) 

인식도 높음 

실수(명) 백분율(%) 

계 

실수(명) 백분율(%) 
p-value 

현재현재현재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관련관련관련    직위직위직위직위    

기관내 임상연구자 44 86.3 7 13.7 51 100.0 0.0003 

기관내 IRB행정담당 4 28.6 10 71.4 14 100.0  

기관내 IRB전문가위원 13 56.5 10 43.5 23 100.0  

기관내 IRB비전문가위원 2 66.7 1 33.3 3 100.0  

기관외 IRB전문가위원 2 66.7 1 33.3 3 100.0  

기관외 IRB비전문가위원 4 100 0 0 4 100.0  

기타 25 83.3 5 16.7 30 100.0  

계 94 73.4 34 26.6 128 100.0  

기관내기관내기관내기관내    교육참석교육참석교육참석교육참석    

예 41 61.2 26 38.8 67 100.0 <0.001 

아니오 90 89.1 11 10.9 101 100.0  

계 131 78.0 37 22.0 168 100.0  

기관외기관외기관외기관외    교육참석교육참석교육참석교육참석    

예 35 57.4 26 42.6 61 100.0 <0.001 

아니오 95 89.6 11 10.4 106 100.0  

계 130 77.8 37 22.2 167 100.0  

총교육총교육총교육총교육    참석회수참석회수참석회수참석회수    

0-1회 27 87.1 4 12.9 31 100.0 0.0006 

2-3회 23 65.7 12 34.3 35 100.0  

4회 이상 7 35.0 13 65.0 20 100.0  

계 57 66.3 29 33.7 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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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인식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주관적 인식이 높을수록 객관적 인식도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객관적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인식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재분류하여,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하다’ , 

‘적합하다’는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 ‘잘 

모르겠다’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는 표 16과 같다. 

객관적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인식이 부족한 경우는 85.5%에 

해당하였고, 객관적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주관적 인식이 충분한 경우는 

59.5%에 해당하였다.  

    

    

표표표표 1 1 1 16.6.6.6.    주관적주관적주관적주관적    인식과인식과인식과인식과    객관적객관적객관적객관적    인식인식인식인식의의의의    차이차이차이차이    
    

(n=168)    
주관적 인식도 

객관적 인식도 
부족 충분 

계 

112 19 131 
낮음 

85.5 14.5 100.0 

15 22 37 
높음 

40.5 59.5 100.0 

127 41 168 
계 

75.6 24.4 100.0 

p-value<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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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고찰고찰고찰고찰    및및및및    제안제안제안제안    

    

1. 1. 1. 1. 연구방법에연구방법에연구방법에연구방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조사 연구는 국내 임상시험 심사위원과 임상연구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연구자이거나,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간사, 기관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1차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졌고, 2차 

조사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방법상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기관 내 

임상시험센터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관련 행정담당자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 중 기관 내 전문가 

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지를 배부함으로써, 선택편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 조사는 임상연구자들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연구자의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거나 각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수준이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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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결과에연구결과에연구결과에연구결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 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3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혜경 등(1997)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4%로 나타난 데 비해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심사기록, 임상시험계획서, 성적서, 피험자동의서, 

처방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임상시험 종료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30.9%였는데, 이는 장혜경 등(1997)의 연구에서 

문서보관 의무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64.1%에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피험자 동의는 전체 응답자의 94.1%가 반드시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장혜경 등(1997)의 연구의 89.7%의 인식수준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8%는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IRB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장혜경(1997)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71.8%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고, 김옥주(2002)의 연구에서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50.0%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실태에 비해, 

비교적 인식이 높아지고, 운영은 점차 활성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각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항은 모두 6가지로 

구성되었고, 표준작업지침서의 구비, 심사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심사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별도 운영, 신속심사 제도 운영, e-IRB의 운영,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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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시행 등이었다. 기관 내 교육의 정기적 시행 여부는 2개 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에서 응답이 일치된 경향을 보였다(p<0.0001). 

