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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 Global PS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SK Global PS는 아시아 최고의 CRO입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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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한국 Leading CRO의 
임상시험 실무이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LSK Global PS
2000년 3월 출범한 LSK Global PS는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허가용 임상과 
연구자 주도 임상, 임상 4상, PMS, 관찰연구 등 
허가 후 임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신약개발 관련 
컨설팅까지 임상시험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One Stop Full Service CRO로 
회사 설립 후 현재(2019년 12월 기준)까지 
약 1,153건의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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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 Global PS는 국내 임상시험 
기술 선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LSK 2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동양에는 임상시험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신약 임상시험이 규정상 가능하지 않았다. 신약 임상
시험을 위한 인프라도, 전문인력도, 노하우도, 경험도 없었다. 임상시험이란 선진국에서 승인된 의약
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기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약업계와 정부 모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01년 ICH GCP 임상시험 지침서가 도입되었고 2002년부터 IND와 
NDA가 분리되어 신약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진 것은 약 10년 
정도다. 최근 10년 사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 CRO 역사는 1997년 일본계 CRO CMIC이 서울에 지사를 연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 미국 CRO Quintiles가 한국 지사를 냈다. 국내 CRO는 1997년 LG에서 독립하여 CNR 
Research가 출범하였고, 2000년에 CJ에서 독립하여 Dream CIS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미국 CRO에서 경험을 쌓은 김성제 박사와 미국 정부기관에서 임상시험을 경험한 본인(이영작) 
등 모두 4명이 국내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2000년 LSK를 창사하였다. 이 세 CRO가 국내 CRO 시장을 
선도하였다. 그에 비해 지금은 40여 개의 국내 CRO가 활약하고 있으니  양적으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한 듯하지만 아직도 우리 제약산업의 임상시험 역량과 경험은 일천하고 부족하다.    

제약선진국인 미국은 임상시험에 관한 knowhow와 경험이 제약회사에 축적되어 있고 신약개발에 
관한 주도권 역시 제약회사에 있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의 필요성과 임상시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상시험 outsourcing이 활발하여졌다. 
세계 CRO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CRO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탄생하였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연구
자들이 Data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1988년 US FDA의 「임상연구 모니터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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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침서」가 도입되었다. 그러면서 US FDA는 Sponsor에게 임상시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On-Site Monitoring 권한을 Sponsor에게 주었다. 1988년 지침서에는 On-Site 모니터링과 
Monitor-연구자 간의 직접 접촉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On-Site Monitoring이 시작되었고 Monitoring 전문가를 CRA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Data Management 기술이 발전하였고 On-Site Monitoring보다 Risk-
Based Monitoring이 임상시험 관리감독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2011년 US FDA는 
1988년 지침서를 철회하고 Risk-Based Monitor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Risk-Based Monitoring
은 CRA 중심의 임상시험에서 Data 중심의 임상시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2~3년 내로 국내에서도 
RBM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 커다란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임상시험이 병원 
중심, 의사 중심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환자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임상시험 병원으로 와야한다.  
임상시험이 환자 중심이 아닌 것이 오늘이다. 환자 중심이란 임상시험이 환자가 가장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년 내에 병원 중심 임상시험이 환자 중심 임상시험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Data는 CRF(Case Report Form) 중심에서 RWD(Real World Data)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국내에서도 금명간 일어나야 할 것이다. 

임상시험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LSK는 선진기술을 주도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험 수준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여 왔다. 창사 20년을 맞이하여 이 책을 내는 동기는 LSK의 모든 업무 형태를 
국내 제약업계에 공개하여 국내 임상시험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부족한 면이 많을 것이다. 
서슴지 않고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동시에 변화해가는 선진 임상시험 기술을 계속 선도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것을 약속한다.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이사  이 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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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20주년 LSK Global PS : 
역경을 넘어 경이로운 성장, First & Best CRO

LSK Global PS가 창사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마침내 LSK Global PS가 해외

에서도 알아주고 신뢰하는 한국의 대표적 임상시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가 되었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전 황무지와 다름없던 국내 제약 인프라(Infra-structure) 환경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여기

까지 도달한 이영작 박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쌍화탕, 고약, 

청심환 등 전통약물 이외의 양약은 글로벌 제약 기업의 완제의약품이나 원료를 수입하여 제형/제제

화시켜 국내에 유통시키게 되어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운 생태계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제약계의 신약개발 능력을 제고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국제 표준 제도와 시설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첫 단계로 동물실험을 통하여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와 인체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인 GCP(Good Clinical Practice)가 

도입되었다. 이후 약 10여 년이 경과된 1990년 말경에야 전문인력 자원 양성과 기술이 정착된다. 이즈음 

이영작 박사는 과감히 임상시험 CRO인 LSK를 창업한다. 이른 감이 있는 창업으로 기회선점 효과를 얻은 

반면에 여러모로 미흡했던 국내 제약 환경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LSK 같은 임상시험 CRO 회사를 ‘임상시험 대행회사’라고 국역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불완전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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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본다. 스폰서(제약기업, 건식기업, 의료기기 기업, 환경물질 기업 등)를 대신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인력에 대한 관리는 대행에 속하는 업무지만 동시에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판단, 즉 효능 및 

안전성 평가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CRO 명칭에 ‘Contract Research-연구 계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스폰서는 임상시험 용역 의뢰를 하기 앞서 일단 CRO 회사를 감사(Audit)하여 

안전성 평가 능력과 임상시험 관리 능력을 검증한다. 국내 스폰서의 경우는 용역비가 중요한 평가기준

이기에 경쟁 입찰을 자주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LSK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외국 제약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임상시험 용역을 지속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외에 LSK의 신뢰성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LSK는 Global이라는 

단어를 회사명에 추가한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임상시험 CRO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이제 세계 무대에서 힘찬 도약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서울대 명예교수, (전)한국독성학회 / 아시아 독성학회 회장  장 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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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LSK Global PS의 창사 20주년을 축하합니다 

LSK Global PS가 벌써 창사 20주년을 맞으셨다고 하니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LSK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임상시험 CRO로 성장한 것은, 짧지 않고 변화도 많았던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한 길에만 전념해온 결과입니다. 이영작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LSK Global PS 임직원 여러분이 지켜온 

비전과 노력에 존경을 보냅니다. 2000년 초에 이영작 박사님께서 미국 임상시험 통계 전문기관인 

WESTAT의 한국 지사 WESTAT Korea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임상시험도 많지 않고, 

글로벌 임상시험 참여도 거의 하지 못할 때라서 미국에서 통계학자로서의 명성과 경험을 쌓으신 이 

박사님의 행보에 모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통계자문과 데이터 관리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꾸준한 

투자와 뚝심으로 임상시험 Full Service뿐 아니라 SMO 조직까지 갖추고 직원 규모도 30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상시험 발전의 산증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의 임상시험 경쟁력을 위해 각계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였

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국가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임상시험이 짧은 기간에 

글로벌 6~7위로 부상한 이유는, 우수한 병원과 의료진뿐 아니라,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스폰서와 CRO의 우수성에 있습니다. 

특히 직접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 CRO는 신약개발의 긴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

입니다. 스폰서들이 CRO에 가지고 있는 기대 중,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임상개발 일정을 더 빠르게 달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뿐 아니라 여느 선진국의 규제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자신 있을 품질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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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의 역량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CRO 내부의 품질 및 임상시험 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우수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병원에서 직접 연구자나 코디네이터와  일하고, 의무

기록과 증례기록을 직접 다루는 CRO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높은 윤리적 스탠더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글로벌화되어가는 신약개발 환경에서 국내 회사들도 다국가 임상시험을 많이 계획하게 되었

습니다. 한국회사가 다국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주도권을 한국에 두고 관리할 수 있는 CRO가 있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임상시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LSK Global PS는 전자데이터 캡쳐(EDC), 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 전자문서 관리, 약물감시, 

데이터 관리 등에 검증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인 CDISC 

등의 글로벌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임상시험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 관리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고 있음을 반갑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K Global PS가 우리나라 신약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사 20주년을 맞은 LSK Global PS의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 번 큰 축하를 드리고, 

10년 후 30주년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CRO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원장 / 커넥트클리니컬사이언스 대표  지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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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신약개발의 파트너로서 
LSK Global PS의 눈부신 역할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SK Global PS 창사 20주년 기념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약개발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미션을 가지고 회사를 창사하시고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허가용 임상과 연구자 주도 임상, 임상 4상, PMS, 관찰연구 등 허가 후 

임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약개발 관련 컨설팅까지 전방위적인 CRO로서 거듭 성장해오고 계신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LSK Global PS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국제 비영리 단체인 SCDM으로

부터 CCDM 인더스트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2,200개 회사 중 CCDM 파트너로 

인정받은 곳은 LSK를 포함 17개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신약개발이 만성질환과 예방 가능한 질환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향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환우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개인 웰니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소수 환우들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의약품 개발에 대한 공공적인 관심과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혁신신약 허가 건수의 절반 이상을 희귀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습

니다. 그 허가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수준을 기술, 인허가, 특허, 투자 측면에서 신약개발 선진국과 포괄적으로 

비교한다면 특정 연구개발 분야에서 개발경쟁자로서, 기술거래 파트너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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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자부합니다. 

LSK Global PS야말로 20여 년의 성장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구축한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의 품질로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임상시험 역량을 바탕으로 CRO의 역할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파트너로서 다수의 국내외 

제약사 및 글로벌 CRO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토탈 신약개발 임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훌륭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경제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은 제2의 도약대에 서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약개발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LSK Global PS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무궁한 발전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김 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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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eading CRO의 
임상시험 실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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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미래를 함께 연구하는

      LSK Global PS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20여 년의 
시간은 마부작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이 우리에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이었고 또한 바늘의 쓰임새에 
대한 연구의 시간이었고, 모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개발이라는 바늘의 용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토종 CRO로 제2의 
도약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2의 도약의 
장은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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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와 
한국임상시험
01. 임상시험이란? 

최초의 임상시험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동물실험과 탈리도마이드의 교훈
임상시험은 윤리와 과학이다 

02. CRO의 탄생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란? 
CRO 산업의 실태 및 현황 
국내 CRO 산업이 주목받게 된 이유
국내 임상시험의 환경 변화

03. 토종 CRO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 
왜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CRO를 선호할까
토종 CRO가 좋은 점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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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이란? 

최초의 임상시험 

16세기만 해도 괴혈병(壞血病)은 불치병이었다. 특히 장기간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 많

이 걸렸는데 바다의 신이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였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이 모두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

을 것이다.

1740년대 영국 해군함대 소속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는 어느 날 한 섬에 표류하게 

된다. 당시 레몬과 감귤 등을 싣고 가던 배가 함께 표류한 것이 천우신조였다. 먹을 것

이 변변치 못한 가운데 이미 몇몇 병사는 괴혈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우선적

으로 환자에게 레몬과 감귤을 먹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가던 병사들이 회복하기 시

작했다. 이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제임스 린드는 레몬과 감귤에 있는 어떤 물질이 괴

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747년에 인류 

최초로 임상시험을 한다. 괴혈병에 걸린 12명의 병사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한 그룹에만 감귤류의 과일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다른 것을 먹이고 비교하였는

데, 오로지 감귤류를 주기적으로 먹은 병사들만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 시험이 인류 최초의 임상시험으로 알려져 있다.1)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그리고 270여 년이 지난 오늘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

문이 되었다. 신약개발은 크게 ‘약물 발견’과 ‘임상시험’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미국바

이오협회에서는 신약개발을 3~4단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 1단계는 discovery 

해서 개발을 결정하는 단계, 2단계는 이를 약물로 만들고 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 3단계는 임상 1상부터 3상 시험 단계, 4단계는 승인 단계이다.

1) 이를 기리기 위해 5월 20일을 세계 임상시험 기념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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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의약학적 개발 목표(목적 효능, 작용기전 등)에 맞는 신약후보물질을 선정

하고 개발을 결정한다. 의외로 이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약 4.5년

의 세월이 소요되는데 이는 신약개발 실패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 지불과 

함께 시장성까지 고려해야 해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후보물질이 결정되면 2단계인 비임상시험을 한다. 시험 약물을 제조하고 주로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약물 특성을 연구한다. 사람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지와 안전복용량(dose) 등을 결정한다. 이때 1년가량 소요된다. 

이후 임상시험 계획을 세우고 임상시험 승인을 정부에서 받는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임상시험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

상 1상,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2상과 3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1상 임상연구는 신약의 최대 투여량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

험이다. 

신약물질을 인간에게 처음 투여하는 단계로 각종 변수가 다양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한다. 그만큼 2, 3상 임상보다 많은 노력과 기술이 요

구된다. 이후 신약의 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2상,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

으로 검증하는 임상 3상이 진행된다. 4단계는 승인 단계이다. 신약 허가 심사는 평균 

2.5년이 걸린다. 실패하거나 지연 시 개발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비임상 단계에

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는 경우

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1상이 1.5년, 2상과 3상은 각각 2.5년 그리고 승인 신청에서 시장 출시까

지 1.5년 정도 걸린다. 개발부터 출시까지 기간을 합하면 약 14년 정도 걸린다. 실제 

2010년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1개의 신약이 출시

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14년의 기간과 17.8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제출된 9,985개 임상시험 자료 분

석 결과에 따르면 1상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은 63.2%이고 임상 2상 성공은 30.7%, 임

상 3상은 58.1%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임상 2상의 성공률이 가장 낮다.2) 실제로 

1상 임상시험부터 신약 승인까지 평균 성공률은 9.6%였다. 항암신약의 경우에는 성공

2)  BioINwatch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18. 3. 27.



21

Intro
History

Appendix

률이 5% 미만이고, 치매의 경우 성공률은 더 낮다. 그래서 신약개발을 낙타가 바늘구멍

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들 하는 것이다. 

동물실험과 탈리도마이드의 교훈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

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

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임상시험이다. 이 가운데 안전성이 우선한다. 이는 두 

개의 비극적 사건에서 유래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1937년 설파닐아미드(Sulfanilamide)와 부동액에 딸기향을 

첨가한 감염 치료제를 복용한 아이들 107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건

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  불량 식품, 불량 의약품, 불량 화장품, 불량 의료기기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FDA가 1930년 설립됐고 설파닐아미드 비극을 계기로

1938년 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진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약품에 관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에 1957년 

독일 제약회사 그뤼넨탈은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콘테르간을 출시한다. 그뤼넨

탈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로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기업 중 하나이

다. 수면 장애 등에 효과가 있는 진정제로 알려진 콘테르간은 각종 동물실험에서 부작

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48개국에 

수출하기에 이른다. 당시 탈리도마이드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한

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입덧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산부들이 많이 복용했

는데, 사지가 없거나 짧은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탈리도마이드가 임산부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연구자들은 수차례 동물실험 

끝에 겨우 생쥐와 쥐는 탈리도마이드에 내성을 가지고 있고, 토끼와 햄스터는 종에 따

라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양이나 돼지 등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특별한 경우에

만 반응이 있다는 정도를 알아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는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임신 후  

42일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사지가 없거나 짧은 기형아를 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1960년 당시 탈리도마이드 베이비가 전 세계에 1만 명, 독일에만 5,000명 이상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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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들 중 아직도 2,000여 명이 생존하고 있다. 하나의 약물

이 잘못 출시되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동물실

험에 성공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약개발의 역사는 설파닐아미드와 탈리도마이드의 비극 등으

로 점철되어 있고 이런 비극적 사건들은 신약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임상시험은 윤리와 과학이다 

평균 1,000개의 물질 가운데 단 하나만 신약후보물질로 선택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약후보

물질조차 임상시험을 통과해 의약품으로 승인될 확률은 10% 미만이다. 그만큼 어려워 통

과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러다 보니 임상시험의 결과를 좋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19일 자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연구학술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항생제 Ketek 임상시험에서 일어난 조작 사기 사건이 상세하게 소개됐

다. 조작의 주인공은 마리아 앤 커크먼 캠벨(Maria Anne Kirkman Campbell) 박사

였다. 당시 Ketek 임상시험에는 2만 4,000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0여 명 내외의 환자를 등록했는데 Campbell 박사만 400여 명 정도의 압도적으로 많은 

환자를 등록했다. 문제는 임상시험 참여자 동의 과정도 없이 환자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혈액 샘플도 위조하고 환자의 재방문, 임상시험 완료 여부도 조작했다. 그러면서 환자 1

인당 400달러를 받았으며 등록된 환자 모두 임상시험을 마친 것으로 위조했다. 이런 위

조·조작 행각이 드러나면서 21개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4

년 3월 24일 57개월 징역, 55만 7,251달러 벌금, 제약사인 Aventis에 92만 5,774달러

를 배상하라는 형을 받았다. 

이렇듯 신약개발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조작과 위조 등 수많은 유혹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

문에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규정과 절차와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

에 대해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이사는 ‘임상시험은 윤리와 과학’이라고 못 박는다. 

임상시험에서 윤리란 최우선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임상시험

의 과학은 시험약물의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유

효한 약물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임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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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상시험은 내외부적 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기관이 임상시험과 

의약품의 승인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 정부기관이다. 

정부기관은 임상시험 방법과 계획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임상시험 결과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02
•

CRO의 탄생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였다. 임상시험뿐만이 아니

다. 자체 부서를 두고 R&D부터 임상시험, 생산, 마케팅 & 영업 등을 통합형(FIPCO :  

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으로 관리했다. 약물이 다양화되면서 

제약사의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다 보니 한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할 수 없게 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임상시험 전문수행

기관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CRO가 전문적으로 임상시험을 대행해준 것은 아니었다. 병원에 데이터 양식

을 전달하거나 수집하고 데이터를 입력(entry)하는 정도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

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임상시험의 설계에서부터 기술수출 판로 모색까

지 신약개발의 성공 파트너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 CRO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다국적 임상이 시행되면서였다. 다국적 임

상의 시작은 1982년 퀸타일즈(현재 아이큐비아로 사명 변경)를 설립한 데니스 길링스

(Dennis Guillings)를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였던 데니스 

길링스는 통계학자로서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통계분석 등을 하던 중 다국적 임상을 

맡게 되었다. 

사람은 건강 상태가 수시로 변하고 사람 간의 차이도 크다. 특히 사람은 생리 조건이 천

차만별이다. 심지어 기분에 따라 몸 상태도 순간순간 변한다. 5분 간격으로 측정한 혈

압도 다르고 아침저녁으로 체온도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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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물효과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약물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임상시험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반응을 기록하고 수치

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계학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통계학자인 데니스 

길링스가 Quintiles를 1982년 설립한 것은 통계학과 데이터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 때

문에 가능하였다. Quintiles는 현대적인 의미의 CRO로서는 최초이다. 그 외에도 신약

개발 업무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약사 출신이 만든 CRO 회사 PPD, FDA 규제의 

전문성을 갖고 시작한 Parexel, 케미컬 분석을 하던 기업에서 발전하여 CRO가 된 

Covance 등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CRO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 임상에 비해 한국의 임상시험 역사는 짧다. 한국의 임상시험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은 1995년 12월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이 시행되면서부터이

다. 2003년과 2004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2012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약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CRO 산업의 실태 및 현황

최근에 와서 CRO는 신약개발의 파트너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제약사의 

CRO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CRO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표 1-1┃전 세계 CRO 시장 규모 예측(단위 : 10억 달러)3)

3) 출처 : the CRO Market Size Projection : 2018~2023, ISR Repor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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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 CRO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그 성장 규모를 알 수 있다. 2014년 2,940억 원, 

2015년 3,318억 원, 2016년 3,772억 원, 2017년 4,299억 원, 2018년 4,550억 원으

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의 규모를 분리해서 보면 해외 CRO의 2018년 매출액이 2,445억 원으로 

국내 CRO의 2018년 매출액인 2,105억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CRO

가 2017년에 가파르게 성장하며(2016년 대비 65% 성장) 2018년에는 해외 CRO와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CRO와 해외 CRO 모두 2018년 매출액은 2017

년 매출액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4)

┃표 1-2┃CRO 연간 매출액 추이(단위 : 100만 원)5)

국내 CRO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토종 CRO의 입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2017년 부터 간극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회사 한 곳당 비교했을 경

우 해외 CRO 회사가 약 2배 이상의 매출을 더 올리고 있다. 더욱이 국내 CRO 시장도 

외국계 회사가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4) 한국임상시험백서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2019.

5) 출처 : 2019년 CRO 산업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KoNE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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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RO 산업이 주목받게 된 이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국내 CRO 산업이 커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거기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정부도 제약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제약산업육성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임

상시험 5대 강국을 목표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현재 6~8위권에 머물고 있는 임

상시험 점유율을 5위권 내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의 간소

화, 기간 단축, 임상 가능 의료기관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6)

과거 제약회사들은 주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지만 정부의 제약정책

이 바뀌면서 신약개발에 눈을 돌렸고 임상시험의 노하우가 부족한 회사들이 자연스럽

게 CRO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것도 CRO 산

업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붐(Boom)’을 타고 몇 년 

사이 바이오벤처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새로 창업한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은 440여 개를 넘어섰다. 2015년(202

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1-3┃연도별 바이오 중소〮벤처 설립 현황(단위 : 개)

신생 바이오벤처는 효능이 탁월한 원천물질을 갖고 있더라도 환자 모집에서부터 임상

시험기관 관리, 데이터 관리, 통계분석, 허가 신청 등 길고 복잡한 임상시험 과정을 진

6)  정부는 제약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통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며 KDDF(범부처신약
개발사업단)을 통해서는 지난 9년 동안 1조 6,000억 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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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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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비임상부터 3상까지 긴 임상시험 과정을 스스로 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CRO에게 임상을 맡기는 것이다.  

한편 한국이 임상하기 좋은 나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비중은 글로벌 임상시험 10위권, 서울은 세계 1위의 임상시험 도

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좋은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제약 선진국이 보기에 임상시험을 하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메디컬 인프라

가 잘돼 있고 의사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보다도 훨씬 

규제가 완만하다. 또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문맹률이 낮아 좋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했다. 대학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 환자 모집

도 수월하고 퀄리티도 높다. 이런 요소들이 한국을 임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고 세

계적으로도 임상시험 관련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임상시험의 환경 변화

CRO 시장과 제약시장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래서 CRO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먼저 임상시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제약시장

의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18년 1조 2,048억 달러(약 1,418조 원) 규모를 형성, 최근 5년

간(2014~2018년)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시장(약 

571조 원, 40.2%)이 가장 크다. 이어 중국(약 155조 원, 11%), 일본(약 101조 원, 7.2%), 

독일(약 63조 원, 4.4%), 프랑스(약 43조원, 3.1%)순이다.

IQVIA는 최근 세계 제약시장이 2022년까지 연간 3~6% 성장해 총 1조 4,150~1조

4,45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치료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항암제가 995억 달러(25.3%)로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당뇨병 치료제가 787억 달러(20.0%)로 뒤를 이

었다. 이외에도 자가면역질환, 혈액응고, 면역 분야는 2014~2018년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19~2023년에도 6~9%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특히 항암제는 2019년 연구개발 중인 전 세계 파이프라인 중 가장 가파

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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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18년 2014~2018년 CAGR 2023년 2019-2023년 CAGR

항암제 99.5 13.1% 140~150 6~9%

당뇨병 78.7 15.2% 115~125 7~10%

호흡기 60.5 5.7% 70~80 2~5%

자가면역 53.5 15.4% 70~85 6~9%

통증 39.7 0.9% 40~48 0~3%

항생제 및 백신 40.6 2.3% 40~48 0~3%

정신건강 35.5 -2.6% 32~40 (-2)~1%

혈액응고 39.8 13.1% 55~65 7~10%

고혈압 29.9 -3.6% 27~31 (-2)~1%

면역 34.2 11.7% 45~55 6~9%

기타 392.7 4.8% 440~470 1~4%

┃표 1-4┃주요 치료 분야 시장 규모 현황 및 예측(단위 : 10억 달러, %)7)

이번엔 국내 제약시장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23조 원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약 1,418조 원)의 1.6%에 불

과하다.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수인데 그중 의

약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5억 달러로 1순위이며 그 뒤로 독일 4.6억 달러, 일본 4.6

억 달러, 중국 4억 달러순으로 집계된다. 또한 독일과 터키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각각 108%, 137%로 괄목할 만하다.

국내의 경우 2018년 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고, 의약품 수출액은 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의약품 수입액은 

7.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무역수지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

근 5년간(2014~2018년) 수출 증가율이 19.2%로 수입 증가율 6.8%보다 높아 무역수

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8)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합성의약품이 415건으로 61.1%, 바

7) 출처 : 2018 IQVIA Market Prognosis, IQVIA Institute, Dec. 2018.

8) 한국임상시험백서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2019.

기준 : 제약 선진국 8개국(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과 파머징 국가 6개국(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터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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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약품이 233건으로 34.3%, 생약(한약)제제가 4.6%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유전자

재조합,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생약(한약)제제의 증가세가 돋보인다. 임상시험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항암제가 247건(36.4%)으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뒤로는 내분비계(67건), 소화기계(54건), 심혈관계(49건) 등의 순서다.

최근 들어 주목해볼 점은 초기 단계 임상시험인 제1상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점점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제1상 임상시험 161건 중 39건(24.2%)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으로, 그중 국내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37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초기 단계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

나의 특징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9)

구분 1상 2상 3상 기타 계

2016년 180 96 175 6 457

2017년 176 89 209 2 476

2018년 211 98 189 7 505

┃표 1-5┃제약사 임상시험 단계별 승인 현황(단위 : 건)

그렇다면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아웃소싱 현황은 어떨까. 

글로벌 시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상시험 CRO 시장 규모는 글로벌 임상시

험 CRO 시장 대비 약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신약개발 선진국

들의 CRO 시장 성장률이 7~9%를 차지하며, IQVIA, PPD, Syneos Health 등 Top10 

글로벌 CRO가 임상시험 CRO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아웃소싱이 해외 CRO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토종 

CRO에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국내제약사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도 불구하고, 토

종 CRO가 해외 진출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토종 CRO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는 제약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동반자이다. 토종 CRO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선진국 CRO에 좌지우지될 것이고 이미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9) 한국임상시험백서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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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CRO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

왜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CRO를 선호할까 

국내 제약사들이 토종 CRO보다 해외 CRO를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해

외 CRO와 협력할 경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또한 임상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외국 CRO가 더 많이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주로 국

내 CRO에 의존하지만,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임상시험을 할 때는 해외 CRO

에 위탁하는 식으로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개량 신약이나 제네릭(복제약)은 토종 CRO에 위탁하는 반면 기술수출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은 해외 CRO에 의존한다. 최근에 와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나가는 

국내 제약사와 biotech의 임상시험 수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3년 44건, 2014년 48건, 2015년 64건, 2017년 85건에 이르던 것이 2018년에는 

100건 이상, 2019년에는 219건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LSK 내부분석 결과 밝혀졌다. 

그 가운데 2018~2019년 145건 이상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phase별로 보면 

1상 50건 이상, 2상 47건 이상, 3상 21건 이상, 임상시험의 성격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27건이나 된다. 미국의 2016년 자료에 의하면 평균 1상 임상시험 비용은 $15.2M, 

2상 $23.4M, 3상 $86.5M이다. 위에 phase가 알려진 임상시험들의 비용을 추정하여 

본다면 2018~2019년에 거의 $3.7B의 비용이 미국으로 계약 또는 계획되고 있다. 엄

청난 비용이다.

토종 CRO가 좋은 점

국내 CRO의 수행 능력이 정말 해외 CRO에 비해 역부족인 걸까? 

2018년 한 해 CRO가 위탁받아 관여했던 허가용 임상시험(1~3상) 현황을 보면 해외  

CRO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종 CRO와 협력할 때 이점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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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는 신속함과 저비용인데 국내 제약사가 토종 CRO와 진행할 경우 비용은 

10분의 1, 시간은 7~8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간접비용이 상

당하지만,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미국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도 가능하다.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 하나이다. 오히려 CRO가 스폰서를 압도하는 

‘CRO-Sponsor mismatch’ 상태에서는 이해관계도 일방적이어서 시의적절한 결정과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다국적 CRO와 협업

했다가 임상 지연 등의 이유로 LSK를 찾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일본 제약사

는 남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다국적 CRO를 고용했다가 임상 업무가 지체

되어 계약을 해약하고, LSK와 계약하여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CRO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LSK 이영작 대표는 가장 먼저 “글로벌 수준에 맞는 품질

의 임상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상시험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 

‘신속하게’ 시간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물론 ‘가격도 적절’해야 한다. 

이 말은 임상시험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시행하면서도 데이터의 퀄리티를 글로벌 수준에 

맞출 능력이 있어야 하며, 품질을 강조하다 시기를 놓쳐도 안 되고 비용 때문에 품질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명성이나 규모 있는 CRO가 반드시 만족할 만한 조

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명성이 있는 해외 CRO라고 해서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임상

시험은 결과값보다 시험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CH)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맞추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 고품질의 임상시험

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규정 준수, 표준작업지침(SOP)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에서 나오

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LSK의 임상 데이터가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 이는 LSK가 

항상 글로벌 기준으로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미국 FDA 또

는 EMA(유럽의약청) 등의 양식이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

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 임상시험 허가신청(IND) 없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임

상시험도 미국은 받아들인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임상시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해외 규제 당국에 내놓을 수 있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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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보장하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하다.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한다 

국내 제약사가 발전하려면 토종 CRO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토종 CRO와 제약사는 상

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LSK 이영작 대표가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제약강국으로 가기 위한 ‘토종 CRO 육성’과 ‘국내 임상시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한국 제약산업을 위해서라도 토종 CRO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에 깊

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토종 CRO가 해외를 알고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을 파

악해야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신약개발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도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해야 우리 기술인 것처럼 제약사

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의약품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며 “한국 시

장에서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하고, 한국에서 실패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기술을 수출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성공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사

례를 들었다. “대만 바이오텍 회사인 파마엔진은 미국에서 리포소말 이리노테칸

(Liposomal Irinotecan)을 라이선스받아 한국과 대만에서 임상을 시작하여 좋은 결과

를 내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이 약물은 ONIVYDE로 재명명되어 췌장암 치료

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성공하면서 세계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들

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내 토종 CRO를 육성해야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해외  CRO

에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제언도 잊지 않았다.

토종 CRO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해야만이 임상시험 노하우와 임상시험 

데이터가 한국에 쌓일 수 있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임상시험을 다국적 CRO와 진행

하면 글로벌 임상시험의 노하우가 국내에 축적도 되지 않고 공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글로벌 CRO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CRO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임상시험 경험 축적

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것은 CRO 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의 글로

벌 시장 진출에 결정적 성공요인이 된다.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의 주도권을 갖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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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력한 시장 경쟁력은 없기 때문이다. 국내 CRO 시장에서 해외 CRO의 매출 비중

이 높다는 것은 단순지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만큼 임상시험 정보의 주도권이 해외 

CRO 회사에 집중된다는 것이고, 막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지식 기반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국내 CRO와 국내 제약회사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관계이다. 서로를 끌어

주는 이런 건강한 파트너십이야말로 국내 CRO 활성화를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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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LSK Global PS는
어떻게 다국가 CRO가 되어가고 있나 

LSK Global PS 전략의 의미

토종 CRO가 글로벌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까?

LSK Global PS(이하 LSK)의 20년 역사는 위의 물음에 대한 응답의 역사이다. 

LSK는 Reliable CRO, Ethical & Transparent CRO, Technically Advanced CRO, 

Quality Oriented Full Service CRO의 지향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으며, 그 지향

점들은 CRO Going Global with Competitive Service Delivery라는 최종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당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초지일관 글로벌 CRO로서의 기업 위상

을 추구해왔다. 일관된 지향점이 있었기에 불모지에 가깝던 초창기 시장환경과 CRO

에 대한 시장 인식의 미비,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

의 태동기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수준의 R&D를 추진할 수 있었다. 시작부터 글

로벌 스탠더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글로

벌 시장이 인정하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CRO

가 단순 기술 기반이 아니라 지식 기반 사업이라는 선도적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당사가 일찍이 글로벌 CRO를 목표로 삼은 것은 시장의 확대와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기업 본연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임상시

험 테이터의 축적과 활용은 국내 CRO 기업의 활로이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활로이기도 

하다.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해외 CRO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CRO 기업

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임상시험 데이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을 통해 국내 

CRO산업과 제약산업의 지식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LSK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다.

LSK Global PS 20년, ‘최초’와 ‘최고’의 역사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던 당사는 임상시험 프로세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초’의 족적을 남겼다. 현재 사용 중인 메디데이터 솔루션을 비롯하여 글로벌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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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증된 DM 시스템을 국내 CRO 최초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DM과 통계팀 전문인

력이 90여 명에 그중 통계분석 전문가가 25명일 정도로 한국 최대 규모이며 질 측면에

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국내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사들이 기술 수

출에 필요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LSK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 관리와 통계 처리의 우수

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글로벌 제약사의 FIH(First-In-Human) 항암제 1상 시험 용역을 따낸 국내 

최초 CRO, 글로벌 벤처사의 항암제 신약 글로벌 3상 시험의 메인 CRO를 수행한 국내 

최초 CRO, 국내 최초 PV(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 부서 운용, 국내 임상 CRO 

최초 SCDM의 CCDM ®Industry Partner 등록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토

종 CRO라는 현재의 위상은 이러한 ‘최초’ 업적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LSK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 본사가 

수주한 임상시험은 1,0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약 130건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주함

으로써 LSK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표 2-1┃LSK 글로벌 임상시험 수주 현황(2019)

Cardiovascular

Oncology

Endocrinology

Neurology

Gastroenterology

Infectious diseases(V)

Urology

Respiratory

Hepatology

Orthopedics

Infectious Diseases

Dermatology

Ophthalmology

Rheumatology

Psychiatry

Medical Genetics

Nephrology

ENT

Immunology

Plastic surgery

Other

13177

49136

49

25

16

12

13

43

41 2

30 3

31 3

25 4

26 1

22 4

18 3

14 2

10 7

82 12

109 13

60 7

31 6

▶ 1,106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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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연구 유형 가운데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허가용 3상 임상시험 

프로젝트가 가장 많다는 점은 당사의 기술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LSK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연구 유형(2019)

02
•

LSK 20년, 마부작침의 세월

태동기(2000~2006년)

LSK는 미국 CRO 기업(Westat Inc.)의 한국 지사(Westat Korea)로 출발했다. 임상통

계학자로서 장기간 대학교수 및 정부기관(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몸담고 있던 이영

작 대표이사와 글로벌 대형 CRO 회사인 PPD에서 임상통계학자로 근무한 김성제 부

사장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 첫걸음을 떼었다. 

1996년에 공포된 ICH GCP 규정이 2000년 1월 국내에 도입되면서 IND(Investiga-

tional New Drug,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와 NDA(New Drug Application,신약 

허가 신청) 제도가 분리되었고, 본격적인 국내 임상시험 수행 및 규정의 선진화가 시작

되었다. 그에 따라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기 시작

한 국내 CRO 시장의 태동기와 함께 LSK의 태동기도 시작되었다.   

Ⅰ

Ⅱ

Ⅲ

ⅡT

Ⅳ

Bridging Study

Medic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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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CRO 업무와 전문 CRO 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 인식과 국내 시장 규모 자

체가 빈약한 시기였으며, 많지 않은 임상시험마저 CRO 기업의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인맥이 결정적 수주 요인으로 작용하던 시기였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인

맥 기반이 전무했던 Westat Korea 경영진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

국 당면한 경영난과 불투명한 시장 전망을 이유로 출범 1년 만에 Westat Inc.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 CRO 시장의 잠재력과 기회 요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Westat Korea 경

영진에게 시장 철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시장 철수보다는 오히려 공격적 성장

전략을 모색, 2001년 한국 바이오벤처 라이프코드(Lifecord)사와의 업무 합병을 통해 

‘라이프코드스텟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제2의 출범을 선언하게 된다. 라이프코드사의 자

금력과 Westat Korea의 전문성의 결합으로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양사의 이

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합병은 회사 지분 60%를 넘겨주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

에 없었던 결정이기도 했다. 그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R&D 투자원 확보가 절실했던 시기였다. 합병과 지분매각으로 R&D 투자원을 확보한 라이

프코드스텟코리아는 본격적인 R&D에 돌입하면서 임박한 성장기를 준비하게 된다. 

2001년에는 종이 증례기록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DMSys를 도입했다. 당시 국내 CRO 기업들이 열악한 자금력과 글로

벌 스탠더드의 필요성에 대한 미비한 인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체 D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던 실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라이프코드스텟코리아의 행보는 단연 선

도적이었다. 국내 CRO 기업 가운데 글로벌 수준의 DM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한 기

업은 라이프코드스텟코리아가 유일했다. 태동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임상시험 데이터

의 수준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확고

한 원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DM 시스템에 대한 선도적 투자 행보는 2006년 Target Health사와 Clinical Research 

& Regulatory Consulting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 데이터 수집

(Electronic Data Capture, EDC) 시스템 시대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EDC 시

스템 도입은 회사의 DM 경쟁력을 제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당사의 DM 분야의 경쟁력은 이때부터 태동된 것이다. LSK의 태동기는 암담한 

시장상황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압박에 고통받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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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스템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춤으로써 장차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는 

최초 지향점을 잃지 않았다. 

태동기의 위기는 그렇게 성장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성장기(2007~2015년)

2007년은 LSK 역사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Lifecord 社와의 업무 합병은 분명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나 라이프코드사의 본업과 다

른 길을 걸어야 하는 LSK는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 한 CRO 기업으로의 발전

을 도모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해였다. 시장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으나 여전

히 R&D에 필요한 자금 원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홀로서기’는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

이었으며, 독자생존은 곧 회사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은 50여 명의 직원들이었다. 5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투

자를 통해 증자하면서 마침내 독자적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CRO 시장의 전망

에 대한 확신과 회사의 지향점과 경쟁력에 대한 공감과 신뢰의 결과였다.

2007년 마침내 사명을 라이프코드스텟코리아에서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한다. LSK의 성장기는 임상시험 기술발전과 글로벌 

임상시험 수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시기였다. 열악한 초기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글로벌 스탠더드를 목표로 연구와 투자를 하면서 LSK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태동기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DM 분야의 발전은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2010년 8월부터 미국 FDA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넷 기반의 EDC(Electronic Data 

Capture) 시스템 구축을 위해 Target Health사의 Target e*Studio® 솔루션을 도입, 

본격적인 EDC Data Management 시대를 열었다. 또한 2010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미국의 Medidata사와 Medidata Solutions Channel Partner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

템을 도입함으로써 DM 시스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

를 마련하기도 했다. 

효율적인 전자 자료 수집(EDC) 및 관리를 위한 메디데이터 레이브(Medidata Rave®), 

빠르고 정확한 임상데이터 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메디데이터 코더(Medidata Coder®),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와 시험약 공급 관리를 위한 메디데이터 밸런스 (Medidata 

Balance®)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임상시험 솔루션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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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 행보였다.

이러한 독보적 행보가 비로소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은 것은 2010년이었다. 릴리의 신

약개발 자회사인 릴리코러스로부터 신약 항암제의 FIH(First-in-Human) 1상 시험 용

역을 따내는 기념비적 성과를 일구어낸 것이다. 출범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 토종 로컬 

CRO가 최초로 글로벌 대형 CRO를 제치고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프로젝

트를 수주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당시 동아일보에 실렸던 일부 기사를 옮겨본다.

2004, 2005년에도 글로벌 임상 프로젝트 수주는 있었다. 그러나 대개 글로벌 CRO로

부터 재하청 형식의 수주를 받는 방식에 머물러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수주라 하

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릴리코러스 임상시험 수주는 글로벌 CRO를 거치지 않고 글

로벌 제약사로부터 직접 용역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국가 임상 프로

젝트를 주도하고, DM/STA/CSR 및 Global PM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컨트롤하

는 Main CRO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였으며, 국내 ‘최초’라는 의미를 넘어 토종 

CRO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쾌거였다. 태동기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열악한 수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해외 홍보와 해외 제휴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

은 것도 쾌거의 중요한 배경이다. 200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약 30건에 달하는 

DIA Annual Meeting과 각종 conference에 참석하면서(다음 표 2-3 참조) 회사의 지

명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당사가 글로벌 CRO의 위

상을 다지는 데 든든한 자산이 되었다.

「최근 국내 CRO 업체인 LSK 글로벌 PS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신약연구기구인 코러스

(CHORUS)팀의 공동 프로젝트사로 선정되었다. (…) 릴리는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매출 대비 연구

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효율적인 국내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현지 파트너를 찾아왔

다. 이런 가운데 LSK는 다국적 CRO들을 제치고 일라이 릴리의 최종 CRO로 선정되었다. (…)

LSK는 일라이 릴리로부터 미국 수준의 데이터 관리 능력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국

내 CRO는 모니터링이나 허가대행 등 일정 분야로만 역할이 한정돼 있었지만 일라이 릴리와 LSK

는 이례적으로 데이터 관리부터 통계분석까지 공동으로 진행했다.」

2013년 6월 26일 동아일보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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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2006.06
DIA 2006 42n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
(6월 18~22일, 필라델피아, 미국)

DIA USA

2007.06
DIA 2007 43r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 
(6월 17~21일, 애틀란타, 미국)

DIA USA

2012.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2 48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4~27일, 필라델피아, 미국)

DIA USA

2013.04
7th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참석 및 부스 설치(4월 15~16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3.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3 49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3~27일, 보스턴, 미국)

DIA USA

2013.11
ACA(Asia CRO Alliance) 10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3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6~8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4.05
8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참석 및 부스 설치(5월 21~23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4.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4 50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5~19일, 샌디에이고, 미국)

DIA USA

2014.11
ACA(Asia CRO Alliance) 11st  Annual Meeting DIA 
Japan 2014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6~18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5.04
9th Asia New Drug Conference in Japan 참석 및 부스 설치 
(4월 20~21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5.05
KoNECT-Kitasato University 공동 국제협력 심포지엄 참석
(5월 15일, 오사카, 일본)

KoNECT-Ki-
tasato

2015.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5 51st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4~18일, 워싱턴, 미국)

DIA USA

2015.11
ACA(Asia CRO Alliance) 12nd Annual Meeting DIA 
Japan 2015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5~17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6.04
10th Asia New Drug Conference in Japan 참석 및 부스 설치
(4월 13~14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6.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6 52n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6~30일, 필라델피아, 미국)

DIA USA

2016.11
ACA(Asia CRO Alliance) 13rd Annual Meeting DIA
Japan 2016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3~15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7.04
11st Asia New Drug Conference in Japan 참석 및 부스 설치 
(4월 17~18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7.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7 53r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8~22일, 시카고, 미국)

D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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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ACA(Asia CRO Alliance) 14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7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2~14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8.03
PHAR-EAST(Asia’s Pharma & Biotech Festival)
참석 및 부스 설치(2월 28~3월 2일, 싱가포르)

PHAR-EAST

2018.03
12nd Asia New Drug Conference in Japan 참석 및 부스 설치
(3월 26~27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8.06
2018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4~7일, 보스턴, 미국)

미국 BIO

2018.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8 54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4~28일, 보스턴, 미국)

DIA USA

2018.11
ACA(Asia CRO Alliance) 15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8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1~13일, 도쿄, 일본)

DIA JAPAN

2019.06
2019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3~6일, 필라델피아, 미국)

미국 BIO

2019.06
ACA(Asia CRO Alliance) DIA 2019 55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3~27일, 샌디에이고, 미국)

DIA USA

┃표 2-3┃DIA Annual Meeting과 conference 참여

2011년 LSK의 주도하에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6개국의 로컬 CRO 

제휴 네트워크 ACA(Asia CRO Alliance)를 구축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해외 

임상 프로젝트의 글로벌 임상시험, 특히 일본 제약사, 벤처사 등의 해외 임상시험 공동 

수주(탁) 및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ACA(Asia CRO Alliance)는 지금까지

도 당사의 해외 마케팅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6개국의 로컬 CRO 제휴 네트워크 ACA(Asia CRO Alliance) 구축 기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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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KT&G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서초동에서 명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

서 인력 규모도 100명을 돌파하게 된다. 투자유치는 메디컬라이팅 & 리서치(Medical 

Writing & Research), 임상시험 컨설팅(Strategy Consulting), 신약개발(Product 

Development), 의약품 인허가 및 규제(Regulatory Affairs), 임상시험 셋업(Study 

Start-Up), 임상시험 운영(Clinical Operation), 임상시험 관리(Project Manage-

ment),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통계분석(Biostatistics), 신뢰성 보증(Quality 

Assurance), 역학연구(Epidemiological Research),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전문가 교육 (Training) 등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거쳐 One-Stop Full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 세분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당면한 생존을 위한 지분 60%를 매각해야 했던 태동기의 자금조달과는 질적

으로 다른 Project Financing 성격의 투자유치였으며, 회사의 질적 성장에 조응하는 

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유치이기도 하였다. 

당사의 성장은 국내 CRO 시장의 성장기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음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0년부터 국

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CRO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장악하

고 있었고, 국내 제약사들의 토종 CRO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채 토종 CRO보

다는 글로벌 CRO가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막연한 통념이 득세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매출 50%를 CRO가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CRO가 제약

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하위시장이 아니라 CRO 산업이 곧 제약산업이라는 전망

이 설득력을 얻어가던 시기였으나 토종 CRO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

들은 CRO를 임상시험 전문기관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단순 관리하는 조직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임상시험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 제약사의 국내 임상시험 수주로 충당하던 토종 

CRO 회사들은 적정이윤(Healthy Profit)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

렸으며, 급기야 2015년에는 LSK와 국내 시장을 주도하던 1세대 토종 CRO 회사가 중

국 기업에 인수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CRO가 제약산

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는 인식이 부재했고,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CRO 프로젝

트에서 토종 CRO는 원천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시장위기를 돌파하고자 2015년 국내 CRO 12개 사가 합의하여 한국임상CRO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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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창설되고 LSK 이영작 대표이사가 한국임상CRO협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영작 대표는 초대회장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한국임상CRO협회 출범(2015)

CRO 산업은 제약산업의 기술 기반이자 지식 기반이라는 철학과 외국 CRO에 국내 시

장이 종속되는 것은 곧 임상시험 데이터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평소의 지론이 반영된 취임사였다. 과학강국

인 일본이 유독 제약산업 분야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역시 토종 CRO 기

“CRO는 제약산업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아직도 CRO를 갑을 

관계로 보고, 가격 경쟁을 시키며,  해외 의약품 개발 업무에서 국내 CRO를 배제시킨다. 정부 출자

기관마저 국내 CRO를 외면하고 있으며 해외 CRO에만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CRO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자 CRO는 모두 임상시험 조

립공장으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약산업의 세계 리더

가 되고자 한다면 정부의 지원 속에 토종 CRO와 손잡고 해외 진출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한국임상CRO협회 초대회장 취임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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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 실패에 있다는 이영작 대표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초대협회장과 2대 협회장을 연임한 이영작 대표는 재임기간 동안 국내 CRO 산업의 활

성화와 토종 CRO 기업의 육성, 그리고 토종 CRO와 국내 제약기업의 동반 글로벌 시

장 진출을 위해 헌신했다. 2018년에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토종 CRO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책을 촉구하는 등 여러 경로로 국내 CRO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아끼

지 않았다. 

도약기(2016~ )

LSK의 도약기는 2016년 글로벌 바이오 벤처기업 LSK BioPharma와 글로벌 임상시

험을 위한 전략제휴를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 

LSK BioPharma와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전략적 제휴(2016)

그리고 전략제휴를 맺은지 1년 만에 임상 IND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아시아 3개국(한

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약 95개 임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주하게 된다. 

수주금액의 측면에서는 단일 수주 건으로는 ‘최대’였으며, IP(임상시험약) 운송,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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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등 각종 Vendor Management 업무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인 CRO

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토종 CRO ‘최초’였다. 

더욱이 신약으로 가는 단계인 3상 시험을 수주했다는 점, 글로벌 신약산업의 블루칩에 

해당하는 항암(위암) 신약 임상 수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글로벌 시장이 LSK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공인한 셈이었다. 

설립 초기부터 초지일관 세계시장을 겨냥해왔던 경영진과 임직원이 이루어낸 당연한 

성과이자, 토종 CRO의 세계 경쟁력을 실례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CRO 전체의 경쟁력을 과시한 쾌거이기도 했다. 

12개 국가의 약 95여 개 임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주도한다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각종 규제와 제도, 막대한 양의 글로벌 데

이터 수집 및 처리, 현지 로컬 CRO 및 임상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현지 의료 인프라 

수준에 맞는 임상시험 설계 등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능력만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임상설계 능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능력과 인프

라를 갖춘 CRO 회사라 할지라도 로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임상시험을 설계할 능력이 

없다면 글로벌 임상 프로젝트의 메인 CRO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는 연인원 75명의 LSK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필요로 하

는 전문인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현대 글로벌 임상시장은 글로벌 CRO를 지

향하는 CRO 기업에 글로벌과 로컬의 요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컬라이제이

션(Glocalization)’ 능력을 요구한다. LSK가 LSK BioPharma의 글로벌 임상시험 메

인 CRO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선도적 글로벌 CRO가 갖춰야 할 필수항목인 글로

컬라이제이션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도약기에도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투자는 중단 없이 이어졌다. 

2016년에는 국내 CRO 최초로 Medidata CTMS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임상시험 관

리에 필수적인 CTMS(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 메디데이터/CTMS) 와 

안전성 정보 관리/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 Aris Global(ArisG), 이미징 서비

스(Central Imaging Service/Keosys사) 등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에 요구되는 풀 패

키지 솔루션(Full Package Solution)을 국내외 스폰서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국내 최초로 PV(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 부서를 운용해왔던 

LSK는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국내 CRO 최초로 ‘약물감시(PV, 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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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gilance) 유럽(EU) 지사’를 설립했다. 역시 국내 최초였다. 약물감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발빠른 행보였다. 유럽은 가장 엄격하게 약

물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욱 세분화된 규정으로 안전성 정보

를 관리 및 보고해야 한다. LSK 유럽 지사는 약물감시 감사(PV Audit), 약물감시 관련 

문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PSMF(Pharmacovigilance System Master File) 

시스템을 구축,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직접 안전성 정

보 보고를 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6년 당사는 ㈜엘에스케이에스엠오(LSK SMO; 이하 LSK SMO)를 단독법인으로 설

립한다. 임상시험실시지원기관(SMO : Site Management Organization)은 임상시험

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인 병원과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국과 일본 

등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다. 임상시험을 위한 환

자 모집부터 관리는 물론 CRC(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업무의 위탁 제공과 

교육 등이 주 임무다. 또한 SMO는 국가에 의해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도 전문적인 임상시험이나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국내 CRO 시장의 마켓 리더로 자리 잡은 위상에 걸맞은 행보였다.

SMO 단독법인 설립은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과 임상시험의 윤리성 관리에 있

어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SMO가 독립조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CRO의 한 부서로 머물게 되면 CRO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SMO의 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신약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CRO와 SMO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LSK의 SMO 단독법인 설립은 임상 데이터의 무결성과 윤리성을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기업철학의 산물이었다. LSK SMO는 별도 경영진 아래 독립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선정 

한편 CRO 인력양산에도 박차를 가해온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2016년에 임상시험종사

자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제약사나 해외 CRO로 인력 유출이 잦은 특성상 안

정적인 임상인력의 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9년 약 1,000명의 인력이 LSK 

교육센터를 거쳐 갔고 2020년에는 2,000명 규모의 교육을 준비 중이다. 국내 전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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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력이 4,00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LSK 교육센터의 규모는 국내 CRO 인력공급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임상시험 분야 공로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영작 대표는 수상소감에

서 “지난 17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시험 서비스

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약품들이 글로벌 신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

를 밝혔다.

신성장 사업 모델 LSK NRDO 

2019년 신약개발 자회사 ‘엘에스케이엔알디오(LSK NRDO)’의 설립은 이영작 대표의 

각오가 구체화된 결과였다. LSK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는 CRO

가 유망한 신약후보물질 개발 벤처를 발굴하고 지분투자 개념으로 임상시험을 제공하

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신약 벤처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비

용부담을 덜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으며, CRO 기업은 제약회사로부터 임상시험 수주

를 받는 위치에서 신약개발의 기술투자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하는 Win-Win 모델이기도 하다. 

2017년 메티메디제약, 에빅스젠과 연달아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19년에는 동국대학

교 산학협력단과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DGG-200338)의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LSK NRDO 사업 진출은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NRDO 시장 진출은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검증 능력을 갖추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여전히 국내 CRO 기업을 외면하는 시장장벽을 능동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기업 전

략이다. 

LSK의 임상시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 빠르게 진입한다는 것이 NRDO 사업 진출의 목표다. 또한 

NRDO 시장 진출의 배경에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CRO가 임상시험 수주로 수익만을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으며, CRO 기업이 신약개발의 Risk도 함께 나누는 새로운 파트

너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Risk Sharing 파트너 구축은 신약개발 회사에는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LSK는 신약개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기업의 미래수익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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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긍정적이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와 토종 CRO가 글로벌 시장

에 동반 진출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18년 누적 임상연구 수탁 건수 1,000건 이상을 돌파함으로써 대형 CRO의 지위를 

이루어 LSK NRDO 사업을 신성장 사업 모델로 설정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배경은 상생에 기초한 ‘Risk Sharing’ 전략이다 

신약개발은 전형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신약개발 성공 

시에는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비용과 투입시간의 손실 또한 

막대하다. 손실이 막대한 만큼 신약개발연구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자금 흐름이 원

활하지 못할 경우 임상시험 지연 등 신약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NRDO 

비즈니스 모델은 CRO가 신약개발의 Risk를 제약회사와 나눔으로써 신약개발연구의 

활성화 및 신약개발 기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모든 CRO 기업이 NRDO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망한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성과 Risk Sharing이 가능한 규모를 갖춘 

CRO 기업만이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CRO

기업의 상생철학이다. 

신약개발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임상시험 수주 수익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리스크를 나눔으로써 신약개발의 기회를 넓히고, 개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상생철학이 없다면  Risk Sharing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NRDO 사업 진출 배경에는 CRO가 사는 길이 제약산업이 사는 길이고, 제약산업이 사

는 길이 곧 CRO가 사는 길이라는 LSK의 상생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은 공격적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다

토종 CRO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길은 제약회사의 글로벌 임상시험 수주가 

유일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토종 CRO 외면으로 글로벌 임상시험의 기회가 원천적으

로 봉쇄되다시피 한 시장상황에서 글로벌 CRO의 길은 요원하기만 했다. NRDO 자회

사 설립은 제약회사가 CRO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CRO가 제약회사를 선택하여 글

로벌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역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CRO가 신약개발을 주도하여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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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제약시장에 도전하고 동시에 글로벌 임상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NRDO 

자회사 설립에는 시장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세월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인내하며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 낸 바늘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들여 얻은 바늘이 

쓸모가 없다면 ‘마부작침’은 공허한 고사가 되고 만다. 20년간 무수한 난관을 견디고 위기

를 돌파해오면서 당사는 마침내 국내 CRO 시장의 ‘마켓 리더’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야말로 마부작침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부작침의 시간을 인내하

고 얻은 ‘바늘’은 그 용처가 분명하다. 신약개발 임상시험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신약개발의 성공률은 10%를 밑돈

다. 그 10%의 성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임상시험이며 CRO다.

CRO는 신약개발에 있어서 날카로운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무수히 쌓이는 임상시험 데이터의 난맥 속에서 성공의 혈맥을 정확히 찾아내어 활로를 

뚫어주는 바늘을 꽂아야 하는 것이 CRO인 것이다.  

우리는 마부작침으로 바늘을 얻은 것만이 아니다.

마부작침의 시간은 바늘의 쓰임새에 대한 연구의 시간이었고, 쓰임새에 따라 바늘을 이

렇게도 갈아보고 저렇게도 갈아본 모색의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의 장점은 마부작침의 

인내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물로 얻어낸 바늘의 용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

다는 점에 있다. 또한 LSK는 신약개발 역시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마부작침의 과정임

을 잘 알고 있다. LSK는 신약개발의 난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CRO 기업으로서 기꺼이 

Risk를 나누는 것으로 제2의 도약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제2의 도약의 장은 글로

벌 시장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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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강국으로 가는 길(스페셜 인터뷰)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6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을 5위 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임상승인 절차의 간소화,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검토 추진 중

에 있다. 또한 제약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으로 정하고 글로벌 신약 15개

를 5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약강국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제약사를 비롯해 삼성 등 대기업도 제약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팽팽

하다. 20주년 창립 기념 특집으로 1977년부터 임상시험을 해온 임상시험 1세대인 이

영작 대표로부터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 제약산업의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지 들어보았다.

‘규제’와 ‘과학’을 분리하자

Q1.  20여 년 이상 임상시험을 해온 토종 CRO로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제약걍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A 1.  창립할 때부터 내 목표는 분명했다.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

키고 국내 제약사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명을 바꿀 때도 글로벌을 넣었다. 이 목표는 지금까지 한 번

도 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이 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 규제와 과학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제약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나머지 세 번째는 천연물 신약을 

비롯한 우리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세계시장 진출이다.  

Q2. 규제와 과학을 분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A 2.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국가 중 후발주자에 속한다. 대만보다도 후발주자다. 내가 국내에 CRO를 시

작할 때 이미 대만엔 글로벌 CRO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글로벌 CRO들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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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시아 본거지로 삼고 임상시험을 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 CRO가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

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이 임상하기 좋은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점

에서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규제와 과학을 분리

하는 일이다. 

신약개발 임상시험의 규제는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과학’과 다른 하나는 ‘법’이다. 신약개발

과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최첨단이어야 한다. 이는 최첨단 과학자들이 연구해 약물을 만들어낸 

것을 임상시험하기 때문에, 그 약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려면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시 말하면 규제 당국에서 그 최첨단 약물을 판단할 과학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이 

자꾸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약물을 판단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다.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갖다 댄다. 과학에다가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자꾸 상충 현상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호주는 규제와 과학이 분리

돼 있다. 그래서 약물의 과학적인 판단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한다. IRB는 대

학병원에 소속돼 있다.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한 적이 있다. 서류를 IRB에 제출하니 IRB에서 과학

적으로 확인할 것들을 질문했다. 성실하게 응답을 했더니 승인을 해주었다. 호주의 경우 IRB에서 

승인한 후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규제 당국에선 임상시험 절차라든지 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만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약물이라는 게 독성이 있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런 판단은 IRB에

서 한다. IRB에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맡겨 판단한다. IRB에서 그런 과학적 

판단과 검토가 끝나면 규제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규정이 맞는지 확인 후 승인해준다. 유럽이 대부

분 그렇다. 그래서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Key Opinion Leader(KOL)’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KOL은 신약개발에 따른 과학적인 검토를 해주는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일

본의 최고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어떤 약물로 임상시험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그걸 검

토하고 의견을 준다. 사실 검토 의견이 마지막 판단이다. 신약개발의 과학적인 어려운 문제는 일

본의 경우 최고 권위를 가진 의사들이 판단해준다. 그렇게 과학과 분리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규제기관에 맞춰져 있다. 규제기관에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려다 보

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규제기관은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과학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이 되려면 먼저 규제기관에서 과학을 떼어, 과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

테 판단을 맡겨야 한다. 과학적인 판단은 대학병원에서 해주면 된다. 우리나라 유수의 병원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런 대학병원에서 책임지고 리뷰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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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영토를 넓히자

Q3.  제약영토를 넓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해외로 진출한다는 의미인가. 다국적 임상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A 3.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3,000만 명 정도이다. 자체적 신약개발이 가능하다. 일본에 커다란 제약회

사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다. 제약강국인 미국의 제약시장 규모는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서 약 

3억 6,000만 명 정도이다. 그 밖에 스위스나 네덜란드, 벨지움, 덴마크는 다 작은 나리들이긴 하

지만 유럽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유럽의 인구가 약 8억만 명이다. 그런 인구 백그라운드가 있

기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다. 그 인구를 베이스로 해서 제약산업이 일어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 명밖에 안 된다. 자체적인 신약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인구 규모다. 

우리나라에선 신약 하나 만들어 1년에 100억 원어치 팔면 대박이라 한다. 시장이 작아서 그렇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약 하나 개발해서 1조, 2조, 3조를 팔 수 있다. 우리와는 규모가 다르다. 그래

서 우리가 제약강국이 되려면 제약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5,000만 명 인구를 베이스로 해

서는 제약강국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제약영토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인구 1억만 명이 넘는 제약영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우선 대만을 보자. 대만이 약 

2,400만 명 정도로, 한국하고 합치면 약 7,500만 명 정도 인

구 베이스를 형성할 수 있다. 거기에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합

치면 약 8,500만 명이 된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

리는 네 나라가 합심하면 충분히 우리도 1억만 명 인구를 베

이스로 하는 제약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네 나라의 국민

소득은 다 높다. 그중에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네 나라가 

인구 특성도 비슷하고 유교문화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또한 비교적 잘살고 있다.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하면 약 8,500만 명의 제약시장이 생기는 거다. 5,000만 명에서 8,500만 명이면 

제약시장이 얼마나 커진 것인가? 거기에 인구 3,000만 명 정도의 말레이시아까지 합심하면 1억 

2,000만 명 정도 베이스 인구가 된다. 그러면 1억 2,000만 명의 파퓰레이션 베이스를 갖추는 제

약산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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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제약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 4.  한때 우리보다 순위가 아래였던 중국이 최근 임상시험 점유율 5위를 차지했다. 다국가 임상시험 

승인제도를 60일 이내 허용하도록 완화했고, 임상시험 실시기관 822개와 더불어 민간 회사 임상

시험 사이트 설치 기능을 도입했다. 스페인은 임상시험 규제개선을 시행했고, 호주는 해외 제약

사 임상시험에 45%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제약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4개의 국가가 

규제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시험 데이터를 그 나라에서도 받아들이

고 규제 당국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제 절차를 정부 당국에서 해주어야 한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행한 비임상시험 결과는 인정하지 않

는다. 그러나 제약강국인 미국은 FDA에서 승인하는 기준을 갖춘 비임상시험 Lab에서 생성된 비임

상 자료는 인정한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인정한 데이터는 한국도 인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특히 대만과 임상시험 및 의약품 승인을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대만은 한국보다 임상시험 선

진국이며 비용도 저렴하다. 한국과 대만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제약시장도 넓어지고 임상시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과 대만은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대만에서 승인된 약이라면 세계적으

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실패한 물질이 미국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임상시험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다. 비용도 저렴하고. 또 우리 같은 회사는 글로벌 퀄리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임상시험 

결과가 좋으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서 막대한 지원을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지원이 블록버스터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만은 안 된다. 먼저 궁극적으로는 국

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산업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세계시장으로 나가서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은 장기전이다. 그런데 우리의 접근은 너무도 근시안적이다. 비단 제약산업에 대한 접근

법만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삼성이 바이오시밀러를 한다. 물론 바이오시밀러를 한다는 기술 자

체가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셀트리온을 비롯

해서 지금 우리나라 어지간한 제약회사들은 바이오시밀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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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지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자금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이다. 당장에야 바이오시밀러가 원

가 대비 이익이 남으니 해볼 만하겠지만 많은 제약회사들이 더 저렴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건 레

드오션이 된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해서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이 된다는 건 난센스다. 

 인도는 1960년도부터 카피 약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약회사들이 일부 인도에서 만

든 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카피 약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인도는 자국민이 많으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약산업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1960년대에 이미 카피 의

약품을 만드는 세계강국이 됐지만 지금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테바도 세계적으로 카피 의약품에 아주 강한 회사다. 내가 그 회사를 십몇 년 전에 방

문했는데 그때 당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카피를 주로 하다 보니 무

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이 되려면 제약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근시안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세계적인 

제약산업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전통의학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Q5. 우리 전통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A5.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 한 15% 정도만 치료가 가능하다. 더욱이 6,000개 이상의 희귀질환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승인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불과 200여 개 정도라고 한다. 왜 질환이 생기

는지 모르는 질환이 굉장히 많다. 원인 모르는 병들이 넘쳐난다. 원인을 모르니 증상만 치료한다. 

이것을 ‘대증치료’라고 한다. 아픈 부위만 아프지 않게 해줄 뿐 원인을 규명하고 뿌리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혈압만 해도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는 

혈압약도 네다섯 가지 기전이 되는 것을 섞어서 약을 제조한다. 그러나 고혈압의 원인은 제거되

지 않고 단지 고혈압 증상만 완화시킨다. 그나마 고령이 되면 혈압약으로도 관리가 어려워진다.

서양의학은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염질환에서 감염의 

원인를 규명하고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이때 백신이나 항생제가 사례가 된다. 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서양의학의 핵심이다. 내가 자주 드는 예 중의 하나가 고셔병이다. 고셔병 환자는 우리나라

에도 100여 명이 있다. 고셔병은 GC(Glucocerebrosidase) 효소가 부족하여 복합지방물질이 대

사가 되지 못하고 비장, 간, 골수 등에 축적되어 20대가 되면 사망하는 치명적인 유전질환이다. 

그런데 고셔병이란 원인을 밝히는 데는 미국 국립보건원 로스코 브레이디 박사의 40여 년의 노력

이 있었고 미국 정부의 40여 년간의 꾸준한 투자가 있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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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여 지금은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 과정에 역학연구가 있었고 역학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질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질환에 대한 연구가 끝나고 약물연구가 있었고, 그런 단계를 거

쳐서 효소 대체 치료라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연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솔루션을 찾아서 헤매

는 게 신약이다. 그렇게 어려운 질환도 원인을 규명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너무나 많다. 그 흔한 류마티즘이나 자가면역질

환도 원인을 모른다. 천식도 그렇다. 천식이나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들은 스테로이드 아니면 방법이 없다. 현대의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 방법이 발견되기까지는 증상의 완화가 치

료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전통의학의 기회가 열린다.  

동양의학은 현대의학과 달리 많은 경우 증세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가지 증세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단지 현재 환자가 보이는 증세의 원인을 모른다면 그런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인을 관리할 여러 약재를 섞어서 관리하면서 질환을 극복한다. 질환의 치료보다는 

증세 관리가 목표가 된다. 이런 접근법은 만성질환에서 서양의학과 다르지 않다.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보일 때에만 인정되는 의학 시대에서 우리 전통의학이 객

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이도록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천연물을 체계

적으로 연구해서 천연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MOA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신약을 개발하여 세계시

장에 진출하는 것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도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COPD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질환을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

해보면 어떨까. 특히 노화와 더불어 오는 질환의 경우 원인 불명일 가능성이 크다. 알츠하이머도 

그렇다.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된다는데 베타아밀로이드가 왜 축적되는지는 모른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었다고 그걸 제거해버리는 것으로는 완치가 안 된다. 이런 노화현상과 더불

어 오는 많은 질환은 원인을 모른다. 원인 모르는 질환에 대해서 천연물에 근거한 연구를 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천연물 의학을 연구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이다. 그 천연물에 우리가  30, 40

년 투자하면 물질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지금 연구개발하는 신약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와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연구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천연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

다는 얘기다.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 중의 하나로 천연 신약물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LSK Global PS의 목표는 단순히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게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20여 년간 제약사의 해외 파트너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2007년에 LSK Global PS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때 글로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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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제약산업을 세계화하는 데 토종 CRO로서 앞장서야 한다는 비전을 반영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든 규정을 글로벌에 맞추고 2000년, 2003년 힘들었던 시절에도 해외

에서 소프트웨어를 구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분

야와 통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내 제약사가 임상시험 결과(데이터)에 근

거해 기술수출을 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회사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플랫폼이 글로벌 수준으로 돼 있고 인력 자체도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까지 LSK가 수주한 임상시험은 1,1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약 130건의 글로

벌 임상시험을 수주함으로써 LSK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12개국 95개 병원이 

참여하는 대형 글로벌 임상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현재 글로벌임상시험을 위하여 대만 지

사를 설립하였고, 또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지사에서 한국임상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는 신약개발 성공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제약회사의 성공 파트너가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이 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빛나는 

조연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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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LSK Global PS의 Project Lifecycle

LSK Global PS는 임상 1상부터 3상까지의 허가용 임상과 
연구자 주도 임상, 임상 4상, rPMS, 관찰연구 등 허가 후 임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신약개발 관련 컨설팅까지 임상시험의 모든 분야에 걸쳐 
One-Stop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CR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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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상시험의 위치

임상시험(Clinical Trial)1)이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

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의 위치는 표 3-1과 같다.

02. 임상시험의 분류

가. 임상시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

임상시험은 그 목적에 따라 임상약리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표 3-2와 같다.2)

1상 2상 3상기초연구
(비임상시험 

및 
제제화연구)

후보물질

의약품 발견

의약품 연구개발 상업화

의약품 개발

허가 생산

제조

판매

판매

기간 :
대상 :

1~2년
100~300명

수개월~1년
20~80명

3~5년
1,000~5,000명

임상시험

┃표 3-1┃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의 위치

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의약품 정보> 임상시험 정보>임상시험이란> 개요 https://
nedrug.mfds.go.kr/cntnts /13.

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의약품 정보> 임상시험 정보>임상시험이란> 개요 https://
nedrug.mfds.go.kr/cntnt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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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종류 임상시험의 목적 사례

임상약리시험
(1상)

• 내약성 평가
• 약동학과 약력학 정의/서술
•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조사
• 치료효과 추정

• 용량-내약성 임상시험
•  단독과 반복 투여에 따른 약동학/약력학 

임상시험
• 약물 상호작용 임상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2상)

• 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 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  치료 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설계, 

평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  대리 약리학적 평가 또는 임상적 평가 방
법을 사용하여 잘 정의된 소수의 환자에
서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

• 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3상)

• 유효성 입증/확증
• 안전성 자료 확립
•  임상 적용을 위한 이익과 위험의 

상대평가 근거 제공
• 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

•  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 무작위배정에 의한 용량-반응 임상시험
• 안전성 임상시험
• 이환율/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 비교적 간단한 대규모 임상시험
• 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4상)

•  일반 또는 특정 대상군 환경에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이해 및 흔하
지 않은 이상반응 확인

• 추천되는 용량 확인

• 대조군을 이용한 유효성 임상시험
• 이환율/사망률에 대한 임상시험
• 부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 비교적 간단한 대규모 임상시험
• 약물경제학적 측면의 임상시험

나. 임상시험의 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

임상시험 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도 4단계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표 3-3과 같다.3)

제1상

의약품 후보물질의 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
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Pharmacokinetics),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
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제2상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 용량 또는 용법
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통상 면밀히 평가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한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행해지며 대상 환자 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항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
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표 3-2┃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분류

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재구성: 의약품 정보> 임상시험 정보> 임상시험이란> 임상
시험의 종류 https://nedrug.mfds.go.kr/cntnt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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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상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
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대상 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000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가 바람직하다.

제4상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신약의 부작용 빈도에 대해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특수 약리작용 검색연구, 약물 사용이 이환율 또는 사망률 등에 미치는 
효과 검토를 위한 대규모 추적연구,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검토되지 못한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새로운 적응증 탐색을 위한 시판 후 임상시험 등이 포함된다.

다. 임상시험 이해관계자와의 매트릭스

임상시험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업무에 대

한 사항은 표 3-4와 같다.

1) IDMCC : 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Charter
2) eCRF : electronic case report form/Consent form and information form(procedure and risks) 
3) eCRF asj : electronic case report form access server journal
4) MrS : Monitoring reports to DSMB synthesis
5) DSMB :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6) 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7) IDMC : 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8) PV : Pharmacovigilance

Trial protocol/setup Patients enrollment
Data 

collection
Trial monitoring

Data 
manage-

ment

Data
analysis

Study 
report

Diffusion 
of results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an
IDMCC Consent IDMCC eCRF eCRF

Security 
reports

eCRF asj MrS
Monitoring
reports to 

DSMB
eCRF

Data-
analysis

Security 
reports

Study
synthesis

Sponsors

Investigators

Patients
groups

IRB

Regulatory 
agencies

Other agencies

Registries

Statisticians

Drug supply

Patients

DSMB/IDMC

Data managers

Trial monitors

PV

그림2.
임상시험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표 3-3┃임상시험 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

┃표 3-4┃임상시험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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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생애 주기에 따른 업무 단계

가. One-Stop Full Service CRO

각 임상시험은 생애 주기에 따라 준비 단계, 실시 단계, 종료 단계, 종료 후 단계인 4단

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3-5와 같다. 

•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전문가 자문 등)
• 임상시험 관련 교육
• 임상시험 진행 여부
  평가(Feasibility)
• 임상시험 시작 전 
  방문
• 임상시험 계획서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및 승인 관리
• 임상시험용의약품
  공급 준비
• 계약(의뢰자-기관)

• 임상시험 개시 방문
• 시험대상자 모집
•  시험대상자 동의서
  작성 및 등록
• 증례기록서 작성
• 모니터링

- 근거문서 검증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여부 확인
- 시험기관 진행 관리
-  임상시험용의약품
-  임상시험 자료 및 문서

관리
• Data Management
•  분석군 정의(Blind 

Data Review)

임상시험
준비단계

임상시험
실시단계

임상시험
종료단계

임상시험 
종료 후 단계

• 임상시험 종료 방문
• 임상시험 근거 자료 
  완료 확인
• 임상시험 기본문서 
  완료 확인(의뢰자, 
  연구자)
• 안전성 정보 완료 
  확인(이상반응 등)
• 동의서 및 증례기록서
  완료 확인
• 임상시험용의약품  
  회수
• 임상시험 종료 보고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및 승인 관리
• 결과보고서의 임상 
  시험심사위원회 
  제출 및 승인 관리
• 문서 보관

점검 및 실태조사

┃표 3-5┃임상시험 생애 주기 및 주요 절차

컨설팅
프로
토콜
개발

NDA 제출무작위 
배정I

N
D
신
청 모니터링 품질관리(QC)

감사(QA)

임상시험

시험 실시계획 NDA 신청

안전성 정보

증례
등록

데이터
관리

통계
분석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

N
D
A
승
인
·
판
매
허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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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 Global PS는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허가용 임상과 연구자 주도 임상, 임

상 4상, PMS, 관찰연구 등 허가 후 임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신약개발 관련 컨설팅까지 

임상시험의 모든 분야에 걸쳐 One-Stop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CRO다. 2019년 11

월 현재 18부서, 43개 팀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LSK Global PS의 

Project Lifecycle은 표 3-6과 같다.

나. Protocol과 SOP에 따른 Project 진행

  SOP Mapping

모든 Project는 임상시험 계획서(Protocol)와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 LSK Global PS의 SOP는 ICH CGP 기반으로 2019년 

11월 현재 총 14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LSK Global PS의 Project Lifecycle에 따른 

SOP Mapping을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참조할 SOP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SOP Mapping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부서가 함께 진행할 경우, 각 부서의 업무에서 연결

부서 및 전체 총괄부서의 SOP에 명시된 절차가 누락되거나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BD CM PM MW STAT
PJT Lifecycle

CDM RA SSU CO PV QA

견적계약

필요시
추가 견적

계약 체결 통계 부분

통계분석CSR청구

무작위배정
IP Packing Iist

e-CRF
개발

IND제출 Feasibility

IWRS

DB Lock

Data
Management PV

IRB 제출

Site 계약

Protocol
개발/

ICF 개발

PMP

PJT
Management

Site 
Management

PSSV
SIV
MV
COV

Audit

┃표 3-6┃LSK Projec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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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안정적이고 완벽한 과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 부서의 업

무를 분석하여 유기적인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OP Mapping을 만드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LSK Global PS는 이러한 전주기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노

하우를 쌓고 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SK Global PS는 임상 서비스 전 분야에서 Global Standard의 Quality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3월 국내 CRO 업계 최초로 임상시험 서비스 전 분야의 생애 주기에 대

해서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LSK Global 

PS가 임상 서비스 Quality를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인증은 조직 

상황, 리더십, 리스크 관리, 자원 및 인력, 회사 운영 시스템, 성과 평가 등 크게 여섯 가

지 항목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맡겨도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2019년 12월 국내 CRO 최초로 ‘ISO(국제표준화기구)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

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 가

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특히 제약업계에서 부패방지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LSK Global PS 역시 제약업계의 자발적 약속에 동참하

고 윤리경영 환경 조성에 발맞추고자 CRO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LSK 

Global PS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통한 윤리경영

의 정도를 걷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Chapter 2

Business Development & Business Strategy

BS 부서는 국내 신규 고객사 발굴에서부터 
해외 고객사 / 파트너사를 발굴 및 관리하며 영업 /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전략을 수립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고객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주며 국내외 행사나 전시회 참석을 통해 
자사의 역량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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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마케팅의 꽃 BD(Business Development) & 
BS(Business Strategy)

2000년 3월 이영작 박사와 김성제 박사 공동으로 회사 설립

1996년 공포된 ICH GCP 규정이 2000년 1월 국내에 도입되면서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와 NDA(New Drug Application, 신약 허가 신

청) 제도가 분리되었고,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임상시험 수행 및 규정

의 선진화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국내에서도 부각되며 임상

시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CRO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LSK Global PS의 전신인 

Westat Korea도 그중 하나다. 이런 시장환경에서 미국에서 임상통계학자로서 장기간 

대학교수 및 정부기관(미국 국립보건원, NIH) 책임자를 역임한 이영작 박사(현 대표이

사)와 글로벌 대형 CRO PPD에서 임상통계학자로 근무하였던 김성제 박사(현 부사장)

가 2000년 3월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국내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임상산업의 선진국과는 달리  임

상시험과 CRO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했다. 특히 과제 수주에 있어서 CRO의 전문

성보다 제약회사와의 인맥이 결정적 위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해

외에서 임상시험의 전문지식을 쌓은 두 설립자는 국내 제약회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토대가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과제 수주를 위해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행

할 별도의 인력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설립 초창기에는 국내 제약회

사로부터 임상시험 과제를 수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008년 1월 BD(Business Development) 부서 정식 출범

LSK Global PS는 창립 초기부터 임상시험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하여 Sponsor

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2000년 6월 19-20일 양일 간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임

상시험 심포지엄을 주최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해 11월에는 미국 텍사스대학교 의과

대학 통계학 교수 안철우 박사를 초청하여 1상 임상시험 설계 관련 특별강연, 2005년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68

5월에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QA, DM, RA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외자 제약

사들과 CRO들의 Audit을 경험하면서 수년간 전문 부서 없이 경영진과 자체 내부인력

이 임상시험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 홍보 및 영업/마케팅 업무와 견적서 작성 작업을 병

행해왔다. 그러던 중 BD의 전문성이 중요해지면서 2008년 1월에 BD(Business 

Development) 부서가 마침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과제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 

영업/마케팅과 견적서 작성, 의뢰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 및 인력이 필요

했다. 이에 임상업무 담당 임원인 Associate CO Director가 BD 부서장인 BD Director

를 겸임하면서 김성제 부사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임상시험 과제 수주를 위한 마케팅 업

무에 나서게 되었다. 2010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Associate) CO Director가 BD 

Director를 겸직하였으며, 2011년부터 부서 간 업무효율을 위하여 PD(Project 

Development) Director에게 CO Director 업무를 이관하고, 이후 BD Director는 

RA Director를 약 3개월 겸직 후 2011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D 부서만을 담당

하게 되었다.

BD 부서 출범 초기에는 관련 실무자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채용된 인력도 

임상시험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적응하지 못했고 근속하는 경우도 드물어 조직의 안정

화와 업무 경험의 축적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국내 대형 제약사 

영업/마케팅 부서 출신 인력을 영입하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전문성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 

명동 사옥 이전 전사적 인력 증원

2012년에 서초동 사옥에서 현 명동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과제 수주 확대에 따른 전사적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BD 부서도 2013년부터 BD 1팀(기획/홍보)과 BD 2팀(영

업/마케팅)으로 조직이 확장, 분화되었다. 2014년에는 일본 제약사 임상시험 과제 수

주 확대를 목표로 국내 일본어 전문 강사 출신의 일본인 1명(한국어, 일본어 구사 가능)

을 BD 부서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동안 일본 파트너를 통해 진행하던 일본 제약사 임상

시험 수주업무를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를 반

영한 채용이었고, 마침내 2014년 하반기에는 일본 대형제약사의 과제를 수주하는 결

실을 보았다. 아울러 2016년 일본을 제외한 영어권 국가들의 임상시험 과제 수주를 위

한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 대두와 해외 임상시험 과제 및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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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험 과제 수주 강화를 목표로 BD 부서 내 글로벌 BD 파트가 구성되었다. 2016년

에 캐나다 국적의 교포 출신 1명, 2017년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2명으로 추진되었

으나, 해외시장 환경의 악화에 따른 해외 비즈니스 업무실적 미진과 담당인력의 이탈

로 글로벌 BD 파트 구성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상시험 과제 수주 확대와 신약개발 컨설팅 강화를 위해 2017년 6월 신약개발 R&D 

전문가 신대희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BNS(Business & Science) 사업부를 신설하여 BD 

부서와 PD(Project Development) 부서로 업무를 분화하였다. 2019년 8월 BD 부서

는 견적서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토록 하고, 영업/마케팅 업무를 주업무로 

진행하는 BS(Business Strategy)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BS 부서는 BD 부서로부

터 분리된 BS(Business Sales)팀과 BNS 사업부장 직속으로 2019년 1월부터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BP(Business Planning)팀 2개 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2019년 8월 BNS 사업부 조직도

02
•

BD(Business Development) & BS(Business Strategy) 
업무 내용

가. BD(Business Development) 부서

BD 부서의 주요 업무는 임상시험 과제 수탁을 위한 견적서 작성, 협의 및 관리이며 그 

세부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견적 상담 및 Consulting 

BNS Vice President(CBO, CSO)

BD Dept. SC Dept.BS Dept.

BD PDBP R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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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작성 및 협의, 발송 견적서 F/U 및 변경/수정 

• 과제 코드 관리 

• 견적/계약 현황분석 보고 및 수주 과제 현황 관리

• 내부 Kick-off meeting 주관

나. BS(Business Strategy) 부서

BS 부서는 Business Sales Team과 Business Planning Team의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신규 고객사(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등) 발굴 및 관리,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 및 외부 마케팅 활동을 주 업무로 한다. 각 팀의 세부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8┃BS팀과 BP팀 업무 소개

03
•

BD(Business Development) & BS(Business Strategy)
조직도

가. BD(Business Development) 부서

제약 연구개발, 품목 인허가 및 임상시험 경력 약 35년의 BNS 사업부장(Vice 

President)이 BD Director를 겸임하고 있다. BD 팀장(Team Head)은 임상시험 연구 

및 Data Management 경험을 10년 이상 보유한 베테랑이다. 

• 해외 고객사/파트너사 발굴 및 관리
•  국내 고객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임상시험 

성공 전략 제안 및 업무 지원
•  국내외 행사 부스 /전시회 참석 및 홍보
•  회사 소개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  회사 과제 수행 경험 관리 및 업데이트

• 회사 소개 및 제안 미팅
• 신규 고객사 발굴 및 방문 협의
• 기존 고객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관리
• 영업 / 마케팅 활동
• 사업 전략 수립
• 임상업계 동향 파악 및 시장조사
• 국내외 행사 부스 / 전시회 참석 및 홍보

Business Sales Team Business Planning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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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S(Business Strategy) 부서

제약 및 임상업계에서 품목 인허가 및 임상시험 경력 약 30년의 BS 부서장(Executive 

BS Director)이 부서를 이끌고 있다. BS 부서는 국내 신규 고객사 발굴, 영업/마케팅 

활동 및 전략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는 BS(Business Sales)팀과 해외 영업/마케팅 활동 

및 해외 고객사/파트너사 발굴 및 관리, 국내 고객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제

안 등을 담당하는 BP(Business Planning)팀으로 세분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3-9 참조)

┃표 3-9┃BS 부서 조직도

04
•

BD(Business Development) & BS(Business Strategy) SOP

BD 부서의 SOP는 견적서 산정을 위한 ‘Budgeting Procedure’ 1개로 구성되어 있다. 

SOP No. Title

BD-01.03 Budgeting Procedure

이 SOP는 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한 프로젝트 견적서 제공을 의뢰받고 난 후 견

적서를 작성해서 의뢰자에게 송부하기까지의 준비,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기술한 작업 

지침이다. 이 SOP는 BD 부서의 모든 직원, 모든 업무 관련 본부/부서장과 부사장에게 

적용된다. BS 부서 SOP는 현재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부서 및 각 팀에 적절한 

SOP 개발을 고려 중에 있다.

Business Strategy Department 
(Executive BS Director)

Business Sales Team Business Planning Team

BS Manager BP ManagerBS Associate BP Associate

┃표 3-10┃BD 부서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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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BD(Business Development) 업무 절차

BD 부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규 견적 진행

견적서 작성 및 취합, 내부 승인 기록 및 저장

  표준 견적 진행

의뢰자로부터 프로토콜 시놉시스(임상시험 계획서 요약본) 또는 프로토콜 최종본 제공 

없이 프로젝트 견적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사전에 각 본부/부서별로 합의된 표준 업무 

및 업무 시간을 토대로 표준견적서 작성을 진행한다. 의뢰자의 업무 위탁 범위(Work 

Scope), 시험약물의 정보 및 업무 진행 일정(Timeline) 등 견적서 작성을 위한 프로젝

트 기본 견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견적요청서(RFQ) 작성을 요청하고, 의뢰자의 의견

을 반영해야 할 경우 또는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할 때 의뢰자와의 미팅을 요청하

기도 한다. 

견적요청서(RFQ)를 통해 견적 산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표준견적

서 양식에 준해 프로젝트 견적 초안을 작성한다. 

BD 담당자는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BD 팀장(검토), BD 부서장(승인), BNS 부사장(최

종 승인)에게 작성된 표준견적서 초안의 승인을 받고 견적서 문서번호를 발번한 후 의

뢰자에게 견적서 파일을 PDF 파일로 송부하며, 의뢰자 요청 또는 필요시 과제 제안서 

및 실무 담당자 이력서(Blind CV)를 함께 메일로 제공한다. 

최종 견적서는 의뢰자가 별도로 송부 일정을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견적 요청을 받

은 시점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Working day)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발송하며, 발송 요청 기한 또는 기한 내(근무일 기준 3일)에 견적서 발송이 어려울 경우

에는 발송 지연 사유 설명과 함께 실제 견적서 발송 가능한 일정에 대해 의뢰자와 협의

를 통해 조정한 후에 발송한다. 견적서 발송 후에는 견적서 F/U 관리를 위해 별도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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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현황 파일에 견적 발송 사항, 즉 의뢰자명, 과제 BD 담당자, 제품명(코드명), 적

응증, 임상 단계, 수탁 업무 범위, 견적서 발송일, 견적 금액, 할인율 및 금액, 견적서 문

서번호 등을 업데이트한다.  

최종 견적서 송부 후 송부된 견적서를 기반으로 의뢰자와 견적 금액 및 위탁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 과제 수주(탁)가 확정되면, 프로젝트명과 함께 프로

젝트 코드를 발번한 후 관련 실무 부서에 과제 수주 확정 공지 통보와 동시에 BD 부서

원 모두와 그 내용을 공유하며, 계약 부서인 CM(Contract Management) 부서에 계약 

진행을 요청한다. 이때 의뢰자 측의 과제 담당자 정보와 함께 의뢰자에게 송부한 PDF 

파일과 전체 견적 상세 내용이 포함된 확정 최종 견적서의 최종 엑셀 파일을 전달한다. 

최종 확정된 과제에 대한 견적은 관련 실무 부서에 통지하고 프로젝트 현황 파일에 확

정일자와 확정된 견적 사항을 업데이트한다.(표 3-11 참조)

┃표 3-11┃견적서 작성 절차

  비표준 견적 진행

임상시험 계획서 요약본(Synopsis) 또는 최종본을 제공받은 의뢰자로부터 프로젝트 견

적 요청이 접수되면, BD 담당자가 의뢰자의 업무 위탁 범위(Work Scope), 시험약(임

상약물)의 정보 및 업무 진행 일정(Timeline) 등 견적서 작성을 위한 견적 정보를 좀 더 

요청 시 제안서
(업무 제안, 인력 CV)

계약 체결

업
무
진
행
논
의

파일 서버 저장
프로젝트 현황 update

계약 진행 Inform

※  원칙적으로 내부 kick-off meeting 진행 후 실무 부서와 sponsor 사이에 업무 진행을 논의함. 
    (단, Kick-off meeting과 실무 부서-sponsor 업무 진행 논의는 동시성으로 진행할 수 있음)

프로젝트현황 update 

프로젝트 코드 생성

Kick Off
Meeting

계약

F/U

견적서 발송

견적서 승인 BD 담당자

BD 담당자

BD 담당자

BD 담당자

BD Dept. 실무 부서, CM Dept.
(필요시 경영진 참여)

실무 부서

BD 팀장 BD Director

Sponsor

Sponsor

CM Dept.

Sponsor

Sponsor
(요청 시)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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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해 및 확인하기 위해 견적요청서(RFQ) 작성을 의뢰자 측 과제 담당자에게 메

일로 요청하고, 필요시 의뢰자와의 미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자로부터 견적요청서를 통해 견적 산정을 위한 업무 위탁 견적 요청 정보를 받으면, 

제공받은 자료(임상시험 계획서 요약본 또는 최종본)와 RFQ를 토대로 BD 담당자가 견

적서 양식에 준해 프로젝트 견적서 1차 초안(실무 부서 확인 및 검토용)을 작성하고 BD

팀장의 1차 검토 후, BD 담당자가 작성한 1차 견적서 초안과 함께 의뢰자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각 실무 본부/부서장들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각 실

무 본부/부서별로 견적서에 산정된 업무 내용 및 시간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에 따라 업무 시간 조정 또는 업무 항목 추가/삭제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BD 담당자는 각 실무 본부/부서장들을 통해 견적서 1차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48

시간 이내에 취합하며, 취합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견적서 양식에 따라 프로젝

트 견적 2차 초안(BD 부서 내부 승인용)을 작성한다. 

BD 담당자는 작성된 견적서 초안을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BD 팀장(검토), BD 부서

장(승인), BNS 부사장(최종 승인)에게 승인받고 견적서 문서번호를 발번한 후 의뢰자

에게 견적서 파일을 PDF 파일로 송부하며, 의뢰자 요청 또는 필요시 과제 제안서 및 실

무 담당자 이력서(Blind CV)를 함께 메일로 송부한다. 

최종 견적서 발송, 프로젝트 현황 관리, 견적서 진행 F/U, 과제 수탁 확정 시 관련 실무

부서 통지(공지) 및 CM 부서 계약 요청 등의 이후 업무는 상기 ‘표준견적 진행’과 동일

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추가 업무 견적 진행

과제 진행 중에 예상되는 기본적인 추가 업무에 대한 사항은 초기 최종 견적서에 추가

업무 정산기준 테이블에 반영하여 의뢰자와 합의 후 계약을 진행한다. 발생하는 추가  

업무들은 발생 시마다 의뢰자의 확인을 거쳐 별도의 견적서 송부 및 의뢰자 비용 승인 

절차 없이 추가 업무 정산 테이블 기준에 따라 추후 비용을 정산한다.