전체응답자의 25.6%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박병주 

(2001)의 연구와 김옥주(2002)의 연구에서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20.0% 미만이라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에서 대한임상약리학회와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주관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 및 임상시험 관리기준 (KGCP)에 

관한 교육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교육 또는 기관 외 교육을 모두 받지 못한 그룹이 전체 응답자의 46.7%를 

차지했으며,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집단 중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교육을 받은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임상시험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기관 내 정기적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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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정책정책정책정책    제안제안제안제안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 임상시험심사위원 및 임상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옥주(2002)는 연구책임자가 임상시험심사회의의 심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30.0%이고, 연구위탁회사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50.0%로 나타나 

연구책임자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임상시험관리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구자 및 기관의 활발하고 전문적인 참여가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 임상시험과 다국적 임상시험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국내 임상연구자의 과학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국제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국내 임상시험 심사제도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겠다. 동일기관 내 

신속심사제도의 운영 및 심사 소요일수나 e-IRB의 운영여부 등에 대한 

응답은 차이가 있었는데,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차이 및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심사의 일관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연구(박병주, 김옥주, 나현오 등)들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한 질 보증 체계(Quality Assurance System) 및 

인증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형기(2006)는 ‘훌륭한 시스템이 

없이는 훌륭한 산물을 기대할 수 없다(No quality systems, no quality 



 49 

products)’며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 즉 Good 

Research Practices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 윤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시험 수행의 효율성은 극대화시키고 임상시험 심의와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하여 임상시험을 활성화 및 

선진화시켜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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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VI.VI. 결결결결        론론론론    

    

 이 연구는 국내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고,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은 설문에 참여한 국내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 168명으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 13개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연구자

들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간사, 기관 내부 및 외부 위원

들이다.   

 

 1차 자료수집은 2006년부터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2차 자료수집은 2006

년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일반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

기관 12개 병원과 치과용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1개 병원에 총 

205부의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총 16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2%). 

 

 수집된 자료는 SAS 8.1 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

해 빈도와 백분율,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특정변수를 이용하여 IRB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후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상관관계가 있는 변

수와 연구목적에 맞는 변수는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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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84명, 여자 84명이었으며, 연령

은 30~39세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의사가 58.9%로 가장 많았고, 

임상시험 관련 행정직 및 기타가 15.5%, 연구간호사 12.5%, 리서치 코디네이

터 7.1%, 약사 6.0%순이었다. 전문과목은 무응답과 기타를 제외하고 내과 

23.2%, 임상시험센터 7.1%, 정신과 5.4%, 순으로 많았고 그 외 외과 및 치과, 

약제과 및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및 안과, 신경과 및 비뇨기과 등으로 빈도가 

많았다.  

 

둘째, 임상시험 관련 특성 중 임상시험 경험은 대상자의 61.3%가 있다고 응

답했고, 임상시험 경력은 2년 이내가 28.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22.6%

가 연구책임자 경험이 있었고, 22.6%는 과거 심사위원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심사위원 관련 직위로는 기관 내 임상연구자가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14.9%

가 기관 내 전문가 위원이었다. 윤리적 가치관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54.2%

가 가끔 혼동된다고 답했으며, 13.7%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답하였다.  

 

  셋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 관련 특성은 대상자의 60.1%가 기관 내 교

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63.1%가 기관 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

으며, 46.7%가 기관 내 혹은 기관 외 교육을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상자의 23.4%가 기관 내 및 기관 외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관 외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KAIRB)주관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3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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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게 

나왔다. 심사위원회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관한 문항 10개,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문항 5개로서, 총 15개 문항에 대한 인식을 총점 

20점으로 평가하였을 때, 최저 1점부터 최고 19점까지 분포하였고, 대상자의 

78.0%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변수들에서 임상시험 경험 및 경력, 연구책임자 경험은 인식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경험과 교육 회수, 현재 심사위원회 

관련 직위는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기관 내 교육과 기관 외 교육 모

두 경험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인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교육 참여 회수에 따라 인식에 있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006),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이 0-1회 혹은 2-3회 받은 집단보다 

인식이 높았다. 

 

  둘째, 현재 심사위원 관련 직위는 객관적 인식도(p=0.0003)와 주관적 인식

도(p=0.001)에 있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관 내 전문가 위원과 행정

담당직이 다른 직위에 비해 객관적 인식이 높았으며, 기관 내 전문가 위원이 

주관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전체 대상자의 

56.0%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4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교육 참여에 관해 대상자의 88.7%가 참여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  



 53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인식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p<0.0001). 주관적 인식이 높을 수록 객관적 인식도 높았으며, 객관적 인

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인식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임상시험 및 다국적 임상시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임상시험 심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필요성 및 그 효과가 기대된다. 임상시험심사위원 외에