이와 별도로 의뢰자 또는 LSK 담당자(과제 담당 PM 또는 실무자)로부터 진행 중인 과

제들에 대해서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 산정 요청이 있을 경우, BD 부서 과제 견적 담당

자는 표준견적이나 관련 직원이 전달한(제공한) 추가 업무 내용, 업무 범위, 업무 소요 

시간 및 진행 일정 등의 정보를 토대로 프로젝트 견적서를 작성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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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후에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의뢰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업무 견적 승인(확정)이 된 후 변경 계약 진행 또는 정산 청

구 여부를 의뢰자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후 관련 실무 부서 본부/부서장 또는 

과제 담당자에게 견적 승인(확정) 사항을 공지(통보)함과 아울러 CM 부서에 승인된 추

가 업무 견적서와 함께 비용 지급 절차(정산 또는 변경 계약 등)를 전달한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양자(의뢰자 vs. LSK)가 Unit cost 기준으로 정산 진행을 합의한 추가 업무

들에 대해서는 추가 견적 진행 절차를 생략한다. 

  프로젝트명 및 코드 관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수탁이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확

정 프로젝트별 프로젝트명과 코드를 발번하며 향후 과제 구분, 해당 프로젝트 현황 관

리 및 관련 경비 정리와 회계 처리 등 업무를 프로젝트 코드를 통해 관리한다. 

* 프로젝트명 및 프로젝트 발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생성한다. 

  프로젝트 현황 관리

프로젝트별로 원활한 견적서 업무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신규/변경/추가 견적서 작성 

및 발송에 대해 연도, 의뢰자명, 견적 담당자, 국내/해외(Local/Global) 구분, 견적서 

문서번호, 효능/효과(적응증), 임상 단계(분류), 의뢰 업무 범위, 프로젝트 코드명, 견적

서 제출일, 견적 금액 및 견적서 확정/계약 여부와 견적서 확정일자/계약일자, 견적 할

인율 및 업무 수탁 가능성(상/중/하), 견적 발송 금액/확정 금액/계약 금액 등을 정리

하여 견적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현황을 관리한다. 

① 프로젝트 코드

LSK xx(생성 연도)-xx1 (*동일 과제 별도 발번 시 : 기존 코드-x1)
예 : LSK 16-034-1

② 프로젝트명

의뢰자명-과제명-제품명(or 성분명 or 코드명)-적응증-임상 단계-업무 코드
예 : A제약-UK-AM301-위암-3상-IFCD-EDC-SR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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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BD(Business Development) & BS(Business Strategy) 
대외활동

가. 해외 관련 행사(전시회) 참석

2006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 DIA(Drug Information Association, 약물정보

학회) 42차 Annual Meeting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 임상시험 프로젝트 수주

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이 본격화되었다. 주로 미국/일본 등 해외 제약사, 벤처사, CRO

를 대상으로 한 각종 해외 관련 행사(부스 전시회) 참여가 2007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에는 BD 부서 내에 영업/마케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없었던 탓에 내부 임상수행 부

서, DM/STAT 부서 등 실무 부서원 중에 전시회 행사 참석 인원을 선발했다. 

2007년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해외 행사 참석 활동은 모회사인 Lifecord Stat-Korea

로부터 독립하여 LSK Global Pharma Service(LSK)로 CI 변경 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11년 LSK Global PS의 주도하에 일본 및 아시아 지역 6개국(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CRO의 글로벌 임상시험, 특히 일본 의뢰자

(제약사, 벤처사 등)의 해외 임상시험 공동 수주(탁) 및 진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ACA(Asia CRO Alliance)를 통해 2012년부터 미국 DIA 주관으로 매년 6월 말에 

개최되는 DIA USA Annual Meeting과 일본 DIA 주관으로 매년 11월에 도쿄에서 개

최되는 DIA Japan Annual Meeting 부스 전시회 등 해외 행사에 매년 꾸준히 참석하

여 적극적인 회사 홍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대외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DIA Annual Meeting과 별도로 2013년부터 일본 DIA 주관으로 매년 

3~4월에 일본에서 진행되는 Asia New Drug Conference에 LSK Global PS 단독 부

스를 설치하고 일본 제약사 및 벤처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DIA 주관(미국, 일본)의 부스 전시회 행사에 매년 참석하는 것과 아울러 2018년부터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세계 최대 행사인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에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교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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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8년 6월 24일~2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DIA 2018 글로벌 연례 미팅에 이영작 

대표이사가 한국인 최초로 토론 패널로 참석, 우리나라가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전한 

배경을 소개하고 임상시험 환자 참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LSK Global 

PS는 연례회의 기간에 기업 부스를 운영해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한국 CRO 기업으로서 LSK Global PS의 위상을 높였다.

상기와 같은 해외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해 신규의 해외 파트너들과 MOU(양해각서) 및 

C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신

규 프로젝트 수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나. 국내 관련 행사(전시회) 참석

국내 토종 One-stop full service 임상 CRO로서 국내 의뢰자(제약사, 벤처사 등)를 대

상으로  회사 소개 및 홍보 등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간헐

적으로 국내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매년 12월 초에 개최되는 임상개발 역량 강화를 위

한 MFDS(구 KFDA), KSCD 공동 워크숍 연말 학술행사에 2010년부터 지속해서 참여

해오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임상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및 Conference 행사로서 2013년에 처음

으로 개최된 DIA(Drug Information Association, 약물정보학회) Korea 행사, 국가 

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주관으로 매년 9~11월에 개최되는 한국의 대표 국제 임

상 관련 행사이자 한국임상시험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아시아 최대의 임상시험 분야 국

제학술대회 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KIC) 등 국제 제약/바이오 관련 부

[Asia CRO Alliance] : 13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6(2016.11.13~15 도쿄, 일본)

2018년 DIA USA 행사
(2018.06.24~28 보스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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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전시회 행사에 2015년부터 참석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기

업들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꾸준하고 적극적인 대외 영업/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해 오

고 있다. 

그 밖에도 2014년에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된 오송 국제바이오 산업엑

스포, 2015년과 2018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

하는 국제의약품 및 바이오산업 전에 참석하였으며, 매년 4월경에 한국보건산업진흥

원과 충청북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 보건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

인 BIO 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임상수탁전문업체로 참석하여 회사 홍

보 및 컨설팅 업무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매년 7월 첫 주에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행사에도 2014년부터 참석하고 있다. 이 행사는 바이오헬

스산업 분야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기업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 보유 기술 이전 

및 투자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최대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2018년에

는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항암제 개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다. 국내 협약(MSA/MOU) 체결

본사는 2009년 11월에 단국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0년 동국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센터, 2011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임상시험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는 국내 최고의 

임상시험 기관인 서울대학교 임상시험센터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상호 임상

시험 핵심 역량 및 자원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함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2014.09.26~30, 
오송생명과학단지, 충북 오송)

제5회 국제의약품전(KOREA PHARM 2015) 
(2015.04.21~24, 킨텍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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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상호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임상시험 연구 협

력을 위해 국내 최고의 비임상시험수탁전문기관(CRO)인 캠온과 2017년에 체계적인 

신약 상호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향후 신약 등 제품 

공동연구개발에 있어 비임상부터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효율성

을 높이고 상호 공동 이익 증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2017년과 2019년 초에는 국내 유망 바이오벤처사들(에빅스젠, 메티메디제

약, 메디포럼)과 HIV-1 치료,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아토피피부염, 항암제 및 치매 치

료제 약물 등 다양한 신물질 개발에 대한 신약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

을 체결하고 이 중 일부 벤처사들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상기 약물들에 대

한 임상시험 수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015.04.02)

비임상시험기관 ㈜켐온과 신약 공동연구개발 역량 강화 
MOU 체결(2017.11.08)

㈜메티메디제약과 신약 공동연구개
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 체결

(2017.12.05)

㈜에빅스젠과 신약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 체결

(2017.12.15)

㈜메디포럼과 신약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 체결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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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 협약(MSA/MOU) 체결

국내 의뢰자(제약사, 벤처사 등)의 해외 임상시험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력하기 

위해 본사는 2006년에 ACTN(Asia Clinical Trials Network)을 구축하였으며, 2011

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6개국 로컬 CRO들과 Alliance(ACA, Asia CRO 

Alliance)를 체결하였다.

또한 국내 임상시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일본 및 호주 등의 여러 글로벌 중대형 

CRO 회사 및 해외 글로벌 의뢰자와 파트너십을 체결, 이를 통해 국내로 글로벌 임상시

험을 다수 유치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3월에 체결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

크시티(Salt Lake City)에 본사를 둔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No Research Development 

Only Bio venture) LSK BioPharma사와의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이다.  

그 밖에도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Target Health, Medidata 

등 글로벌 시스템 인증업체와 제휴를 맺고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시스템을 도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의 토대를 다졌다. 

마. 주요 글로벌 과제 수주 현황

2019년 12월까지 134건의 다양한 국내외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주하였다. 주요한 글

로벌 임상 과제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통상 국내 토종 CRO들은 국내 시장에서 임상

시험의 일부 업무(IND 등 Regulatory Affair(RA) 및 모니터링 위주의 Operation)만 

수주하지만, LSK는 One Stop Full Service CRO로서 DM(Data Management), 

STAT(통계분석), CSR(Clinical Study Report, 결과보고서), PV(Pharmacovigilance, 

LSK BioPharma와 전략적 제휴 체결(2016.03.03)Asia CRO Alliance 6개국 Local CRO 협약(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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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감시) 업무 및 Global PM(Project Management) 업무까지 포함한 전체 과제를 

진행하는 Main CRO로 4건 이상의 과제를 수주하였다. 

2011년에 토종 CRO 최초로 글로벌 대형 CRO와의 경쟁을 통해 DM, STAT, CSR 및 

Global PM 업무 등 전체 업무를 포함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신약 항암제 FIH(First-

in-Human) 1상의 Main CRO 과제를 수주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토종 CRO 최초

로 FDA 및 EMA와 일본 PMDA에 허가 판매 등록을 목표로 하는 미국 벤처사의 항암

제(위암) 신약 3상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12개국(한국, 일본, 대만의 아시아 

3개국, 미국, 유럽 포함), 약 95개의 임상기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시험 과제라

는 점에서, 그리고 임상시험 진행 업무뿐만 아니라 IP(임상시험 약) 운송, Central Lab 

등 각종 Vendor Management 업무까지 포함하는 Main CRO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는  점에서 글로벌 CRO로서의 LSK의 위상을 제고한 수주였다. 

Year Project(Indication) Sponsor Countries by LSK Remarks

2017 Mucopolysaccharidosis II,
Phase II Company/Japan Japan, 

South America 

2016 Gastric Cancer_ Apatinib, 
Phase III Company/USA

EU, US, 
Asia(Korea,
Japan, Taiwan)

Main CRO

2015 Cardiovascular Outcomes, 
Phase III CRO/Netherland Korea

2015 Coronary Artery Disease 
(Medical Device), Phase III CRO/Australia Korea

2015 Brain Cancer, Phase II/III Company/USA Korea

2014 Operation Data Cleaning Company/Japan Japan

2013 NSCLC, Phase II Company/Japan Korea Full service

2013 NSCLC, Phase I Company/Japan Korea Full service

2013
Renal Outcomes(Type 2 
Diabetes & Nephropathy), 
Phase III

CRO/Australia Korea

2013
Renal Outcomes(Type 2 
Diabetes Mellitus), 
Phase III

CRO/Australia Korea

2011 First-in-Human Oncology, 
Phase I Company/USA Korea, Australia Main CRO

2011 EPO, Phase III Company/Korea Malaysia, Korea Main 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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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astric Cancer, Phase II Hospital/Korea China, Taiwan, 
Korea Main CRO

2009 B-Cell Lymphoma, Phase II CRO/Japan Korea

2009 Epilepsy, Phase III CRO/UK Korea

2009
Cardiovascular 
Outcomes(ACS), 
Phase III

CRO/Netherland Korea

2008 IRIS(Angina pectoris), 
Phase III CRO/France Korea

2008 Colorectal Cancer, Phase II CRO/USA Korea

2008 DVT, Phase III CRO/Singapore Korea

2007 Pancreatic Cancer, Phase II Company/Korea Russia 

2007 Colorectal Cancer, Phase III CRO/Spain Korea

2007 Pancreatic Cancer, Phase III CRO/USA Korea

2006 Vaccine trial(Hepatitis B), 
Phase III Company/Korea India

2005 Anti-malaria drug study, 
Phase II Company/Swiss Southeast Asia, 

Africa 

2003 Factor VIII study Company/Korea Indonesia Main CRO

2002 PTH study, Phase II Company/Korea
Germany, 
Poland, Hungary, 
Bulgaria 

Study 
Rescue

┃표 3-12┃주요 글로벌 임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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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Strategy Consulting

스폰서에게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SC 부서는 RA팀과 PD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RA팀은 인허가 전략에 대한 컨설팅, 가교 전략 컨설팅 및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업무를, 
PD팀에서는 제품개발 컨설팅, 임상개발 컨설팅, 신기술 검토 및 라이선싱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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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개발의 가교 Strategy Consulting Department

전략 컨설팅 제공 

Strategy Consulting(이후 SC) 부서는 스폰서에게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재 Strategy 

Consulting Department는 RA(Regulatory Affairs)팀과 PD(Product Develop-

ment)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팀 및 인허가팀을 보유하

고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업무나 처음 진행하는 목표 질환 개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전문 기업에 의뢰한다. 임상개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허가 경

험이 없는 중소 제약사 또는 바이오벤처 기업들에게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개발, 임

상개발 전략 컨설팅 및 인허가 전략 컨설팅은 큰 도움이 된다. RA팀은 인허가 전략에 

대한 컨설팅, 가교 전략 컨설팅 및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업무를, PD

팀에서는 제품개발 컨설팅, 임상개발 컨설팅, 신기술 검토 및 라이선싱 등을 담당한다. 

초창기 RA는 CRM이 RA Manager를 겸하였다. 그러다 2007년 2월 Quality Assur-

ance/Research 부서에 Research팀(2006년 11월 신설)의 RA 업무가 더해져 RA/

Research팀이 조직되었다. 1명의 Manager가 RA Manager 및 Research Manager

를 병행하였으며, Manager를 포함한 2명이 RA 업무와 Research 업무(Protocol/

CSR 개발)를 담당했다. 당시는 대부분의 제약사에 CRO 전담 부서가 없었다. 특히  RA 

관련 보안 문제로 IND 등의 업무에 대한 외주 용역을 기피했고, 간혹 외국 스폰서로부

터 임상 용역을 수주하더라도 RA 전담인력의 부재로 IND 제출 서류 준비에서부터 최

종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선제적으로 Protocol/

CSR 개발을 전담하는 Research Manager 보직과 RA 업무를 담당하는 RA Manager 

보직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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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펩타이드 검토 절차 개선, IND 승인 

2007년 외국 스폰서로부터 글로벌 3상 시험에 대한 한국 IND 업무를 의뢰받았다. 시

험약은 합성펩타이드로서 당시에는 용어도 생소한 폐암 치료용 항암백신이었다. 약 2

개월의 IND 제출 자료 준비 과정에서 일부 독성 자료의 미비가 발견되었지만, US FDA

의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에서 Fast Track으로 검

토한 상태였고 IND의 승인도 받아서, 한국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 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의  IND 승인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본 제제의 특성

과는 다소 다른 합성의약품 기준에 근거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독성 자료의 미비로 보완 

요청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차례의 민원설명회를 요청하여 제품에 대한 설

명과 설득을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일단 의뢰자 자진 취하를 결정하였다. 

이후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 자료를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였다. 그

리고 마침내 해당 약물의 특성을 납득시켜 식약처의 검토 절차 변경을 이끌어냈다. 합

성펩타이드 약물의 경우 Chemical Drug으로 간주하여 종양의약품과에서 검토 주관

을 하되 바이오의약품과도 같이 참여하여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되었고, 이

후 IND를 다시 신청하여 결국 2008년 승인을 얻어내었다. 

2007년 10월에는 인원이 2명으로 보강되고 외주 용역도 늘어나면서 비로소 RA/

Research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인력을 보강한 RA/Research팀은 공

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1인당 매출액이 2억 원에 이를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큰 고객은 외국계 CRO(A사)였다. 당시 A사는 재택 

CRA들로 구성되어 다국가 임상에 속한 한국임상의 모니터링만을 담당했기에  RA 업

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 국내 CRO와의 협업이 절실했던 A사는 결국 당사

와 손을 잡았다. 마침 당사도 국내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RA 업무 용역이 없었던 시

기여서 양사의 이해와 요구가 서로 부합되어 상생 차원에서 RA 부분을 협업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LSK RA팀은 A사의 글로벌 임상에 대한 IND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식

약청 질의에 대응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CRO RA팀이 IND 

진행 과정에서 외국 개발사(또는 CRO)와 식약청 사이에서 단순 메신저 역할만 수행하

던 관행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신속했

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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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en의 한국 Regulatory Consultant 역할 담당

2009년 2월에는 RA/Research 부서가 RA/SSU팀과 Research팀으로 분리되었다. 

SSU는 Study Start Up의 약어로 이 시기부터는 정부 규제기관인 식약처(현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대한 대관 및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인 병원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위한 제반 업무, 스폰서와 병원 간의 계약 지원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임상시험 개시를 위한 관문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하여 전체 임상시험 기간의 단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는 Amgen 본사로부터 한국의 Regulation에 대한 질의가 한두 건씩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향후 협업을 위한 초석으로 이에 무상으로 자문을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RA팀의 실력을 인정받아 LSK가 Amgen의 한국 Regulatory Consultant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Amgen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RA팀을 신설한 2017년까지 지속되었다.

한번은 Amgen의 임상을 맡은 모 미국 CRO(B사)가 MFDS에 IND를 제출하였는데 문

제가 발생하였다. Protocol design이 너무 복잡하여 B사의 한국 담당자가 MFDS의 질

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IND 승인이 지연되었다. 그러자 Amgen이 한국 IND 신

청 용역을 B사와 해지하고 LSK에게 용역을 주어 LSK가 MFDS에서 바로 IND를 받아

서 IND를 B사에 이양하였다. LSK의 역량을 보여주는 에피소트다.

다국가 임상 프로젝트 1호, 릴리코러스사의 항암제 1상 시험 수행

2009년 일본 파트너 CRO로부터 일본의 바이오벤처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임

상 용역 의뢰가 들어왔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2상 임상시험이었다. 

IND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 전 식약처 종양의약품과에 사전 민원설명회를 요

청하였다. 개발사인 일본 바이오벤처 기업과 일본 파트너 CRO의 담당자, 그리고 종양

의약품과 Reviewer 전체가 참석하여 약 두 시간에 걸쳐 제품 소개, 개발 방향, 임상 디

자인 등을 발표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물론 IND 승인은 무리없이 이루

어졌다. 

2010년에는 릴리의 신약개발 자회사인 릴리코러스로부터 항암제 1상 시험 용역을 수

주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First in Human study로서 글로벌 CRO와 Bidding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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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주한 첫 프로젝트이자, LSK가 Main CRO로서 한국과 호주에서 공동 진행한 기

념비적인 다국가 임상 프로젝트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제약사의 RA 업무 용역

이 드물던 시절이었다. 주로 글로벌 CRO의 한국 지사(RA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로

부터 RA 업무 용역을 받던 때였다. RA팀은 당시 Covance뿐만 아니라 INC Research

로부터도 RA 업무 용역을 받고 있었다. 문제는 릴리코러스 프로젝트 Bidding을 위해 

한국의 Regulation 상황을 소개하는 대면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INC Research도 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Bidding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INC Research 한국 지

사는 RA 조직이 없었기에 당사 RA팀에 Bidding Meeting 참여를 요청해왔다. RA

팀이 LSK의 Bidding Meeting을 진행한 다음 날 다시 INC Research의 Bidding 

Meeting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쨌거나 릴리코러스는 

LSK의 임상 프로젝트 총괄 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프로젝트 담당 CRO로 LSK를 

최종 선택했다.  

전담 PD 조직 일본 임상시험 프로젝트 견인 

2011년 1월에는 CO(Clinical Operation) 부서의 이사급 임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대대적인 조직 변경이 있었다. RA팀은 RA/SSU 부서에서 BD/RA 부서로, SSU팀은 

CO/PM(Project Management) 부서로 이동하였다. Research팀은 STAT-RES/ER 

부서로 편입되었다. 

Amgen과의 컨설팅 미팅. Amgen Headquaters, Thousand Oaks, CA. US(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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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 후인 2011년 10월에 RA팀과 Research팀이 다시 CO/PM 부서로 편입되면

서 4개의 CR(Clinical Research)팀과 PM(Project Management)팀, Research팀, 

SSU팀, RA팀을 거느리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하지만 Covance를 비롯한 외자 CRO

들이 한국 지사 내에 RA 조직을 신설하면서 IND 업무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때 3명까지 늘어났던 팀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반면 Research팀의 Protocol 

및 CSR 개발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CO/PM Department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CO/PM Division이 되었다가 2013년 

4월 CO 부서와 PD(Project Development) 부서로 분화했다. PD 부서에 PD(Product 

Development)팀, RA팀, SSU팀, PD-PM팀이 편재되었고, Research팀은 Medical 

Writing & Research 부서로 승격되었다. 

한편 국내 CRO들의 가격 경쟁이 격화되고, 제약사들도 실력 있는 CRO보다는 저렴한 

CRO를 선호하게 되면서 2012년에 이영작 대표이사는 국내에서의 경쟁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 일본 제약사의 임상 프로젝트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제약사

들과의 접촉을 시작했다. 

이에 2013년 4월, 일본 스폰서에게 한국에서의 인허가 전략 및 임상개발 전략을 제공

할 목적으로 PD(Product Development)팀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듭하는 일본 제약사들의 행보 탓에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

요했다. 처음 접촉한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2014년 3월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PD팀은 한국의 인허가 규정 및 임상 상황과 LSK의 임

상 운영 역량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프로젝트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였다.

벤처사와 LSK의 윈-윈(Win-Win) 전략, Risk Sharing Investment

RA팀은 기복이 있긴 했지만 꾸준하게 IND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매출에 기여했다. 반

면 PD팀은 2014년 3월 일본 프로젝트 수주 후 일본 CRO인 Veras Research Japan

과 제휴를 맺고 일본 사업개발을 맡았으나 좀처럼 성과가 없었다. PD팀의 관심은 자연

스럽게 컨설팅이 필요한 국내의 신생 바이오벤처 기업에 쏠리게 되었다.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경험 부재로 허가 전략이나 임상 전략이 전무했다. 신생 

바이오벤처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임상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PD팀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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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으로 떠올랐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신생 바이오벤처 중 전도유망한 물질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허가 및 임상 전략뿐만 아니라 자금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들이었다. Risk Sharing Investment 아이디어를 제안하기에 충분한 시장환경이었다. 

당사는 자체 비용으로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향후 지분 가

치 상승효과를 기대했고, 벤처기업은 임상개발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상 전문 

CRO와의 협업으로 신약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Win-Win 전략이었다. 그

러나 당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엄청난 손실로 인식하여 실제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사업 모델의 힌트가 되어 자회사 LSK NRDO의 효시가 되었다. 

2015년 11월에는 PD(Project Development) 부서의 PD-PM팀이 해체되고 RA팀, 

SSU팀 및 PD(Product Development)팀으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미약품이 퀀텀 프로젝트를 사노피에 39억 유로에 기술수출하는 성과를 

내면서 Open Innovation이 제약업계의 화두가 되기 시작하였고, PD팀에서 제안하는 

Risk Sharing Investment 모델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벤처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

작했다. 

2017년 1월에는 PD 부서의 SSU팀도 PM 부서로 이동하였다. 2017년 6월에는 새롭게 

BNS(Business & Science) 사업부가 신설되면서 신대희 박사가 부사장으로 영입되어 

사업부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 8월 PD 부서는 SC(Strategy Consulting) 부

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현재의 조직을 이루게 되었다. 

LSK NRDO의 첫 파이프라인

PD팀의 Risk Sharing Investment 모델 사업은 BNS 부사장이 영입되면서 탄력을 얻

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5일에는 메티메디제약과, 12월 15일에는 에빅스젠과 연달

아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실제로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임상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국내 최대의 임상 전문 CRO와 협업하

는 것만으로도 홍보효과를 보았으며, 후속 투자유치 시에도 국내 최대 임상 전문 CRO

가 지분 투자하였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해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았다. 앞에서도 언

급했지만 Risk Sharing Investment 모델 사업은 당사의 신약개발 전문 N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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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의 설립 기반이 되었다.

PD팀은 Risk Sharing Investment 모델 외에도 파이프라인 라이선싱 모델, 공동연구

개발 모델, 매칭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신

생 벤처에 허가 전략 및 임상 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인터비즈 행사에서 동국대 공영대 교수의 항암후보물질을 발견하고 오랜 협의 

끝에 기술이전에 성공한 것은 또 다른 PD팀의 성과였다. 이 물질은 LSK의 신약개발 전

문 자회사인 LSK NRDO의 첫 파이프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02
•

SC(Strategy Consulting) 조직

가. SC(Strategy Consulting) Scope of Service

  RA(Regulatory Affairs) team

RA팀은 국내 CRO 중 거의 처음으로 2007년에 신설되었다. 외국 스폰서 또는 외국 

CRO의 국내 IND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암젠의 Regulatory Consultant

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혀왔다. 

현재는 ① 인허가 전략 컨설팅 : IND를 위한 CMC 자료 검토, 비임상 자료 검토 및 임상 

자료 검토를 통한 갭 분석(Gap Analysis), ② IND : IND 패키지 작성, 제출 및 사후

관리, ③ CTD 개발 :  고객의 원자료 또는 개별 보고서를 검토하고 CTD 문서 형태로 개

발, ④ IB(Investigator҆s Brochure) 개발 :  고객의 원자료 또는 개별 보고서 검토 후 IB 

개발 등 네 가지의 큰 업무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전략 컨설팅은 처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신생 바이오벤처 기업에 효력시

험 단계에서부터 IND 제출/승인까지 밀착하여 자문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에게 큰 도

움을 주고 있으며, 국내 IND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미국의 

파트너 CRO와 협업하여 US Pre-IND Meeting, End of Phase 2 Meeting 등을 진행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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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2019년 3월 기준 IND Experience

  PD(Product Development) team

LSK Global PS만이 국내 CRO 중 유일하게 PD팀을 운용하고 있다. PD팀은 고객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 고객의 개발 목표를 파

악하여 전반적인 개발 전략과 수행계획에 대한 자문 서비스는 물론 계획 수립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 벤처들 및 임상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적 설

명뿐 아니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 전략, 임상 디자인 설계 등의 컨설팅 제공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개발 중심의 바이

오벤처) 사업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LSK Global PS는 2019년 2월 자회사인 

LSK NRDO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PD팀에서는 기존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물질 검토, 투자유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제안 등의 업무 또한 병행하고 있다.

┃표 3-14┃2019년 12월 기준 Consulting Experience

PhaseⅠ 

Phase Ⅱ 

Phase Ⅲ 

Phase Ⅳ 

IIT 

Bridging Study 

Medical Device 

22%

32%

35%

1% 1% 1%

7%

┃IND Study┃85 Projects

Work Performance

Local
16건

Global
5건

21
Projects

현재까지 PD팀에서 수행한 컨설팅은 총 21건(국내 16건, 글로벌 5건)
으로 인허가, 임상개발 등의 신약개발을 위한 것이다.

국내 제약회사 및 바이오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컨설팅 16건 중 
7건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주체의 정부 과제로 LSK Global PS(PD팀)가 컨소시험 기관으로 선
정되어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서울바이오허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협력기관으로 등록되
어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92

나. SC(Strategy Consulting) SOP

SC 부서는 총 3개의 SOP로 구성되었다. 

SOP는 RA팀 2개와 PD팀 1개의 SOP로 구성되어 있다.(표 3-15 참조) 

Category SOP No. Title

RA RA-01.04 General Regulatory Affairs

RA RA-02.04 IND Application

PD PD-01.03 Product Development Consulting

┃표 3-15┃SC 부서 SOP

  RA(Regulatory Affairs) SOP

RA팀의 SOP는 2개로 RA-01 General Regulatory Affairs와 RA-02 IND Appli-

cation이다. RA-01은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다루고 있다. 2011년 8월 1일 최초 개

발되어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IND, 의료기기 수입확인서, 안전성 보고, 임상

시험 실시 상황 보고 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 시 취해야 할 행동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RA-02는 IND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역시 2011년 8월 1일 최초 개

발되었고,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SOP는 스폰서를 대신하여 IND 제출 자료

를 정리 및 준비하고, IND 신청 후 식약처의 보완 사항에 대한 답변 및 승인 등의 후속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업무 절차를 다루고 있다.   

  PD(Product Development) SOP

PD팀의 SOP는 1개로 SOP 및 Attachment(General Process Table)로 구성되어 있

다. PD팀 신설 이후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SOP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2014년 3월 PD팀의 SOP가 처음 개발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총 2회의 개정 진행으로 

업무 범위 및 절차 Responsibility 등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여 구성원의 업무 표준

화를 이루고 있다. 현재는 2018년 2월 최종 개정본 PD-01 Product Development 

Consulting이 사용되고 있다. 

PD팀 SOP는 팀 구성원의 Responsibility와 Consulting 카테고리별 분류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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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업무 절차에 대하여 Attachment로 별도 정리되어 있다. SOP상에 명시하고 있

는 PD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기 각 업무는 모두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Confidential로 진행이 되며, 각 업무를 간

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 디자인 컨설팅

고객(의뢰자)이 임상시험 디자인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뢰자)으로부터 이를 위해 해당 물질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며, 별도로 해

당 적응증, 관련 임상자료, 기허가 치료제의 개발 History 등을 조사하여 개발물

질의 특성에 최적화된 임상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한다.

규제 관련 컨설팅

고객(의뢰자)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IND, NDA의 제출, 허가 등을 위한 규제 관

련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규제 관련 자료(지침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를 조사 및 수집하고 약사법 및 RA 관련 지침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제품개발 전략 컨설팅

고객(의뢰자)이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제품개발 전반의 전략 컨설팅을 요청하

는 경우, 고객(의뢰자)으로부터 해당 물질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후, 고객(

의뢰자)이 희망하는 개발 방향에 맞추어 규제 및 시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최적

의 개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상시험 디자인 컨설팅 

규제 관련 컨설팅

제품개발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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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trategy Consulting) 업무 절차

가. RA(Regulatory Affairs)

  General Regulatory Affairs

의뢰자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IND)과 관련된 RA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RA 구성

원은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IND 업무에 대해

서는 SOP RA-02.04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수입 

시에 필요한 업무는 RA 매니저 또는 담당자가 의뢰자를 대신하여 시험용 의료기기 수

입확인서 관련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

료기기 수입과 관련된 정보(허가 상태, 매뉴얼, 사용계획, 수입 수량 등)를 의뢰자로부

터 전달받아 IND 승인 후 식약처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시험용 의료기기 수입확인

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SUSAR(Sus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의 보고 등에 

관해서는 SUSAR가 발생한 경우, CRA가 RA팀에 적절한 양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RA

팀에서 KGCP 규정에 따라 규제기관인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임상시험 실시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양식에 맞추어 매년 3

월 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규정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RA 구성원

은 매월 규정 및 지침을 검토하여 개정된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 관련 담당자 또는 

의뢰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IND Application

의뢰자로부터 IND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받고 필요한 문서를 전달받으면, RA팀은 우선 

문서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갭 분석을 통해 문서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문서가 적합할 경우 IND 패키지를 준비한다. RA 매니저는 IND 제출 

전 준비된 패키지를 검토하고 Quality Check를 실시한다. IND 제출 자료는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자 정보,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임상시험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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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개발계획, CMC 자료, 비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 자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

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포함한다. 

IND 신청을 위해 준비된 IND 패키지를 식약처 웹상의 형식에 따라 파일 업로드 등을 

통해 제출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한다. IND 신청 후 식약처의 검토 과정에서 질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RA팀은 식약처의 질의 내용을 즉시 의뢰자에게 전달하고 논

의를 통해 답변을 준비한다. 식약처의 공식적인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뢰자와 

보완 답변을 협의하여 준비하고, 보완 답변은 식약처 웹사이트에서 전자 제출하고 접

수되었음을 확인한다. IND 승인이 확인된 경우 RA팀은 의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IND 승인 공문 및 승인서를 의뢰자에게 전달한다. 

나. PD(Product Development)

PD팀은 BNS 사업부 소속으로 동일 사업부인 BD팀, BS팀 및 RA팀과 긴밀하게 협업

하고 있다. 특히 초기 고객(의뢰자) 대면 미팅 시 BD팀 또는 BS팀과 함께 참석하여 고

객(의뢰자)의 희망개발 방향을 파악하고 미팅 중 임상 관련 궁금증에 대한 설명 및 답

변을 제공함으로 PD팀의 컨설팅 수행 능력 가능성 및 신뢰감을 형성한다.

또한 성공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LSK Global PS 내부의 Medical 

Advisor 자문 및 관련 타 부서의 전문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1 고객(의뢰자)으로부터 컨설팅 요청 & 의뢰 내용 파악

2 고객(의뢰자)과 당사 사이의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3 컨설팅 업무 개시를 위한 스폰서 자료 공유

4 자료 검토 및 추가 정보 요청(필요시)

5

관련 자료 조사  - 제품(또는 경쟁 제품) 정보 조사
- 경쟁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최근 임상시험 정보 조사
- 경쟁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임상시험 승인 또는 허가 현황 조사
- 최근의 가이드라인 조사

6
고객(의뢰자)과 협의 및 Q&A
제안서 또는 컨설팅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7 제안서,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Manager 1차 검토

8 최종 제안서 및 컨설팅 보고서의 Director 검토

┃표 3-16┃컨설팅 절차



Chapter 4

Medical Affairs

Medical Affairs는 신약 및 신기술의 개발 전략 및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의학적 고려 사항 및 자문을 제공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임상시험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목표 환자군, 연구 디자인 및 평가변수 등을 제안하고, 
각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의학적 질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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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전문 컨설턴트 Medical Affairs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의학적 지식의 적용과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

다. 신약의 화학적, 약리적 개발과 더불어 개발 목적, 전략 및 가치 평가 등에서도 그 역

할이 중대해졌으며 의사의 역할 또한 단순히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 제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립, 신약의 가치 창조, 

의약정책 수립 등 보건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LSK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과 의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립 당시

부터 사내에 전문의를 영입하였다. 2001년 라이프코드스텟코리아 당시 김영진 부사장

이 Medical Doctor(의사)로서 2007년까지 Medical Monitor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런 한 발 앞선 준비로 본사는 2005년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CRO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었으며 2007년부터는 Part-time으로 Medical Director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약물감시 업무를 시작하며 2014년 중앙대학교에서 근무한 내분비 전문의 유석희 교수

를 영입하였으며, 국내 항암 임상이 증가하며 Oncology Director에 대한 요구가 커지

면서 2017년 충남대학교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Oncologist 김삼룡 교수가 함께

했다. 

MW&R 부서는 Protocol 개발 또는 CSR을 준비하면서 항상 사내 의사들의 조력을 받

아왔다. 그러나 업무가 많아지면서 MW&R 전담 의사가 요구되었고 이에 2016년 해외

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를 Part time으로 영입하였다. 

그러나 점차 MW&R 업무와 Medical Affairs를 담당할 의사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2019년 8월 Medical Affairs Department를 신설하고 외자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에

서 개발 업무의 전문성을 쌓은 의사를 영입하였다.  

LSK의 Medical Affairs에서는 3명의 전문의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변화에 맞춰 임상

시험에서 요구되는 문서 검토, Medical Queries 및 안전성 평가 등 개별 과제 기준의 

Medical Advisor 또는 Medical Monitor의 역할 수행에서 임상개발 및 신약개발 전

반에 대해 의학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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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Medical Affairs의 업무 내용 

Medical Affairs는 신약 및 신기술의 개발 전략 및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의학적 고려

사항 및 자문을 제공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임상시험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목표 

환자군, 연구 디자인 및 평가변수 등을 제안하고, 각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의학적 질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edical Consulting

신약개발 전 과정 중 개발 전략과 계획에 의학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아래의 사

항에 대한 Consulting을 제공한다.

  신약 및 신기술의 목표 제품 특성(TPP, Target Product Profile)

신약 및 신기술의 전 개발 과정은 시판 후 판매를 위해 허가받기 위한 Labeling을 만드

는 작업으로, Target Product Profile은 신약개발 초기부터 시판 후의 Labeling을 

고려해서 개발한다. 즉 허가 등록까지의 긴 개발 과정에서 TPP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TPP 구성을 위하여 목적 지향적인 시험의 디자인, 진행 및 자료의 규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PP에는 목표 적응증에 대한 개발의 목적과 효과 및 부작용을 비임상과 임상시

험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와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 치료 및 경쟁약 또는 경쟁기

술과 비교한 개발의 가치 및 시장성이 명시되어야 하고, 국가별 허가 규정에 따른 전략 

및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약 및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는 의학적 지

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의 통찰력과 전문 의견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결정

되는 허가 사항은 곧바로 진료 현장의 의료 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의사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임상개발 전략 및 계획

임상개발 전략은 TPP를 기반으로 한 상세 전략으로 목표 적응증, 의학적 미충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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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임상 결과로 예측되는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 경쟁약 또는 경쟁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임상개발 전략에 따라 임상개발 계

획을 구상 및 작성하여 각 단계별, 국가별 요구되는 임상시험의 규모와 Milestones에 

따라 구체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므로, 임상개발 단계에서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모든 일에 있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임상시험 디자인

임상개발 전략과 계획에 따라 목표 적응증에 가장 적합한 환자군, 비교군, 치료 기간 및 

유효성 안전성 평가변수 등 단계별 임상시험에 중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의 결과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미리 명시된 사항을 계획된 평가 및 분석 방법

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임상개발 단계에 따라, 특히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통

계적 유의성만으로 임상적 가치 평가가 어려워 의학적 유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의학

적 평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용량 탐색 단계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충족시킬 용량

설정, Enriched Target Patient 선정, 비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한 임상적 안전성, 고려

해야 할 약물 상호작용, 표준 치료 또는 대조군 대비 임상 결과의 가치 등의 평가를 진

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Subgroup Analysis 및 추가 임상시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Study Physician

성공적인 임상개발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발 전략 및 계획도 중요하지만, 개별 임상

시험의 성공이 있어야 가능하다. Study Physician은 임상시험의 정확한 결과 도출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상 프로그램 및 개별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부터 임상

시험 진행 중에 발생하는 의학적 결정이 필요한 질의 및 연구자 또는 연구팀과의 의사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 Medical Monitor

Medical Monitor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기준으로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의학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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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심각성에 따른 조치 및 

추적 관찰을 Monitoring한다.

라. 기타

성공적인 임상개발을 위해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신약 또는 신기술과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의학적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 제약회사 및 벤처기업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기술

만으로 규제기관의 허가 및 시판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인력 및 비용 등의 구

조적 어려움이 있어, 비임상, 임상 CR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LSK는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에 맞춰 국내 최고 CRO로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CRO가 되기 위해 선제

적으로 Medical Service 및 Support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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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Contract Management

CM 부서는 미국 변호사, 제약업체 경력자, 법학/경영/회계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국내 계약/청구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계약/청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스폰서를 대신하여 국내외 Vendor 계약 체결도 진행하고 있다. 
계약 체결 업무와 청구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계약 체결에서 청구 마무리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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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국내외 계약 업무 및 Vendor 계약 체결

2000년 3월 회사 창립 시 Contract Management 부서(이하 CM)는 경영지원 부서에 

포함되어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09년 독립하였다. 현재는 미국 변호사, 제약업체 경

력자, 법학/경영/회계 전공자 등 업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국내 

계약/청구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계약/청구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국가 임상

을 진행하는 Global CRO로서 스폰서를 대신하여 국내외 Vendor 계약 체결도 진행하

고 있다. 

하기에서 부서 조직도 및 부서 업무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 국제 계약에서의 주요 사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02
•

CM(Contract Management) 조직도

CM 부서는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과 계약에 따른 청구 진행을 하고 

있다. 계약 체결 업무와 청구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계약 체결에서 청구 마무리

까지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도는 하기와 같다. 

┃표 3-17┃CM 조직도

CM Director

CM 1팀 CM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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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CM(Contract Management) 업무 절차

CM 부서 업무는 크게 수주 계약, 수주 계약 관련 외주(Vendor) 계약, 청구 업무로 나

뉘며, 하기와 같이 각각의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하기에서 간략

하게 살펴보겠다. 

가. 수주 계약 절차

  계약서 초안 준비 

CM 부서는 스폰서의 요청에 따라 스폰서 계약서 양식 또는 LSK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

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스폰서가 작성해온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

  계약서 검토

CM 부서는 수주 계약 관련 부사장/본부장/부서장에게 수주 계약서 초안의 관련 부분

에 대한 검토를 이메일로 요청하고 수정 요청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수정한다. 

  계약서 초안/검토본 전달

CM 부서는 스폰서에게 이메일로 계약서 초안 또는 검토본을 송부하고 스폰서로부터 수

정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사장/본부장/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서명/날인

스폰서와 LSK는 최종 합의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계약에 대한 고지

CM 부서는 수주 관련 부사장/본부장/부서장 및 본부장/부서장이 지정한 자 및 대표이

수주 계약 절차 수주 계약 관련 외주
(Vendor) 계약 절차 청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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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수주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이메일로 알린다.

  계약 문서의 유지 관리

CM 부서는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보관한다.

  나. 수주 계약 관련 외주(Vendor) 계약 절차

CM 부서는 수주 계약 관련 Vendor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계약

서 template를 제공하며, 체결 완료된 계약서를 보관한다. 

1) Vendor 계약서는 스폰서와의 수주 계약서에 준해 검토한다.

2)  Vendor 계약서 검토 시 업무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지급 관련 내용은 

FA(Financial Affairs : 재무) 부서의 검토를 득하도록 한다. 

3)  Vendor가 계약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스폰서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4) 체결 완료된 계약서는 CM 부서에서 보관한다. 

다. 청구 업무 절차

  용역비 Milestone 청구

CM 부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Milestone에 따라 매월 해당 과제 PM에게 Milestone별  

청구 일정을 조사하여 해당 Milestone의 청구를 진행한다. 

  용역비 정산 청구

CM 부서는 PM(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정산 기간 중 발생한 업무에 대한 내역을 조사

하여 스폰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를 작성한 후 스폰서 담당

자에게 송부하고 스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청구를 진행한다.

  용역비 정기 청구

CM 부서는 계약 체결 시 정기 청구 월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월 초에 청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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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청구

•  CM 부서는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실비 청구 일정에 따라 회계 부서로부터 실비 내

역 및 증빙 영수증 스캔 파일을 전달받는다.

•  CM 부서는 회계 부서로부터 전달받은 실비 내역 파일에 해당 과제와 관련해 진행

된 추가 업무가 포함된 스폰서 청구 파일을 작성하여 청구를 진행한다.

•  CM 부서는 최종 용역비 청구 후 PM(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최종 실비 사용이 완료되었

는지 조사하며, 최종 실비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회계 부서에 최종 실비 내역 및 증빙 

영수증 전달을 요청하며 회계 부서에서 파일을 전달받고 최종 실비 청구를 진행한다. 

라. 국제적인 분쟁 해결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M 부서에서는 국내 계약뿐만 아니라 국제계약 체결 업무도 진

행하고 있으며,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는 Global CRO로서 스폰서를 대신하여 국내외 

Vendor 계약 체결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법은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스폰서를 대신하여 국제 

Vendor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

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는 Global CRO인 LSK는 국제계약에 있어서 

국제적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중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다국간 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찾게 된다. 대표

적인 ADR로는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은 일반적으로 분쟁 이슈를 찾아내고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대안을 고려하여 합

의에 이르려는 절차이다.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정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이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분

쟁 해결을 위한 대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중재는 제3자의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과는 차

이가 있다. 중재에서 분쟁 당사자는 중재절차 및 Arbitrator(중재자)를 합의하여 결정

하며 해당 Arbitrator는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 Arguments 및 Evidence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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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내린다. 이 판결은 국내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외국 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뉴욕협약은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

간 조약으로서 외국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약 150개국이다).

런던의 Queen Mary 대학에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무부 및 의사 결정자에게 

국제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했을 때 ADR 또는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

는 비율이 99%, 국제중재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97%로 국제중재의 선호도가 압도적

으로 높았다. 

하기의 표와 같이 가장 선호되는 중재지는 런던, 파리, 싱가포르, 홍콩, 제네바, 뉴욕, 

스톡홀름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재지는 런던과 싱가포르이다. 

┃표 3-18┃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hat is your preferred method of resolving cross-border disputes?

1%

49%48%

3%

■ International arbitration together with ADR 49%
■ International arbitration 48%
■ ICross-border litigation together with ADR 3%
■ ICross-border litigation 1%

┃표 3-19┃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hat are your or your organisation ҆s most preferred seats?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included the seat in their answer

London
Paris

Singapore
Hong Kong

Geneva
New York

Stockholm

64%

53%

39%

28%

26%

22%

12%

100 20 30 40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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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는 CRO인 LSK는 해외 계약에 있어서 중재에 관심을 갖고 있으

며, LSK가 스폰서를 대신하여 Vendor 계약을 체결할 때 LSK가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요청하였으나 Vendor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상기의 표와 같이 중재로 유명

한 국가 중 아세안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요청하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지리적으

로나 정치적으로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국의 장소로 아시아에서 많이 이용된다. 