도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임상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직능과 경력에 따라 세분

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과학성과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내 임상시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지역임상시험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임상시

험 심사 인증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임상시험 

심사제도는 임상시험 수행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임상의

학연구 수준을 국내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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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1. IRB 1. IRB 1. IRB 1. IRB 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조사인식조사인식조사인식조사    문항문항문항문항    관련관련관련관련    

    

    ----    의약품의약품의약품의약품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관리기관리기관리기관리기준준준준    개정안개정안개정안개정안(KGCP 2000) (KGCP 2000) (KGCP 2000) (KGCP 2000) 근거근거근거근거    ----    

    

 

분류 항목 KGCP 

A1 헬싱키 선언 준수 제 17조 

A2 GCP 제 10조 

A3 KGCP 개정 사실 제 10조 

C6 신속심사 제 7조 

C8, C9 피험자 동의서 제 17조 

C11 임상시험 완료사실 보고의무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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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2.  2.  2.  2. Master codeMaster codeMaster codeMaster code    

변수명변수명변수명변수명 변수변수변수변수

Sirb
인식도를 나타내기 위해

점수화 한 변수

1= 문제 1개당 인

식도 점수
0=인식도 없음

irb 인식도를 나타내는 변수

1= 인식도 높음

(인식도 점수 7점

이상)

0=인식도 낮음

(인식도 점수 7점

미만)

HID 병원 1. 삼성서울병원 2. 원자력병원 3. 건국대학교병원 4. 경희대병원 5. 아주대병원 6. 강남성모병원

7. 연대세브란스

병원
8. 부산백병원

9. 영동세브란스병

원
10. 강동성심병원

11. 서울대치과병

원
12. 강북삼성병원

13. 순천향병

원

ID 일련번호

A1 헬싱키선언
1. 확실히 알고 있

다

2. 읽어 본 적이

있다

3.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읽어 본 적

은 없다

4. 있다는 것을 모

른다
1,2의 경우: 1 3,4의 경우: 0

A2 GCP
1. 확실히 알고 있

다

2. 읽어 본 적이

있다

3.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읽어 본 적

은 없다

4. 있다는 것을 모

른다
1,2의 경우: 1 3,4의 경우: 0

A3 KGCP 개정 1. 예 2. 아니오 1의 경우: 2 2의 경우: 0

A4 피험자동의 1. 예 2. 아니오 1의 경우: 1 2의 경우: 0

A5 실태조사 1. 예 2. 아니오 1의 경우: 1 2의 경우: 0

A6 문서보존의무기간
1. 임상시험종료

때까지

2. 종료후 2년까

지
3. 종료후 3년까지

4. 종료후 5년까

지
5. 잘 모르겠다 1,2,3,5의 경우: 0 4의 경우: 1

B1 윤리적가치관 1. 매우 확고하다 2. 가끔 혼동된다
3. 상황에 따라 바뀐

다

4. 윤리관이란 현

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B2 윤리문제
1. 실험적 수술 및

처치

2. 환자의 비밀보

장 소홀

3. 임상전문인력 부

족
4. 의료자원부족

5. 임상시험 윤리

에 관한 지식 부

족

C1 IRB 알게 된 시기 1. 2001년 이전
2. 2001년-2004
년

3. 2005년 4. 2006년 5. 잘 모르겠다

C2 SOP 구비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C3 IRB 정기적 운영 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C3a IRB 실제 운영 회수
1. 1년간 매월 1

회이상 정기적

2, 1년간 매월 1

회 이상 부정기적

3. 1년간 매월 1회

미만

4. 심사 필요시에

만 소집

C4
심사 소위원회 별도 운

영 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C5 신속심사 운영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2 2,3의 경우: 0

C5a 신속심사 소요일수

C6 신속심사 실시 해당사항 1. 종료보고
2.이상약물 반응

의 조치

3. 행정절차 관련사

항 변경

4. 연구책임자의

임상시험계획 일

정에 따른 요청

5. 실시중인 임상

시험 계획서의 사

소한 변경처리

6. 잘 모르겠다
1,2,3,5의 경우: 각
1점

4,6의 경우: 0

C7 e-IRB 운영 여부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C8 피험자동의시 연락처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C9 피험자동의시 자필서명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C10
임상시험 완료 사실 보