국제 중재기관으로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2017~2018년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 및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

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아시아 1위로 선정되었다.

•  비거주 변호사 및 중재인이 싱가포르에서 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취업비자는 

불필요하다. 

•  중재 신청비(Filing fee), 관리 비용(Administration fee), 사건 예치금(Case 

Deposit) 등 중재에 드는 비용이 타 기관에 비해 낮으며, 보다 빠른 절차(Expedited 

Procedure)의 중재 방법도 존재한다. 

•  호주, 벨기에,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전 세

계 유수의 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효율적이고 유연한 중재를 위하여 대륙법계, 영미법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반영하

고 있다. 

•  뉴욕협약 가입국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중재판정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집

┃표 3-20┃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op Four Most Preferred Seats by Region

■ London   ■ Paris   ■ Geneva   ■ Singapore   ■ Hong Kong   ■ New York   ■ São Paulo 

20% 19% 19% 20%

17%

11%10%

18%

14%

10%
11%10%

18%

15% 14%
15%

12% 12%
13%

8%

16%17%

11%
9%

Europe Asia-Pacific Latin America North America Africa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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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하다. 

•  중재 판정에 대한 Scrutiny를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 

하기의 표와 같이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하는 건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미

국과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하여 많이 이용되는 중재기관이다. 

LSK는 중재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2020년에 있을 ‘6th ICC 

Asia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참석할 예정이다(다양한 분야의 

국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행사로 국제중재에 대한 다양한 공식 및 비공

식 네트워킹 기회, 실무 사례 연구, 대화식 세션 및 교육).

┃표 3-21┃SIAC Annual Report 2018

Total Number of New Cases 
Handled by SIAC(2008~2018)

Total Number of SIAC-Administered 
Cases(2008~2018)

9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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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SIAC Annual Report 2018

The Following Chart Depicts the Top 10 Foreign Users at SIAC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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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Project Management 

PM 부서는 PM팀과 PS팀으로 구성되어 
임상시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기획하고 총괄한다. 
임상시험 시작 단계에서 Project Team을 구성해 프로젝트의 타임라인과 플랜을 
기획하고 관련 분야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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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진행률 장악이 Project 장악이다

Full Scope Project Management 효시 

LSK 창립 초기에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CRA가 

PM 업무를 포함하여 현 Medical Writing, 임상시험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

러다 2006년 10월 CO 부서에서 현 MW & Research 부서의 전신인 Research팀, RA

팀이 생성되며 CRA의 업무 분리가 시작되었으나 PM 업무는 여전히 CRM의 소관이었

다. 2008년 1월 BD 부서에 당사 최초의 Project Management Manager가 입사하면

서 PM 업무가 본격적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가장 주가 되었던 PM 업무는 SSU로, 주

로 IRB 승인 업무를 맡았다. 국내 최초의 SSU 업무의 시작이었다. 

2010년 5월, 당사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임상 신약연구기구 코러스

(CHORUS)팀의 Main 프로젝트사로 선정되었다. Full Scope Study는 처음이었다. 

Project Management의 경험이 있는 PM이 없어 이영작 대표가 PM 역할을 맡아서 

Full Scope Project Management를 시작하였고, 이는 곧 LSK Project Management

의 효시가 되었다.

PM(Project Management)의 조직 변경

이후 해외 임상시험의 Project Management를 위해 호주, 미국 등지에서 외국인 전문 

PM의 영입을 시도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0년 8월 인도

에서 Rahul이 PM으로 입사하여 Global Study에서의 Communication을 주로 담당

하였다. 하지만 Rahul PM은 외국인이었기에 국내 Study에서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

었다. 이듬해인 2011년 한국인 PM이 입사하면서 국내 Study의 PM을 담당하였고, 

Rahul PM은 Global Study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졌다. 2011년 2월 Divya 

PM의 입사로 인력이 충원되면서 본격적인 PM 업무가 분화되었다.

Full Scope Service를 시작하게 된 이후 외근이 많아진 CRA들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이뤄지지 않아 확대된 업무 범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독립적인 PM 업무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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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 전문성을 위해 CO/PM 부서 아래 Project Management팀이 

2011년 1월 신설되어 CRA와 PM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의뢰자들은 

PM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PM 비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LSK PM은 당시 LSK 자

체 비용으로 부담하였다. PM의 필요성을 의뢰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정도 되었으나 아직도 CRM과 PM의 역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에는 CO/PM 부서가 CO/PM Division 산하의 CO 부서와 PM 부서로 나뉘

게 되었다. PM팀은 CO/PM 부서에서 독립하여 Project Management 부서(현 

Project Development 부서의 전신)의 PM팀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같은 해 9월 국내 

임상을 위해 CO팀 내 Project Management Manager 보직을 신설하였고, 새로운 

PM이 입사하며 CO 부서 소속으로 국내 Study를 맡게 되었다.

2012년 말 CO 부서의 CRA들과 PM 부서의 PM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조직 변

경이 불가피하였다. 2013년 4월 Project Management 부서는 CO/PM Division에

서 독립하였고 Project Development 부서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PM 부서에 

속해 있던 PM팀은 CO 부서의 CO-PM팀과 PD 부서의 PD-PM팀으로 갈라지게 되었

다. Rahul PM을 주축으로 PD 부서의 PD-PM은 한국-말레이시아 임상시험, 일라이

릴리 등에서 수주한 Global Study를 전담하고, CO 부서에 남아 있는 CO-PM들은 국

내 Study를 전담하였다. 

2014년 4월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Project Management Manager 직위의 명칭이 현재

와 같은 Project Manager(이하 PM)로 변경되었고, Project Management Associate 

역시 Associate Project Manager(이하 A.PM)로 변경되었다.

2015년 11월 PD-PM팀의 PM 팀장 퇴사로 PM들은 CO 부서로 소속을 옮겼고, 2015

년 CO 부서의 CO-PM들과 통합하게 되었다.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의 신설

다음 해인 2016년, Clinical Operation Headquarters가 신설되었고 통합된 PM팀은 

PM 1, 2팀으로 나뉘었다. 2월에는 Clinical Operation Headquarters에서 Clinical 

Trial Management Headquarters(이하 CTM 본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본부 아

래에 Clinical Operation 부서와 Project Management 부서가 신설되었다. PM 부

서는 PM 1, 2팀과 신설된 QC/OM팀으로 구성되었으며, PM 부서의 부서장은 CTM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112

본부장이 겸직하였다.

2017년 SSU팀이 PD 부서에서 PM 부서 산하로 팀을 이동하여 PM 부서의 규모가 더 

커졌다. “PM은 표 3-23에 따라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Project level의 

Sponsor communication을 담당한다. CRM은 Site level에 있어서 CRA training과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서 CRA의 oversight를 담당하며, Site level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Sponsor communication을 한다.”  

 

┃표 3-23┃Project level management

02
•

PM(Project Management) 조직도

가.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독립

2019년 1월에는 CO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TM 본부 

소속에서 대표이사 산하의 직속 부서로 PM 부서가 독립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PM이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및 각 부서와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변화였으며, PM이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부서를 개편하면서 PM의 전문화를 위해 기존의 Associate Project Manager(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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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폐지하고 최소 7년 이상의 임상시험 경력을 갖춘 인재들로 PM팀을 구성하였

다. 이와 함께 Full Scope Project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SSU 업무 중심에서 

PM 업무가 더욱 전문화되었다. 세분화된 업무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PM 

1, 2팀 외에 PM 업무를 지원하는 PS(Project Support)팀을 신설하였다. 지금의 PS팀

과 업무 연관성이 있던 당시 CTM 본부 QC/OM팀의 RMM, RMA, CTA와 PM팀의 일

부 A.PM이 PS팀을 구성하였다.

2019년 6월 PM 부서는 PMD-PM/PM.TM 간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즉각적인 이슈 대

응이 가능한 유기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기존 2개의 PM팀을 4개의 팀으로 개편

하였다. 또한 2019년 8월에 Global 3상 임상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Dedicated CRA

의 업무가 완료되어  Dedicated CRA들은 CTM 본부의 CRM/CRA로 부서 이동 또는 

PM 부서의 PM으로 남게 되었다. 2019년 9월 기존 부서장의 퇴사로 PM 부서는 새로

운 Head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PM Director 자리는 이영작 대표가 겸직하게 

되었다. 이후 10월 다시 한 번 PM팀의 개편으로 4개의 PM팀이 PM 1팀과 2팀으로 합

쳐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표 3-24┃PM 부서 조직도

2019년 11월 25~29일 미국의 임상연구 전문교육기관 Barnett International의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을 갖춘 전문 PM 강사 Deborah 

Harper를 초청하여 LSK의 PM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PM 부서 전원과 원하는 직원

들 70여 명에게 PM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PM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예산관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

행률 관리 업무를 기존 CM(Contract Management) 부서에서 PM 부서의 PS팀으로 

이관하였다. 이를 통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준비하여 향후에는 

President(PM Director 겸직)

PM Department Head

PM 1 PM 2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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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젝트의 수익성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Remote Monitoring 

Manager와 Remote Monitoring Associate에 대한 보직을 신설하였고, Risk Based 

Monitoring 업무가 PS팀에서 시작되었다.

나. Project Specialist Team(PS Team) 신설

PM 부서는 PM 부서장(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Chief) 휘하에 PM 1팀,  

2팀과 PS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월 CTM 본부에서 대표이사 산하의 직속 부서로 독립하여 나오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PM들이 Project Management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

도록 기존의 PM팀 이외에 Project Specialist Team(PS Team)이 신설되었다. 2019년 

9월 새로운 부서장의 취임과 함께 기존 4개의 PM팀을 2개의 팀으로 개편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PM 부서장의 영문 보직이 기존의 PMD(Project Management 

Director)에서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Chief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Director에는 Command and Control의 성격이 있다면, Chief에는 Administer 

and Manager, 즉 행정관리 책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부서장은 PM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적 지원을 잘해주어야 하며, Project Manager의 업

무 능력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이기도 했다.

PM 1팀과 2팀은 1명의 PM.TM(Project Management Team Manager(이하 PM.

TM) 아래 PM들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PM팀은 Global Project를 포함하여 Phase 

1부터 Phase 4 Study까지 Full Scope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PM.TM은 Line 

Manager로서 PM 부서장과 협업하여 PM 및 담당 Project, Issue Handling, Issue 

Escalation 등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S팀은 2019년 1월 신설 이후 같은 해 7월 Project Support Team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PM.TM(Project Support Team Manager) 밑으로 RMM(Remote 

Monitoring Manager), RMA(Remote Monitoring Associate)와 PS(Project Specia-

list), PA(Project Administrator)로 구성되어 있다. PS팀은 Remote Monitoring, IP 통

관 업무, Vendor Management, Site Payment, 진행률 관리 등의 다양한 Specialty

를 가지고 Project 내 세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Project Support, 부서 

내 Admin 업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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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PM(Project Management) SOP

PM 부서 SOP는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PM 8개, CO-M 4개로 구성되어 있다.

Category SOP No. Title

PM

PM-05.05 Project Management Procedure

PM-06.01 Project Planning and Setting

PM-07.01 Project Team Management

PM-08.01 Timeline Management

PM-09.01 Communication Management

PM-10.01 Vendor Management

PM-11.01 Budget Management

PM-12.01 Issue Management

CO-M

CO-M01.02 Medidata CTMSⓇ Applications Operational Qualification Procedure

CO-M02.02 Medidata CTMSⓇ Applications Version Control

CO-M03.02 Medidata CTMSⓇ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user Accounts

CO-M04.02 Medidata CTMSⓇ Management Set up and Operation of Study

┃표 3-25┃PM 부서 표준작업지침서(SOP)

가. Project Management SOP

  Project Management Procedure

프로젝트 전체에서의 PM의 업무와 그 절차를 기술한 SOP로 다른 모든 PM SOP의 참

고 자료에 해당된다. PM은 프로젝트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에 따른 자원배분 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한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

를 수립해야 한다. PM은 원활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팀, 

의뢰자와 소통해야 한다. 2011년 처음 발효된 이후로 그동안의 조직개편과 용어, 업무 

절차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버전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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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Planning and Setting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PM은 LSK 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Kick-off Meeting

을 개최하며 Project Management Plan(PMP)을 개발하며 Project Management 

File(PMF)을 생성한다.

  Project Team Management

프로젝트팀 구성 절차에 관한 SOP로, PM은 팀을 구성하고 R&R을 확립해야 한다. 또

한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 사항을 문서 보관한다.

  Timeline Management

의뢰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프로젝트의 Timeline을 

계획하고 이를 프로젝트팀과 합의해야 한다. PM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

을 확인하며,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공유해야 한다.

  Communication Management

E-mail, 유선전화 등 적합한 수단을 통하여 의뢰자 및 프로젝트팀과 소통해야 하며 필

요 시 Project Meeting을 개최하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이슈를 관리한다.

  Vendor Management

Vendor를 선정하고 의뢰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CM, BD 등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한다. 계약 진행 이후 Vendor와의 업무 절차 조율 및 관련 문서 관리, 비용 

지불 절차를 관리한다.

  Budget Management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기관과 협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용 지불 

절차를 관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Issue Management

이 SOP에서는 Issue의 경중에 따라 심각도를 정의하고, Issue 발생 시 관리 및 보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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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 Medidata CTMSⓇ Management

  Medidata CTMSⓇ Applications Operational Qualification Procedure 

  Medidata CTMSⓇ Applications Version Control 

  Medidata CTMSⓇ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User Accounts 

  Medidata CTMSⓇ Management Set up and Operation of Study

Medidata CTMSⓇ Management 부분에서는 CTMS 문서 공개, 보관, Version 

Update 등의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CTMS 사용자와 사용자 계정 관리 등에 

관한 CTMS 관리자의 업무와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기존 CO 부서의 Operation 

Management 업무의 하나로 개발된 SOP로 현재는 PS팀의 RMA가 CTMS 관리자 업

무를 맡고 있다. 조직의 개편 상황에 맞춰 2019년 하반기에 개정되었다.

04
•

PM(Project Management) 업무 내용

가. Project Work Flow

LSK Project Management 부서는 임상시험 전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고 일정 및 비

용계획을 수립하며 Vendor를 관리함으로써 전문화된 분야의 각 업무가 유기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기획하는 업무부터 시작한다. 이후 의뢰자와 지속적으로 연

계하여 이슈 관리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계획된 일정 내 임상시험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 Project Management Plan

• Risk Mitigation Plan

• Budget / Timeline Management Plan

• Vendo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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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ty Control(QC)

• Sponsor Communication

• Investigator Meeting

PM은 임상시험 시작 전부터 마무리까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모든 단계를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임상시험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임상시험이 계획되는 가장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팀의 PM이 배정된다. PM은 임상시험 

설계, 팀 구성, 예산 집행 계획, 참여 국가 및 기관 선정, IP(Investigational Product)의 

제조, 포장, 배송, 각종 임상 진행 절차 등을 명시하는 플랜, 가이드라인 및 문서 완성 

등으로 임상시험이 체계화된 계획하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이 시작되면 PM은 의뢰사에서 요구하는 타임라인대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한다. 또한 임상시험의 품질이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가 완성돼 규제 당국에 제출되고 각종 임상업무들이 모

두 완료되는 시점이 Project Management의 마무리 단계이다. 

PM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전체 팀이 하나의 목표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각 업무 영역을 넘나들면서 임상시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 PM은 단계마다 

발생하는 이슈들이 올바르고 신속하게 해결되고, 목표로 하는 시간 안에 최종 결과를 얻

도록 움직인다. 

이 모든 사항들을 컨트롤하는 P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진행 상황들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임상시험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기에는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

다. PM은 본인 고유의 업무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다른 팀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나. Project Team Organization

BD 부서를 통해 PM 부서로 과제가 수주되면 PM 부서장은 과제를 담당할 PM을 배정

한다. 의뢰사의 승인을 받아 새 과제의 담당 PM이 확정되면, PM은 프로젝트 시작 전 

Project Team을 먼저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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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Team Organization

•  계약 진행 단계이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참고하여 프로젝트 업무 범위를 확

인하고, 해당 부서의 Manager(팀장 혹은 부서장)에게 담당자 확인을 요청한다.

•  담당자 배정 요청 시 과제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공유한다.

•  의뢰자 및 Vendor(Vendor가 있을 경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한다.

•  PM은 문서를 준비하여 확인된 정보를 반영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는 Project 

Team과 E-mail을 통해 공유한다.

  Role & Responsibility

•  계약 진행 단계이거나 계약 체결 후 견적을 참고하여 각 부서별 Manager(팀장 혹은 부

서장)에게 R&R 확인을 요청한다(Project Team 혹은 Timeline 확인 시 함께 요청).

•  업데이트된 정보는 Project Team과 E-mail을 통해 공유한다.

다. 임상시험 단계별 업무

  Planning and Set-Up Phase

① Development of Project Management Plan(PMP)

PM은 위임된 업무 범위와 절차가 포함된 PMP를 개발하여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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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PMP는 가능한 프로젝트 

초기에 개발되어야 하며, 첫 개시 모임 이전에 완료되는 것이 선호된다. 또한 Kick-

Off Meeting 등을 통해 의뢰자 및 프로젝트팀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은 PMP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PM은 준수해야 할 기준(규정, 지침, SOP 등)을 확인한다.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획을 제시하여 가정과 타당함이 명확하게 문

서화되도록 한다. 

•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다.

•  필요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팀 구성원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리는 통신  

계획을 수립한다.

② Project Budget Management

•  프로젝트 관리계획에 있는 예산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에 충분한지 확인한다. 

•  작업과 가정에 따라 예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③ Resource Allocation

•  프로젝트 관리 및 예산에 따라 자원 요구를 확인한다.

•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여 프로젝트에 할당되도록 확인한다.

④ Risk Assessment

•  프로젝트 관리계획과 가정에 따라 잠재적 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수량화한다. 

•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  프로젝트의 위험을 문서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을 생성한다.

라. Start-Up Phase

•  프로젝트의 위험을 문서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을 생성한다.

•  프로젝트 계획을 프로젝트팀에 전달한다.

•  할당된 모든 역할과 책임, 핵심 주요 단계, 일정과 예산에 대해 프로젝트팀과 합의한다.

•  Kick-Off Meeting을 개최한다.

   Procedures to be Carried out at the On-Going Stage of the Project

•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팀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 회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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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   Project Status Report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뢰자와 의견을 

공유한다.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부서 및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감독한다.

   Procedure to be Carried out at the Completion Stage of the Project

•  수행되어야 하는 종료 및 반환 절차에 대하여 프로젝트 종료 전에 의뢰자와 상의한다.

•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시 모든 프로젝트 자료의 반환을 보장한다. 반환되는 자료

는 Material Transfer Sheet에 기록되어야 한다.

마. 커뮤니케이션 채널

PM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프로젝트 특성 및 계약 사항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계획

을 세우도록 한다. 

  Communication Method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케

이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① E-mail Communication 

•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프로젝트 팀원을 참조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조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이메일에는 상세 설명과 함께 이메일 내 기한이 제시

되어야 한다. 해당 이슈들은 기한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  LSK 내부, 유관 부서와 이메일 교신 시 이메일 제목에는 프로젝트의 간략한 정보

(예 : LSK 프로젝트 번호, 의뢰자, 임상시험 계획서 번호)와 명확한 주제가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의뢰자 또는 외부업체로 이메일 송부 시 이메일 제목에는 프로젝트명 또는 계획서 

번호와 주제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PM(또는 CRM)은 기관으로 이메일 송부 시 이메일 제목에 간략한 프로젝트 정보

(예 : 의뢰자, 프로젝트명), 임상시험 실시기관명과 주제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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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 

② Telephone Communication

•  의뢰자와 LSK 사이에서 전화 교신으로 이루어진 조치나 결정 중 중요한 사항은 

이메일 또는 Contact Report(Form PM-09-01)로 기록하여 프로젝트팀과 공유

되도록 한다.

③ Status Reporting 

•  프로젝트 진행 동안 담당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취

합된 정보는 의뢰자와의 계약 사항에 따라 Project Status Report를 통하여 의뢰자

와 공유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Project Status Report는 다음과 같다. 

-  IRB & Site Contract : 참여기관의 IRB 진행 현황 및 임상시험 계약서 진행 상

황에 대하여 전달한다. 

-  Project Status Report :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 진행 현황을 전달하기 위한 문

서이다. 세부 사항은 의뢰자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Newsletter : 임상시험 시험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공유가 필요한 정

보나 공지 사항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도록 한다. 세부 사항은 의뢰자와 논의하

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Kick-Off Meeting 

Kick-Off Meeting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이때 다음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다. 

•  프로젝트 계획 또는 전략 

•  범위, 시기 및 예산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치 

•  역할과 책임 

•  프로젝트 일정 

•  프로젝트 요구 사항의 상세 내용(즉 표준 또는 프로젝트별 SOP, 모니터링 지  침,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계획 등) 

•  프로젝트별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 

Kick-Off Meeting 시 의뢰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을 소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한다. 회의 결과

를 문서화하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며, 회의 내용 중 후속 조치가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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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roject Meeting 

PM은 필요시 프로젝트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발생하는 

이슈를 관리한다. 진행된 회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기록하여 프로젝트 진행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의뢰자와 공유가 필요하면 Status Report 또는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의뢰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바.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를 위한 절차는 표 3-27에 요약되어 있으며,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3-27┃Project management 업무 요약

  Project Timeline Management 

프로젝트 계약서 또는 의뢰자로부터 전달된 정보(시험대상자 모집 기간, 치료 기간 등) 

또는 임상시험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예상 일정을 계획하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프로

젝트 진행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할 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일정을 

수정하고 프로젝트팀 및 의뢰자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의뢰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과 

합의된 일정을 문서화하도록 한다. 최종화된 문서는 의뢰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팀원과 

공유되어야 한다. 

Project Management

PM

Vendor Management

• Selection/Assessment/Contract
• Plan & Setting
• Manual/Plan Review
• Vendor Payment

Quality Management

• CRA/과제별 1회이상 internal QC
• Issue log & CAPA 수립및 F/U 관리

Risk Management(Issue escalation)

• Project 시작전과제특성을고려하여
issue category 설정

• Critical/Major issue:
Manager(or PM)에보고
Critical issue의경우 QA 포함하여논의
논의/해결및 Issue Report 작성

Site Management

• 주기적인 PM∙CRM Meeting을통해
Project 진행현황및 Issue 논의

• Transfer 전 CRM에의한 document QC 및
Site transfer visit 수행 (CRM 동행)

• 예정된담당자변경시최소 2개월전
back-up CRA 배정

Timeline Management

• Schedule management(Gantt Chart)
• 시험대상자모집방법모색
• D/O rate 최소화를위한시험대상자관리
• MV 일정에맞춘적정한인력배정

Enter your footer tex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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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Escalation Process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jor 또는 Critical Issue는 PM에 의해

PM.TM에게 가능한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PM과 PM/PM.TM 간

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 PM 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Vendor Management

① Vendor Selection

PM은 의뢰자와의 계약서를 통하여 공급업체 관리 위임 여부를 확인한다. LSK 업무

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급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의뢰

자와 논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공급업체에 위탁되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

을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CRO) 

• Central laboratory 

• EDC Provider 

• Central Imaging 

• IP Management(Including Label) 

• Subject Recruitment 

• Other project Related Services 

PM은 위탁 업무 범위를 바탕으로 후보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 

• 공급업체 기본 정보(예 : 공급업체명, 위치, 경험)

• 지원 가능 업무 범위 및 절차 

• 업무 소요 기간 

• 비용 

확보한 정보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필요시 공

급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한다. 확보된 자료를 의뢰자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후보가 선정되도록 한다. 의뢰자와의 논의를 통해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LSK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전 업무 진행 시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가 필요할 

시 구매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공급업체의 적합



125

Intro
History

Appendix

성을 확인한다. 필요시 해당 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전달하여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최종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한 의뢰자 승인을 득한 후 Approval Form(Form PM-

10-01)을 작성한다. Approval Form에는 해당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사유가 기재되

어야 하며, PM 부서장(또는 팀장)에 의해 승인된다. 필요시 의뢰자의 승인 서명을 득

하도록 한다. 

② Vendor Contract

의뢰자의 승인하에 최종 결정된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공급업

체의 최종 예산은 계약 전에 의뢰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해당 공급업체에 계약

을 위한 계약서를 요청한다. 

계약서 내 프로젝트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계약 부서(CM 부서)에 

검토를 의뢰한다. 필요시 공급업체 계약서에 대한 관련 부서(e.g. BS팀, F&A팀)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뢰자의 검토가 요청될 수 있다. 계약 부서 또는 의

뢰자로부터 계약서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공급업체와 

협의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협의된 계약서를 계약 부서, 의뢰자, 공급업체와 공유

하고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내부 절차(e.g. 구매관리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 정보(e.g. 공급업체명/주소, 홈페이

지 주소, 공급업체 담당자 이름/연락처)와 최종 계약서를 BS팀에 전달하여 서명 절

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Vendor Planning and Setting

공급업체와 업무 절차를 조율하고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급업체에서 생

성되는 문서를 관리한다. 모든 승인된 문서(예 : Manual, Plan)는 PMF에 보관되어

야 한다.

④ Vendor Management

PM은 지속적으로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확인 및 이슈 사항 등

을 공유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계약 사항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의뢰자와 공급업체의 업무 현황을 공유한다. 

⑤ Vendor Payment

체결된 계약 내 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예

산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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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Payment

① 기관 비용 지급 

LSK가 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의 기관 연구비를 대납받거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체결된 임상시험 계약서에 따라서 임상시험 실

시기관에 비용이 지급되도록 관리한다. 

SSUA/CRA는 의뢰자 및/또는 PM과 체결된 임상시험 계약서의 연구비 지급 방안에 

따라서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예 : 연구비 입금 은행 계좌번호, 발효일, 지

불 일정, 지급액 등).

② 공급업체 비용 지급 

•  LSK가 의뢰자로부터 공급업체의 비용 지급 업무를 위임한 경우 PM은 비용 지급 

업무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의뢰자 및 공급업체와 비용 지급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공급업체 비용이 계약서를 토대로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Vendor Management, Site Payment의 업무를 PM과 PS의 업무 

Scope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Project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ystem Management

PS팀은 TMF 전자문서화를 위한 eDOC의 개발과 LSK CTMS의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CTMS의 관리자 업무 등 System Management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Risk Based Monitoring 

Risk Based Monitoring(이하 RBM)이란 위험관리로서, 이슈가 될 수 있거나 이슈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 안전성과 

데이터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필요성을 가진 발전된 영역에 

모니터링의 포커스와 활동을 지시하는 임상시험 모니터링에 대해 조정된 접근법이다.

모니터링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은 임상시험 감독을 덜 수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아

니라, 시험대상자 보호와 임상시험 완전성에 중대한 데이터 품질 및 프로세스에 대해 

중요하고 가능성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감독 활동에 의뢰자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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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도록 하며, 임상시험 수행 및 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RBM은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각 개별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 접근방식을 맞춤 설

정한다. Monitoring Schedule은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유동적이며, 위험을 조

기에 사전 예방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RBM은 중앙 감독을 위해 모든 

활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중앙 및 원격 모니터링에 보다 많이 의존하며, RBM은 

모니터링이 Cross-functional Responsibility라는 인식하에 Monitor뿐만 아니라 다

양한 기능과 역할에 걸쳐 책임을 공유한다.

  RBM 절차

RBM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는 표 3-28에 요약하였으며, 상세한 절차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표 3-28┃RBM 절차

① Risk Based Monitoring 배경

지난 20년 동안 임상시험의 횟수와 복잡성이 극적으로 증가되어 연구자 경험, 기관 

인프라, 치료 선택 기회, 표준 건강 관리법에 대한 변동성 증가, 지리적 확산과 관련

하여 임상시험 감독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의뢰자 감독의 질과 효

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 모니터링 접근법에 대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므로 전

Risk-Based Monitoring Process Overview

• Risk-based 
Monitoring Report 

• Risk Reporting on 
QTLs

• Data Monitoring

• RI Monitoring           
(RI Dashboard 
Generation)

• Exploratory Data 
Analysis 

• Preparation of 
Monitoring Template

• RI Dashboard Setting

• Preparation of Data 
Visualization

• Planning of RBM

• Development of Risk 
Indicator (RI) List 

• Development of 
Quality Tolerance 
Limit (QTL) List 

• Risk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Tool (RACT)  

Risk Assessment RBM Planning RBM Preparation Monitoring Risk Reporting

Subject Enroll

RBM

PSSV On-Site Monitoring Preparation SIV ~ On-Site Monitoring  COVCO
• SDR/SDV Planning for On-site 

Monitoring
• Regular On-site Monitoring

• Targeted On-site Monitoring

• Check site conditions 
that affect the use of 
central monitoring

DM EDC Setup Data Management 

EDC Open DB Lock

MW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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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스템/기록의 사용 증가 및 통계적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이점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② Risk Assessment

부정확하거나, 수행되지 않거나, 잘못 수행된 경우 시험대상자 보호 또는 임상시험 

결과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데이터 및 프로세스 식별을 전향적으로 확인한다.

중요 데이터 수집 또는 중요 절차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의 특성, 출처, 잠

재적인 원인을 확인/이해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며, Risk Level 평가 요소

는 다음과 같다.

③ RBM Planning

RBM에서의 Centralized/Remote Monitoring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

고, 임상시험 진행 중의 실시기관 수준 Risk를 Monitoring하기 위한 Risk Indicator 

목록을 작성하며, 임상시험 진행 중의 전체 임상시험 수준 Risk를 Monitoring하기 

위한 Quality Tolerance Limit 목록을 작성한다.

┃표 3-29┃Risk Indicator vs Quality Tolerance Limit

Probability 위험이 이슈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Impact 위험이 이슈가 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Detectability 위험이 이슈가 된다면 그것을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가?

Risk Indicator vs Parameter

1. 기관 수준에서위험식별하기 위한측정 항목인

위험지표(Risk Indicator) 설정

2. 설정된위험지표에대해 조치가시행될 기준점이

되는 임계값(Threshold) 설정

3. 설정된위험지표에대해 각 임계값일탈 시 취해질

조치(Planned Action) 설정

Risk Indicator List
1. 임상시험수준에서의체계적인문제 파악을위한

Parameter 설정

2. 설정된 Parameter에대해 평가가시행될 기준점이

되는 품질내성한계(Quality Tolerance Limit) 설정

Quality Tolerance Limit List

Monitoring Report

• 시험중 Risk Indicator 관련일탈/취해진조치 요약보고

• 기관별 Targeted On-site Monitoring 수행을위한 정보
제공

Clinical Study Report

• 시험종료후, CSR에 QTL과 관련된일탈/취해진조치요약
보고

Risk-based Monitoring

Site Level Tri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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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BM Preperation

Risk Indicator를 Monitoring하기 위한 Risk Indicator Dashboard를 준비한다. 

설정된 Risk Indicator, 유효성/안전성 평가, 실시기관 Performance 등 임상시험 

Data Trend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토대로 모니터링에 사용할 시

각화 자료를 준비한 후 원격/중앙 모니터링 시 사용되는 Template를 준비한다.

  Risk-Based Monitoring 수행

① Data Monitoring

등록되는 시험대상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원격/중앙 데이터 모니터링

이다. EDC를 통해 대상자별 데이터에 대한 원격 검토,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작성하

여 Data Trend 확인 및 잠재적인 이슈 파악, 원격으로 기관에 연락하여 이슈 확인 및 

해결, 적절한 On-site Monitoring으로 이슈 Escalation, Issue Communication, 

Regular On-site Monitoring을 한다. On-site Monitoring은 사전에 결정된 일정

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Site 관리 및 Site Staff 교육, SDR/Essential SDB 수

행 Remote Monitoring 후 On-site Visit으로 확인 또는 해결이 필요한 이슈 관리 

Risk Indicator Monitoring을 한다. 원격/중앙 모니터링은 기관 수준에서 위험도

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위험지표를 설정 후 Risk Indicator Dashboard 작성 및 공

유, 기관 수준에서의 식별된 위험을 확인한다. 위험 해결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 전체 

임상시험 수준에서의 문제 파악을 위한 Quality Tolerance Limit 원격 모니터링, 

On-site Monitoring의 Targeting을 위한 정보 제공 및 Issue Communication과 

Targeted On-site Monitoring을 한다.

또한 위험지표 모니터링으로 식별된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위험 및 관

련 문제를 확인/해결하기 위한 On-site Monitoring을 진행할 수 있다. 식별된 위

험지표 관련 문제를 확인/해결하기 위한 On-site Visit을 수행하게 된다.

② Risk Reporting

ICH GCP E6(R2) 5.18.6 Monitoring Report(e)에 따라 의뢰자에게 검토 및 후속 조치

를 위해(알맞은 관리, 시험과 시험기관 감독 책임자 등) 현장 및/또는 중앙화된 모니터

링 보고가 시기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 결과는 모니터링 계획 준수 

검증을 할 만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중앙화된 모니터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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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방문과는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ICH GCP E6(R2) 5.0.7 Risk Reporting에 근거하여, 의뢰자는 시험 중 실행 중인 품질 

관리 방식을 설명하고, Clinical Study Report에 사전 정의된 품질 내성 한계(quality 

tolerance limits)로부터 유의미한 일탈과 취해진 개선 조치를 요약해야 한다 (ICH E3, 

Section 9.6 데이터 품질 보증). 개략적인 RBM 수행 절차는 표 3-30에 요약하였다. 

ㅣ표 3-30ㅣRBM 수행 절차

05
•

PM(Project Management) 대외활동

가. Town Hall Meeting

PM 부서는 부서 차원의 행사로 Town Hall Meeting과 부서 워크숍을 각각 1번씩 진

행하고 있다. 총 2회 이루어지는 행사에는 PM 부서 내 임직원 전원이 참석하며 전달 

사항을 공지한다. 동시에 평소 소통이 없던 직원들끼리 모두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

Conduct RBM

• Risk-based Monitoring 
Report 

• Risk Reporting on QTLs

• Data Monitoring

• RI Dashboard 
Generation & RI 
Monitoring 

• Exploratory Data 
Analysis

• Preparation of Monitoring 
Template

• RI Dashboard Setting

• Preparation of Data 
Visualization

• Planning of RBM

• Development of Risk 
Indicator (RI) List 

• Development of Quality 
Tolerance Limit (QTL) List 

• Risk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Tool 
(RACT)  

Risk Assessment RBM Planning RBM Preparation Risk-Based Monitoring Risk Reporting

Subject Enroll

목적에 맞게,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적용

On-Site Monitoring (Regular / Targeted)

SDR/SDV를통해기관 품질 평가, GCP 평가

• SDR에 초점을 두고, 원격/중앙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Adaptive/Triggered/Targeted On-site Monitoring 진행

Off-Site Monitoring

기관 이슈및 performance 평가, 데이터평가

• 원격으로 확인 가능한 임상시험 중요 데이터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모니터링 하여 조기에 이슈 발견/해결

Central Monitoring

경향/이상치를확인하기위한 집계된연구 데이터의원격 분석

• 임상시험 중 기관/임상시험 수준의 위험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Risk Indicator 및 QTL에대한 지속적인 감독 수행

 데이터 이상치 및 경향에 대한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을 Targeting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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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워크숍의 경우 사무실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부서원들의 리프레시와 깊은 유대를 도모하는 자리이다.

2019년 1월 29일 개최된 Town Hall Meeting은 PM 부서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독립

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서 미팅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의 결과보고서 및 의뢰

사로부터의 코멘트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진 후 부서의 변화에 발맞춰 임직원들의 호흡

을 맞출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과거와 차별화된 LSK PM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고, 2019년의 부서 목표를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또한 부서 개편과 함께 신

설된 PS팀의 소개와 함께 업무 및 업무 스코프를 부서에 소개하였다. 

Town Hall Meeting PM department(2019. 01. 29)

나. 워크숍

PM 부서의 2019년 상반기 워크숍은 지난 4월 19일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PM 부

서원들이 LSK를 벗어나 처음 인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에 걸맞게 딱딱한 부

서 미팅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팀원 간 더 많은 소통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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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한 분위기 덕분에 평소 말하지 못한 건의 사항과 문의 사항, 발전 방향에 대한 적

극적인 의견이 있었다. 워크숍은 하기와 같은 아젠다를 따라 진행되었다.

• R&R, 역량 강화, 권한에 대한 의견 수렴

• LSK Global PS의 각 부서별 Work Scope

• Project Full/Partial Services

• Quotation, 진행률 및 Budget 관리 등

• Job Description(이하 JD)

• MBTI Activity 

부서원들은 팀별로 JD와 R&R에 관해 직접 토의하는 활동을 가짐으로써 PM, PS로서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정의하고 업무의 방향성을 잡아 나아갈 수 있었다. MBTI 검

사를 통해 부서 내 같은 성향인 사람들을 알아보고 함께 조별 활동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PM 부서는 매월 말 부서 Monthly 

미팅을 통해 한 달간의 이슈와 Project Experience를 부서원들 간에 공유하고, 문제

점을 되짚어보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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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Medical Writing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고, 
임상시험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MW&RES 부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강기능성식품 인체시험에 대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Protocol/ICF(Informed Consent Form)/CSR(Clinical Study Report)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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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임상시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Medical Writing에 대한 전문교육 준비

Medical Writing & Research(이하 MW&RES) 부서는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고, 임상시험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창립 당시에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이 임상시험 계획서를, CRA와 의학통계학

자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내에 전문적인 Medical Writer가 없어서 CRA가 임상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던 시대였다. 당사는 2007년부터 Research팀에서 Medical Writing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3년 4월 MW&RES 부서가 신설되어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게 되

었다. 

당사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인체시험 등 다양한 연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MW&RES 부서

에서는 각 연구수행을 위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임상시험 선진국에서는 Medical Writing Working Group의 정기

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종사자 교

육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Medical Writing에 대한 전문교육은 부족한 현실이다. LSK 

MW&RES 부서는 2018년부터 해마다 해외 Medical Writing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하고 있으며,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현재 프로세스에 적용하며 미래를 준

비하고 있다. 

LSK MW&RES 부서는 향후 국내에도 Medical Writing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과정으

로 신설하여 현업 종사자들과 본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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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RES(Medical Writing & Research) 조직도

2007년 Research팀은 Research Manager 1명과 Research Associate 1명으로 시

작하여 2013년 MW&RES 부서로, 부서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보강되었다. 2019년 현

재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인원이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의 팀장(MW&RES Manager)은 현재 8년, 12년 이상의 Medical Writing 경력을 보

유한 전문가로서 MW&RES 부서 신설 당시부터 근무한  LSK와 역사를 같이한 사람들

이다. 

┃표 3-31┃MW&RES 부서 조직도

MW&RES 부서의 조직원 역할은 다음과 같다. 팀장(MW&RES Manager)은 프로젝트

의 난이도와 해당 질환의 경력 및 일정에 따라 적합한 담당자(Senior Medical Writer 

또는 Medical Writer)를 배정한다. 담당 Medical Writer는 관련 SOP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속 팀장과 논의한다. 소속 팀장은 담당 Medical Writer가 작성

한 결과물이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QC(Quality Control) 및 

검토된 일정에 맞추어 질 높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책임을 다한다.

MW&RES Director

MW&RES 1Team MW&RES 2Team

• MW&RES Manager
• Senior Medical Writer
• Medical Writer

• MW&RES Manager
• Senior Medical Writer
• Medical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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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MW&RES(Medical Writing & Research) SOP

담당자가 보유한 의학적, 임상적 지식과 Medical Writing 경험에 따라 그 결과물의 질 

편차는 상당히 크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마련하여 누가 작성하더라도 일관된 일정 수준의 결

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MW&RES 부서는 2019년 현재 총 3개의 SOP를 보유하고 있다. 임상시험 계획서 개

발 및 변경(RS-01),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변경(RS-02),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

서(RS-03)에 대한 SOP가 이에 해당한다.

SOP No. Title

RS-01.05 Protocol Development and Amendment

RS-02.05 Clinical Study Report Writing and Amendment

RS-03.04 Informed Consent Form and Patient Information Sheet

┃표 3-32┃MW&RES 부서 SOP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 및 변경과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SOP는 

2011년에 신설되어 2019년 현재 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각 SOP에 대한 간략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RS-01 Protocol Development and Amendment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담당자 배정 및 작성 절차와 검토 및 승인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 SOP이다.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

되어야 하는지 기술되어 있다.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에 있어서 적용되는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용

되는 임상시험 계획서 템플릿을 구비하여 과제마다 담당 Medical Writer가 다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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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준화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함으로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

수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고 일관된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RS-02 Clinical Study Report Writing and Amendment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담당자 배정 및 작성 절

차와 검토 및 승인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 SOP이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변경이 필요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기술되어 있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

성에 적용되는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임상시

험 결과보고서 템플릿도 구비하고 있어 어느 Medical Writer가 담당하더라도 기본 템

플릿에 따라 필수 항목들이 누락 없이 작성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RS-03 Informed Consent Form and Patient Information Sheet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 개발 

담당자 배정과 작성 절차, 검토 및 승인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 SOP이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기술되어 있다. 동의서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 SOP는 마스터 동의서에 대한 절

차를 기술하고 있고, 실시기관별 동의서는 별도의 SOP로 구비되어 있다. 

04
•

MW&RES(Medical Writing & Research) 업무 절차

LSK MW&RES 부서의 업무 범위는 의약품 임상시험,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강기능성 

식품 인체시험의 제1상에서 제4상까지,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관찰연구 등 다양한 연

구에 대한 계획서와 동의서 개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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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MW&RES 부서 업무 범위

각 업무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려는 임상시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따라서 이에 타당하고 적합한 시험설계와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 기준, 평가변수, 임상

시험 관찰 항목 및 절차에 대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의약품 임상시

험 관리기준에는 임상시험 계획서(Protocol)란 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의 목적, 연구방법론, 통계적 고려 사항, 관련 조직 등을 기술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1) 따라서 임상시험 계획서는 최소 아래 항목이 포함되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2)

① 시험의 제목, 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및 제/개정 이력 등

② 시험 계획서 요약

③ 서론(배경, 이론적 근거, 유익성위험성 평가 및 용량 설정 근거 등)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MW&RES Work Scope

Discovery Pre-clinical Trial

PhaseⅠ PhaseⅡ PhaseⅢ PhaseⅣ
PMS
Observational study

IND NDA
Clinical Trial

Protocol development(Kor, Eng)
- Design consulting
- Protocol concept development
- Protocol development
- ICF/DRCF development
-  Reference: ICH E6, KGCP, Enforcement 

Regulations on Safety of Pharmaceuticals, ect.

CSR development(Kor, Eng)
- Reference: ICH E3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NDA: New Drug Application
PMS: Post-Marketing Surveillance
ICF: Informed Consent Form
DRCF: Data Release Consent Form
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CSR: Clinical Study Report

Sponsor Initiative Trial(SIT)
Investigator Initiative Trial(IIT)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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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의 목적

⑤ 시험모집단(대상자 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및 중도 탈락 기준 등)

⑥ 시험설계 내용(시험 기간, 시험군대조군, 배정, 눈가림 및 흐름도 등)

⑦ 시험 종료 및 조기 중단 기준

⑧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표시 및 포장, 투여 경로, 투여 방법, 보관 조

건, 수불 관리, 회수 및 폐기 등)

⑨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투여 및 치료 일정, 병용 약물, 투여 금지 약물 및 치

료  순응도 등)

⑩  시험 절차 및 평가(방문 일정, 시험 일정표, 유효성 안전성 평가변수와 평가 및 이

상반응 보고 등)

⑪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 사항(분석군, 통계분석 방법, 판정기준, 분석 시기 및 

대상자 수 설정 근거 등)

⑫ 자료관리(기록, 수집, 접근, 보호 및 보관 등)

⑬  윤리적 고려 사항 및 행정적 절차(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동의 절차 등 규정, 윤리 준수, 

대상자 안전보호 대책, 결과 발표, 환자 기록 비밀 유지, 품질관리 및 신뢰성 보증 등)

⑭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이하 ‘임상시험 의뢰자’라 한다)의 정보, 시험책임자 성명 

및 직책

⑮  두 제제에 대한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교용출 시험 방법(임상시

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사용할 대조약과의 비교용출 시험 결과가 대조약과 동등한 것으로 판정

된 품목으로서 비교용출 시험 실시 후 해당 품목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 방

법 및 제조원의 변경이 없는 품목은 비교용출 시험 방법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⑯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 열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시험의 제목, 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및 제/개정 이력 등

임상시험의 제목은 대상 질환, 목적(탐색적 목적, 내약성/안전성 평가 목적, 유효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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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약동/약력학 평가 목적 등), 시험군, 대조군, 임상 단계, 디자인(우월성, 동등

성, 비열등성 등), 무작위배정 여부, 눈가림 여부 등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의

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는 임상시험의 단계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초로 사람에

게 투여하는 제1상(임상약리 시험 등), 환자군에서 치료적 유효성을 탐색하여 가능한 

용량과 투여 기간 설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제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제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등), 품목 허가 후 허가 사항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제4상(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3) 따라서 임상시험의 목적에 맞는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임상시험 계획

서 식별번호는 일반적으로 회사명과 임상시험용의약품명을 조화시켜 고유한 식별번호

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제/개정이력은 임상시험 계획서 최초 버전부터 변경이 이루어

지는 모든 이력을 목록으로 관리하며, 주요 개정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작성한다.