고 의무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C11
IRB위원외 비전문가 자

문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의 경우: 1 2,3의 경우: 0

D1 기관내 IRB 교육 시행 1. 연1회 이상 2. 부정기적 3. 없음 4. 모르겠다

D2
기관내 IRB 교육 참석

여부
1. 예 2. 아니오

D3
타기관 IRB 교육 참석

여부
1. 예 2. 아니오

D3a 타기관 IRB 교육 장소 1. 타 대학병원 2. KAIRB 주관 3. 해외 학술기관 4. 온라인 교육 5. 기타

D4 IRB 교육 내용
1. 임상시험 관련

법규

2. IRB 역할과 심

의 방법
3. IRB 운영 방안

4. 임상시험의 통

계학적 접근
5. 동의서 취득 6. 기타

D4a IRB 교육 참석 회수

D4b IRB 교육 불참 이유
1. 개최 사실을 몰

랐다

2. 근무시간에 이

루어졌다

3. 바빠서 참석 못했

다
4. 관심이 없었다 5. 기회가 없었다 6. 기타

D5
임상시험윤리 교육의 필

요성

1. 반드시 필요하

다
2. 필요하다 3. 관심없다 4. 잘 모르겠다

D5a 향후 교육 참여 여부 1. 그렇다 2. 아니오 3. 관심없다

D6
IRB 위원자격으로서 지

식 (주관적 인식도)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하다 3. 적합하다 4. 부족하다 5. 매우 부족하다 6. 잘 모르겠다

E1 성별 1. 남 2. 여

E2 직업 1. 의사 2. 약사 3. 한의사
4. 리서치 코디네

이터
5. 연구 간호사 6. 기타

E3 IRB 위원 경험 1. 있다 2. 없다

E4 현 IRB관련 직위
1. 기관 내 임상연

구자

2. 기관 내 IRB 행

정담당자

3. 기관 내 IRB 전문

가위원

4. 기관 내 IRB 비

전문가 위원

5. 기관 외 IRB전

문가 위원

6. 기관 외 IRB 비

전문가 위원
7. 기타

E5 임상시험 경험 유무 1. 있다 2. 없다

E5a 임상시험 경력 1. 2년 이내
2. 2년 이상 5년

미만

3. 5년 이상 7년 미

만

4. 7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E5b 연구책임자 활동 경험 1. 있다 2. 없다

E6 전문과목 1. 내과 2. 외과 3. 치과 4. 소아과 5. 피부과 6. 정신과 7. 한의과

8. 산부인과 9. 가정의학과 10. 안과 11. 이비인후과 12. 신경과 13. 기타

E7 연령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세 이상

임상연구자의 임상연구자의 임상연구자의 임상연구자의 IRBIRBIRBIRB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인식조사

인식도 평가인식도 평가인식도 평가인식도 평가////측정 측정 측정 측정 ((((총총총총20202020점만점점만점점만점점만점))))CodeCodeCod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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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3.  3.  3.  3. 설문조사지설문조사지설문조사지설문조사지----‘‘‘‘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IRB IRB IRB IRB 위원과위원과위원과위원과    임상연임상연임상연임상연구자의구자의구자의구자의    인식조사인식조사인식조사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서 

국제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이이이    설문지는설문지는설문지는설문지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IRB)IRB)IRB)』』』』와와와와    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 , , , 국내국내국내국내    의약품의약품의약품의약품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실시기관에실시기관에실시기관에실시기관에    근무하시는근무하시는근무하시는근무하시는    

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    분들의분들의분들의분들의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듣고듣고듣고듣고    국내국내국내국내 IRB IRB IRB IRB의의의의    바람직한바람직한바람직한바람직한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    

제시하고자제시하고자제시하고자제시하고자    작성된작성된작성된작성된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개인적 정보가 절대 누설되지 않습니다. 귀원의 개별 

응답결과 또한 제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작성에는 약 10분정도 소요될 것이며, 2006년 4444월월월월    27272727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반송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설문작성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국제백신연구소 어린이 뎅기백신사업단 (PDVI) 

김 지 선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 
 
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임상연구자: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와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담당자(Sub-Investigator) 및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ng 
Investigator)를 통칭하는 의미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리서치 코디네이터, 
연구간호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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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관리기준관리기준관리기준관리기준 
 
 
A1. 귀하는 헬싱키선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확실히 알고 있다.  
②  읽어 본 적이 있다. 
③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읽어 본 적은 없다. 
④  있다는 것을 모른다. 