② 시험 계획서 요약

시험 계획서 요약에는 임상시험 제목, 의뢰자, 임상시험 조정자(단일기관이라면 임상

시험책임자),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기간, 대상 질환, 목적, 단계 및 디자인, 임

상시험용의약품, 대상자 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시험 방법(모식도 포함), 투여 기간 

및 투여 방법, 유효성 평가변수, 안전성 평가변수, 통계분석 방법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서론(배경, 이론적 근거, 유익성위험성 평가 및 용량 설정 근거 등)

서론에는 임상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는 질환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임상시험을 진행하

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특징 및 개발 경위, 

전반적인 제품개발 계획이 무엇인지, 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이유, 즉 검정하고자 하

는 가설이나 적응증의 간략한 설명이 언급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 및 해당  

치료제의 한계점을 제시하여 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한 서론에는 비임상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약물학적 특성, 독성 및 약동학적 특성 등 잠

재적인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과거 임상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임상적 사용 경험을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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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여 본 임상시험과 연관된 다른 임상시험의 결과를 요약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의 투여 용량 설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본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어

떤 유익성이 있는지, 잠재적 위험성은 무엇인지 평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④ 시험의 목적

임상시험의 목적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가급적 단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 목적과 2차 목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1차 목적은 연구하

고자 하는 주요 1차 평가변수와 일관되게 설정한다. 

⑤ 시험모집단(대상자 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및 중도 탈락 기준 등)

어떤 임상시험의 대상자도 대상 질환의 환자를 완전하게 대표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질병의 본질(nature) 및 병력, 특징과 동반 질환, 질환의 중증도, 질환과 약물

과의 관계, 병용약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결정해야 하며, 각 의료행위에 따

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확증 임상시험인 제3상 임상시험의 경우 대상자의 목표 집단을 보다 잘 설정해야 한다. 

대상자의 선정/제외 기준은 근거 문헌과 시험자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정 기준에 조건의 예외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명

시되어야 하고, ‘시험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한 자 ҆는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약물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허용되는 병용약물과 금지약물을 명시해야 한

다. 선정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 시점이 스크리닝 시점인지, 휴약 기간 이후 시점인지 

명확히 제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전 OO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의 임상시

험용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는 제외 기준에 기본으로 포함하여 제외하도록 한다. 최근 개

정된 규정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 다른 임상시험에 참

여하였는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하고, 6개월 이내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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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는 근거 문헌의 자료를 통하여 통계학자가 산출한다. 적절한 크기의 대상자 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게 하며, 임상시험의 진

행 기간과 효율적인 비용 산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처리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정력이 보증되도록 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

적인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제11항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 사항’ 부분에 기술한다. 

임상시험 계획서에는 중도 탈락 기준도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중도 탈락 처리한다.

• 대상자의 동의 철회

•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시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임상시험 진행 도중 선정 기준/제외 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 대상자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시험자가 판단했을 때 시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시험설계 내용(시험 기간, 시험군대조군, 배정, 눈가림 및 흐름도 등)

임상시험 설계에는 전반적인 설계 방법을 기술하여 전체 시험 기간과 임상시험용의

약품 투여 시점, 평가 시점, 종료 시점을 모식도로 표현한 설계 흐름도를 함께 제시

한다. 시험군과 대조군(위약 대조 또는 활성 대조)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단일기

관 또는 다기관에 대한 결정, 단회 투여인지, 반복 투여인지, 고정 용량으로 할지, 변

동 용량으로 할지, 변동 용량으로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변동 용량을 결정할지 등

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무작위배정 방법에 대한 계획도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의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어떠한 치

료를 받는지 모르는 눈가림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치료에 있어서 

눈가림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타당한 근거가 기술되어야 한다.

⑦ 시험 종료 및 조기 중단 기준

임상시험 종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투여 완료 후 안전성 추적 관찰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있다면 명확히 제시하여 그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 

임상시험의 조기 중단 기준도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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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또는 특정 시험기관에서 목표한 수의 대상자 등록에 실패한 경우

•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성/안전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  임상시험 기관 또는 시험자에 의한 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계약의 위반 정도가 임상시험 지속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정적 이유

⑧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표시 및 포장, 투여 경로, 투여 방법, 보관 조건, 수불 관리, 

회수 및 폐기 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에는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며, 구제약물

을 허용하는 경우 그 정보 및 투약 기준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코드명, 주성분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용량 단위 및 제형, 재검사 일자, 포장 형태, 투여 경로, 방법, 

보관 조건을 포함한다. 표시 기재 사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모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5)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수불 관리와 회수 방법, 

폐기 절차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⑨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투여 및 치료 일정, 병용약물, 투여 금지 약물 및 치료 순응도 등)

임상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는 것으

로 투여 및 치료 일정에 대한 기술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병용을 허용하는 약물, 병

용을 금지하는 약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병용약물과 금지약물은 설정한 근거가 

타당해야 하며, 병용약물의 경우 시험약물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

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치료 순응도 계산 방법도 제시한다.

⑩  시험 절차 및 평가(방문 일정, 시험일정표, 유효성 안전성 평가변수와 평가 및 이상반응 

보고 등)

임상시험 절차가 각 방문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기술하며, 전체 시험일정표가 

5) 의약품 제조 및 품질에 관한 규정 [별표 11] 7.7 가항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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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각 방문 일정에 따른 검사 항목이 전체 시험일정표와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변수의 정의와 평가 시점, 평가 방법에 대해 기

술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절차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고 범

위와 기한에 대하여 임상시험 계획서에 기술해야 한다.6)

임상시험 목적에 맞는 타당한 유효성 평가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1차 유효성 평가변수, 2차 유효성 평가변수, 탐색적 평가변수 등으로 구분한다. 특

히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측정 방법, 평가 시점을 자세하고 명확히 기술하여 유효

성 결과의 판단이나 해석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안전성 평가변수는 이상반응, 임상

실험실 검사, 활력 징후(체온, 맥박, 혈압), 신체검사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⑪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 사항(분석군, 통계분석 방법, 판정기준, 분석 시기 및 대상자 

수 설정 근거 등)

본 항목에서는 임상시험 수행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학적 분석 방법 및 고려 사

항들을 기술한다. 따라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 분석군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하고, 1차 유효성 평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주 분석군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전성 분석군(Safety Analysis Set), 무작위배정군(Full Analysis Set), 임상시험 계

획서 순응군(Per-protocol Set), PK/PD 분석군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통계분

석 방법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및 기저 특성 분석 방법과 각 유효성/안전성/탐색

적 평가변수의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차 유효성 평가의 판정기준(가설

검정을 명확히 제시)과 분석 시기를 명확화한다. 만약 중간분석이 계획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점 및 분석계획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5항 ‘시험모집단’에 기술된 대상자 수에 대해서 그 설정 근거를 본 항목에 기술하

면 된다. 탐색적 목적인 경우는 과학적이고 문헌에 근거한 설정 근거 제시가 필수적

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가설검정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

는 그 설정 근거가 문헌을 통하여 신중히 고려되어야 임상시험을 성공할 수 있다. 입

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명확히 무엇인지 1차 유효성 평가변수, 양측/단측 검정, 가설

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 러목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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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위한 평가변수의 치료효과(차이) 크기 또는 동등성/비열등성 한계, 유의수준, 

검정력, 중도 탈락율 등 문헌을 통하여 상세히 수집하고 적절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

도록 한다. 또한 본 항목에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와 그 버전을 명시하고, 결측치 처

리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⑫ 자료관리(기록, 수집, 접근, 보호 및 보관 등)

자료관리 항목에는 근거 문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록하고, 수집할 것인지, 기록된 

자료의 접근 권한과 자료의 보호 및 보관 방법 등을 기술한다. 전자 증례기록서

(e-CRF) 사용 여부를 명시한다.

⑬  윤리적 고려 사항 및 행정적 절차(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동의 절차 등 규정, 윤리 준수, 대상자 

안전보호 대책, 결과 발표, 환자 기록 비밀 유지, 품질관리 및 신뢰성 보증 등)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될 

것임을 기술하고, 시험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기술한다. 대상자 안전보호 대책으로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 사항과 보상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결과 발표 계획과 결

과 발표 시에는 대상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기록은 모두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

의 모니터링 방안, 점검계획, 실태조사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⑭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이하 ‘임상시험 의뢰자’라 한다)의 정보, 시험책임자 성명 및 직책

임상시험 의뢰자와 시험책임자의 정보를 기술한다. 각 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정보

는 별첨으로 제시한다.

⑮  두 제제에 대한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교용출 시험 방법(임상시험 중 생물

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사용할 대조

약과의 비교용출 시험 결과가 대조약과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 품목으로서 비교용출 시험 

실시 후 해당 품목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 방법 및 제조원의 변경이 없는 품목은 비

교용출 시험 방법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본 항목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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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 항목에는 기타 임상시험 수행에 있어서 위 항목들에 기재하지 않는 필요한 사항

들을 기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에 대한 절차를 기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봄

으로써 기본적인 임상시험 계획서의 구성 내용을 이해하였다.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을 

완료하기까지의 실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 계획서는 전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임상시험 계획서 요약(Synopsis)을 먼저 

작성하여 임상시험 책임자와 논의함으로써 실제 임상시험 진행에 있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임상시험 설계 및 평가변수를 결정하거나 선

정/제외 기준 설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 이전 임상시험을 참고한다. 

웹사이트 ‘https://www.ClinicalTrials.gov’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질환의 다른 임상시험들은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출판된 많은 문헌들을 조사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성

공을 가져올 수 있다. Medical Writer가 질환 가이드라인이나 유사 임상시험의 문헌 

조사를 통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 치료제나

진단기준 등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계획서에 작성된 항목들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책임자로부터 선정/제외 기준 및 평가변

수가 적절한지, 관찰 항목들이 적절한 평가 시점에 수집되도록 작성되었는지 등 전반

적으로 임상시험 계획서 요약을 검토받아 어느 정도 디자인을 확정한 후, 임상시험 계

획서 전문을 작성하는 것이 향후 계획서의 잦은 변경을 피할 수 있다. LSK에서는 

Medical Advisor로 Medical Doctor가 근무하고 있어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에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내부에서 논의 및 검토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LSK의 큰 장점이다.

임상시험 계획서 전문 작성 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edical Writer는 대상자 수 

산출이나 통계학적 분석 방법에 대하여 통계학자와 논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LSK에

서는 통계학자가 대상자 수 산출 근거와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서 계획서 본문을 직접 

작성하고, Medical Writer가 취합하여 계획서를 완성한다. 임상시험 계획서 전문을 작

성한 후에는 작성된 초안에 대한 검토와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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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각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템플릿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작

성된 계획서가 템플릿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연 잘 작성되었는지, 즉 삭제된 내용은 없

는지, 해당 내용이 잘못 들어간 항목들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등 독립된 자가 QC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LSK MW&RES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QC 항목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최신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 최신 KGCP에 따른 용어 및 정의를 따르고 있는지

• 임상시험 계획서 요약 부분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 본문에 언급된 참고문헌이 일치되게 참고문헌 리스트에 있는지

•  용어 및 글꼴 형식(글씨체, 글씨 크기, 줄간격, 문단 간격, 들여쓰기, 머리글/바

닥글, 띄어쓰기 등)이 통일되어 있는지

•  약어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본문에 없는데 약어 리스트에 있거나, 본문에 있는

데 약어 리스트에 없는지 확인)

LSK MW&RES 부서에서는 QC Checklist를 보유하고 있어서 Medical Writer가 

Self-check를 수행하고, 이후 MW&RES Manager가 QC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MW&RES Manager는 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예를 들어 계획서 

요약 부분과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기술되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본문의 임

상시험 절차와 일정표가 일치하는지 등), 임상설계와 절차들이 적절한지 등을 전반적

으로 검토하여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MW&RES Manager가 계획서의 전반

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대상자 수 및 통계분석에 대해서는 통계 부서 Manager의 검토

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LSK는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부터 모니터링, 자료관리, 통계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full Scope로 진행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CTM(Clinical Trial Management) 본부와 자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CDM(Clinical 

Data Management) 본부의 검토도 수행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완성하고 있다. 모든 검토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수정사항이 없을 때, 

MW&RES Director가 본 임상시험 계획서를 최종 승인한다. 임상시험 계획서는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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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진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계획서의 품질과 완성도가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추가 된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검토/완료해야 하는 중

요한 문서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완성된 임상시험 계획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

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즉 선정/제외 기

준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추가되어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계획서 변경 시에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타당한 근거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변경 계획서 또한 Medical Writer가 초안을 작성하면 MW&RES Manager가 검

토를 수행하고, MW&RES Director가 최종 승인한다. 이때에는 변경대비표도 함께 작

성하여 어떤 항목의 어떤 부분이 왜 변경되었는지를 상세히 표로 작성하여 변경된 시

험 계획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표 3-34┃임상시험 계획서 개발 절차

나. 대상자 동의서 개발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의

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시험대상자 설명서란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참여에 대

한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

Protocol Development Process

1. Study assignment 2.  Meeting or discussion for 
protocol with Sponsor

3.  Research the paper and related 
documents by Medical Writer

4.  Develop the protocol synopsis

5. Internal review by Manager

6. Sponsor review7.  Develop the protocol by 
Medical Writer and Statistician

8.  Protocol finalization

*  Protocol draft will be delivered 
within 3 weeks(business day) 
from the synopsis in Korean.
(5 weeks in English)

*  Usually 2 rounds of review 
until protocol finalization

*  Protocol synopsis(excluding 
sample size and statistical 
analysis) will be delivered 
within 3 weeks(business 
day) in English or Korean.

REVIEW

Synopsis

SynopsisProtoco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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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공하는 문서이다. 대상자 동의(Informed Consent)란 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 유

무를 결정하기 전에 시험대상자 설명서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

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짜가 포함된 문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

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7) 따라서 임상시험 계획

서 완료 시 대상자 설명서와 동의서가 함께 완료되어야 임상시험 시작이 가능하다.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에는 대상자나 대상자 대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를 암시

하는 내용이나,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

하지 말아야 한다. 시험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상

자 설명서 및 동의서 정보를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

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대상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를 적도록 한다.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확인된 정보나 임상시험 계

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의서에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된 동의서

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임상시험 계획서에 꼭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대상자 동

의서에도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8)

① 임상시험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② 임상시험의 목적

③ 임상시험용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배정될 확률

④  침습적 시술(侵襲的 施術, invasive procedure)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⑤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⑥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이라는 사실

⑦  대상자(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하며, 젖을 먹이는 여성을 대상으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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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다)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⑧  임상시험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있거나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

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

⑨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 및 그 치료 방법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⑩  임상시험과 관련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 방법

⑪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 및 

이 금액이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⑫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비용

⑬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

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임상시험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임상시험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⑭  제8호 머목 2)에 따른 모니터요원, 제8호 버목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 심사

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임상시험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동의

서에 의하여 이러한 자료의 열람이 허용된다는 사실

⑮  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호될 것이며,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대상자의 신상은 비밀로 보호될 것이라는 사실

⑯  대상자의 임상시험 계속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면 제

때에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사실

⑰  임상시험과 대상자의 권익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연락해야 하는 사람

⑱  임상시험 도중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그 사유

⑲   대상자의 임상시험 예상 참여 기간

⑳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략의 대상자 수

이와 같이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는 임상시험 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기 쉽게 대

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므로 임상시험 계획서의 최종본에 근거하여 동의

서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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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 MW&RES 부서에서는 QC Checklist를 보유하고 있어서 Medical Writer가 

Self-Check를 수행한다. 이후 MW&RES Manager가 QC를 수행하며, 문서 전반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하여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있다. 모든 검토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수정 사항이 없을 때 MW&RES Director가 최종 승인한다. 승인

된 이후 임상시험 계획서의 변경으로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Medical Writer가 초안을 작성하고 MW&RES Manager가 검토한 후 MW&RES 

Director가 승인한다. 이때에도 역시 변경대비표도 함께 작성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표 3-35┃대상자 동의서(ICF) 개발 절차

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임상시험을 수행한 후에는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가 표와 그래프로 생성되며, 이

를 바탕으로 임상적 해석과 함께 통계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게 된다. 의약품 임상

시험 관리기준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 CSR)란 임상시험에

서 얻은 결과를 임상적‧통계적 측면에서 통합하여 기술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9)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6호, 2019. 12. 6., 
일부 개정].

ICF Development Process

1. Study assignment 2.  Develop the ICF by 
Medical Writer

2.  Self-QC

3.  Conduct the QC and internal 
review by MW&RES Manager

Amending the ICF
after Sponsor’s confirmation,
if needed the ICF amendment

4. Sponsor review

5. ICF finalization

REVIEW

ICF

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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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로서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가 바로 결과보고서를 의미하고, 약사

법 제34조의 2(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제3항에도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임상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임상시험 성적서를 작성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0)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작성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6월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

이드라인이라는 안내서를 배포하였으며,11) 이는 ICH E3 Structure and Content of 

Clinical Study Reports를 해석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12)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꼭 

이 지침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

라 결과보고서를 구성하고 작성하므로, 품목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 당국의 검토자들은 

이 구성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각 항목에 작성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다.

  표지

표지에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① 임상시험 제목

② 시험약/임상시험용의약품 명칭

③ 대상 질환(적응증)

④  임상시험 제목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험설계(평행, 교차, 눈가림, 무작위배

정), 비교군(위약, 활성, 용량/반응), 기간, 용량 및 시험대상자군 등에 대한 간략한 기술

⑤ 임상시험 의뢰자 명칭

⑥ 임상시험 계획서 식별(코드 또는 번호)

⑦ 임상시험 단계

10) 약사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 개정].

11)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6.).

12) ICH E3 Guideline, STRUCTURE AND CONTENT OF CLINICAL STUDY REPORTS(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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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상시험 시작일(첫 시험대상자 등록일 또는 다른 입증 가능한 일자)

⑨ 조기 종료를 했을 경우 해당 일자

⑩ 임상시험 종료일(마지막 시험대상자 종료일)

⑪  임상시험 책임자 또는 시험조정자 또는 의뢰자의 책임자(Responsible Medical 

Officer)의 이름과 소속

⑫  회사/의뢰자 서명인의 이름(회사/의뢰자 내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책임자. 결과보고

서 검토 시 의문점에 대해 문의할 회사/의뢰자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가 표지에 기재되거나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⑬  임상시험의 GCP 준수 수행 여부 진술(임상시험 기본문서 포함)

⑭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날짜(제목과 날짜로 동일 임상시험에 대한 이전 보고서와 구

분함)

  시놉시스(개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개요는 ICH E3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3쪽 이내로 요약하여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ICH M4E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시험의 경우 10쪽

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대규모 임상이라 하더라도 

개요가 10쪽을 초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13) 따라서 개요에는 중요 사항만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결과보고서 목차

결과보고서의 목차는 요약표, 그림 및 그래프에 대한 목차 구성도 포함해야 한다.

  약어나 용어 정의 목록

결과보고서에서 사용한 약어 목록과 용어 정의가 필요한 경우 목록화한다.

  윤리적 고려에 대한 기술

본 항목에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수행에 대하여 기술하고,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명

13)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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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부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에 사용된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 견

본도 함께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시험자 및 시험 행정조직

임상시험 행정조직이란 시험책임자, 임상시험 조정자, 운영위원회, 관리부, 모니터링

과 평가위원회, 임상시험 실시기관, 통계전문가, 중앙실험실 시설,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시험 공급 관리 등 임상시험 수행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을 말한다. 따라서 그 정보

를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시험자들의 소속, 역할, 자격(예 : 이력서)을 부록으로 첨부하

고, 시험책임자 또는 임상시험 조정자의 서명을 부록으로 포함한다. 시험책임자나 임

상시험 조정자의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의뢰사의 책임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론

임상시험 계획서에 작성된 서론을 바탕으로 해당 임상시험의 중요 특징(예 : 이론적 근

거, 목적, 대상 환자군, 치료, 기간, 1차 평가변수)을 간략히 기술한다. 

  임상시험 목적

임상시험 계획서에 작성된 해당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목적을 기술한다.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계획서대로 진행된 사항을 기술한다. 계획과 다르게 수행된 부분은 그 사유

와 함께 기술되어야 하고, 상세한 변경 이력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임상시험에서 실제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형, 함량, 배치번호를 기술하고, 만일 하나 이상의 배치

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각 배치별로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대상자의 명단

을 부록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계획된 무작위배정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무작위배

정 번호표, 시험대상자 식별번호, 계획된 치료군, 실제 배정군(시험군, 대조군 구별) 정

보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눈가림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 기간 동안 눈가림이 유지되었

는지 여부와 만약 눈가림이 해제된 경우, 구체적으로 그 사유, 해당 대상자 정보, 해제

되었던 절차에 대해서 기술한다. 실험실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표준화 방법 및 품질 

보증 절차가 있다면 부록으로 상세 문서를 첨부한다. 독립적인 점검이 수행되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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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기술하고, 점검이 수행된 경우 점검보증서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본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시험 방법이나 분석법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다. 분석계획의 변경 시기가 눈가림 해제 및 결과 이용 가능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결과 해석의 의도적 변경이 의심되므로 그 시점이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눈가림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석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 변경 시

에는 그 절차를 결과보고서에 분명히 기술해야 하고, 변경 사항이 실제로 임상시험 결

과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시험대상자

지금까지의 항목이 임상시험을 어떻게 계획하였고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이라면, 

본 항목부터는 시험대상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결론을 

작성하는 부분이다. 가장 먼저 시험대상자의 특성을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여 한눈에 알 

수 있게 제시한다. 즉 무작위배정이 이루어진 시험대상자 수, 처리군별 대상자 수, 완

료/중도 탈락한 대상자 수, 중도 탈락한 사유를 제시한다. 또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위

반한 대상자 수와 위반 기준을 설명하고, 대상자별 상세 정보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유효성 평가

분석 대상자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기술한다. 유효성 분석군, 안전성 분석군에 대

한 정의와 해당 대상자 수를 처리군별로 제시한다. 분석군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목록은 

그 사유와 함께 부록으로 제시한다. 유효성 평가에 앞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저상태 특성에 대해서 먼저 요약한다. 그다음 순응도를 평가하고, 유효성 평가를 기

술한다. 이때 통계학적으로 고려한 사항, 즉 공변량 보정이나 다중 비교, 중간분석 수행 

등이 있다면 모두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에 유효성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도록 한다.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는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투여 기간, 투

여 용량에 대해서 요약한 후 이상반응을 요약하도록 한다. 이상반응은 동의서 취득 후

부터 임상시험 종료 시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수집하지만, 결과보고서에 요약

하는 정보는 투여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나 징후(Treatment Emergent Ad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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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EAE)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여 일반적으로 본문에 

TEAE에 대한 요약표를 제시하고 기술한다. 투여 전 발생한 이상반응은 부록으로 별도

로 요약하거나 목록화하여 제시한다. 이상반응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학

사전과 버전을 명시하고, 표준화된 이상반응 용어로 요약, 기술하도록 한다. 이상반응

이 많이 발생하여 결과보고서 본문에 1쪽이 넘는 요약표가 제시된다면, 흔하게 발생하

는 이상반응(예 : 1% 이상의 발생률을 갖는 이상반응)만을 제시하여 결과 해석을 용이

하도록 한다. 물론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요약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사망 또

는 다른 중대한 이상반응 및 다른 유의성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증례기록서에 있는 정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안전성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추가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성 평가는 이상반응 

외에도 임상실험 실적 검사나 활력 징후, 신체검사, 기타 안전성 관련 관찰한 항목이 있

으면 그 결과를 요약 기술하고, 최종 안전성 결론을 요약한다.

  고찰 및 전반적인 결론

본 항목에는 전반적인 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요약하되 보고서 본문에서 언

급한 결과를 단순히 반복하여 서술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추

가로 서술하지는 않도록 한다. 시험 결과의 임상적 유의성과 중요성을 다른 기존 자료

와 비교하거나 개별 시험대상자 또는 위험군에서 특별한 유익성 또는 주의점과 향후 시

험 수행에 있어 적용할 점들을 제시해도 좋다. 또한 기존 임상시험 결과 등과 비교하여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소견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된 측정들 사이의 일관성 결여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고찰한다.

  인용되었지만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표, 그림 및 그래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본문에 주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보조적으로 수행한 분석 결과

나 본문에 제시하기에 많은 양의 표나 그래프, 목록 등은 본 항목에 제시한다. 또한 본

문에 상호 참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쉽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문헌 목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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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본문과 함께 부록으로 첨부되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다. 크게 분

류하여 임상시험 정보(임상시험 계획서, 증례기록서 양식,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명단, 동의서 양식, 무작위배정 방법 및 배정표, 통계학적 방법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서들과 시험대상자의 목록, 사망이나 다른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중도 탈

락한 대상자의 증례기록서 사본, 시험대상자별 모든 자료 목록이 부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각 항목별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다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보고서를 완료하기까지의 실제 업무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서 수집된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

약하고 기술해야 하므로, 통상 통계분석 결과가 나온 후에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

으로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요약하기에 앞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

는 것들을 먼저 보고서에 작성한다면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ICH E3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구성은 제9장까지는 임상시험의 배경, 목적, 

관찰 항목, 평가변수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계획된 절차를 기술하고, 제10장부터 결

과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9장까지는 통계분석 결과가 없더라도 미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즉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고 각 항목에 실제 수행된 임상시험 절차를 임상시험 계획서

(마지막 개정본)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없는 보고서 형태를 Dummy 

CSR(Clinical Study Report), CSR shell, CSR mock-up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Dummy CSR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는 CSR template, 임상시험 계획서/

동의서/증례기록서 마지막 개정본 및 변경대비표, 통계분석 계획에 대한 문서이다. 

CSR template는 각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양식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LSK MW&RES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ICH E3 가이드라인의 목차로 구

성된 CSR Template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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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ICH E3 목차 구성 참조

• 소프트웨어 버전, 문서 사양 통일

•  표준 스타일 가이드 설정 : 국/영문 글씨체, 글씨 크기, 줄간격, 문단 간격(제목

과 본문 차등 적용)

•  용어 기준, p-value 제시 기준, 유효숫자 기준, 넘버링 시스템, 상호 참조 기준 

등 통일

CSR Template이 준비되었다면 임상시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내용을 작성

하고, 별도로 구체화된 통계분석 계획서를 참고하여 통계분석 계획 항목에 분석 방법

을 상세히 기술한다. 기술하면서 임상시험 계획서와 상충되거나 수정 또는 추가된 내

용은 ‘프로토콜의 변경에 대한 기술̓ 부분에 기술해야 한다. 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에 미

치는 영향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눈가림 임상시험의 경우 눈가림 해제가 있었는지, 

본 임상시험에서 점검(Audit)이 수행되었는지를 담당 모니터요원 또는 관련자에게 확

인하여 보고서 해당 항목에 작성한다. 임상시험 계획서의 변경 이력 및 자료관리에 대

한 부분도 미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Dummy CSR은 데이터베이스 고정

(Lock) 약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고정할 때까지 완료하면, 이후 통계

분석 결과 최종화 후 즉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여 초안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 작성 전에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통계분석 결과 요약표/그림 및 그래프/목록 등을 사전에 검토하

여 본문에 포함할 것과 부록으로 제시할 것을 계획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빠르게 진

행될 것이다. 보고서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결과 작성 시 통계적인 결과를 제시하되, 임

상적인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LSK 

창립자이자 의학통계학자인 이영작 대표는 임상시험에 있어 통계의 중요성을 심도 깊

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결과보고서의 유효성 평가 부분은 통

계 부서의 의학통계학자가 직접 작성하고, 이외 부분을 Medical Writer가 작성하며, 

전체 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있다. 그리고 유효성 평가에서 1차적으로 통계학자가 기

술하면, 그 결과가 가지는 임상적 의미는 Medical Writer가 여러 문헌을 근거로 해석

한다. 필요한 경우 LSK 소속의 Medical Advisor인 Medical Doctor의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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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문서의 완성도이다. 임상시험 계획서와 동

의서 작성 절차에서도 수행하였던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가 결과보고서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LSK MW&RES 부서에서는 QC Checklist를 보유하고 있어서 

Medical Writer가 Self-check를 수행하고, 이후 MW&RES Manager가 QC를 수행

한다. 또한 MW&RES Manager는 임상시험 결과의 임상적, 통계적 해석에 대해서 전

반적으로 검토한다. LSK에서 모니터링, 자료관리, 통계분석을 모두 진행한 경우, 유관

부서 Manager가 보고서의 관련 부분을 각각 검토하고, Medical Writer는 각 검토 의

견을 반영하여 완성하게 된다. 모든 검토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수정 사항이 없을 때 

MW&RES Director가 본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최종 승인한다.

┃표 3-36┃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절차

CSR Development Process

1. Study assignment 2.  Writing CSR according 
to the ICH E3 guideline 
by Medical Writer and 
Statistician

3.  Self-QC

4.  Conduct the QC by MW&RES 
Manager and internal review 
by Manager of each dept.

Amending the CSR
after Sponsor ҆ s confirmation,
if needed the CSR amendment

5. Sponsor review

6. CSR finalization

REVIEW

CSR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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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linical Trial Management

CTM(Clinical Trial Management) 본부는 
CRM, CRA, SSU, QC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Site Feasibility, IRB Submission, Site Contract Process, Site Management 
및 Monitoring, Document Management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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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현장의 가교

Site Management 시작

CTM(Clinical Trial Management) 본부는 CRM, CRA, SSU, QC 담당자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임상시험 프로세스 중 Site Management를 담당하고 있다. LSK 설립 초기

에는 별도의 팀 없이 CRA가 임상시험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4년부터 임상

팀을 신설하여,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Site Management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엔 Clinical Operation Director를 비롯해 CRM과 CRA들로 구성되었다가 회

사의 성장과 함께 CO 조직의 규모도 점차 커졌고, Associate CO Director 영입과 함

께 CO팀을 4개로 구성해 운영하였다. 2008년부터는 Project Management 그룹도 

신설되어 CO 조직 내에서 함께 운영하였다.

과제 수가 늘고 회사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CO 조직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Project Management 그룹과 통합 운영되다가 Project Development 부서로 이름

을 변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에 다시 CO 부서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CO는 

좀 더 Site Management에 집중하였다. PM은 독립된 Project Management 라인으

로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9년 초 최종적으로 독립된 부서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2015년에는 QC팀이 신설되어 CO 부서 내의 자체적인 퀄리티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변

화를 시도하였으며, 계속된 CO 부서의 성장과 함께 2016년 1월에 CO 부서에서 CTM 

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Clinical T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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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Scope of Service

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linical Operation과 QC

CTM(Clinical Trial Management) 본부는 본부장과 부서장의 총괄 지휘 하에 CO 

(Clinical Operation) 업무를 진행하며 CRM(Clinical Research Management) 이 각 

프로젝트별로 과제를 담당한다. 그리고 SSU(Study Start-Up )팀이 별도로 존재하여 프

로젝트 시작을 주관하며 QC(Quality Control)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CTM 본부장과 

부서장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사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의 역할을 담당한다.

•  Clinical Operation System 및 Process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 수립

• CTM 본부 각 부서별 업무 진행 내역 총괄 지휘 

•  본부 및 부서원의 역량 개발 및 양질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Training Program 

운영 및 개선  

• 본부 및 부서의 예산관리 및 Operation의 비용 효율적인 운영

나. Clinical Operation의 역할

CTM은 CO팀과 SSU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CO, SSU, CRM의 각 팀장은 Clinical 

Operation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Line Manager로서 

공통적으로 아래의 역할을 담당한다.

•  Newcomer Introduction Training을 비롯한 각종 Training 진행

•  각 팀원의 연간 성과 목표 설정 및 평가

•  각 팀원의 Performance 관리 

•  팀 구성원이 담당한 과제에서 휴먼 이슈 관리 및 해결

•  각 팀원과의 주기적인 1:1 미팅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팀원 교육을 위한 Co-Monitoring 진행

•  행정적인 승인 프로세스 담당: 휴가, 타임시트, 지출결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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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 효율적인 예산관리 

다. Quality Management를 위한 QC

QA 부서는 이영작 대표의 직속 산하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CTM 본부의 

Quality Management를 위해 QC 파트가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QC 파트는 CTM 본

부의 본부장 직속이며, 2명의 QC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QC 파트의 업무는 CTM 본

부 내에서 모든 과제의 Quality Check 진행(In-House QC 및 On-Site QC)을 담당하

는 것이다. 과제의 이슈가 감지되거나 특별한 Quality Management가 필요한 과제, 

Audit 및 실사를 대비하여 본부장의 판단하에 QC 과제 대상이 별도로 선정될 수 있다. 

CTM 본부는 유기적으로 조직의 형태를 변화해가며 임상시험 진행 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03
•

CTM(Clinical Trial Management) SOP

CTM 부서 SOP는 총 13개의 CO SOP와 3개의 SSU SOP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 개

발된 SOP 중 일부는 폐기되거나 통합되어 SOP의 번호가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프로젝

트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SOP는 크게 임상시험 수행 절차, 임상

시험 약물 관리, 이상반응 보고 및 질적 임상시험 진행 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Category SOP No. Title

CO

CO-05.06 Study Organization and Planning

CO-06.07 Pre-Study Site Visit

CO-08.07 Code and Code Breaking

CO-09.06 Investigational Produ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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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O-10.06 Submission Procedur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_Inde-
pendent Ethics Committee

CO-11.08 Site Initiation Visit

CO-12.07 Monitoring Visit

CO-13.07 Study Close-Out Visit

CO-14.09 Adverse Event and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CO-16.09 Assembling Essential Documents for Investigator Site File 
and Trial Master File

CO-24.03 Co-Monitoring Visit

CO-25.02 Monitoring Handover

CO-27.03 Quality Control of the Clinical Trials

SSU

SSU-01.04 Feasibility Procedure

SSU-02.05 Initial IRB Submission and Approval

SSU-03.04 Site Contract Procedure

┃표 3-37┃CTM 본부 SOP

가. CO SOP

  Study Organizational and Planning

CTM 본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의 조직과 계획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 활동 

및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SOP이다. 다른 모든 SOP를 적용하기 전에 처음으로 프로젝

트를 계획하는 기본문서로 임상시험의 시작 단계에서 필요시 참고해야 한다. 사내 준

비 단계, 시험 전 절차, 임상시험 모니터링 계획 개발, 임상시험 중 수행되어야 할 절차, 

임상시험 종료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사내 준비 
단계

• 부서장 또는 CTM 본부장은 CRM을 지명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
• 과제 관련 모든 자료와 문서를 준비하고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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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8┃주요 활동 및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SOP

  Pre-Study Site Visit(PSSV) 

PSSV는 Site의 시험책임자, Study Staff, 시설, 약국, IRB 절차에 대한 자격을 검토한다. 

시험 전 
절차

• CRM은 IRB/IEC 신청 시까지 과제 담당자를 지정
•  과제 파일을 준비하고, 임상시험 계획 및 증례기록서, 시험자 자료집을 검토하고 관

련 모든 기본문서들을 과제 파일에 보관
•  전체 모집 환자 수와 기관별로 모집되어야 할 환자 수를 의뢰자와 확인
•  환자 모집 절차를 검토 및 무작위배정 및 층화 배정 절차를 수립
•  보상, 상해 발생 시 시험대상자 보상 절차, 재정적 합의 사항, 출판, 규제 당국 등록, 

의뢰자 책임 위임 등을 확인
•  실험실 및 약국 요건, 장소 및 장비 요건 평가
•  첫 환자 등록 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임상시험 계획서, 증례기록

서 작성, 이상반응 보고 절차, 임상시험용의약품 수불 관리 준비, 과제 관련 특이 사
항, 임상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  과제 개시 모임을 반드시 수행하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  임상시험 시작 시, 문서 이관 요건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후 치료 요법 관련 특이 사

항을 고려

임상시험 
모니터링 
계획 개발

• 가급적 개시 모임 전에, 임상시험 모니터링 계획 개발 수행
•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고, 임상시험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임상시험의 

주요 항목들을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과제 바인더에 보관
•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과제팀 구성 및 책임, 모니터링 방문 횟수, 검토해야 할 문서, 

SDV 범위, 과제 일정, 과제 위반, 임상시험 계획의 주요 중대한 사안, 조기 종료/
중도 탈락, 이상반응/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절차, 임상시험용의약품 수불 관리 및 
미사용 IP 반납, 작성 완료된 CRF 수거 및 반환 등

임상시험 
종료

• CRM 또는 CRA는 임상시험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관련자에게 알림
•  합의된 대로 임상시험 문서를 이관하고, 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상시험 자료를 반환
•  CSR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고, 의뢰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문서화함

임상시험 중 
수행되어야 
할 절차

• 과제 진행 상황을 논의
• 의뢰자 측 담당자의 모니터링, 점검 및 기타 방문 시 이를 지원 
• 첫 환자 등록 전 시험 후 치료 요법 관련 특이 요건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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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단계에 있어서 PSSV 수행 절차에 관해 기술한 SOP이다.

┃표 3-39┃PSSV 수행 절차 SOP

  Randomization Code and Code Breaking

모든 CTM 본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로, 무작위배정 눈가림 임상시험의 경우에 언

제 어떻게 무작위배정 코드가 해제되는지를, 언제 어떻게 코드가 해제되는지를 기술한 

SOP이다. 무작위배정 목록의 생성 및 무작위배정 코드(이하 코드) 해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①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을 통해 코드 해제 절차에 대해 시험자

에게 전달한다. 코드 해제를 위해 선택한 방식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의뢰자 또

는 제3자가 관리한다.

②  제3자 눈가림이 필요한 경우 시험 시작 전 시험기관 내의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도

움을 받는다. 이 사람은 치료 익명성과 무작위배정 치료 순응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독립된 모니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준비 단계 •  실시기관과 PSSV 일정을 조율하고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PSSV Checklist를 작
성하여 준비

•  PSSV 확인 메일(기관 방문일자 및 시간, 시험자 성명 및 기관명, 계획서 번호 혹은 
연구 이름, 방문 목적, 기타 문서 등이 포함)을 적어도 방문 실시 전에 의뢰자와 협의
한 일정에 맞춰 기관에 2~3일 전에 전달

실시 단계 • 시험자에게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자 자료집(IB) 등을 제공
•  PSSV Checklist에 따라 시험자와 Study Staff의 자격,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요구

되는 절차, IRB/IEC 관련 사항,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관련 시설, 문서 보관, EDC 
운영에 충분한 컴퓨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 

• 비밀유지계약서, 이력서 및 필요시 이해상충서약서 및 FDA 1572 문서를 수집

방문 
완료 후

•  방문이 끝난 뒤 의뢰자와 협의한 일정에 맞춰 Working Days  이내에 PSSVR을 의뢰자
에 보내고, 승인된 PSSVR 원본은 TMF에 보관

•  의뢰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방문이 끝난 뒤 Working Days 이내에 PSSV 
Follow-up letter(논의에 대한 요약과 미해결된 이슈 해결 방안, 불충분한 문서 요
청 목록 및 PSSV 후 계획에 대한 내용 포함)를 시험자에게 보내야 하고 해당 문서
들은 모두 TMF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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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눈가림 임상시험에서의 코드 해제 SOP

  Investigational Product Management

임상시험용의약품(IP)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다.

코드 
해제 후

•  개봉 후 개별 코드 봉투가 들어 있는 봉투를 재봉인해서 날짜 및 서명을 기입하고 환자/
시험대상자 시험 치료 배정 정보는 기밀로 유지 

•  코드 봉투 개봉은 모두 문서화(코드 해제 일시, 사유, 환자/시험대상자 치료 배정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이름에 대한 사항 포함)

•  모니터요원은 코드 해제 직후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기록 사본 1부는 TMF에 보관 

임상시험
시작 전

•  첫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 눈가림, 무작위배정, 코딩 및 가능한 코드 해제 절차 수립
•  의뢰자의 24시간 연락처를 확보하여 모든 관련 부서 직원이 알고 접근 가능한 곳에 상세 

내용을 보관

임상시험
기간 중 •  모든 임상시험 담당자들은 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

코드 해제 •  일반적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응급상황인 경우에 시험자가 질환을 치료하기 전에 환
자가 받는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

•  인지한 직후 의뢰자에게 코드 해제를 보고
•  개별 시험대상자별로 코드를 해제하고 코드 해제 이유와 함께 상세 내용을 명시 
•  개봉된 코드 봉투에 시험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고, 이유를 표시하여 의뢰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관
•  우발적인 눈가림 해제가 발생하는 경우 :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해당 대상자를 분

석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최종 보고서에 내용 포함

시험 전 IP계획 수립

•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IP 처방, 포장, 표시 기재 및 보관에 대한 사항 의뢰자와 논의
•  IP 추가 공급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 
•  시험대상자의 IP 순응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또는 문서에 대해 논의
•  첫 환자 시험 참여 전 IP의 포장 형태에 대해 문서화 
•  연구기관에서 IP를 폐기할 경우 기관의 SOP에 따라 처리하며, 시험 종료 시점에 IP 반납 또는 폐기

에 관한 절차는 시험 시작 전 명확하게 문서화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168

┃표 3-41┃임상시험용의약품(IP) 관리 절차 SOP

   Submission Procedur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ndependent Ethics 

Committee

모니터링하는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IRB/IEC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

다. 초기 제출 & 승인, 중간 또는 주기적 심사(연장 또는 기타 변경 요청을 포함),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최종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술한 SOP이다.(표 3-42 참조)

• 초기 제출 & 승인

•  IPV 배송 및 보관 : 시험기관 및/또는 약국에서 각 IP 배송 수령을 문서화하고, 시험기관 및 약국 규
정에 따라 인수 사실을 의뢰자에게 서면 통지하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보관 조건을 문서화 

•  교부를 위한 조제 : 시험 중에 IP를 직접 열람하는 권한이 있는 시험자 파일에 문서화 
•  수불 관리 : IP 수불 관리 기록 및 IP 재고 관리 기록을 문서화
•  제품 품질 불만 : 제품 품질 불만 사항 관리에 대한 절차를 사전에 의뢰자와 논의해야 함. CRA는 해

당 IP를 사용 가능한 다른 IP와 분리하고, 시험대상자에게 불출하지 않도록 하며, 의뢰자에게 반납 
또는 폐기해야 함. 상세 내용을 의뢰자에 통지 

•  IP 양도(시험기관-시험기관)
•  시험기관 간에 IP를 양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의뢰자의 승인에 따라 수행
•  IP 배송 전 IP 배송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하며, 시험기관 간 양도할 때마다 IP의 시험기관 정보, 

수량 및 운송을 문서화
•  CRA는 IP 기록의 정확성을 검토

IP 관리

•  수령한 IP의 인수일과 수량에 대한 기록을 확인
•  시험 기간 동안 자격 조건이 확인되고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IP를 투여 또는 조제했는지 확인
•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IP 배정이 완료되고 불출되었는지 확인
• IP 라벨은 규정에 충족하는지 확인
•  조제 날짜, 불출 수량, 투여 경로, 기간 및 빈도수가 근거 문서에 기록되었는지 확인
•  IP가 시험에 적합한 시험대상자에게만 불출되었는지 확인 
•  IP가 적절한 조건에 따라 저장, 보관되었는지 확인하고, 온도 이탈이 있다면 이를 의뢰자에게 알려야 

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당 IP를 반납 또는 폐기한다. 의뢰자에게 반납하거나 대체 처리한 날짜
와 수량(사용/미사용), 대체 처리 허가, 그리고 실제 처리를 확인

•  운송 및 반납 수령과 IP 실제 사용량을 확인
•  시험기관은 규정에 따라 IP 인수, 불출 및 반납에 대한 모든 기록의 사본 보관 
•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확인한다.
•  눈가림 유지, 응급 눈가림 해제 절차, 시험기관 간 IP 전달, 사용 기한 확인 및 라벨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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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주기적 심사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 임상시험 계획서 이탈 보고

• 종료보고서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표 3-42┃IRB 심사 및 IRB 업무 흐름

  Site Initiation Visit

Protocol에 따른 원활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자의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세부적인 임상시험 계획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개시 방문 

시 수행해야 할 절차를 기술해놓은 것이 바로 개시 방문(Site Initiation Visit) SOP이다.

①  개시 방문은 IRB에서 임상시험 승인 후 시험대상자 등록 전에 선정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된다.

②  개시 방문의 목적은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시험기관의 주요 인력(PI, 시험자, 

CRC, 약사, 실험실 기사 등)과 해당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과 임상시험 계획서의 절

연구책임자

IRP 접수 :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속 심의 심의 면제

전문간사 심의

심사 결과 통보

연구 시작

연구계획서 보완

조건부 승인 보완 또는 반려

정규 심의

신속 심의 진행(소위원회)
본회의 심의 진행

승인 승인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 통보

연구 시작

연구 시작

연구계획서 변경 중지/
결과보고서 및

중대한 이상반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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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시 Site Staffs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험기관 개시 방문 시 모집할 시험대상자 유형, CRF 작성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다. 

또한 시험자의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이해도 및 예상 모집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동

의를 구한다. 시험에서 득한 데이터 검증과 같은 다른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다.

┃표 3-43┃임상시험 개시 모임 준비 과정

  Monitoring Visit

임상시험은 시험대상자의 권리 및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계획서, GCP(의

료기기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 기록, 보고되어야 한

다. 모니터링 방문은 임상시험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근거 문서로 확

인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①  모니터링 방문은 모니터링 계획과 SOP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Monitoring Plan

시험기관 
개시 방문 
준비

•  시험기관 개시 방문 예정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해 기관에 E-mail을 발송한다.
•  개시 방문에 대한 내용을 Site Staffs(시험책임자, CRC, 관리 약사, 실험실 기사)

에게 전달하고 E-mail을 통해 개시 모임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개시 방문 전 연구자 파일(ISF)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  임상시험용의약품(IP) 제조를 확인하고 개시 방문 전 시험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개시 방문 
동안 준비

•  임상시험 계획서(선정/제외 기준, 시험 진행 절차, 시험약 투여, 무작위배정, 평가
변수 CR 작성 방법, AE, SAE 보고 절차, 동의 절차, 임상시험용의약품 보관, 불출, 
반납에 대한 절차를 논의한다. 

•  임상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 방법, 전체 등록 기간 등 일정, 관련 
규정(KGCP), 임상시험 관련 기록 문서의 보관, 모니터링에 대해 협의한다.

개시 
방문 후

•  시험기관 개시 방문 후 담당 CRA는 Site Initiation Visit Report를 작성한다. 승인받은 
Site Initiation Visit Report는 Working Days 이내에 완료하고 의뢰사로 송부한다. 단, 
Time line은 변경될 수 있다.

•  CRA는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 SIV Follow-Up Letter를 작성하며, 방문 후 Working 
Days 안에 Follow-Up Letter를 기관에 송부한다. 단, 의뢰자가 Follow-Up Letter를 검
토하고자 하는 경우, 의뢰자 검토 후 기관에 송부한다. 

•  승인된 Site Initiation Visit Report, Follow-Up Letter는 임상시험 기본문서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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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OP를 변경 적용해야 할 때에는 모니터링 계획에 해당 항목을 상세하게 기록하

며, Monitoring Plan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 방문은 사전에 CRA와 시험자 또는 Site Staff과 함께 적합한 날짜에 행해

지며, 첫 시험대상자 스크리닝 또는 등록 직후에 시작된다. 연구에 따라 방문은 대략 

4주마다 진행된다. 그러나 연구의 기간과 진행 상황에 따라 임상시험 방문 간격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③  모니터링 방문 시 시험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시험 목적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임상시험 계획서와 변경이 IRB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의뢰자와 IRB에 보고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④  CRA는 모니터링 일정이 조율되면 Site Staff, PI에게, Monitoring Visit Confir-

mation letter를 기관에 송부한다. Time line은 Monitoring Plan에 따라 결정

된다.

⑤  CRA는 모니터링 방문 중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⑥  임상시험 기본문서 검토, 임상시험 기본문서 수령, 보관하기 위한 ISF 검토, 모니터

링 방문 이후 생성/변경된 모든 기본문서 수집

⑦  CRF 및 검토

⑧  임상시험용의약품 확인(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

라 별도 적용)

⑨ 시험기관 운영 평가

⑩ 발견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미팅

 

모니터링 방문 보고

•  CRA는 Monitoring Visit Report에 발견 사항을 기록한다.
•  시험자명과 임상시험 기관명 또는 번호, 방문일, 방문을 수행한 CRA명, 발견 사실 요약 및 시험기관 

Site Staff에게 전달한 사항 등 최소한 다음 구성 요소들을 모니터링 방문 보고서에 기록한다.
•  MVR는 CRM 승인을 얻고, 방문 후 7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이 과정은 의뢰자와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 
•  CRA는 중대 사안과 요약 내용이 포함된 Monitoring FU Letter를 작성한다. Monitoring FU 

Letter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 의뢰자의 검토 후 Site에 송부한다. Time line은 Monitoring 
Plan에 따라 결정한다.

•  승인된 원본 MVR과 FU Letter는 임상시험 기본문서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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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Close-Out Visit

시험기관의 모든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완료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가 중단된 이

후 임상시험 종료 방문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Database Lock 이후 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대상자가 실시기관 방문을 끝낸 시

점, Database Lock 시점, 또는 임상시험을 종료하기로 정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다. 임상시험 종료 방문 준비 절차부터 시험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 그

리고 종료 방문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나누어 Study Close-Out Visit이 온

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SOP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Study Close-Out Visit Checklist

에 이를 담아 본 절차를 진행하는 CRA는 임상시험 종료 방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절

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다. 각 임상시험에 맞게 Study Close-Out Visit Checklist를 구

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Study Close-Out Visit Checklist Item

1 Preparation for the COV

1.1 Send the Confirmation letter including the date and time for COV to site

1.2 Confirm that CRFs and DCF have been completed and verified by PI

1.3 Confirm that all the essential documents have been collected and filed in TMF and ISF

1.4 Confirm that the completion/discontinuation report of study has been submitted to 
the IRB

1.5 Prepare the return receipt of study materials including IP

1.6 Check all unresolved questions and issues

1.7 Prepare the essential documents to obtain PI’s signature during the visit 

2 During the COV

2.1 Confirm IP Accountability Record, IP Balance Record, Temperature log and obtain the 
copies

2.2 Confirm the remained IP and return to sponsor and check the IP shipping receipt & 
return receipt 

2.3 Confirm all essential documents in ISF 

2.4 Reconfirm that all site staffs’ CV & GCP training certificate have been stored and 
updated appropriately 

2.5 Confirm that all the audit finding issues have been resolved

2.6 Confirm that all the source documents have been stored appropriately at site 

2.7 Obtain the copy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orm’ with final confirmation signed by PI 

2.8 Obtain the copy of the up-to-date IRB membe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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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Obtain the copy of the final ‘lab normal range’ signed by PI

2.10 Obtain the copy of the final ‘Source Data Location list’ signed by PI

2.11 Obtain the copy of the ‘Site Visit Log’ signed by site staff

2.12 Confirm the record of the retained lab samples

2.13 Confirm the temperature log related to the lab sample

2.14
Confirm the final ‘Subject visit log’, ‘Subject screening log’, ‘Subject Enrollment log’ and 
‘Subject Identification log’ signed by PI. And Obtain the copy of the final ‘subject 
screening log’ and ‘subject visit log’

2.15 Confirm that the used advertisement has been filed in ISF 

2.16 Confirm that signed CRFs(or CD of fill up CRF data) has been filed in ISF and secure 
the receipt 

2.17 Confirm the archiving process of essential documents

2.18 Confirm to a study coordinator that the archiving space has been secured for ISF and 
documents related study 

2.19

Discuss with PI the following process & plan 
- Notify IRB/IEC for study completion
- Retain all clinical trial and subject records(Archiving)
- CSR submission plan 
- Final payment plan
- Publication plan
- Possibility for audit/inspection of the site

2.20 Perform the payment amendment & settlement of accounts

3 After the COV

3.1 Send COV follow-up letter to site

3.2 Write COV report and submit the report to CRM 

3.3 Plan and prepare for archiving of all the trial documents

 
┃표 3-44┃Study Close-Out Visit Checklist Item

  Adverse Event and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임상시험 기간 동안 보고된 AE와 SAE의 보고 및 관리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이상 

반응의 종류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정의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의뢰자와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보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sembling Essential Documents for Investigator Site File and Trial Master File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 및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임상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174

시험 기본문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자 기관 파일과 임상시험 기

본문서 파일의 기본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크게 Investigator Site 

File, Pharmacy File 그리고 Trial Master File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File에 관리 및 

보관되어야 하는 문서들을 Index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상시험의 시작 전부터 종

료 이후까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Monitoring Visit

임상시험 진행 시 CRM은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해

당 규정을 숙지하고 CRA가 이에 따라 적절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Co-Monitoring Visit은 프로젝트 관리계획,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의

뢰자의 요청, CRA 변경과 경험, 실시기관 인력의 변경 또는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우

려 등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방문 준비, 방문 안내, 방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절

차가 필요하며 이를 기술한 SOP이다. 

┃표 3-45┃Co-Monitoring Visit 절차

FOLLOW-UP 
AFTER THE 
VISIT

•  CRM(또는 위임받은 자)은 Co-Monitoring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승인과 보관
•  계약된 방문 : 의뢰자 검토, 승인 진행 

- 보고서 완료일자 : 의뢰자와 논의
- 보관 위치 : TMF_OPU Binder

•  품질관리를 위한 방문 : 부서장(또는 본부장) 검토, 승인 진행
- 보고서 완료일자 : 방문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보관 위치 : 서명 스캔 문서를 LSK 내부 관리용으로 보관

•  위임자가 방문을 진행한 경우 : CRM이 검토 진행

PREPARATION  
FOR THE 
VISIT

•  계약된 방문 : CRM(또는 위임받은 자)은 의뢰자, CRA와 방문 일정 논의
•  품질관리를 위한 방문 : CRM(또는 위임받은 자)은 CRA와 방문 일정 논의 실

시기관 방문 전 임상시험 계획서 및 관련 문서 검토 및 숙지
•  실시기관 방문 전 임상시험 계획서 및 관련 문서 검토 및 숙지

CONDUCTION 
OF THE VISIT

•  CRM(또는 위임받은 자)은 임상시험 중 가능한 CRA당 1회 방문 수행
•  ISF/ PF 검토, SDV (부분적) 시행
•  CRA 또는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모니터링 절차와 지침 교육
•  확인된 이슈에 대한 적절한 조언



175

Intro
History

Appendix

  Monitoring Handover

CTM 본부 내에서 인계자가 직무 및 책임 이전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

루고 있다. 휴직, 퇴사 등의 이유로 CRA 또는 CRM이 변경될 때는 직무 및 책임의 인

수인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의뢰자에게 통지, 인수인계 문서 준비, 내부 인수인계 회의 

및 시험기관 인수인계 방문에 대한 절차를 기술해놓은 SOP이다. 직무와 책임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책무 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기술해놓았다. 

NOTIFICATION 
TO SPONSOR

•  CTM 본부장 또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직무 및 책임을 인수할 담당자를 배정
• 배정된 인수자의 눈가림 CV를 의뢰사로 전달 및 승인을 득함
• CRM 변경 시 : CTM 본부장 또는 부서장이 의뢰사 통지
• CRA 변경 시 :  CRM이 의뢰자에 통지(또는 CTM 본부장 또는 부서장이 진행 

할 수 있음)

HANDOVER 
DOCUMENT 
-  Site Monitoring 
  책임 인수인계 

•  시험기관 인수인계 방문 후, 인계자 문서 작성 ▶ 인수자 확인 ▶ CRM 승인 ▶ 
최종 서명본은 의뢰사 송부

•  문서 원본 TMF에 보관

HANDOVER 
DOCUMENT
-  Site Managemen 
   책임 인수인계 

•  CRM 과제 관리 책임 인계시 작성
•  책임 인계자 문서 작성 ▶ 인수자 확인 ▶ CTM 본부장 또는 부서장 승인 ▶ 최종 

서명본은 의뢰사 송부
•  문서 원본 TMF_OPU에 보관

TMF/ISF/PF 
Verification 
Log

•  CRA는 담당기관의 TMF, ISF, PF 최종 검증 후 각 문서에 대한 Log 준비
•  문서의 누락이나 지연이 없도록 준비
•  CRM은 책무 인계 시 TMF OPU에 대한 Log 준비
•  문서 작성 및 확인 완료 후 TMF에 보관

HANDOVER 
DOCUMENT

•  담당자에 의한 인수인계 문서 준비
- 담당 CRA : CRM 검토, 담당 CRM: 팀장 또는 부서장 검토 ▶ CTM 본부장 승인

•  퇴사 또는 휴직 시, 인수인계서의 원본 행정 관리부 제출, 사본 TMF에 보관
•  퇴직 또는 휴직 이외 사유, 인수인계서의 원본 TMF에 보관

-  Handover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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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Monitoring Handover 절차

  Quality Control of the Clinical Trials

Quality Control of the Clinical Trials는 CTM 본부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의 

Quality Control 활동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SOP이다. CTM 본부에서는 CO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해 해당 SOP에 따라 QC Part에서 QC Activity

를 시행하고 있으며, SOP에 명시된 절차는 다음에 기술된 내용과 같다.

CTM 본부의 QC는 연간계획을 세워 진행되고 있으며, Contract QC와 Internal QC

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간계획은 QCM(또는 위임자)과 CTM 본부장이 논의한다. 매

년 1월까지 수립하여 CRM과 CTM 본부장에게 공유된다. 수립된 연간계획은 QC 진행 

및 과제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QC 연간계획에 선정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진행 중인 과제 중 최소 1회 QC가 실시되지 않은 과제 

• 해당 연도의 신규 과제 

• 기타 : CTM 본부장이 요청한 과제의 기준으로 선정된다. 

QC 연간계획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과제 Issue가 발생한 경우나 과제 담당자의 

Handover가 발생하여 CO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엔 QC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Inspection이나 외부 Audit으로 인해 CO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연간계획 외 추가적

으로 QC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QC 대상 과제로 선정되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각 CRA당 최소 한 개의 Site에 

SITE 
TRANSFER 
VISIT

•  인계 CRA와 인수 CRA 함께 방문 수행
•  CRM의 판단 하에 시험기관 상황에 따라 1~2회 방문 수행
•  가능하면 정규 모니터링 방문에 인수인계 수행
•  CRM은 시험기관 상황에 따라 인수인계 방문을 동도할 수 있음. 동도 방문 필요 

시 의뢰자와 논의 후 결정할 수 있음

INTERNAL 
TRANSFER 
MEETING

•  CRA, CRM은 내부 인수인계 회의 수행
•  CRA는 시험기관 인수인계 방문 횟수와 일정을 CRM과 논의
•  내부 인수인계는 기본적으로 수행, 시험기관 인수인계 방문은 시험기관 상황에 

따른 CRM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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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행한다. 예로 3명의 CRA가 담당하고 있다면 1명 당 1개 Site를 선정하여 총 

3개 Site QC를 시행한다. 이때 In-House QC는 선정된 모든 Site에 대하여 진행한다. 

On-Site QC의 수행 여부 및 Site 수는 임상시험 진행 현황과 이슈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QC 수행 전 QC 기관을 선정하고, 계획된 QC 기간의 약 1~2개월 전에 CRM에게 QC 

일정을 알리고, In-House QC 및 On-Site QC 일정을 Project팀과 논의하여 확정 후 

기관을 선정한다.

QC Person은 QC 수행 전에 CRM에게 과제 관련 문서(Protocol, Monitoring Plan, 

연구 관련 Manual 및 Guideline, 적용 SOP 등)를 요청하여 숙지한다. 수행하는 QC

가 Contract QC인 경우 QC Plan을 작성하며, 승인된 QC Plan은 CRM 및 PM(또는 

의뢰자)에게 전달한다.

숙지한 내용을 기반으로 In-House QC 및 On-Site QC를 진행한다. In-House QC 

진행 시 의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기본문서(필수문서, TMF)가 GCP, 모든 관련 법규, 

관련 SOP, 임상시험 관련 Manual 및 Guideline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 정리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On-Site QC 진행 시에는 문서에 대한 검토,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 임상시험 절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문서에 대한 검토는 시험책임자, 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기본문서(필수문서, ISF)가 GCP, 모든 관련 법규, 관련 SOP와 연구 관련 Manual 및 

Guideline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자료에 대하여 모든 

대상자의 동의서를 검토하고, 등록된 시험대상자 수의 10% 이내로 대상자를 추출한다.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상시험 절차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GCP, 모든 관련 법규, 임상시험 계획서, 연구 관련 Manual 및 Guideline

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선정, 동의 취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처방 및 반납 등 Site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 및 문서화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실시한 QC의 발견 사항은 CRM 및 CRA에게 전달하고 논의한다. 논의된 발견 

사항에 대하여 QC Person은 Clinical Trial QC Report를 작성한다. 작성된 QC 

Report는 담당 CRA 및 CRM에게 전달한다. 담당 CRA 및 CRM은 발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Corrective Action을 취한 후 QC Report에 Corrective Action을 작성한다. 

SOP에 명시된 Timeline에 맞추어 완료한다. 이러한 QC 활동에 대하여 QC Pers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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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Log를 통하여 관리하고, 분기별로 QC 현황을 정리해 CTM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그리하여 CTM 본부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절차의 Quality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나. SSU SOP

  Feasibility Procedure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에 적합한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자를 선

정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는 임상시험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 이 SOP는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의뢰자로부터 전달받은 시험자 목록 또는 의뢰자의 추천, 확인 가능한 과거 임상시험 경

험이나 관련 연구 자료, 타 시험자의 추천과 같은 방법을 통해 후보 시험자를 확인한다.

Feasibility 진행에 필요한 문서인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CDA)를 확

인하고 시험 계획서에 맞게 Feasibility Questionnaire(FQ)를 개발한다. 개발된 FQ는 

임상시험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정보, 시험자의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설, 시험자의 피드백, 시험자의 중대한 임상시험 미준수 수행 내역, 그 외 시험계획

서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확인된 후보 시험자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임상시험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자의 참여의사에 대해 문의한다. 

②  임상시험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후보 시험자로부터 서명된 CDA를 이메일이나 팩

스를 통하여 전달받는다. 서명된 CDA 확인 후 후보 시험자에게 이메일로 임상시험 

계획서 개요 및 FQ를 전달하고 FQ의 작성과 서명된 후보 시험자의 이력서를 요청

하고 회수한다. 

③  회수한 FQ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후보 시험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④ 모든 사항이 확인되고 작성이 완료된 FQ를 의뢰자에 전달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⑤  Feasibility 과정에서 수거된 문서들은 의뢰자와 논의하여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

한다. 

⑥  Feasibility 완료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진행 상황을 Feasibility Tracking Log에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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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IRB Submission and Approval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자가 선정되어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IRB에 임상시험 승

인을 위한 심의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 승인을 위한 적절한 임상시험 문서들

이 접수되어야 한다. IRB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심의 후 관련 의견이나 추가 제출 요청

이 있을 시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과정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절차와 과제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SOP이다. 

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험자 명단과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한다. 

② 참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IRB 제출 마감일과 심의 예정일을 확인한다.

③  각 기관별 IRB 제출에 필수적인 서류(임상시험 계획서, IB, ICF, CRF, 보험증서, 기

관별 요구 서식 등)를 확인한다. 

④  기관별로 Site Specific ICF와 이에 맞는 Site ICF QC Checklist를 작성하고 승인

을 얻는다. 

⑤  의뢰자의 가이드에 따라 기관별 연구비를 확인하여 기관 의뢰자와 협의한다. 

⑥  제출 문서(IRB Submission Package) 준비가 완료되면 Initial IRB Submission 

QC Checklist를 작성하고 승인을 얻는다. 

⑦  기관별로 정해진 절차(우편, 이메일 또는 E-IRB 시스템 업로드 등)를 통해 시험자에

게 전달하고 검토 및 IRB 제출을 요청한다.

⑧ 심의 예정일 이후 심의 결과를 확인한다. 심의 결과를 의뢰자와 시험자에게 알린다. 

⑨  IRB 심의 결과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심의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작성하고 의

뢰자와 시험자의 검토를 받는다. 최종 검토 완료된 답변서를 시험자에게 전달하고 

IRB 제출을 요청한다. 

⑩ IRB에 제출된 답변서 심의 결과를 확인한다.

⑪  IRB 심의 결과 승인되었다면 발행된 승인서에 제출한 서류의 목록 Version 및 

Version Date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RB Approval Tracking 

Form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는다. 만약 승인되지 않았다면 상기 ⑨항부터 재진행한다.  

⑫  IRB 초기 심의가 승인되고 계약이 완료되면 CRA로 인수인계한다. 인수인계는 관련 

SOP에 따라 진행한다. 기관별 Handover Checklist_SSU to CO를 작성하고 초기 

심의 바인더, IRB 승인 통지서, Protocol Agreement(필요시) 등과 같은 제출 문서

들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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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승인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기관별 IRB 심의 제출과 승인 관련한 사항을 Initial IRB 

Tracking Log에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한다. 

  Site Contract Procedure

임상시험이 IRB로부터 승인되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의 실제 임상시험 개시를 위한 

의뢰자,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책임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시험 실

시기관의 계약 담당자, 의뢰자 담당자 및 시험책임자가 적절히 소통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SOP이다.

①  임상시험에 사용될 임상시험 계약서 서식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구체적

인 정보(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정보, 시험책임자 정보, IRB에 제출된 연구비 등)를 기

재한다. 

②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를 임상시험 실시기관 시스템 혹은 이메일을 사용하여 계약 담

당자와 협의한다. 계약서 협의 과정은 기관의 규정에 따라 IRB 접수 혹은 IRB 승인 

이후 가능하다. 

③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계약 담당자로부터 임상시험 계약서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의뢰자와 협의한다. 계약서에 대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계약 담당자와 의뢰

자가 최종 협의에 이를 때까지 ②항, ③항의 업무를 반복한다.  

④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계약 담당자와 의뢰자의 협의를 마친 임상시험 계약서를 시험

자에게 메일을 통하여 검토 요청한다. 시험자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협의

된 임상시험 계약서의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⑤  모든 계약 주체의 서명이 완료된 임상시험 계약서를 확인하고, 체결된 계약서 및 증

빙서류(해당한다면)를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⑥  계약 체결이 완료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진행 상황을 Initial IRB Tracking Log

에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한다. 

⑦  임상시험 실시기관과의 임상시험 계약 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기재된 업무와 동

일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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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Clinical Trial Management) 업무 절차

가. CRM, CRA, SSU의 과제 배정

CTM  본부에서는 임상시험 Site Feasibility, IRB Submission, Site Contract Process, 

Site Management 및 Monitoring, Document Management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Feasibility Study(Site/Investigator Identification)

• Pre-Study Site Visit

• Initial IRB Submission

• Site Contract Support

• Investigator Meeting

• Document Management(TMF, ISF, ETC)

• Site Initiation Visit

• Site Management 

• Site Monitoring

• Query Resolution Support

• Blinded Meeting

• Site Close-Out Visit

• Archiving Process

• Quality Control

• Inspection Support

과제를 배정받으면 디자인, 적응증, 시험약의 성분 및 과제 Phase를 고려하여 담당자 

지정을 준비한다. 과제를 리드할 CRM(Clinical Research Manager)이 먼저 지정된

다. 이후 SSU 담당자 및 CRA를 배정한다. 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전 과제 

경험 및 임상시험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한다. 이중 눈가림 디자인으로 설계

된 과제의 경우 Blind Part와 Unblind Part로 나누어 각각 CRM, CRA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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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립적인 Site Management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한다.

SSU의 경우 과제가 배정되면 SSUM(Site Start-Up Manager)과 SSUA(Site Start-

Up Associate)가 한 팀으로 구성된다. 업무는 Site Feasibility 업무부터 시작한다. 

Potential 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연락하여 과제 디자인에 맞는 기간 내에 피험자 모

집 및 임상시험 운영이 가능한지 파악한다. 그런 다음 기관 및 연구자의 조건을 알아보

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후 스폰서와 논의하여 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IRB Initial 

Submission을 시작으로 IRB 승인 및 기관 계약 완료 절차까지 담당한다.

나. PSSV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과제 운영

프로토콜이 준비되고, 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CO팀의 업무가 시작된다. CRM의 주도 

하에 Pre-Study Site Visit을 진행하게 되며, 과제 진행하기 전 Site에서 준비되어야 할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한다. 확보할 문서 등으로 임상시험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이다. 이 준비 과정과 별도로 CRM은 과제 운영을 위한 MP(Monitoring Plan), 기본 

Document, CRA의 Project Training, 개시 모임 발표 자료 등 기관 개시를 위한 준비

를 동시에 진행한다. SSU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기관 IRB 승인 및 기관 계약이 완

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기관 개시 모임을 시작한다.

기관 개시 모임이 완료되면 시험대상자 모집 단계에 접어든다. CRM과 CRA는 프로토

콜 및 International, Local Regulation 기준에 맞게 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 운

영 및 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과제 운영 중 이슈가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경우 이슈 

정도에 따라 스폰서 및 LSK Director와 논의하여 이슈 관리 및 해결을 한다. 

시험대상자 모집 및 Follow-Up 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타 부서와 협력하여 DB Lock

이 될 때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DB Lock 이후에 Site Close-Out Visit을 진

행하고, 기관에 종료 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과제 연구 결과보고서까지 완료되면 기관 

IRB에 보고서 제출 후 문서 이관 작업을 진행한다. 그다음 의뢰자에 모든 과제 관련 문

서를 이관함으로써 과제 운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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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Clinical Data Management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은 국내 최초 
Clinical Data Management System(CDMS)으로 DM 업무를 개시했다. 
2019년 6월 국제 비영리단체인 SCDM(Society of Clinical Data Management)에서 
CCDM® Industry Partners로 등록되어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세계 수준의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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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현장의 허브

글로벌 수준의 Clinical Data Management 초석 마련 

당사가 국내에서 CRO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Data Management와 통계분석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다 Data Manage-

ment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2005년 이후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ssociate, DBA)와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자(Clinical Data Associate, CDA)로 별도

의 Data Management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전담하였다.

당시 임상시험의 환경은 불모지나 다름없어서 마땅한 작업 기준도 없었다. 이에 이영

작 대표는 해외에서 발간된 Practical guide to Clinical Data Management(1999, 

Susanne Prokscha)를 참고하여 글로벌 임상시험에 준하는, 국내 임상시험에서의 

Data Management를 수행할 수 있는 LSK의 Clinical Data Management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초창기부터 국제표준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CDM 본부 직원들

은 임상시험 실시기준(GCP) 및 적용 가능한 허가 요구 조건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CDM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CDM 본부 초기에는 컴퓨터공학 등의 전공자인 DBA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임

상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잘못된 값이 없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다 임상시험 과정

에서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는 종이 증례기록서의 데이터를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 인력을 투입하여 

임상시험 Data Management를 DBA와 같이 진행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인 CDA가 의

뢰자 및 임상연구 연구진과 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임상적으로 데이터의 불

일치를 검토 및 검증하며 의학 코딩 사전을 기준으로 의학적 코딩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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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미국에서 DMSys 도입

LSK는 2001년 11월에 종이 증례기록서(paper CRF)에 대한 효율적 자료관리(Data 

Management, DM)를 위해 미국 FDA requirement를 충족하는 검증된 시스템인 

DMSys를 미국에서 도입하였다. 1년간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선진국 임상시험 업계에

서 상용화된 Clinical Data Management System(CDMS)으로 DM 업무를 개시한 것

은 국내 최초였으며, 2005년에는 다국가 임상시험의 DM업무에도 DMSys를 적용하였

다. 당시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DM을 위해 엑셀이나 엑세스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

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LSK의 Data Managment는 한국임상시험의 초기시

점부터 국제적인 규정을 준수한 선도적인 행보였다.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임상시험의 Data Management에도 전자데이터 수

집(Electronic Data Capture, EDC)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에서 Target 

Health사와 Clinical Research & Regulatory Consulting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8월부터 미국 FDA 규정에 부합한 인터넷 기반의 EDC Service를 실시하기 위해 

Target Health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EDC Data Management를 시작하였다. 또한 2011

년엔 미국의 Medidata사와 Medidata Solutions Channel Partner 협약을 체결하고 

Rave EDC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240여 개의 과제를 EDC로 진행해오고 있다.

CDM 연구개발실 인증 획득

2010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LSK의 CDM 연구개발실 인증을 획득하여 이

후로 더욱 CDM 업무의 국제표준화에 맞는 개발을 도모해왔다. 2012년에는 CDISC 

Japan Interchange Conference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SDTM(Study Data Tabula-

tion Model)의 업무를 준비하였다. 2015년엔 CDISC Japan Interchange  Education 

Courses and Conference에 참석하여 교육을 통한 CDASH(Clinical Data Acquisition 

Standards Harmonization) 기반의 CRF 표준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LSK의 CDM 본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의 업무에 국한

되지 않고, 글로벌 임상시험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이내에 

미국, 브라질, 유럽, 대만, 일본 등 다국가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Data Management 

업무를 LSK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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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 시스템 기반의 Data Management 업무를 계기로 2016년부터 U.S. DIA Annu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CDM 본부의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홍보 전시하면

서 해외업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종 CRO 최초 CCDM Industry Partner 인증 획득

CDM 업무를 진행하는 시니어 이상의 직원들은 국제 비영리 단체인 SCDM(Society of 

Clinical Data Management)에서 시행하는 인증시험을 거쳐 2019년 6월 12일 SCDM

에서 CCDM(Certified Clinical Data Manager, 이하 CCDM)을 획득하였다. 국내 토

종 CRO 최초로 SCDM의 CCDM Industry Partner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CCDM Industry Partners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및 CCDM 획득을 위해 노력한 회

사를 인증하는 것으로, CCDM Industry Partners 인증은 다시 한 번 세계 수준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LSK CDM 본부 노력의 산물이다.

LSK의 CDM 본부에서는 2010년 10월 Data Management & e-CRF In Korea 2010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에 선구적으로 EDC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년 11월에는 제약회사를 비롯한 업계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성공리에 DM/

STAT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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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Clinical Data Management) 조직도

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CDM 본부

CDM 본부 조직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서의 효율적 운영, 업무의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변경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CDM 본

부는 현재 CDM 본부장을 필두로 CDM 부서장 휘하에 총 7개 팀과 별도의 DM Quality

를 담당하는 DQM팀, DM 업무를 Support하는 DMS팀, 그리고 IT팀으로 구성되어 있

다. LSK CDM 본부는 실제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CDM 부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DM 

Quality Management팀을 운영하고 있다. CDM 본부는 석박사 포함 87명(2019. 5. 

27.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표 3-47┃CDM 본부 조직도

  LSK CDM의 프로젝트/연구 담당자 구성

프로젝트를 수탁받으면 수탁 범위에 따라 과제 담당자를 배정하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인력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과제에 1명의 DM Director, 1명의 DM Manager, 1명의 CDA, 

2명의 DBA(시스템 구성 1명, IWRS 담당자 1명), SDTM 담당 DBA 1명이 배정된다. 

Medical Coding 중 의학용어의 검토를 위한 Medical Monitor 1명과 약물 Coding 

검토를 위한 약사 1명이 배정되어 최종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

CDM 1
team

CDM 2
team

CDM 3
team

CDM 4
team

CDM 5
team

CDM 6
team

DSM
team

CDM HQ.PV Dept.

CDM Dept.

DQM
team

DM support
team

Quality ManagementSafety 
Management

System(ArisG)
&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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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CDM 업무 조직도

  LSK CDM의 글로벌 프로젝트/연구 담당자 구성

CDM 본부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같이 대규모 과제의 경우 효율적인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를 위해 CDM 부서의 자체적인 Data Management Project Manager(DMPM)

를 배정하며, 세부 데이터 관리계획과 프로젝트 관리의 모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도

록 관리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주된 의사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이끈다. 

나. DSM팀과 DQM팀의 과학적인 분석과 품질관리

CDM 본부는 의학적 배경지식 및 임상 경험을 겸비한 CDA와 IT 전문가인 DBA가 팀

을 이룬다. 임상시험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데이터 품질관리 시

스템과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상시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통계를 전공

한 DBA로 구성된 DSM(Data Science Management)팀은 SDTM, 데이터 통합분석, 

데이터 분석 리포트 등 수집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전문 업무를 진행

한다. 

DQM(Data Quality Management)팀은 CDM 부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절

차를 관리 감독한다. 또한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작업절차서(SOPs), 임상시험 실시기

준(GCP) 및 적용 가능한 허가 요구 조건을 준수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지 점검한다.

• Communication among Study Team
• CRF Design
• DMP and DVP
• Data Cleaning
• Medical Coding
• SAE/External Data Reconciliation
• PD List

• EDC System Build-up &  
  Mgmt Services
• System Service & 
  Maintenance
• Edit Checks Programing
• External Vendor Mgmt 

• Randomization (IWRS) System
  Build-up
• IP Supply Mgmt
• System Service & 
  Maintenance

• Data Standard(CDISC/SDTM)
• Data Support
• Custom report
• Data Pooling
• KIDS Safety Reporting Document

DM Director

DM Manager

Data Quality 
Mgmt

Medical Review:
Medical Monitor/

PV Specialist

CDA DBA 2 DBA 3DBA 1

Clinical Data Management Team Data Science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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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CDM(Clinical Data Management) SOP

CDM 본부는 SOP 총 45개, 업무 지침(Working Instruction, WI) 1개로 구성되어 있

다. SOP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의 업무 흐름에 따라 시작, 수행, 완료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초기에 개발된 SOP 중 일부는 통합되거나 삭제되어 SOP의 번호가 연속적이

지는 않다. SOP 목록과 각 SOP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SOP No. Title

DM-01 Data Management Plan

DM-03 Database Design and Validation

DM-05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DM-07 Data Entry Process

DM-08 Database Quality Check

DM-09 Locking and Unlocking of Clinical Study Database

DM-10 Conversion of Data to SAS Format

DM-14 DM Master File Management

DM-19 Transfer of Clinical Study Data to Other Parties

DM-20 Case Report Form Development

DM-21 Medical Coding

DM-22 Data Cleaning

DM-23 Blind Meeting Procedures

DM-25 Dedicated DM Services

DM-26 Dedicated Project Management Plan

DM-27 Change Control for Study Configuration

DM-28 Data Management

DM-29 Development of Protocol Deviation List

DM-30 Document Control

DM-31 Backup and Recovery

DM-32 Disaster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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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33 Applications Telephone Customer Support

DM-34 Pre-acceptance Change Control

DM-35 Computer-related System Administration

DM-36 System Update and Patch Procedure

DM-37 Software Version Control and Source Code Control

DM-38 Computer-related System Maintenance

DM-39 AQAP(Automation Quality Assurance Plan) for Computer-Related Systems

DM-40 External Data(Non-CRF data) Control & Transfers

DM-41 User Acceptance Test Process

DM-42 IWRS Management

DM-43 Project Management for Data Management

DM-44 Management of Study Data Tabulation Model(SDTM) Standard 

DM-4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DTM for a Clinical Study

DM-E09 Software Change Control

DM-M01 Medidata Rave Applications Operational Qualification Procedure

DM-M02 Medidata Rave EDC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User Accounts

DM-M03 Medidata Rave Application Version Control

DM-M04 Medidata Rave Core Configuration Standard Procedure

DM-M05 Medidata Coder User Management and General Configuration

DM-M0 Medidata Coder Medical Coding Standard Procedure

DM-T01 Target e*CRF Applications Operational Qualification Procedure

DM-T02 Target e*CRF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User Accounts

DM-T03 Target e*CRF Applications Version Control

DM-T04 Target e*CRF Applications AQAP(Automation Quality Assurance Plan)

┃표 3-49┃CDM 본부 표준작업지침서(SOP)

  Data Management Plan

최종 버전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전달받으면 프로젝트 연구의 데이터 관리 과정에 들어

간다. 각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일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기술하는 데이터 관리 계획 

(Data management Plan)의 개발과 Study Timeline Management를 작성하여 프

로젝트 연구의 진행 관리를 위한 일정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 데이터 관리 계획의 개발 절차 및 개정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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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Design and Validation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정확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한다. 데이터의 특징 및 속성에 따라 구축할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임상시

험 계획서 최종본과 증례기록서를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Annotated Case 

Report Form, Database Specification) 및 검증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표 3-50┃데이터베이스 설정 절차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의 개발이 완료되면 임상시험 데이터 입력이 시작되

기 전에 임상시험 계획서 및 증례기록서를 기반으로 데이터 필드에 대한 적절한 검사

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검증규격서(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DVS)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이에 데이터의 무결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검증규격서의 개발 

및 검증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Protocol/CRF Review

Design Database Structure

Creates Database Specification 
and Annotated CRF

Review Database Specification 
and Annotated CRF

Approve Database Specification

Database Structure Validation Entry Screen Testing

eCRF Study Paper Study

Yes

NoSatisfied with th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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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데이터 검증 절차

  Data Entry Process

종이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기반 프로젝트/연구의 경우 종이 증례기록서와 

비증례기록서(해당되는 경우)의 사본을 의뢰사 또는 위임자로부터 전달받으면 임상 데

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데이터의 불일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종

이 증례기록서 기반 프로젝트/연구에서 종이 양식에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임상 데

이터베이스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옮기기 위한 데이터 수령, 데이터 추적 및 데이터 입

력 등을 포함하는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Develop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Review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by LSK

Review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by Sponsor

Approve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Program Edit Checks

Test the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Prepare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 Test Report

Notify Issues

If Paper CRF, 
Develop Self 

Evident Correction 
Document

No

Yes

Satisfied with th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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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데이터 수집/입력 절차(종이 증례서 기반 연구)

  Database Quality Check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의 정제가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잠그기 전 

DMM(Data Management Manager)에 의해 지명된 자의 관리하에 데이터베이스 

품질 확인을 한다. 그리고 불일치한 데이터 및 오류를 확인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품질 확인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Locking and Unlocking of Clinical Study Database

데이터베이스가 통계분석을 위해 전달되기 전 모든 데이터가 수신되고, 데이터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의학적 코딩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선언된다. 이

후 데이터의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잠근다. 잠근 데이터베이스는 

통계분석 및 보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잠금 해

제될 수 있다. 이에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선언하고 이후의 연구 데이터

Receipt and Tracking of 
CRF/Non-CRF

Pre-entry Review

Data Entry Person Training

Double Data Entry

File Comparison

Return of CRF/Non-CRF

1st Entry

Discrepancies

Query messages are raised

Compares the unmatched 
data between 1st/2nd entry

2nd Entry person 
corrects the 2nd entry 

values

Print out the output of 
the file comparison

Submits answers to 
the queries

Correct
 the 2nd Entry

2nd Entry

Satisfied with the 
comparison?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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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의 잠금 절차와 승인된 데이터의 변경 필요시 데이터베이스의 잠금 해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표 3-53┃데이터베이스 잠금 절차

  Conversion of Data to SAS Format

통계분석을 위해 비-SAS 응용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고 해당 SAS 

파일 목록의 생성, 문서의 품질관리 및 승인하는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비-SAS 데이터에서 SAS 데이터세트로의 데이터 변환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DM Master File Management

프로젝트/연구 동안 수집된 임상 데이터와 데이터 관리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본 

문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연구 종료 시 기본문서를 전송하고 전자 보관이 필

요하다. 이에 프로젝트/연구 완료 후 임상 데이터 및 기본문서를 보관하는 절차를 기술

한 SOP이다.

Complete the data 
quality control 

procedures
DB Correction

Inform the 
DMD/Sponsor

Convert to a SAS 
Dataset

Database Lock

Get approval of the 
DB Lock by DMD and 

Sponsor

Transfer to the Sponsor 
and/or statistician

If problematic data
are uncovered

Authorization 
to unlock

Document 
‘lssue Log’after 
Database Lock

Unlock

Unlocking?

Database Lock Checklist

DB Lock Approval Form

Complete Database 
Locking/Unlocking Log

Notify the study group 
members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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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er of Clinical Study Data to Other Parties

프로젝트/연구 동안 또는 완료 후 의뢰사가 지정한 담당자에게 임상연구 데이터를 전

송하도록 LSK에 요청할 수 있다. 각 요청에 대해 전송 파일이 생성되며 암호화하여 데

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임상연구 데이터를 LSK 외부 담당자에게 전송할 때 필요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Case Report Form Development

증례기록서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과 함께 

데이터 수집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증례기록서 매뉴얼(예 : 증례기록

서 작성 가이드라인, 사용자 설명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증례기록서 및 증례

기록서 매뉴얼의 개발 절차 및 개정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표 3-54┃증례기록서 개발 과정

  Medical Coding

프로젝트/연구 동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의학적 데이터는 일관된 데이터의 검색, 

표현 및 분석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의료 코드로 분류하고 의학용어를 범주화

하는 의학적 코딩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표준 코딩 사전을 사용한 의학적 코딩 지침 및 

코딩 사전 업데이트 시 데이터를 재코딩하는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Protocol Review

Develop CRF Modules

Quality Check

Review and Approve

Develop CRF Manuals

Self QC by CDA

QC by DMM

CRF Completion 
Guideline

User Manuals

Training on the CRF 
manuals

When changes 
to be made to 

the C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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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의학적 코딩(Medical Coding) 절차

  Data Cleaning

데이터베이스 잠금 전에 데이터의 완결성, 유효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이 및 전자 증례기록서 기반 프로젝트/연구에서 데이터의 불일치 식별, 질의 발행 및 

해결 과정 등 일련의 활동인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정제 과정은 질의 과

정을 통해 해결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 정제를 위한 질의 발행 및 관리하는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표 3-56┃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절차

Confirm items requiring medical coding

Review reported verbatim terms

Performs medical coding Correct the coded data 
according to the 

reviewers’ 
recommendations

Generate 
queries

Review the coded data

Approve the coded data

Confirm 
if medical coding can 

be done?

No

Yes

Identifying Discrepancies

Generate Queries

Complete Data Cleaning

Query Management for 
eCRF

Query Management for 
Paper-CRF

DCFs resolved

Change data to reflect DCF corrections

Receive DCF responses from the site

Issue Data clarification form(DCF)

Review the erroneous or inconsistent data

Correct data or Submit 
clarification for irresolvable 

discrepancies

Manual QuerySystem Query

Closed 
automatically or 
Query closed by 

CDA

Queries will 
be closed by 
authoriz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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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Meeting Procedures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에 대한 각 대상자의 기록 검토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사용

되는 분석군 및 시험대상자의 기록이 임상시험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다루기 위한 회의인 Blind Meeting(눈가림 회의)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Dedicated DM Services

프로젝트/연구 동안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서, 결과의 검토, 관

리 및 조언을 통하여 질 높은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뢰사를 대리하여 

Dedicated Services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Dedicated Project의 임상 데이터 

관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한 확인, 감독 및 조정을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관

리를 기술한 SOP이다.

  Dedicated Project Management Plan

Dedicated Project로 프로젝트/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데이터 관리 활동의 품질을 향

상시키고 모든 업무가 적시에 수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공되는 

Dedicated 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항목, 범위 및 수행 절차를 설명하는 Dedicated 

Project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Dedicated Project 관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내용을 기술한 SOP이다.

  Change Control for Study Configuration

프로젝트/연구 동안 데이터 관리를 위해 CDM 시스템 초기 배포가 완료된 이후 프로

토콜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 등으로 인해 사용된 구성 요소 교체 또는 새로운 계측을 포

함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전산화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럴 때 데이터 무결성 및 프로토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른 업

무 수행이 필요하다. 이에 임상 데이터 관리 중 시스템 관련 변경 발생 시 변경 관리 절

차를 기술한 SOP이다.

  Data Management

프로젝트/연구 동안 임상시험 계획서, GCP 및 관련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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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되도록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종이 또

는 전자 증례기록서(CRF)를 사용하는 전반적인 업무 흐름과 세부 데이터 관리 업무를 

기술한 SOP이다.

  Development of Protocol Deviation List

데이터베이스 잠금 전에 분석군을 정의하는 Blind Meeting을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계획서 위반에 해당하는 대상자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임

상시험 계획서 위반 목록의 개발과 승인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Document Control

프로젝트/연구 동안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문서

의 작성, 검토, 승인, 개정 및 배포를 한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쉽게 식별하

고 추적할 수 있는 문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때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의 버전 관리와 승인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Backup and Recovery

바이러스, 해킹 및 시스템 오류에 의한 재해 발생 시 백업 파일 및 미디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LSK 서버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하여 

기술한 SOP이다.

  Disaster Recovery

하드웨어 문제, 네트워크 문제, 정전, 외부 해킹, 자연재해/화재 및 확인되지 않은 문제

에 의한 재해 발생 시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LSK 장비 오작동 시 LSK에서 사

용하는 장비의 신속한 복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 SOP이다.

  Applications Telephone Customer Support

LSK는 시스템 기술 지원 및 EDC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다른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 통신에 의한 질의를 수신하고 해결하며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다. 이에 EDC 응용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통한 기술 지원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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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acceptance Change Control

LSK가 개발한 시스템/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동결부터 시장 출시 및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의 공식 승인에 이르기까지 사전 승인 변경 사항을 검토, 승인, 

추적 및 제어하는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Computer-related System Administration

CDM 본부에서의 LSK LAN을 구성하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포함한 

컴퓨터 관련 시스템의 작동과 유지를 관리하는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System Update and Patch Procedure

CDM 본부에 의해 운용되는 시스템 업데이트 또는 패치의 배포 시 패치의 평가, 테스

트 및 설치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Software Version Control and Source Code Control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버전 및 

CDM 본부에 의해 작성된 소스 코드 제어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Computer-related System Maintenance

CDM 본부의 컴퓨터 관련 시스템 유지 보수는 검증 또는 재검증이 필요한 새로운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 지속을 요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리 감독, 유

지 보수 승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LSK 컴퓨터 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유지하

고 관리하는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AQAP(Automation Quality Assurance Plan) for Computer-Related Systems

품질이 검증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자격을 보장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라이프 사이클 산출물, 품질 속성 및 품질 보증 활동을 설명하는 자

동화 품질 보증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컴퓨터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구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확신을 확립하는 과정 및 자동화 품질 보증 계획을 기

술한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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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Data(Non-CRF data) Control & Transfers

프로젝트/연구 동안 연구기관에 의해 데이터가 증례기록서에 수집되지 않고, 다양한 

출처에서 생성되어 LSK로 전달되는 외부/비 증례기록서 데이터에 대해 의뢰사 및 공

급업체와 협업을 통해 외부 데이터의 수집, 전달, 로드 및 검증을 위한 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외부 출처에서 수집된 임상연구 데이터의 전송 및 검증 시 요구되는 과

정을 기술한 SOP이다.