 
A2. 귀하는 GCP (Good Clinical Practice)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확실히 알고 있다. 
②  읽어 본 적이 있다. 
③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읽어 본 적은 없다. 
④  있다는 것을 모른다. 

 
A3. 귀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 (Korea Good Clinical Practice; KGCP)가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4. 귀하는 임상시험 실시중 또는 종료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5. 피험자동의는 반드시 문서로 받아야 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6. 임상시험에 관련된 근거문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심사기록, 
임상시험계획서, 성적서, 피험자동의서, 처방기록 등)의 보관기간은 
몇년입니까? 

①  임상시험 종료 때까지 
②  임상시험 종료 후 2년까지  
③  임상시험 종료 후 3년까지 
④  임상시험 종료 후 5년까지 
⑤  잘 모르겠다 

 
 
 
 
 
 
 
 
 
 
 



 63 

B. 임상시험윤리임상시험윤리임상시험윤리임상시험윤리 
 
B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확고하다 
②  가끔 혼동된다 
③  상황에 따라 바뀐다 
④  윤리관이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2.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심각한 임상 윤리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험적인 수술 및 처치 
②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③  적절한 임상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④  필요한 의료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⑤  임상시험 윤리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 

 
 
 
 
 
 
 
 
 
 
 

C.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C1. 귀하는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①  2001년 이전 
②  2001년-2004년 
③  2005년   
④  2006년 
⑤  잘 모르겠다. 

 
C2. 귀 병원의 IRB 는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s)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C3. 귀 병원은 IRB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3a. 1번에 답하신 경우 (IRB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①  지난 1년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 
②  지난 1년간 매월 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소집 
③  지난 1년간 매월 1회 미만 소집 
④  심사 필요시에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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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귀 병원은 IRB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심사 소위원회와 
본위원회(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5. 귀 병원은 신속심사 (Expedite Review)제도를 운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5a. 1번에 답하신 경우 (신속심사 제도를 운영하시는 경우),  
귀 병원의 IRB 신속심사는 접수일로부터 승인일까지 며칠 
소요되십니까?  ___________일  
 

C6. IRB는 다음의 어느 경우, 신속심사를 해야 합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임상시험 종료보고에 대한 처리 
②  신속보고된 이상약물 반응의 조치 
③  행정절차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 
④  연구책임자의 임상시험계획 일정에 따른 요청 
⑤  실시중인 임상시험의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사항 처리 
⑥  잘 모르겠다. 

 
 
 
 

C7. 귀 병원은 e-IRB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8. 피험자 동의를 받을 시에는 피험자의 연락처가 필요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9. 피험자 동의를 받을 시에는 피험자와 연구책임자 모두의 서명을 받고 
서명날짜도 자필로 기록해야 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10. IRB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C11.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 임상시험 완료사실을 IRB에 
보고해야 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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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교육교육교육교육 
 
D1. 귀 병원에서는 IRB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②  부정기적으로 실시 
③  시행한 적 없음 
④  잘 모르겠다. 

 
D2. 귀 병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IRB 교육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3. 귀하는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IRB 교육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3a. 1번에 답하신 경우, 교육장소는 어디였습니까? 

①  타 대학병원   
②  KAIRB주관 
③  해외 학술기관 
④  온라인 교육 
⑤  기타 _________ 

 
 
 
 

 
D4. 기관내 혹은 기관외 IRB 교육을 받으신 경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①  임상시험의 관련법규 
②  IRB 역할과 심의 방법 
③  IRB 운영 방안 
④  임상시험의 통계학적 접근 
⑤  임상시험 동의서 취득 
⑥  기타 _________________ 
 
D4a. IRB 교육을 받으신 경우, 총 몇회 참석하셨습니까? _____회 
 
D4b. IRB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 개최 사실을 몰랐다. 
②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 
③  바빠서 참석 못 했다. 
④  관심이 없었다. 
⑤  기회가 없었다. 
⑥  기타 _________________ 

 
D5. 귀하께서는 임상시험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없다.  
④  관심없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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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a. 1번과 2번에 답하신 경우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앞으로 임상시험윤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관심 없다. 

 
D6. 귀하께서는 본인의 IRB에 대한 지식은 IRB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적합하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⑥  잘 모르겠다. 