┃표 3-57┃External Data 관리 절차

  User Acceptance Test Process

프로젝트/연구 진행 시 응용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이 배포되기 전에 EDC 내의 오류

(입력, 각 방문의 입력 화면, 쿼리 등)를 확인하는 User Acceptance Test의 수행이 필

요하다. 이에 User Acceptance Test를 정의하고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Review External Data Transfer 
specification

Approve External Data Transfer 
specification

External Data Reconciliation

Complete the external data Mgmt

Generate queries

If discrepancies come from site 
and /or vendor

Establish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transferring, loading and 

validating external data

Develop External Data Transfer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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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User Acceptance Test 절차

  IWRS Management

EDC를 통한 데이터 입력 및 쿼리 발행 등과 연계되어 무작위배정(Randomization)과 

임상시험용의약품 공급 관리(IP Supply Management)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

템 사용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연구의 경우 최종 버전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전달받

으면 양방향 웹 응답 시스템(Interactive Web Response System, IWRS) 계획의 개발

과 Study Timeline Management를 작성하여 IWRS의 진행을 위한 일정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IWRS를 이용한 무작위배정과 임상시험용의약

품 배정을 위한 개발 및 관리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표 3-59┃IWRS 절차

Conduct Internal UAT

Sponsor Performs UAT

EDC system is ready for Release

Complete the Application User Acceptance Test Form

Satisfied with the Testing?

Yes

NoChange the 
System and 
Edit Check

IP Supply 
Management

Randomization

Unblind

IP Factory

IP Packing

IP Shipment

Randomization 
Statistician IWRS Team

Randomization 
logic development

Validation

Random no. list

Randomization 
logic development

Randomization 
logic information

IP No. 
Treatment info. Supply Manager

Site
eCRF

IP list IP information 
setup

IWRS

IM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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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Management for Data Management

프로젝트/연구의 규모나 특성 등에 의해 필요할 경우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를 위해 

Data Management Project Manager(DMPM)를 배정할 수 있다. DMPM은 프로젝

트 관리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세부 데이터 관리 계획과 프로젝트 관리의 모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며, 주 의사소통의 역할을 진행한다. 이에 DMPM

의 역할과 프로젝트팀 구성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Management of Study Data Tabulation Model(SDTM) Standard

미국 식품의약처(US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CDISC 문서 및 규제기

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도표의 표준 구조인 SDTM의 생성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에 임상연구에 대한 데이터 변환 및 규제기관 제출을 지원하기 위한 SDTM 표준 개발, 

업데이트,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책임 및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표 3-60┃SDTM 절차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DTM for a Clinical Study 

SDTM 데이터세트 개발과 완료를 위해 PINNACLE 21과 같은 검증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SDTM 준수, 일관성 검증 절차 및 SDTM 결과물에 대한 전송의 절차가 필요하

다. 이에 임상연구를 위한 SDTM 데이터세트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책임 및 절차를 기

술한 SOP이다.

  Software Change Control

LSK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상용화된 EDC 소프트웨어의 초기 배포가 완료된 

이후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교체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필요시 소프트웨어

CRF SDTM
Specification

SDTM SAS
Coding CDMS* data

SDTM independent 
validation

Pinnacle 21 Validator

SDTM Datasets

*  Clinical data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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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소프트웨어의 변경 관리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Medidata Rave Applications Operational Qualification Procedure

새로 출시된 Medidata 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하며, 배포 후 시스템의 버전 변경에 따라 

최신 버전의 수정된 항목이나 새 기능을 확인 후 재배포한다. 이를 위해 제품 검증 문

서, 검증 인증서 및 Release Note가 필요하다. 이를 Medidata사에 요청해 전달받아 

검토하고 보관하기 위해 Medidata 시스템 검증의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Medidata Rave EDC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User Accounts

프로젝트/연구가 Medidata 시스템으로 전자 증례기록서를 개발하여 진행될 경우가 

있다. 이때 Rave EDC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액세

스 권한 부여, 교육, 계정 관리 및 기술 지원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Rave EDC 응

용프로그램에서 사용자 계정을 할당하고 유지 관리하는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Medidata Rave Application Version Control

프로젝트/연구가 Medidata 시스템으로 전자 증례기록서가 개발되어 사용자에게 초

기 배포 후 시스템의 새 버전이 출시된다. 이때 최신 버전의 수정된 항목이나 새 기능

을 확인 후 업데이트 여부에 대해 스폰서에 허가 요청하고, 업데이트 진행 및 문서화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Medidata Rave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을 

관리하는 책임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SOP이다.

  Medidata Rave Core Configuration Standard Procedure

Medidata Rave 핵심 환경 설정에는 LSK Medidata URL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연구

에 적용되는 설정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 핵심 환경 설정은 스폰서의 요

청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LSK가 설정하고 스폰서에 의해 사용될 핵심 환

경 설정의 정의 및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Medidata Coder User Management and General Configuration

프로젝트/연구가 Medidata 시스템으로 증례기록서를 개발하여 진행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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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data Coder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 이때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관리, 역할 생성 

관리, 교육, 협업 절차 및 구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Medidata Coder 및 

Rave의 사용자 관리, 협력 절차 및 구성을 기술한 SOP이다.

  Medidata Coder Medical Coding Standard Procedure

프로젝트/연구 동안 수집된 의학적 데이터의 코딩을 시행할 경우 데이터 관리 계획서

에 명시된 의학 코딩 사전 및 버전 번호에 따라 의학적 코딩을 실행, 검토 및 승인하고, 

최종 스폰서를 검토하는 과정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Medidata Coder를 이용한 의

학적 데이터 코딩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Target e*CRF Applications Operational Qualification Procedure

프로젝트/연구가 전자 증례기록서를 기반으로 진행될 때가 있다. Target e*CRF로 전

자 증례기록서를 개발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전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의 자

격 증명을 해야 하며, 응용프로그램이 사양에 따라 작동하고 모든 예상 작동 범위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테스트 활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Target e*CRF 응용프

로그램의 자격 증명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 활동의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Target e*CRF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User Accounts

프로젝트/연구가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자 증례기록서를 개발하여 진행

될 경우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 계정 등록 관리, 사용자 등록, 계정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의 계정을 

할당하고 유지 관리하는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Target e*CRF Applications Version Control

프로젝트/연구가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자 증례기록서가 개발되어 사용

되면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버전 업데이트

는 응용프로그램 버전 업데이트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Target e*CRF 응용프

로그램의 버전 제어 및 관리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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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e*CRF Applications AQAP(Automation Quality Assurance Plan)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의 기대와 요구 사항에 따라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은 개발, 테스트, 개시 후 유지 보수된다. 이에 Target e*CRF 응

용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트, 구현 및 제공되는 Target e*CRF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Safety Data Reconciliation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이상반응(SAE)은 PV팀으로 보고되어 안전성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된다. 이때 임상 데이터베이스 및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중대한 

이상반응(SAE) 자료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AE Reconciliation이 필요하

다. 모든 기록된 SAE들은 임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이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일치화 작업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본 SOP는 LSK에서는 Pharmacovigilance 부서의 SOP로 관리하고 있다.

┃표 3-61┃SAE Reconciliation 절차

Clinical database Safety database

Prepare clinical raw data

SAE Reconciliation

Review by PV

Prepare SAE data listing

Action Decision

Resolved queries

Generated queries

Required queries

Acceptable

Non-Acceptable

SAE Data Reconciliation 
Report

Discrepancy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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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CDM(Clinical Data Management) 업무 절차 

가. 데이터 관리 업무 수행 절차

CDM 업무의 절차는 Protocol의 숙지에서 시작된다. 최종본의 Protocol을 전달받으

면 Protocol을 숙지하고 해당 과제의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Data 

Management Plan을 작성한다. Data Management Plan이 최종화되고 승인되면 

Data Management Plan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Data Management 업무는 크게 

Start-Up 단계, Conduct(시행) 단계, Close-Out의 세 단계로 나뉜다.

Start-Up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CRF 개발 후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검증을 거

쳐 UAT(User Acceptance Testing)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임상시험을 진행할 Start-

Up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Account를 전

달받아 접속자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Start-Up 단계가 완료되면 EDC 시스템은 Go-

live되고, 임상시험 기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오픈이 된다. 일반적

으로 이 기간은 Protocol 디자인에 따라 4~8주가 소요된다.

Conduct 단계는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data가 입력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data가 입력

되는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임상시험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직접 

EDC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고, 입력된 data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검증하는 

Data Cleaning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에 

정의된 항목을 기준으로 Query가 발행되기도 한다. 

또한 Medical Coding, SAE Reconciliation 및 External Data Reconciliation을 통

해 불일치한 데이터들에 대해 Query가 발행되고 Data Cleaning이 진행된다. 모든 데

이터가 수신돼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의학적 코딩이 완료되면 Conduct 단계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Close-Out 단계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선언된 이후 데이터의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잠금 진행하고 자료 보관을 시행한다. 그러면 데

이터 관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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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CDM 업무 절차

나. 데이터 관리 시행 절차(전자 증례기록서 기반 연구)

LSK의 CDM 본부에서 데이터 관리를 시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최종본의 Protocol을 수령하면 CDA가 eCRF Contents를 작성하고, DBA는 작성된 

eCRF Contents를 기반으로 EDC 화면을 구현하여 eCRF를 완성한다. 이때 일반적으

로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eCRF가 최종화되고 나면 CDA는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을 작성하고, DBA

는 작성된 Data Validation Specification을 기반으로 Edit Checks Programming

을 진행한다. Edit Checks Programming이 완료되고 나면 내부에서 Programming

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시행한다. 그런 다음 의뢰사에 System Test, 즉 UAT를 시행하

도록 알린다. 이 기간에 CDA와 DBA는 User Manual, System Manual을 작성하여 의

뢰사의 검토를 받고 문서의 최종화를 이룬다. 의뢰사에서 UAT를 시행하고 발견되는 

문제가 없으면 시스템은 Go-live될 준비가 된다. 

시스템의 Go-live 전에 CDA는 CRA와 임상시험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 담당자에게 

EDC Training을 시행하여 임상시험 기관에서 EDC Syst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DM
Processes

Protocol Review

Data Collection/
Entry Database LockCRF 

Development

User Account 
Management

Start-Up Phase Conduct Phase Close-Out Phase

SAE 
Reconciliation

User Acceptance 
Testing

Medical CodingDatabase 
Validation

Data Cleaning ArchivingDatabase
Setup

External Data 
Management 

Data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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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CDA가 CRA에게 EDC Training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은 CRA

가 임상시험 기관의 연구 담당자들에게 전파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EDC 시스템이 Go-live되고 나면 임상시험 연구기관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등록하여 데이터를 입력한다. 어느 정도 환자에게서 수집된 데이터가 축적되면 CDA

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하여 불일치 또는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Query를 발

행한다. Query 발행을 위해서는 Medical Coding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병용금

기약물 복용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 1회씩 Query 발행을 하

고 있다.

DBA는 EDC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등록 상태 등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Status Report를 구현한다. 그리하여 의뢰자, CRA 및 임상시험 기관 담당자들이 실시

간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프로젝트/연구 운영 절차(전자 증례기록서 기반 연구)

LSK의 CDM 본부 프로젝트/연구에서 데이터 관리를 시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의뢰사에서 EDC에 접속할 담당자에 대한 정보(성명, 역할 등)를 LSK의 CDM 본부에 

전달하면 임상시험 기관에서 EDC 접속을 요청하는 User의 정보를 확인 후 EDC 접속

을 승인한다. 임상연구 기관에서는 EDC 접속 승인 후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 후 정보를 

EDC에 입력한다. 정보가 입력되면 CDM 본부에서는 데이터를 검증하여 필요한 경우 

Query를 발행하여 Data Cleaning을 시행한다. 임상시험 대상자가 모두 등록되고 

CRA가 SDV를 모두 마치고 나면 CDM 본부에서는 최종 Data Cleaning이 시작된다. 

본 과정은 과제의 등록 대상자 수 및 Protocol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8주가 소요된다.

모든 데이터가 수신되고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의학적 코딩이 완료되면 CDA가 

Subject Lock을 시행하고, 임상시험 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최종 데이터를 점검하여 

e-signature로 서명을 진행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CDM 본부에서는 프로젝트/연

구의 Database Lock을 진행한다. DBA는 Data를 추출하여 Validation을 완료한 후 

DMP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통계분석을 위한 Dataset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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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Statistics

통계 부서는 통계분석과 통계 프로그래밍을 각각의 전문 분야로 키우기 위해 
2017년부터 통계학자로 구성된 통계팀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통계 프로그래밍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임상시험 설계 및 새로운 통계분석 방법을 도입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통계학 박사로 이루어진 리서치 파트를 2018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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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통계다

이영작 대표와 김성제 부사장 임상통계 서비스 국내 도입

LSK 통계 부서는 2000년 3월 회사 창립과 더불어 임상통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미국 의학통계 분야에서 30년간 종사한 이영작 대표와 PPD에서 통계학자로 재직한 

김성제 부사장이 선진 임상통계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였고, 이후 2000년 11월에 

의학통계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본격적인 통계분석 과제 수탁을 시작하였다. 2003년

과 2004, 2005, 2006년에 걸쳐 매해 1명 이상의 의학통계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임상

통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 영역을 확장하였다. 

2000년 초반 기존의 국내 제약회사 및 CRO에서는 아직 통계분석과 Data Management

가 명확히 분화되지 않아 통계분석 전문가들이 통계분석과 Data Management를 겸

하였다. 통계분석 전문가가 본인 과제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Raw Data를 적절하게 처

리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적으로 Data Management에 대한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 Data Management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Database Associate(DBA)와 Clinical Data Associate(CDA)라는 영역이 생겼고, 이

들이 Data Management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계분석 전

문가는 통계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분업화되었다. 이후 LSK STAT팀에서는 통계

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설계, 새로운 통계분석 방법, 해외 임상통계 경

향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해외 임상시험 관련 통계학회에 매년 우수 인재를 파견하여 교육받도록 하였다. 

또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2020년 현재 4명의 박사인

력을 비롯하여 총 24명의 통계분석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해외 규제기관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

터 CDISC SDTM, ADaM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해외 

CDISC 교육에 통계분석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CDISC 업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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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록 했다. 현재까지 국내 및 다국가 임상시험의 CDISC 업무를 다수 수주하며 성공

적으로 업무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사는 글로벌 선도 제약회사나 CRO들을 벤치마킹

해 통계 업무와 프로그래밍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통계분

석 전문가가 임상시험 설계, 분석 및 프로그래밍 작업까지를 모두 담당하였으나, 결과

물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작업은 해외 선진 회사의 경우 Statistical Program-

mer의 역할로 전문화되어 있다. 

이에 당사는 국내 최초로 2014년부터 Statistical Programmer라는 보직을 만들어 통

계분석 전문가와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구분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

SPT(Statistical Programming Team) 신설

2017년부터는 SPT(Statistical Programming Team)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통계분

석팀과 통계프로그램팀을 구분하였다. 통계분석 전문가는 임상연구의 설계 및 계획, 

통계분석의 주요 절차 부분을, 프로그래머는 전체 통계분석 및 결과물의 생성을 담당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머는 표준 SAS 매크로 시스템과 품질 및 업무효율을 높이는 업무 도구

(Tools)를 개발하여 결과물의 정확성과 품질을 높이고, 담당자별 편차 및 업무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과 변화로 당사는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기관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는 CDM 부서와 공동으

로 DM/STAT 심포지엄을 주관하였다. 국내외 많은 임상통계 및 DM 관련 업무 담당자

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이끌었으며, 국내 임상시험 업계에 LSK 통계 부서

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LSK 통계 부서는 지속적으로 선진지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최고의 

통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거듭날 것이며, 많은 글로벌 과제의 경험을 바탕

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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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tatistics) 조직도

통계 부서는 통계부서장을 필두로 통계부부서장 휘하에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LSK 통계 부서는 통계분석과 통계 프로그래밍을 각각의 전문 분야로 키우기 위해 

2017년부터 통계학자로 구성된 통계팀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통계 프로그래밍팀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통계학자와 통계프로그래머의 협업을 위하여 한 팀 내에 

모두 배속시켰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임상시험 설계 및 새로운 통계분석 방법을 도입

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통계학 박사로 이루어진 리서치 파트를 2018년에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현재 임상연구의 통계분석 업무는 과제의 규모에 따라 통계팀에서 통계

학자 1~2명과 통계 프로그래밍팀에서 프로그래머 1~2명을 배정하여 수행 중이다. 리

서치 파트는 임상시험 설계 및 새로운 통계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통계 관련 논

문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계부서장은 전체 인사와 조직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리서치 파트장과 

함께 통계 관련 연구를 협업한다. 통계부부서장은 통계 부서의 세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과제 담당자의 배정, 업무 조정, 의뢰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임상연구의 통계분석 업무를 위해 수주된 과제의 규모에 따라 각 팀에서 적절한 

규모의 통계분석 전문가와 프로그래머를 차출하여 팀을 구성하며, 각 팀에서 내재화된 

역량을 과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ㅣ표 3-63ㅣ통계 부서 조직도

STAT. Director

Associate STAT. Director

STAT 1 Team STAT 2 Team STAT 3 Team Statistics
Research Team

Statistician
Statistical Programmer

Statistician
Statistical Programmer

Statistician
Statistical Programmer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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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STAT(Statistics) SOP

통계 부서 SOP/WI는 총 13개의 SOP로 구성되어 있다. SOP는 크게 무작위배정, 통계

분석 계획, 통계분석 결과물 생성, 통계분석자료의 생성, 통계분석 보고서의 생성, 최종

결과물의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OP No. SOP Title

DA-02 Development of Plan for Early Stopping

DA-03 Unblinding Process for Statistical Analysis

DA-05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Analysis Plan

DA-08 Statistical Analysis Report

DA-09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Randomization List

DA-10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DA-11 Control of Project Folders

DA-12 Transfer of Clinical Study Data to Other Parties

DA-13 STAT Master File Management

DA-14 Merging and Verification of Analysis Dataset with Other Dataset

DA-15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Operating Procedure

DA-18 Generation of Analysis Dataset

DA-19 Sample Size Calculation

ㅣ표 3-64ㅣ통계 부서 표준작업지침서(SOP)

각 SO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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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Plan for Early Stopping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의 중간에 유효성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

행(중간분석)하여 연구의 ‘계속 진행(Go)’ 또는 ‘중단(No-Go)’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중간분석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계적인 고려 사항으로 Protocol

에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중간분석 시 눈가림 해제와 중간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절차를 본 SOP에서 기술하고 있다.

  Unblinding Process for Statistical Process

중간분석 또는 최종 통계분석을 위한 무작위배정 목록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

고 있다.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Plan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이후 세부적인 통계분석을 계획하기 위한 통계분석 계획서의 작

성,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Statistical Analysis Report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의 통계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Randomization List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경우 반드시 무작위배정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 

무작위배정과 동적 무작위배정 방법을 이용한 무작위배정 목록 생성 절차와 검수의 절

차를 담고 있다. 이후 최종 무작위배정 목록 생성 및 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최종

적으로 연구 기간 동안 보관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IWRS를 이용하는 경우 무작위배

정 관련 기능에 대한 검수 절차를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생성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개발 절차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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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of Project Folders

통계 업무에 관련한 모든 전자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LSK File Server상에 관련 폴더

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Transfer of Clinical Study Data to Other Parties

통계분석에 관련한 자료세트를 의뢰자(또는 의뢰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파

일의 전달과 보안 유지 그리고 최종 수령 확인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STAT Master File Management

통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 또는 전자파일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STAT Master File(SMF)을 생성,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Merging and Verification of Analysis Dataset with Other Dataset

분석군 및 무작위배정 코드와 같은 외부 자료를 분석용 자료로 변환 및 병합하는 과정

과 병합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Operating Procedure(SAOP)

통계분석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

임을 명시하는 SAOP의 개발, 검토, 승인 절차를 담고 있다. 

  Generation of Analysis Dataset

Raw Dataset에서 분석을 위한 분석용 자료세트를 생성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Sample Size Calculation

임상시험 계획 단계에서 시험대상자 수 산출은 특정 수준의 통계적 확신을 바탕으로 정

확하고 신뢰할 만한 시험약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대상자 수를 보증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본 SOP는 시험대상자 수의 산출과 검토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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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STAT(Statistics) 업무 절차

LSK 통계 부서는 임상시험의 설계, 표본수 산출, 무작위배정, 통계분석, 통계분석 보고

서 작성, CDISC ADaM, 통계 자문 등 임상시험 통계에 관련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Study Design 

• Sample Size Justification

•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Operating Process(SAOP)

• Development of Statistical Analysis Plan(SAP)

• Randomization(Adaptive Randomization with IWRS)

• Double Programming for Integrity of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 Generation of Table and Figures Using Inhouse-developed Macros

• Preparation of ADaM

• Independent Data Analysis for Interim Analysis

• Statistical Analysis Report

• Data Listing 

• ADaM of Standard CDISC 

• MFDS Inspection Support 

가. 과제별 통계 업무 조직 및 담당자 배정

과제가 수탁되면 수탁 범위에 따라서 업무 담당자를 배정하며, 표와 같이 크게 통계분

석 업무 담당자와 무작위배정 업무 담당자를 독립적으로 배정하여 구성한다. 또한 업

무의 규모에 따라 통계분석 업무 조직의 구성을 대규모 과제와 중소 규모 과제로 구분

하여 표 3-65와 같이 조직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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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65ㅣ통계분석 업무 조직도

  대규모 과제

대규모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내에서 통계실무를 총괄하는 통계 업무 리더(Statistics 

Project Lead, SPL)를 배정하며, 세부 통계분석 계획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과제 통계 

담당자(Project Statistician)와 분석 결과 검수 담당자(Verification Statistician)를 

배정한다. 검수 담당자는 SAS Programming을 담당할 Statistical Programmer(SP)

로 배정한다. 

ㅣ표 3-66ㅣ대규모 과제의 통계 업무 조직

SPL은 과제의 전반적 통계 업무를 이끄는 업무를 하며, 통계 담당자와 검수 담당자가 

실제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물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는 통계 결과의 Quality

STAT Director

Random STAT 
Manager Project STAT Manager  

Randomization 
Statistician

Project
Statistician

Verification
Statistician

STAT Director

(Stat.) Project Lead

Project Statistician Stat. Programmer

STA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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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분석 수행 시 2명의 독립적인 담당자가 각각 개별적인 프로그

래밍을 통해서 통계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직 국내에서는 2명의 통계학자가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LSK 통계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통계학을 전

공한 석사 이상의 담당자가 주 통계분석자로서 분석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을 전담하는 SP가 독립적인 통계분석 및 QC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다. 통

계학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통계분석의 정확성

과 효율성을 최대화하였다. SP의 보직은 국내 CRO 중 2014년도에 LSK가 최초로 도

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키우고 있는 중이다. 

  업무 담당자별 역할

① Statistics Project Lead(SPL)

SPL은 과제 진행 과정에서의 통계 업무를 총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주

로 수행한다. 

• 과제 PM, 사내 주요 부서 담당자 및 의뢰자와의 주 연락책(Contact Point)

• 통계 관련 외주업체(Vendor) 관리 및 연락책

• 통계 업무 관련하여 과제 주도

•  통계 업무 절차서(Statistical Analysis Operating Process, SAOP) 개발, 통계분

석 계획서(Statistical Analysis Plan, SAP) 검토 및 주요 통계분석 결과 검토

• CDISC 위탁 시 ADaM Spec 검토

• 분석군 정의서 검토

• 중요 결과물 검토

• 통계 마스터 파일(Statistics Master File, SMF) 검토

② 통계 담당자(Project Statistician)

대규모 과제의 경우 통계분석을 주업무로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서버 내 과제 폴더 생성 요청

• SAP 개발 및 Mock Table, Figure, Listing(TFL) 검토

• 주 통계분석 업무 수행하여 최종 통계 결과물 생성(결과표, 그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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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ISC ADaM 위탁 시 ADaM Specification 유효성 포함 주요 도메인 개발

• Analysis Dataset 생성 

• ADaM 생성

• Dry-Run 수행 

• Derived Data Handling Document 생성

• 분석군 정의 회의 참석 및 분석자료세트(Analysis Dataset, ADS) 파일 생성

• 최종 TFL 생성

• 통계분석 관련 결과물 관리 및 TMF 생성 

• Define.xml 검토

• Reviewer’s Guide 작성

③ 검수 담당자(Verification Statistician) 

통계분석 담당자의 결과를 검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SAP에 따른 Mock Table, Figure, Listing 생성

• ADaM Specification 개발

• Analysis Dataset 생성 

• ADaM 생성 및 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 Dry-Run 수행 

• 최종 TFL 생성 및 검수보고서 작성 

• Define.xml 생성

④ 무작위배정 업무 담당자(Randomization Statistician) 

무작위배정의 경우 통계분석 업무와 독립적으로 무작위배정 업무 담당자(Random-

ization Statistician)를 배정하고 있다. 무작위배정 업무 담당자는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무작위배정 계획서(Randomization Plan)를 작성한다. QC용 Seed 

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배정 계획서에 따라 테스트용(Dummy) 무작위배정 목록을 

생성하고, 무작위배정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무결성 확인이 완료되면 QC

용 Seed 번호와 다른 Seed 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무작위배정 목록을 생성한다. 무

작위배정 담당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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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omization Plan 작성

• 무작위배정 요청서 수령 및 확인

• QC용/최종 무작위배정 목록과 IP 포장 목록 생성

• IWRS 무작위배정 기능에 대한 Validation 

• IWRS Validation Report 작성

• 무작위배정 코드에 대한 눈가림 유지

• STAT Master File for Randomization 관리

• 눈가림 해제 후 최종 무작위배정 목록 준비 및 전달

  중소 규모 과제

중소 규모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SPL은 배정하지 않으며, 통계 담당자와 검수 담당

자로 과제팀을 구성한다. 

ㅣ표 3-67ㅣ중소 규모 과제의 통계 업무 조직

• 과제 PM, 사내 주요 부서 담당자 및 의뢰자와의 주 연락책(Contact Point)

• 통계 관련 외주업체(Vendor) 관리 및 연락책

• 통계 업무 관련하여 과제 주도

• SAOP 개발, SAP 검토 및 주요 통계분석 결과 검토

대규모 과제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중소 규모 과제에서는 별도의 SPL이 없으므로 통계

담당자가 주 연락책 역할과 과제 주도 및 SAOP 개발을 담당하고, 결과물 검토에 대한 

역할은 통계 매니저(Stat Manager)가 수행한다. SP의 역할은 동일하다. 눈가림 연구

STAT Director

Project Statistician Stat. Programmer

STA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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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통계분석 업무 담당자와 별도로 독립적인 통계학자가 배정되며, 무작위배

정 담당자가 무작위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나. 통계 부서의 주요 업무

  임상시험의 설계

임상시험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Medical Writer와 통계학자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다. 

임상시험 계획서의 세부적인 개발 과정은 Medical Writing 절에서 별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생략한다. 

  표본수 설정

표본수 설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의 주요 계획이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MW 부서에서 임상시험을 위한 기본 안을 마련하거나, 의뢰자의 기본 안 또는 임상시

험 계획서의 초안이 제공되면 통계학자는 이를 기반으로 표본수 산정 업무를 실시한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① 임상시험의 목적

• 유효성 평가 또는 안전성 평가

• 모수 추정 또는 가설검정 중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② 1차 평가변수 및 평가 시점

• 주 평가변수의 정의

• 주 평가변수의 최종 평가 시점

③ 임상시험의 단계

• 탐색적 시험 

• 확증적 시험

④ 임상시험의 설계안

• 처리군의 개수 : 단일군, 2군 이상의 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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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배정 여부 및 층화 여부

• 대조군이 있을 경우 비교 유형 : 우월성, 비열등성, 동등성 등

• 평행설계 또는 교차설계 등

•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중간분석 여부 : 집단축차설계 등

• 다중성 보정의 필요성

⑤ 표본수 추정을 위한 참고자료

• 이전 임상시험의 결과

• 동종 임상시험에 대한 문헌자료

⑥ 최종 통계분석 방법 및 이에 대응하는 표본수 산출 공식 결정

•  1차 평가변수에 대한 최종 통계분석 방법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적합한 표본수 공

식을 결정

• 표본수 산정을 위한 모수 추정치 결정

• 비교 임상시험의 경우, 유의수준, 검정력, 무작위배정 비율, 탈락율 결정 

• 모수 추정의 경우, 유의수준 및 추정의 정밀도 결정

⑦ 주 분석군의 결정

• 주 분석군이 무엇인가에 따라 산정된 표본수의 보정을 실시

통계학자는 이상의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을 한다. 그리고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목

적에 따른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a. 정밀도 추정을 위한 표본수 산정

일반적으로 초기 탐색적 임상시험 또는 4상연구(연구자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 

등)에 주로 많이 적용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초기 자료를 형성하거나 4

상연구에서 새로운 주장을 위한 모집단의 특성 파악 또는 Unmet Need를 파악

하기 위한 자료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본수 산출 방식이다. 모수 추정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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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발생률 등)를 기반으로 신뢰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설검정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1종 오류만 고려된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편차의 

추정치 및 정밀도(신뢰구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연속형 변수와 이분형 

변수에 대한 공식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위 수식에서 분산 또는 발생률의 추정치는 기존 문헌 또는 과거 자료를 참고하여 

설정한다. 정밀도는 연구의 비용 및 연구의 신뢰수준의 목표에 따라서 적절히 설

정한다. 

b. 가설검정을 위한 검정력 기반의 표본수 산정

연구의 목적이 설정한 가설의 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오류와 검정력

을 모두 고려하는 표본수 공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상 2상, 3상 임상 또는 통계

적 가설이 제시되는 연구에 적용된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서는 가설과 임상시험

설계, 평가변수, 통계분석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표본

수 공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통상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  유의수준, 검정력, 무작위배정 비율, 시험설계(평행, 교차, 집단축차설계, 동적

설계 등), 가설비교 유형(우월성, 동등성, 비열등성 등), 평가변수의 종류(연속형, 

이분형, 생존변수 등), 평가변수의 개수 및 비교 횟수에 따른 다중성 검토(유의

수준 또는 검정력의 보정)

통계학자는 상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설계에 가장 적합한 표본수 방법

론을 선정한다. 그런 다음 문헌 검토 또는 이전 임상시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효과 크기를 산정한다. 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표본수를 산출한다. 

통상 하나의 표본수만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몇 가지의 표

본수 안을 제공하고,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여 의뢰자의 최종 의사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연속형 변수:                 ,  d: 정밀도 (신뢰구간 길이의 절반)

• 이분형 변수:                        +C, p: 발생률, C(>0) : 연속성 보정인자

n= d2

z2  
aσ2

1-

n= d2

z2 
αp(1-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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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제의 성격에 맞게 산출된 표본수는 통계 매니저의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

로 의뢰자에게 보고서로 전달된다. 이후 의뢰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표본수 

안을 결정한다.

  무작위배정 

비교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작위배정이 반드시 실

시되어야 한다. 통계학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임상시험의 설계와 

표본수 및 통계분석 방법 이외에도 무작위배정에 관련한 방법론과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무작위배정 관련 업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Paper에 기반한 방법과 IWRS

에 기반한 방법이다. Paper에 기반한 방법은 무작위배정 목록을 생성하여 약물 포장 

후 연구자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정해진 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분출함으로써 무작위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에 반해 IWRS의 경우 모든 절차는 동일하나 IWRS라는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시

험자가 환자의 연구 참여 적합성을 평가하여 등록한다. 

그리고 IWRS 상에서 자동적으로 환자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관리 약사에게 통보되어 

무작위배정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웹 기반 시스템을 쓰는 차이 외에도 응

급상황 시 무작위배정 코드를 해제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Paper 기반의 경우에는 응급상황 시 시험자가 대상자의 무작위배정 코드를 해제할 수 

있는 별도의 응급봉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험자가 이 응급봉투가 외부로 노출되

거나 눈가림이 해제되지 않도록 임상시험 기간 동안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할 책

임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IWRS의 경우에는 응급봉투가 아닌 IWRS에 시험자가 본인 아이디와 암

호를 입력하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급 시 대상자의 눈가림코드를 해제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화면상에 관련된 장소가 나타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시험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확인 이후에는 다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잠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시험자가 별도의 보

안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2010년 EDC System의 도입 이후부터 무작위배정 절차에 있

어서도 IWRS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 3-68은 LSK 무작위배정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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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68ㅣ무작위배정 절차

  통계분석 업무의 흐름

통계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표 3-69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CDISC SDTM/

ADaM을 포함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 절차에 대한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ㅣ표 3-69ㅣ통계 업무 흐름도

Sponsor

Randomization

Code open

LSK

무작위배정
요청

추가 요청

눈가림 해제
요청

QC 무작위배정
리스트 생성

내부 검토 및 승인

Real 무작위배정
리스트 생성

무작위배정
리스트 제공

Real 무작위배정
리스트 IWRS 제공

약물 포장
리스트 전달

응급봉투 전달

내부 검토 및 승인

IWRS Validation

IWRS Development

검토 및 승인 

Random. 
Statistician

Random. 
Statistician

Random. 
Statistician

Random. 
Statistician

DM Team

Sponsor/
STAT Manager/
Director

STAT Manager/
Director

STAT 
Manager, 
Director

** 무작위배정 리스트 수령증 확인

** 무작위배정 리스트 수령증 확인

• Metadata 
  support

• Program setup

• ADaM specification
• ADaM generation
• ADaM validation

• Create of TELs
• STAT result validation
• Reporting

Assign Study Staffs
DB Lock

Tranining

SAP/Mock TFLs

ADaM Dataset
(double programming)

Dry Run 2 times
(double programming)

Final ADaM Dataset
(double programming)

Unblinding of 
Randomization Code

Analysis Population 
Definition

Define.xml / 
Reviewer’s Guide

TFLs Generation
(double programming)

ADaM Spec.

Writing CSR/SAR

Result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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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담당자 배정

통계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통계부부서장 및 팀장은 업무 담당자를 배정한다. 일

반적으로 허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실무진으로서 통계 매니저, 통계 담당자, 검수 담

당자 3명이 기본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과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표 3-65에서처럼 

통계업무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SPL이 배정되기도 한다. 또 통계분석 일정이 촉박

하거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통계학자를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다. 대규모 3상 과제의 경우 통계 매니저, SPL 및 4~5명의 통계학자들이 배정된다. 

② 업무 내용 숙지

과제에 배정된 담당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임상시험 계획서(Protocol)

와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CRF)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DM 담당자로부터 Database에 관련한 설명서(DB Specification)를 전달받아 DB

구조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③ 통계분석 계획서(SAP) 및 Mock TFL의 작성

프로젝트 통계학자는 본 통계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통계분석 계획서

(Statistical Analysis Plan, SAP)를 개발하여야 한다. ICH E9(STATISTICAL 

PRINCIPLES FOR CLINICAL TRIALS)에 따르며, SAP는 눈가림 해제 이전에 최종

화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연구의 경우에는 DB Lock 이전에, 

눈가림연구의 경우에는 눈가림 해제 이전에 SAP를 개발 완료한다.  

통계분석을 위한 업무는 통상 연구의 초기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연구 초기 또는 중반까지 SAP의 초안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CDISC ADaM이 위탁된 경우 ADaM Specification 개발 및 ADaM 생성 프로그

램을 미리 개발한다. 2회의 Dry-Run 단계에서 ADaM을 이용한 최종 분석 결과표, 

그림, 리스팅을 생성하기 위한 분석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여야 한다. CDISC ADaM

이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Dry-Run을 수행하기 전에 SAP를 작성하고, Dry-Run 

단계에서 SAP에 따라 분석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SAP를 DBL 시점 

직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되는 시점에서부터 개발해

야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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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작성과 함께 통계분석 결과 표와 그림, 리스팅 형태를 정의하는 Mock Table, 

Figure, Listing(Mock TFL)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 분석자료 정의서 개발 및 분석자료세트 생성

ADSS(분석자료 정의서)는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를 구성 및 정의하는 문서이다. 

CRF로부터 직접 입력된 자료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용하여 새로이 생성되는 변수들

도 있다. 이를 파생변수(Derived Variable)라 하며, 이러한 파생변수를 정확히 정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생변수는 둘 이상의 변수를 간단히 조합하거나 하나 이

상의 변수를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여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모두 틀린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파생변수의 정의에 대한 검수 및 ADS(분석자료세트)에서 생성된 파생변수 

값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DISC ADaM이 위탁된 경우 SAP와 Mock TFL을 작성한 이후에 ADaM Specifi-

cation(ADSS)을 개발한다. ADaM Specification에는 ADaM(ADS)으로 구성할 

Domain, 변수명, Label, Format, Code List, Source Data인 SDTM 정보 및 

Derived Method까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ADaM Dataset이 Pinnacle 21 Validator를 통하여 CDISC ADaM Guidance에 

따라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점검한다. ADaM Specification을 기반으로 2명의 분석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ADaM Generation 프로그래밍하여 두 ADaM 간의 차이가 

없는지 점검한다. Double Programming을 통한 ADaM의 무결성 점검 시에는 다

음 표 3-70과 같이 Quality Control(QC) 결과를 확인한다.

ADSS와 ADS에 관해 Dry-Run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분석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거

나 개선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므로 Dry-Run 단계를 거치면서 ADSS와 ADS

는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다. DBL 이후 최종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ADSS와 ADS의 수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ADSS의 승

인은 최종 통계분석 TFL이 승인된 이후에 수행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해외 제약사에서는 국제표준인 CDISC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US FDA, PMDA)의 신약 승인

을 목표로 하거나 글로벌 제약기업에 라이선스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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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자료를 CDISC의 SDTM과 ADaM 기준에 맞추어서 생성하는 것이 필수

다. 중국 CFDA와 유럽 EMA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CDISC로 관련 자료를 생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MFDS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

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 중이다. LSK 통계 부서는 CDISC 관련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원을 배정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을 

포함한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CDISC 업무를 완벽하게 완수하였다. 

ㅣ표 3-70ㅣCDISC ADaM ADS 생성 절차

⑤ 모의분석(Dry-Run)

SAP, Mock TFL, ADSS, ADS를 준비하고 나면 모의분석을 수행한다. 모의분석의 

목적은 DBL 이전에 미리 Mock TFL을 참고하여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 TFL 프로그

램 작성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DBL 이후에 필요한 분석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고, 

Project

Store

SAP with mock-up TFLs 
Development

ADS creation by project 
statistician

ADSS of final ADS ADS Verification

ADS creation by 
Verification

Definition of Derived Variable

Need for 
Verification

ADS creation by 
project statistician

ADSS Development

ADaM Contracted?
N

N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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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될 결과물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다. Dry-Run은 과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최종 생성될 결과표(Table) 전체를 대상으

로 Double Programming(DP)을 하기도 하며, 주로 3상 임상시험에서 많이 적용하

고 있다. 그러나 초기 임상시험의 경우 효율성 또는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결과

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중요한 결과표 위주로 DP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유

효성 평가변수와 이상반응 분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모의분석을 통한 결과물은 의뢰자에게 전달하여 검토를 받는다. 이때 의뢰자의 통계

담당자 또는 이를 대리하는 담당자가 연구의 계획과 목적 및 의도에 맞게 결과표가 

구성되었는지, 의도한 통계분석 결과물이 생성되었는지, 의뢰자의 기호에 맞게 표, 

그림, 리스팅 구성이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검토 의견에 따라서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통계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Mock TFL

에 반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모의분석은 가급적 2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1회차는 연구자료의 중간 정도가 모집되었을 때 수행하고 

있다. 이때 초안 수준의 TFL을 생성하여 내부 검토 및 의뢰자 검토를 받는다. 여기

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검토 의견이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결과를 2차 모의

분석 시점에 반영하여 최종 점검을 받는다. 2차 모의분석은 가급적 최대한 많은 양

의 자료가 모집되는 시점을 권장하고 있다. 항암제의 경우 그 복잡성 및 연구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모의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2차 또는 그 이상의 모의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성될 TFL에 대한 프로그래밍

을 최대한 완성하고 점검 가능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여 DBL 이후의 최종 분석 시점

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나 검토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프로젝트 통계 담당자와 검수 담당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⑥ 분석군 정의(Analysis Set Definition)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자료

가 있다. 첫 번째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경우 각 시험대상자가 어느 군에 배정되

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작위배정 목록이다. 두 번째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정

의된 각 시험대상자의 분석군 정의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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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다가도 여러 가

지 이유로 계획서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의 종류에 따라 임

상시험 대상자가 통계분석 시 포함 또는 제외되며, 이는 분석군 정의 회의에서 구체

적으로 논의된다. 

ㅣ표 3-71ㅣ분석군 정의 절차

분석군의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분석군 정의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1차적으로 분석군 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일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요

한 일정으로서 분석군 정의서 개발, 계획서 위반 목록 생성 프로그래밍, 계획서 위반  

목록 출력, 분석군 정의 회의, Database Lock, 눈가림 해제 및 통계분석이 있다. 

분석군 정의서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정의된 유효성 분석군인 FAS, PP와 안전

성 분석군인 Safety Set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경우를 목록화한 것이다. ICH E9에

서는 유효성 분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FAS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 주요한 선정 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위반한 경우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단 한 번이라도 투여받지 못한 경우

•  무작위배정 이후 자료가 전무한 경우 

또한 PP군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만족한 시험대상자를 분석군에 포함하게 된다. 

• 미리 정한 최소 기간 이상의 치료를 완료한 경우

• 1차 변수의 측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선정 기준을 포함하여 임상시험 계획서의 주요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분석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무작위배정 이후 임상시험 의약품을 최소 1회 이상 투여한 경우

상기의 정의 경우에는 안전성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마치 안전성 이슈(특히 이상반응 발생률)가 없는 경

분석군
정의 절차 

계획
수립

계획서 
위반 목록 

프로
그래밍

계획서 
위반 목록 
출력 및
검토

분석군
정의 회의

눈가림
해제 및 

통계분석

분석군
정의서 
개발

Database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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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파악되어 분모를 크게 하고 분자를 작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이

상반응 발생률을 낮게 추정하는 과소추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다음

의 문구를 넣는 것을 권장한다. 

•  무작위배정 이후 임상시험 의약품을 최소 1회 이상 투여하고 안전성 추적조사

를 실시한 경우

유효성 분석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작위배정 계획이나 배정된 투약군에 따라 분석

하여야 하나 안전성 분석군의 경우에는 실제 약물을 투여한 군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분석군 정의서 작성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군 정의서는 연구의 초기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석자는 PM, 통계학자, 

Main CRA, DM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CRO의 경우에는 의뢰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초안을 최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군 정의 회의는 1차와 2차에 걸쳐 2회 정도 하는 것을 최소의 횟수로 권장한다. 

경우에 따라 마지막 한 번만 하거나 2회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 연구의 특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본 내용에서는 2회

의 회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술할 것이다. 

DM 담당자는 개발된 분석군 정의서에 따라 분석군에서 제외될 항목을 파악하여 임

상시험 계획서 위반 목록 생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작성을 실시한다. 생성된 목록을 

기반으로 1차 분석군 정의 회의를 실시한다. 1차 회의 시점은 연구의 진행 중간에 실

시하며 통상 50% 정도의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 한다. 이 시점에서 정의서 내용의 수

정 사항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거나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제외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정의서에 최종 반영하고, 그에 따라 관련 프로그

래밍을 수정하여 최종 회의 때 추가적인 오류가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2차 회의는 모든 자료가 수집 완료되어 DM 업무가 완료된 Clean Data를 기반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때 본 회의 모든 참석자들이 참석하여 분석군 정의서에 따라 정의

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시험대상자들을 검토하고, 각 대상자별로 FAS, PP, Safety 

Set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과정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대상자의 연

구기관 시험자 또는 시험조정자(CI)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한다. CRO에서 해

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뢰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군 정의 목록 최종화 이후에 Database Lock을 실시하고, 눈가림 해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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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⑦ 눈가림 해제 및 무작위배정 목록 전달

분석군 정의서가 최종 승인되면 통계분석 담당자는 표의 절차에 따라 눈가림 해제를 

승인권자에게 요청한다. 이때 눈가림 해제 요청서에 분석군 정의서를 같이 첨부하여 

눈가림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이후 통계 디렉터 및 의뢰자의 승인을 받는다. 눈가림 해제 승인 후 통계분석 담당자

는 무작위배정 담당자에게 눈가림 해제 요청 승인서 사본을 전달하고 무작위배정에 

관련한 모든 문서 및 전자파일을 전달받는다. 통계분석 담당자는 전달받은 전자파일

을 해당 과제 프로젝트 폴더의 무작위배정에 저장하고, 관련된 문서는 STAT Mater 

File(SMF)에 보관한다.  

ㅣ표 3-72ㅣ 눈가림 해제 절차

NoYes

Unblinding 
Required

Analysis Set Definition Approval by 
Sponsor or Designee

Unblinding Approval

Delivery of Random Code to Project 
Statistician by Random Statistician

Comparison Random Code with 
Recorded IP Information in CRF

Delivery of Random Code to Project 
Statistician by Random Statistician

Merging Dataset with Random Code
by Project Statistician

DB Lock

Blind Trial Open Labe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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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석군 정의 목록, 무작위배정 목록과 분석자료세트와의 병합

분석군 정의 목록 및 무작위배정 목록은 엑셀 또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

(예 : SAS File Format)로 생성하여 통계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분석군 정의 목록과 무

작위배정 목록이 SAS가 아닌 다른 File Format인 경우에는 반드시 SAS File Format

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후 SAS Format으로 변환된 파일을 분석자료에 병합한다. 

이 변환 및 병합 과정은 표에 기술되어 있다. 

첫째로 분석군 정의 파일이 SAS 포맷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73-1과 같

이 SAS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변환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

검하여 최초 엑셀 파일과 SAS로 변환된 파일의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한 점검을 해

야한다. 

두 번째로 표 3-73-2와 같이 SAS로 변환된 파일과 분석자료세트와의 병합을 실시한

다. 병합 후 이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두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통계분석자료가 제대로 가공되었다 하

더라도 분석군 정의 파일의 변환 및 병합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분석 결과

를 생산한다. 위 두 절차를 통해서 분석군 정의 목록과 무작위배정 목록 및 분석자료

세트를 병합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관리한다. 