 
 
 
 
 
 
 
 
 
 
 

E. 일반적특성일반적특성일반적특성일반적특성 
 

E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E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의사  
②  약사   
③  한의사  
④  리서치 코디네이터 
⑤  연구간호사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 

 
E3. 귀하는 IRB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4. 귀하의 현 IRB 관련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기관 내 임상연구자 
②  기관 내 IRB 행정담당자 
③  기관 내 IRB 전문가 위원 
④  기관 내 IRB 비전문가 위원 
⑤  기관 외 IRB 위원   
⑥  기관 외 IRB 비전문가 위원  
⑦  기타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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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귀하는 임상시험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5a. 1번에 답하신 경우, 귀하의 전문과목 임상시험 경력은? 

①  2년 이내  
②  2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7년 미만 
④  7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E5b. 귀하는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6. 귀하의 근무부서 (전문과목/실습분야)는? 

①  내과   
②  외과 
③  치과   
④  소아과   
⑤  피부과    
⑥  정신과   
⑦  한의과   
⑧  산부인과   
⑨  가정의학과 

⑩  안과   
⑪  이비인후과 
⑫  신경과 
⑬  기타 __________  

 
 
E7. 귀하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 귀하의 귀중한 시간과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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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increasing needs for ethical issues and review 

systems regarding clinical trials in the public health and bioethics 

communities of Korea since Dr. Hwang Woo Suk forfeited the research 

results in 2005. Given that clinical trials are conducted on people and 

their lives, that the priority is on ethical considerations, and that there 

is an obvious need for scientific review, it’s important to 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the IRB members’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This study present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intended to 

examine the Korean IRB members’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need for relevant education.  



 69 

The subjects include 168 individuals consisting of the investigators 

working at one of the 13 hospitals doing clinical trials and the 

incumbent IRB members. The primary data collection lasted from April 

20 to April 27, 2006, and the secondary data collection did from May 1 

to May 10, 2006. The collected data were treated with SAS 8.1 for 

computational statistics. Each item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and correlations. After measuring the respondents’ 

perception levels using certain variables,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ere analyzed. Then those variables that fitted the research 

purposes were put to the chi-square test.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were comprised of 84 men and 84 women. 

Those who were 30-39 accounted for 43.4%, being the biggest age 

group. The biggest number of them(58.9%) was a doctor. Of the 

respondents, 61.3% had an experience of clinical trials, and 28.0% had 

the experience of clinical trials for two years or less. With respect to 

the roles in IRB, the biggest portion of them(31.0%) worked for an 

institution as an investigator, while 14.9% did as an IRB biomedical 

scientist member.  

 

Second, as for education about IRB, 60.1% said they had never 

received such education at their institution, while 63.1% said the same 

answer for such education outside their institution. In addition,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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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no such education either from their institution or from other 

institutions. Out of those who received such education outside their 

institution, 31.0% did the education provid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KAIRB).  

 

Third, the respondents’ perception level of IRB was relatively low. 

Their perceptions were evaluated with a questionnaire containing total 

15 items, which consisted of those items about the board’s legal and 

ethical obligations and those about the board’s roles and functions. 

Their responses were converted into scores, and the full scores were 

set 20. Assuming that 18 or more scores corresponded to a higher 

level of perception, 78.0% of them were low in the level and their 

scores ranged from one, the lowest, to 19, the highest.  

 

Fourth, the factors affecting their perceptions of IRB included their 

roles in it(p=0.0003), educational experience(p<0.001), and collection 

of education experience(p=0.0006). The experiences of clinical trials, 

career, and working as a principal investigator(PI) didn’t have any 

influences on their perceptions.  

 

Fifth, 96.5% said that education about IRB was ‘definitely 

necessary’ or ‘necessary,’ and 88.7%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such 

edu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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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s, there are undeniable needs for and effects of 

mo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ducation about the Good Clinical 

Practice(GCP) guidelines and clinical trials review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omestic clinical trials. Moreover, there should be specific 

research into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RB education systems so 

that both the members and investigators can receive segmented 

education and raise the level of domestic clinical trials.  

 

It’s also needed to careful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clinical trials review. In recent years, not only domestic but 

also multi-country clinical trials have constantly increased. The 

increasing trend can also be observed with the number of institutions 

conducting clinical trials appointed by the government, local centers of 

clinical trials, and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CRO). At this point 

the needs for a certification system for standardized clinical trials 

review cannot be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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