Verification 
Process for file 

format 
conversion 

Excel 
format(A) of 

analysis 
population

Convert
to SAS
format

Reconvert
to Excel(B) 

format 

Compare 
two files 

(A, B) 

Prepare 
verification 

report

Review by 
Stat. 

manager

Verification
Process for file 

merge

Merge of
two files 

using SAS

Verification
of the 

merged file 
using SAS

Prepare a 
verification 

report

Review by 
Stat. 

Manager

┃표 3-73-1┃분석군 정의 파일을 SAS 포맷으로 
                         변환하는 절차

┃표 3-73-2┃분석군 정의 파일과 분석자료세트를  
                        병합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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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종 통계분석 결과물 생성

통계분석 담당자는 ⑧에서 생성한 최종 분석자료세트와 모의분석 단계에서 생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계획서 및 Mock TFL에서 정의한 최종 결과물

(Table, Figure, Listing)을 생성한다. 이때 결과의 무결성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위의 TFL을 생성하고, 통계분석 담당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불

일치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과거에는 SAS Proc Compare를 이용하였으나 

결과를 보기가 어렵고 불일치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LSK에

서는 별도의 결과 QC 매크로를 개발하여 실제 결과표상에 두 명의 결과가 같이 출

력되어 오류가 있을 경우 색과 마크로 표시되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

게 불일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무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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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Epidemiological Research

ER 부서는 PMS, 관찰연구(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 대상), 설문조사 등의 
시판 후 관찰연구 전 과정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역학연구는 임상시험에서 볼 수 없는 Bias 문제, Confounding 문제 등 임상시험보다 
더 많은 경험과 통계지식을 요구한다. 
ER 부서는 관찰연구 계획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모든 과제에 대하여 
Project Lead(PL) 지정을 통해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일원화하고 PL을 통한 
관련 부서와의 업무 조정으로 진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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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용성적조사, 관찰연구, 설문조사 등 시판 후 관찰연구 담당

2010년 12월 ER 설립

LSK Global PS 역학연구의 ER(Epidemiological Research) 부서는 CO팀에서 담당

하던 rPMS(regulatory Post Marketing Surveillance)와 관찰연구 등의 역학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ER 부서 설립 전에는 중재연구(interventional study)인 임상시험과 비중재연구(Non-

Interventional Study, NIS)인 관찰연구까지 CO팀에서 겸하였다. 그러나 임상시험과 

관찰연구는 연구의 속성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 연구 속성에 맞는 운영 개념과 절차,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임상시험은 시판 전의 신약개발을 위해 약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들이 있지만, 관찰연구는 시판된 약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 목적이다. 일상 진료 하에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신

약을 투약하여 유효성,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비해 법적인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rPMS 또는 사용성적조사라고 불리는 연구는 약사법 제 32조, 신약 등

의 재심사 규정에 따라 신약 승인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전성 또는 유효성 자료를 추

가적으로 수집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신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는 연

구로서 이 경우에 한하여 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관찰연구는 규제기

관의 승인 없이 의뢰자의 자체 진행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관찰연구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IRB가 있는 종합병원 또는 IRB가 없는 병

원이나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 별도의 중재 없이 일상적인 의사의 진

료 하에 수집된 환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임에도 엄격한 임상시험의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하다 보니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임상시험과 관찰연구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12월에 팀장 포함 총 4명의 담당자를 한 팀으

로 하는 ER팀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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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과 연구수행 조합한 최적의 ER팀 구성

팀을 분리하긴 했지만 ER 팀장은 통계팀장이 겸직하였다. 역학연구는 조사의 설계와 

최종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 및 해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지식과 개념

을 가진 사람이 과제의 근본적인 속성을 잘 이해하고 팀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경

영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조사기관의 관리, 운영에 있어 다소 부족함

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팀을 이룬 팀원들이 보건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임상시험 

분야의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른 회사에

서 가지지 못한 통계학과 연구수행의 실무를 조합한 최적의 ER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팀의 명칭이 영문으로 ER팀이었기 때문에 당시 CO팀의 CRM, CRA와 구분하기 위하

여 이에 대응되는 직함을 ERM과 ERA로 칭하였다. 역학연구의 업무 범위는 조사계획

서의 개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임상시험과 거의 동일하다. 그중 ER 부서의 업무 범위

는 과제의 운영, IRB 업무, 조사기관 계약, 조사기관의 개시/모니터링/종료 방문 등 실

제 Field에서의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그 외 계획서 개발, DM, 통계 등

은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설립 이후 2~3년 동안은 과제도 많지 않았고, 업계나 당사 내에서 ER팀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미래의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ER팀의 자체 SOP 개발을 비롯하여 소수의 과제를 대상

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 이는 ER 부서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자양분을 축적

한 시간이기도 했다.  

02
•

ER(Epidemiological Research) 부서 조직도

ER팀 설립 이후 ERA가 IRB 업무부터 조사기관 모니터링 등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

였다. 그러다 2014년에 IRB 초기 신청 업무와 조사기관 모니터링 업무를 분리하여 각

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R SSU(Study Start-Up)팀을 신설하였다. CTM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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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SU팀과는 별개 조직으로 관찰연구의 SSU 업무만을 전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IRB 

초기 심의 신청 관련 업무와 조사기관 계약까지는 ER SSU팀의 ER SSUA가, 이후 조

사기관의 개시 방문, 모니터링, 쿼리 해결, 종료 방문 등의 업무는 ERA가 담당하게 되

었다.  

2015년에는 ER팀 내 DM팀을 신설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M 업무도 임

상시험과 관찰연구의 DM이 구분 없이 진행되는 것이 비용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효율

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7월부터 역학연구의 DM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였다. ER팀은 ER SSU팀, ER팀, ER DM팀 등 총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ER 부

서로 승격되었다. 약 4년간 ER 부서 내 ER DM팀은 관찰연구에 대한 DM을 전담하면

서 임상시험과는 차별된 절차를 기반으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 회사에서 DM 조직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개 운영한다는 것이, CDM 본부

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면에서나 인적자원 측면에서 중복 투자의 측면이 있었

다. 그리하여 2019년 초 ER DM팀을 CDM 본부로 이동시키고, ER 과제의 DM을 모

두 CDM 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ER 부서는 과제 관리, ER 

SSU, ER Site Operation 업무를 수행하여 과제 운영 부분에 더욱 충실토록 하였다.  

현재(2019년 12월 말 기준) ER 부서는 부서장과 부부서장 하에 3개의 팀(ER 1팀, ER 

2팀, ER SSU팀), 총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팀장과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R 1팀은 과제 관리를 담당하는 PL(Project Lead)로, ER 

2팀은 ERA, ER SSU팀은 SSUA로 이루어져 있다. 

ㅣ표 3-74ㅣ역학연구(ER) 부서 조직도

ER Director

Associate ER Director

ER 1 Team

PL

ER 2 Team

ERA

ER SSU Team

SS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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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pidemiological Research) SOP

ER 부서의 SOP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SOP No. Title

ER-01.03 Project Planning

ER-02.03 Site Initiation Visit

ER-03.02 IRB Affairs and Site Contract

ER-04.03 Monitoring Visit

ER-05.02 Study Close-Out Visit

ER-06.03 Preparing and Assembling Essential Documents for Trial Master File and 
Investigator Site File

ER-07.02 Adverse Event and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ER-09.02 Patient Recruitment and Retention

ER-10.02 Training of ER Staff

ER-11.02 Pre-study visit(PSV)

ㅣ표 3-75ㅣ ER 부서 표준작업지침서(SOP)

각 SOP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Project Planning

역학연구 과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담당자 배정, 교육 등)과 업무

수행 전 내부개시회의의 개최, 과제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제 관리 계

획서(Project Management Plan) 개발 및 과제 진행 중과 과제 종료 시에 수행해야 할 

절차를 명시한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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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Initiation Visit

과제 수탁 이후 조사기관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제의 개시를 위한 교육 절차를 명

시한 SOP이다.

  IRB Affairs and Site Contract

관찰연구 수행 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초기 심의 관련 절차와 연구기관 초기 

계약 업무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시한 SOP이다.

  Monitoring Visit

관찰연구의 조사기관 모니터링 업무를 계획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의 개발 및 모니

터링 방문 전과 방문 시, 방문 종료 후의 절차를 담고 있다. Remote Monitoring으로 

수행하는 경우 EDC를 통한 Inhouse Data Review 모니터링 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

한 SOP이다.

  Study Close-Out Visit

조사기관의 환자 등록 및 추적조사가 완료되고 관련된 증례기록서를 모두 작성 완료한 

기관에 해당된다. 조사기관의 종료를 위해 방문 실시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서 종료 방

문 시의 업무 절차 및 방문 이후 절차를 명시한 SOP이다.

   Preparing and Assembling Essential Documents for Trial Master File and 

Investigator Site File

과제 수행을 위해 조사자용 ISF(Investigational Site File)와 과제 관리를 위해 의뢰자

가 관리하는 TMF(Trial Master File) 제작 절차 및 이후 기관에 ISF 송부하고 TMF에 

보관할 각종 과제 관련 문서의 수집 절차를 담고 있다. 과제 종료 후 TMF에 대한 QC

와 최종 점검 완료 후 의뢰자에게 TMF 송부하는 절차를 명시한 SOP이다.

  Adverse Event and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이상사례(AE)와 중대한 이상사례(SAE)에 대한 정의 및 SAE 발생 시 의뢰자 및 IRB에 

보고하는 절차를 담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 누락된 이상사례가 있는지 또는 보고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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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SDV 절차를 명시한 SOP이다. 

  Patient Recruitment and Retention

과제 진행 전 목표한 총 조사대상자 수와 각 조사기관별 등록 목표 조사대상자 수를 계

획한다. 과제 진행 중 목표대로 조사대상자가 등록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최종 목표례에 도달 가능하거나 불가한 경우 목표례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명시한 SOP이다.

  Training of ER Staff

ER 부서의 신입사원이 입사한 경우 기본 직무 교육과 과제에 배정될 시 업무 수행을 위

해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SOP이다.

  Pre-study visit(PSV)

과제 수행 전 조사자의 연구 참여 의향 파악 및 조사기관 선정을 위해 후보 조사자 또

는 조사기관을 방문하여 과제 수행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명시한 SOP이다.

04
•

ER(Epidemiological Research) 업무 절차

LSK ER 부서의 서비스 제공 범위는 PMP(Project Management Plan)의 개발, 과제 

관리, IRB 관련 업무, 조사기관 계약, 연구 전 방문, 개시 방문, 모니터링 방문, 종료 방

문, 쿼리 해결 지원 등 관찰연구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걸쳐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계획서의 개발, Data Management,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각 업무의 해당 

부서인 MW&RES 부서, CDM 본부, 통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전체 관찰연구 과제를 Full Service로 수행하고 있다. 업무 절차는 표 3-76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각 업무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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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개시회의

과제가 위탁되면 BD 담당자는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자를 소집하여 내부

개시회의를 주관한다. 이 회의에서 BD 담당자는 업무의 수탁 과정, 견적 설명, 특기사

항 전달을 하게 된다. 특히 표준견적서를 벗어나는 업무 범위, 특기사항 또는 특별한 의

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상세히 전달하게 된다. 더불어 최초 견적 당시에 논의된 

업무 일정을 전달하고 의뢰자의 담당자 연락처를 공유한다. 

ㅣ표 3-76ㅣ관찰연구 과제의 진행 절차

나. 업무의 배정

관찰연구 과제가 수탁되면 업무의 범위에 따라 ER 부서만 참여할지, 유관 부서와 협업

할지가 결정된다. 내부개시회의 이후 ER 부서장 또는 ER 부부서장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구성한다. 담당자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ER 부서에서는 

통상 SSU팀과 ER팀이 참여한다. 전체적으로 ER 부서장(또는 ER 부부서장)이 지정되

고, SSU팀에서는 SSUM과 SSUA가 배정되며, ER팀에서는 ERM, PL, ERA가 배정된

다. 과제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PL(Project Lead)의 경우에는 ERA 또

는 동종의 실무경력을 쌓은 직원들 중에서 경력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보직이 배정

되고, PL 보직을 배정받은 자 중에서 업무량 또는 과제 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또한 과제의 규모에 따라 SSUA와 ERA의 수가 결정된다. 통상 SSUA는 1명, ERA

는 10개 기관당 1명씩 배정된다. 예를 들어, 조사기관 수가 30개인 경우 총 3명의 ERA

가 배정된다. 표 3-77에서 보듯이 관찰연구 과제 전체 서비스 범위로 수주 시 기본적

으로 ERD, ERM, ER SSUM, PL, CDA, DBA, Statistician, MWA가 배정된다. 

내부
개시회의

의뢰자
개시회의

PMP
개발

IRB 초기
심의 진행

조사기관 
계약

조사기관 
개시 방문

PL 및 
ERA 배정

모니터링 
방문DB Lock종료 방문통계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IRB 결과
보고서 후 
과제 종료

쿼리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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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77ㅣFull Scope 과제 위탁 시 업무 담당자 조직도

  PL의 역할

PL은 PM(Project Manager)과 유사하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관찰연구의 경우는 

신약 승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판 후 약물을 대상으로 부수적인 정보를 추가

적으로 얻는 과정이므로 의뢰자의 예산, 업무의 질, 절차 등에 차등이 있다. 특히 예산

에 있어서는 임상시험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으

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효율적 과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관

찰연구의 경우 PM보다는 PL이라는 보직을 신설하여 좀 더 간결하게 과제를 운영하면

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PM은 독립적인 부서에 배정되어 과제 관리를 담당한다. PM은 각 참

여 부서의 담당자들과 함께 과제 운영 계획 수립, 예산관리, 자원관리, 일정 관리, 이슈 

관리 및 의뢰자 소통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과제의 수행에 있어 각 부서의 업무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여러 부분의 이슈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

나 관찰연구에서는 비용적인 제약이 있어 독립적인 PM을 배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므로 이러한 역할을 유사하게 수행할 수 있는 PL을 배정하게 되었다. 

PL은 ER 부서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로 ERA 경험자) 중 선발하여 보직을 부

여한다. 주된 업무 목표는 관찰과제의 전체 업무에서 ER 부서 업무의 주도적 운영 관

ERD

PL

ERM

SSUA ERA CDA* DBA** Statistician MW***

*    CDA: data management 업무 운영 담당
**   DBA: data management system 개발, 유지 및 관리 담당
*** MWA: 조사계획서 개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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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며 추가적으로 의뢰자와의 소통 및 타 부서와의 소통을 수행한다. PM과의 차이점

은 타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 부분은 의뢰자와 

해당 부서가 직접 소통하고 일정 관리 및 주요 공지 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면에서 PL은 PM보다는 축소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ER 부서의 운영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ㅣ표 3-78ㅣPL의 업무 역할 흐름도

PL은 과제의 PMP를 개발하고 의뢰사와의 주 연락처(Contact Person), ER 부분의 업

무 관리 및 보고서 검토를 수행한다.  

  IRB 초기 업무 및 조사기관 계약

관찰연구는 임상시험과 달리 IRB가 없는 종합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IRB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사기관에서의 관찰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IRB 초기 심의 신청을 통하여 조사연구를 받아야 한다. 

IRB 초기 업무 수행을 위해 ER SSUM은 SSUA를 배정한다. SSUA는 의뢰자 또는 PL

로부터 해당 과제의 조사기관 및 조사자 목록과 연락처를 전달받는다. 각 조사기관의 

현황에 따라 IRB 초기 심의 신청을 준비하며, 승인 이후 조사기관의 계약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초기 심의 신청에 필요한 기본문서를 의뢰자 또는 PL로부터 확보하며, 해당 기관의 

규정과 심의 일정, 심의비 등의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②  Electronic IRB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해당 조

사기관에 요청한다.

LSK CDM, 
STAT, MW SponsorPL

ER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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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SUA는 초기 심의 서류 작성 후 ER SSUM에게 검토받아 IRB 심의 신청을 실시

한다. 심의 접수 후 SSUA는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확보한다.

•  초기 심의 연구비 작성에 관련하여 관찰연구의 경우 실험실 검사 또는 특별한 검

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또는 회의비 정도

로만 책정되며, 연구비의 규모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대략 5만 원에서 30만 원 사

이에서 결정된다. 예외적으로 조사 기간이 길거나 조사 내용이 매우 복잡한 경우

에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④  심의 결과가 시정 승인, 보완 또는 반려인 경우 IRB의 상세 심의 의견을 확인하고, 

SSUA는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여 연구자가 보완 답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RB 심의 의견은 IRB Tracker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⑤  SSUA는 초기 심의 승인 결과를 확인 후 통지서를 확보하며, 통지서에 승인일과 승

인된 문서의 목록 버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⑥ IRB 승인 이후 조사기관과 의뢰자와의 계약 업무를 지원한다.

⑦  초기 심의 승인 및 조사기관과의 계약 승인 완료를 확인 후 SSUA는 담당 ERA 또는 

의뢰자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다.  Project Management Plan(PMP) 개발 및 개시 방문, 모니터링 방문, 
쿼리 해결 지원 및 종료 방문의 실시

  PMP의 개발

PL은 내부개시회의 이후 과제 운영을 위한 PMP를 개발한다. PMP에는 대략 아래의 내

용이 포함된다. 

• Role and Responsibility

• Study schedule

• Communication plan

• Staff training

• IRB submission and tracking  

• Patient enrollment and retention plan

• SIV/Monitoring/COV

• SAE repor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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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 tracking

• Document management

• Resource change process

• Issue handling process

• Transfer of deliverables and archiving 

PMP는 과제의 수탁과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며, 가급적 개시 방문 이전에 개발되는 것

을 권장하고 있다. PMP는 상기의 목록과 같이 의뢰자와의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 계

획, 담당자 교육, IRB 업무, 환자 등록/유지, 각종 기관 방문 절차(단, 모니터링의 경우 

SMP로 대체), SAE 보고 절차, 연구비 지급 절차, 연구 관련 문서 관리/검수, 참여자원 

관리, 이슈 관리 절차 및 최종 결과물의 보관과 전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항목별로 상세한 업무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PMP는 과제 전체 관

리를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서 SMP(Site Monitoring Plan), SAP(Statistical Analysis 

Plan), DMP(Data Management Plan)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PMP 내 상기 세 가지 

계획서가 참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시 방문(Study Initiation Visit, SIV)

PL은 PMP가 개발되고 의뢰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개시 방문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개시 방문 교육자료는 조사자 또는 조사기관의 연구진을 위해 해당 과제의 

내용 및 조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이다. 또한 조사자를 위한 ISF를 제작하

여 개시 방문 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시 방문을 위해서 방문 전 조사자에게 미리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방문 시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개시 방문 당일에는 과제의 

교육, 필요한 문서에 대한 조사자 및 관련 연구진에 대한 서명을 받도록 한다. 방문 이

후에는 개시 방문 당일 문의 사항 또는 안내 사항에 대하여 개시 방문 보고서를 작성한

다. 의뢰자의 승인 이후 공지 및 개시 방문 시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Letter

를 작성하여 조사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모니터링 방문(Interim Monitoring Visit, IMV)

PL은 PMP 개발 이후 과제의 기관 모니터링을 위한 SMP를 개발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과 달리 관찰연구에서는 100% full SDV(Source Document Verification)의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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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Partial SDV를 주로 수행한다. 관찰연구의 모니터링 방문의 횟수는 일반적으로

는 기관당 1~2회 정도 실시하며, 이는 임상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경우에 따라

서는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1~2회의 모니터링 방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정된 기관 방문 횟수로 인하여 조사기관의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해 100% full 

SDV(Source Document Verification) 시행은 어렵다. 하여 SMP 개발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SDV 범위에 대하여 의뢰사 측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ER 부서에서 진행

하는 연구에서는 통상 Partial SDV를 수행하게 된다. 

세 가지 방식의 SDV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조사대

상자의 일부에 대해서 100% SDV를 함으로써 전체 연구의 Quality에 문제가 있을지

를 판단한다.

 

ㅣ표 3-79ㅣPMP와 타 부서의 계획서와의 관계도

SDV 결과 반복적이고 Systemic한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SDV 없이 종료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해당 기관의 등록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요 변수만을 대상으로 Partial 

SDV를 하는 것이다. 

통상 선정/제외 기준, 본제 투약 여부 및 이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다. 세 번째로

는 100% SDV와 Partial SDV를 조합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1~2명 정도에 

Good
Communi-

cation

DMP

SAP

SMP

Study
Mgt.

Pts. 
Recruit.

Issue 
Handling

P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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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100% SDV를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Partial SDV를 실시하는 것이다. 

SMP에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수, 기관별 모니터링 횟수, 모니터

링 범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된다. 

SMP 승인 이후 계획된 모니터링 방문 일정 또는 의뢰자와의 협의에 따라 방문을 실시

하게 된다. 방문 시에는 SMP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

터링 종료 후에 연구자 또는 관련자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정 사항

이 있을 경우 조사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방문 이후에는 방문 당일의 검토 사항에 대

해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뢰자의 최종 검토 이후 조사자에게 모니터링 방문 

Letter를 송부한다.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공지 사

항을 전달한다. 

  쿼리 해결 지원(Query Resolution Support)

관찰과제의 경우에는 조사기관 방문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DM 담당자가 발행한 쿼리

에 대해 사내에서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쿼리는 온라인 쿼리로서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그 자리에서 대부분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Batch Check에 의해서 발행되는 쿼리는 입력 당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입력

된 이후 DM 담당자인 CDA에 의해 발행된 것이다. 

CDA는 발행한 쿼리를 조사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쿼리의 해결을 요청한다. 관찰

연구 참여 조사자 중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연구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행된 쿼리의 양이 많으며 또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잘 

해결되지 않은 쿼리 또는 조사기관의 협조가 부족하여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쿼

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ERA는 미해결된 쿼리 또는 해

결이 지연되고 있는 쿼리에 대해 조사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쿼리의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료 방문(Close-Out Visit)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한 입력과 쿼리가 해결되면 DM 업무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DB Lock을 실시한다. 다만 관찰연구의 종료 방문은 의뢰자의 기준 또는 연구의 상황

에 따라 DBL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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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방문이 실시되지 않고, 조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의 종료 과정을 처리하도록 요

청하는 경우도 있다. 

종료 방문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ERA는 조사기관별로 업무 종료를 위한 방문을 한다.  

종료 방문 시에는 연구를 위하여 수집되어야 할 문서가 ISF에 잘 보관되었는지 주로 점

검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서, 종이 CRF의 경우 CRF 보관 여부, 쿼리 해결 여부, SAE 

보고서 및 연구 관련 서명지들이 ISF의 목록에 따라 잘 보관되었는지 점검한다. 점검한 

후에는 IRB가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 해당 기관 절차에 따라 문서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동안 조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과제의 종료 절차

과제의 DB Lock 이후 통계 부서에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MW&RES 부서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PMS 과제의 경우 의뢰자의 승인 이후 식약처에 제출하여 최종 승

인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일반 관찰연구의 경우에는 의뢰자에게만 승인을 받는다. 

IRB가 있는 조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IRB에 종료 보고 및 연

구비 정산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의 종료를 진행한다. 일반 의원의 

경우 제공된 ISF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하여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PL은 해당 과제의 TMF를 정리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점검

하고 ERM의 승인을 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해당 과제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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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Pharmacovigilance

Pharmacovigilance 부서는 Medical Director와 약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판 전과 시판 후 약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본사는 2019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국내 CRO 최초로 
‘약물감시(PV, Pharmacovigilance) 유럽(EU) 지사’를 설립해 국내외 다국가 임상시험 
진행 시 유럽 국가가 포함된 임상시험의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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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생명존중 정신에 기반한 LSK의 특화된 서비스 PV

국내 최초 약물감시 수행

의약품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다. 

1957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가 사지결손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의약품의 안

전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었다. 하나의 약물이 잘못 출시되었을 때 얼마나 치명

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에 무엇보다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

는 LSK에서는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하

여 2006년에 처음 Pharmacovigilance(PV) SOP를 발효하여 PV 업무를 시작하였다. 

시작 당시 국내에서는 PV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여서 업무가 활발하진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PV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면서 제약사의 Safety Data-

base 구축, 해외로 나가는 제품의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PSUR) 작성 등 선

두적으로 PV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PV 교육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 

International Society of Pharmacovigilance 학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으며, 일

본에서 Risk Management Plan(RMP) 제도가 시행될 때, 일본 PMDA에서 주관하는 

RMP 관련 교육에도 참석하여 PV 업무에 대한 실력을 배양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

는 PV 업무의 선두 주자로 전반적인 PV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자부한다.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PV

Pharmacovigilance(이하 PV)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에 

대한 보고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PV, 즉 약물감시 업무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안

전성 정보 관리 외에도 제품에 대한 문헌검색을 통한 안전성 정보 수집 관리, 안전성 표

준지침서 작성 및 관리, 정기적인 안전성 보고서, 즉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DSUR)/PSUR/PBRER 등의 작성, Signal 분석, RMP 작성 및 관리, Safety 

Database 구축 및 관리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포함한다. 본사에서는 이런 일련의 모

든 업무를 진행해왔다.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PV 전반을 살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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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사만큼 폭넓은 PV 업무의 경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PV의 이런 다양한 업무를 부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V의 전형적인 

업무 유형은 자료 수집 후 Signal Detection, 즉 발견된 Signal에 대해서 Risk를 어떻

게 관리할지를 결정하여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업

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Clinical Data Management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약품의 Signal Detection 또는 자료의 유의성 분석

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계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필요시 자료의 원본 자료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행정 조치 현황 

등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규제 부서(Regulatory Affair)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때로

는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노출 환자 산정 등을 위한 영업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PV 업무는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국내 CRO 최초로 PV 유럽(EU) 지사 설립

당사는 2013년부터 Target Health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구축한 Safety Database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9월에는 ArisGlobal Safety Database를 도입하여 

Global 임상시험 과제에서 PV Center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내 업무 외에도 LSK PV 부서는 국내 CRO 중 유일하게 EMA의 Eudravigilance(유

럽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안전성 정보를 보고할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

(2019년 4월 기준 4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EMA에 안

전성 정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다.

2016년 10월 28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안

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면서 국내에서도 PV 업무가 규정에 따라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

작하였다.

당사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ICH 회원국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도

입하는 차세대 의약품안전보고시스템, MedDRA 사전의 가이드라인 제정, 교육, 국문 

MedDRA 번역 검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식약처의 자문을 시행해왔다.

Pharmacovigilance가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이 유럽인 점을 감안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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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19년 5월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국내 CRO 최초로 ‘약물감시(PV, Pharma-

covigilance) 유럽(EU) 지사’를 설립했다. 이는 국내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유

럽 지역 진출을 위해 유럽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약물감시 유럽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아직 국내 CRO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약물감

시 감사(PV Audit), 약물감시 관련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해 감사 및 실사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PSMF(Pharmacovigilance System Master File) 제작,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직접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업무

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02
•

PV(Pharmacovigilance) 조직도

PV 부서는 PV 부서장을 필두로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4명(2019. 5. 

27. 기준)이 근무하는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 중 최대 규모이다. PV 부서에서는 PV 전

문가(PV specialist)와 CDM 본부의 IT 전문가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DBA)가 팀을 이뤄 임상시험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업

무를 맡는다. 또한 시판 후 제품에 대한 최상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비롯 포괄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PV Specialist는 국내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관리, 해외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관

리, 그리고 안전성 정보로 PBRER/DSUR/RMP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Safety Database의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CDM 

본부의 DBA(Database Administrator)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CDM 

본부의 DBA는 PV 조직에 포함되지 않아 조직도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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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80ㅣPV 조직도

03
•

PV(Pharmacovigilance) SOP

PV 부서 SOP는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SOP는 ICH Guideline에서 요구하는 업무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SOP 목록과 각 SOP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SOP No. Title

PV-01 Pharmacovigilance

PV-02 Safety Data Reconciliation

PV-03 PV Training

PV-04 Handling Solicited ICSRs from Clinical Studies for Pre-Authorization Phase

PV-05 Collecting and Processing of ICSRs for Registered and Marketed Products

PV-06 Literature Screening and Handling Literature Safety Information

PV-07 Medical and Regulatory Assessment for ICSRs

PV-08 Safety Data Expedited Reporting to KIDS and MFDS

PV-09 Production of Periodic Safety Reports

PV-10 Signal Detection

PV Director

PV 3 Team

PV Manager
PV Specialist

PV 2 Team

PV Manager
PV Specialist

PV 1 Team

PV Manager
PV Specialist

Domestic 
Case Processing

Pharmacovigilance 
Medical Writing

Overseas 
Case Processing

Medical Director
(Senior Medical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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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11 Medical Coding and Dictionary Management

PV-12 Regulatory Intelligence and Integrity Maintenance of PV Systems and 
Documents

PV-13 Production of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PV-14 Production of Risk Management Plan

PV-15 Safety Database

ㅣ표 3-81ㅣPV 부서 표준작업지침서(SOP)

  Pharmacovigilance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서 PV 활동 중 수집된 안전성 데이터에서 이

상사례(AE), 중대한 이상반응(SAE),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R)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

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AR)의 보고가 필요하다. 이에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의해 나타

난 SAE 보고와 시판된 제품에 의해 발생한 AE 보고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Safety Data Reconciliation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이상반응(SAE)은 PV팀으로 보고되어 안전성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된다. 이때 임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는 안전성 자료와 안전성 데이터

베이스에서 수집되는 중대한 이상반응(SAE) 자료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AE Reconciliation이 필요하다. 이에 기록된 SAE들에 대해 임상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자료들이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일치화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기술한 SOP이다.

  PV Training

다른 규정에 비해 약물감시 규정이 자주 변경되면서 최신 정보를 인지해야 함에 따라 PV 

직원의 초기 교육과 LSK Global PS 직원을 위한 내부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PV 

Specialist 및 LSK Global PS 직원들이 약물감시 시스템 및 관련 지식에 관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기술한 SOP이다.

  Handling solicited ICSRs from clinical studies for pre-authorization phase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이상반응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이에 이상반응

이 확인된 시점부터 해당 이상반응과 관련된 모든 추적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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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수집된 개별 사례 안전성 보고(ICSR)를 다루는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Collecting and Processing of ICSRs for Registered and Marketed Products

LSK Global PS에 안전성 정보 수집이 위탁된 시판 후 의약품의 모든 데이터 출처로부

터 SAE 보고서를 받아서 CIOMS 보고서 및 KIDS 보고 양식을 스폰서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에 시판 후 제품들의 ICSR 수집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Literature Screening and Handling Literature Safety Information

ICH Guideline과 GVP Guideline에 따라 약물감시 목적으로 품목 허가권자는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허가받은 시판 후 제품에 대해서 문헌검색을 시행하여 허가받은 

품목에서 발생한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문헌검색과 문헌

에서의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Medical and Regulatory Assessment for ICSRs

PV 활동 중 수집된 개별 사례 안전성 정보(ICSR)들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 및 규제기관 

보고를 위한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ICSR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 및 규제기관 보

고를 위한 평가 절차를 기술한 SOP이다.

  Safety Data Expedited Reporting to KIDS and MFDS

PV 활동 중 수집된 개별 사례 안전성 정보(ICSR)가 평가 결과 규제기관에 보고가 필요

한 경우 국내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한국의약품안전처(KIDS)에 신

속 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진행 중인 시판 전/후 약물의 임상시험, 시판 후 연구 또

는 시판 후 안전성 모니터링으로부터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KIDS) 및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신속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한 SOP이다.

  Production of Periodic Safety Reports

PV 활동 중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정기적인 안전성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이에 시판된 약물의 안전성 정보를 규제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PSUR/

PBRER 준비 및 작성 과정을 설명하는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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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 Detection

실마리 정보 감지 활동은 약물의 전 주기, 즉 시판 전 및 시판 후 단계에서 시행된다. 새

로운 실마리 정보를 식별하는 출처는 다양하다. 실마리 정보는 품질, 비임상, 임상, 약

물감시 및 약물역학 자료를 포함한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인 정보를 잠

재적으로 포함한다. 실마리 정보를 위한 특정한 출처에는 약물이상반응의 자발 보고 체

계, 능동적 감시체계, 비임상연구, 임상연구, 과학적 문헌 및 기타 출처 정보가 포함된

다. 실마리 정보 관리 과정은 초기 실마리 정보 감지를 시작으로 유효성 확인 및 결정, 

분석, 우선순위 지정, 실마리 정보 평가를 통한 권고 조치까지이며, 각 단계 및 권고사

항의 추적을 포함한다. 이에 실마리 정보 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물에 대해서 실

마리 정보 감지 과정을 다루고 있는 SOP이다.

  Medical Coding and Dictionary Management

수집된 이상사례/이상반응 및 약물에 대해서는 자료분석을 위한 Medical Coding, 

Medication Coding이 표준 사전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의료 코딩에 대

한 지침 및 의료 사전 버전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는 SOP이다.

  Regulatory Intelligence and Integrity Maintenance of PV Systems and Documents

약물감시 규정이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규제 정보를 유지하고, 절차의 내부 문서

화를 통해 약물감시(PV) 활동의 모니터링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V에서 안

전성 보고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점

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업데이트된 약물감시 규정에 대한 PV 부서원의 규정 준수

를 높이기 위해 최신 규제 정보의 유지 및 무결성 유지 관리에 대한 절차를 다루고 있

는 SOP이다.

  Production of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시판될 또는 시판된 약물에 대해 규제기관에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개발시 안

전성 최신보고서(DSUR)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개발 시 안전성 최신보고서

(DSUR) 보고 기한과 작성 지침 및 준비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S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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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of Risk Management Plan

시판될 또는 시판된 약물에 대한 규제기관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해성 관

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 방법, 위해성 

관리 계획 개정, 위해성 관리 계획 구성 항목,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 준

비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SOP이다.

  Safety Database

LSK Global PS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Safety Database인 ArisG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 및 Update 시 Validation 과정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ArisG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SOP이다.

04
•

PV(Pharmacovigilance) 업무 절차

PV 부서의 업무 범위는 표 3-82와 같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의 각 절에서 설명한다. 

ㅣ표 3-82ㅣLSK Global PS PV 부서의 서비스 제공 범위

  Pharmacovigilance SOP Development

2016년 10월 28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안

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Pharmacovigilance SOP 구비가 필수 

Pharmacovigilance 
SOP Development Case Management

Safety Data Cleaning PBRER / RMP / DSUR 
Writing

Pharmacovigilance 
System Service

Literature Screening 
and Handling서비스 제공 범위

1 4

3 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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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되었다. 이에 Pharmacovigilance SOP 작성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V Director 또는 PV Manager와 PV Specialist들이 의뢰사와의 회의를 거쳐 

의뢰사의 조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과정 등을 파악하여 각 회사에 특화된 PV SOP를 구

성한다. 동일한 PV SOP를 가지고 여러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SOP Deviation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LSK Global PS의 

PV 부서에서는 각 제약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업무지침서(SOP)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V Specialist가 작성한 SOP Draft를 PV Manager가 검토한 후 최종적

으로 PV Director가 검토한다. 그 후 의뢰사를 거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하여 

최종화한다. 

  Pharmacovigilance System Service

국내에서 Pharmacovigilance System 중 특히 Safety Database의 필요성에 대해 인

식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대해 엑셀 파일

이나 기타 각 회사만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harmacovigi-

lance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afety Database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PV 업무는 수집된 Safety Data를 토대로 실마리 정보를 찾고(Signal Detection), 이

로 인해 발견된 Risk를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Safety Data를 수

집하지 못하면 이후 아무런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Safety Data를 수집해서 관리

하기 위한 Pharmacovigilance System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당사에서는 Pharmacovigilance System을 구축하게 되면, CDM 본부의 IT 전문

가인 DBA와 PV Specialist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각 제약사에 적합한 

Pharmacovigilance System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Pharmacovigilance System의 Validation이 수행된다. Go-live 전

에는 PV Specialist들이 UAT(User Acceptance Test) 수행 후 시스템을 Open하여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Pharmacovigilance System을 통해 규제기관에 보고가 

필요한 CIOMS Report/MEDWATCH Report가 생성이 되며, ICH E2B에 맞는 표준 

XML 전자파일로도 Data 추출이 가능하다.

본사에서는 Target Health System을 통한 Safety Database와 ArisGlobal의 ArisG 

System을 통한 Safety Database 구축이 가능하다.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260

  Safety Data Cleaning

Safety Database가 구축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수집된 안전성 정보들이 여러 장소에 

보관되고 있어서 잘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새롭게 Safety Database

가 구축되면 제품의 초창기부터 모인 안전성 정보들을 모두 Safety Database에 입력

해야 한다. 이때 방대한 양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관 또는 입력하면서 발견되는 Data 

Discrepancy를 해결하면서 Data Cleaning 작업을 병행하며 이관 또는 입력 작업을 시

행한다. 이 작업은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정보의 형태에 따라 이관 작업이 필요한 

경우 CDM 본부의 IT 전문가인 DBA와 PV Specialist가 같이 작업을 한다. 작업 기간은 

가지고 있는 안전성 정보의 양에 따라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Case Management

약물의 시판 전 또는 시판 후에 수집되는 안전성 정보가 신속 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규

제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ICH Guideline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중에서 

사망/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보고가 요구된다. 다른 중대하고 예

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발생한 SUSAR

가 7일에서 15일 이내에 각국의 규제기관에 보고될 수 있도록 Report를 배포하고 있

다. 특히 미국 FDA의 경우에는 제출되는 Report에 Analysis Of Similar Events(AOSE)

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본사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AOSE를 작성해서 제출

하고 있다.

당사 PV 부서에서는 시판 전 국내에 발생하여 수집된 SUSAR의 경우 국내 식약처에 신

속보고를 수행하고, 시판 후 국내에서 발생하여 수집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해서

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15일 이내 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제약사 및 각

국에서 요구되는 세부 사항들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 시작 전에 Safety 

Management Plan(SMP)을 작성하여 의뢰사와의 업무 Process에 대한 논의 및 협의

를 거쳐 시작한다. 일반적으로는 본사 PV 업무 전용 이메일 계정과 fax(Back-up용)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보고된 Case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Case Report를 받았다

는 Acknowledgement를 발송기관에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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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를 전달 받으면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가 Seriousness 

Criteria에 해당하는지, 최소한의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Duplication 

Check, Reportability Check를 수행하고 전달받은 SAE Report에 수집된 내용이 최

소한의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확

인이 필요할 때 보고한 임상시험 연구자에게 Query를 발행한다. 이때 임상시험 연구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1일의 근무일 이내에 요청하고 있다. Medical Monitor

의 최종 평가를 완료한 모든 자료는 Safety Database에 입력된다. CIOMS의 Narra-

tion 부분을 PV Specialist가 작성하고 Medical Monitor와 의뢰자가 확인하여 

CIOMS Report를 최종화한다. 최종화된 CIOMS Report는 SMP에서 논의된 수신인

에게 Distribution이 진행되고 SUSAR의 경우 식약처에 신속 보고를 수행한다.

안전성 정보의 주기적인 확인을 위해 SAE Line-listing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주기

로 Safety Database에서 생성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입력된 안전성 정

보와 Clinical Database와의 SAE Reconciliation도 정기적으로 또는 최소한 과제 종

료 전 시행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

Case Management를 시행하는 Process는 아래와 같은 Timeline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ㅣ표 3-83ㅣCase Management에 대한 업무 흐름도

Site queries to be signed
by Principal Investigator or 

authorised delegate

LSK PV generates DCF queries

Site e-mails DCFs to LSK PV

LSK PV e-mails DCFs to site

Site resolves queries
within 1 day

LSK PV queries entered into 
safety database

LSK PV prepares the CIOMS 
and distributes it to the 

Sponsor/CROs

LSK PV checks SAE
report data

NO

within 24 hrs

LSK PV 
DCF queries 

required?

YES

Site completes SAE
report form

Site e-mails SAE report form 
to LSK PV

e-mail : lsk.pv@lskglobal.com

LSK PV e-mails SAE report 
acknowledgment receipt to 

site/Sponsor

LSK PV enters data from the 
SAE report into the safety 

database

LSK PV generates SAE 
reference number

LSK PV and MD edit check
of SAE repor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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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과제를 진행하면서 본사의 PV 부서가 Main PV Center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

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ㅣ표 3-84ㅣ글로벌 과제에서 LSK가 Main PV Center 역할을 수행한 경우 조직도

  Literature Screening and Handling

ICH Guideline(E2D)에서는 품목 허가권자들에게 최소한 2주일에 한 번씩, 유럽 GVP 

Module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허가받은 제품들에 대해서 문헌검색을 시행하여 약물

이상반응 중에서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에 신속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국내 규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러나 해외 회사 같

은 경우 문헌검색이 필요하기도 하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시판 전이더라도 임

상시험 시행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임상시험을 하는 성분에 대해서 문헌검색을 수행하

여 규정에 맞는 신속 보고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PV 부서에서는 요청되는 제품과 요청되는 검색 엔진을 지정받아서 문헌검색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검색되는 문헌이 없더라도 문헌검색을 시행한 근거(검색 기간, 설정 Key Work, 

검색 엔진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이 모든 업무와 관련해 PV Specialist들

이 정기적으로 검색을 시행하고, Report를 작성하며, PV Manager가 최종 확인하여 

Report를 최종화하고 있다.

LSK Global PS
Pharmacovigilance

LSK PV prepares all SAE & 
SUSARs CIOMS Reports

Reports to 
Korean MFDS

Domestic

Europe CRO

CA /EC

Overseas

USA CRO

FDA

Japan CRO

PMDA

Other Regional 
CROs

Each Region 
Specific Regulatory 

Reporting

Investigator 
Reports 
all SAEs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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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ER/RMP/DSUR Writing

PBRER, RMP, DSUR의 보고서는 모두 비임상시험 자료부터 작성 시점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이에 PBRER, RMP, DSUR의 보고서를 작

성하기 위해서는 의뢰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사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연구소, 임상 부서, 영업 부서, 개발 부서 등 다양한 부

서에서 취합해야 한다. 자료 취합에서부터 Data Management 부서에서의 자료 정

리, 통계분석 및 실마리 정보 감지(Signal Detection) 시행 등 본 업무는 Pharma-

covigilance 부서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PBRER, RMP, DSUR의 보고서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 취합 후 약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의뢰사에서 본 보고서를 3회 검토하는 기간을 포

함한다. 다른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와는 달리 본 보고서들은 회사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제품의 Risk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제품의 Risk에 대한 항목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3회의 검토 기간 동안 면밀히 보고서를 논의하며 

완성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PV Specialist가 Data Lock Point 날짜를 기준으로 의뢰자에게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전달받고, 통계 전공자와 긴밀히 작업을 진행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이때 여러 해의 자료가 수집되므로 일반적으로는 PV Specialist가 전달받은 

모든 자료를 가장 최근 버전의 MedDRA 사전으로 재코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

성된 초안은 PV Manager가 검토하며, 필요시 LSK Global PS의 Medical Director

에게 자문을 받거나 문서 검토를 받는다. 이후 의뢰자에게 검토된 보고서 초안을 보내 

의뢰자 내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최종화한다.

  Signal Detection

Pharmacovigilance에서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모인 자료를 가지고 제

품의 실마리 정보를 감지(Signal Detection)하는 것이며, 시행된 Signal Detection의 

결과를 가지고 RMP 및 PBRER이 작성되게 된다.

Signal Detection의 고전적인 방법은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Signal 

Detection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제약회사의 Safety Database로는,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축적된 Data의 양이 적어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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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당사에서는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

석을 종합하여 Signal을 규정하고 있다.

정성적인 분석은 약사, 간호사, 의사로 구성된 Pharmacovigilance 담당자들이 각각

의 Case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실마리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때 MedDRA의 SMQ

와 유럽의 IME(Important Medical Event)를 참고한다.

정량적인 분석은 FDA의 FAERS 자료와 영국의 DAPS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Signal 

Detection이 필요한 약물과 같은 계열의 약물들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고, ROR로 분

석하고 있다. 또한 의뢰사에서 수집한 해당 의약품의 자료를 통합하여 변수를 통일해

서 SAS사의 JMP Clinic 제품에 Import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제품에서는 BCPNN, MGPS, PRR, ROR 등 네가지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Signal을 

제안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LSK Global PS Pharmacovigilance 부서에서는 Signal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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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Quality Assurance

QA 부서는 회사 내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활동과  
GCP 기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점검을 시행하는 부서이다. 
2017년 3월 임상시험 서비스 전반에 걸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CRO로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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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관리

국내 CRO 최초 품질 보증 업무 시작

QA 업무는 LSK Global PS 내에서 15년 이상 유지되고 지속되어 왔다. 국내에 QA에 

대한 인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2003년 국내 CRO 최초로 임상시험 점검 서

비스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였고, 2005년 9월 당사에 Quality Assurance /Research 

부서 신설로 임상시험 점검 등의 품질 보증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회사 규모나 업무가 QA 전담자를 둘 정도는 아니어서 QAA(Quality Assur-

ance Associate)는 CRA 업무를, QAM은 CRM 업무를 겸하였다. 다만 QA 업무 시 독

립성 유지를 위해 업무 보고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하였다. 주요 업무는 임상시험 점검

과 SOP 관리였다.

2006년 10월 Quality Assurance/Research 부서 내 QA팀의 신설로 QA 담당자는 비

로소 QA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이후 생동성시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생

물학적 동등성시험 역시 의약품을 대상자에게 투여하여 실시함에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유통의약품 품질 검증 사업을 추진

하였고 2015년 생동성시험 관리 점검을 당사 QA팀에서 수주하게 되었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1상 임상시험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의약품 임상시험

과 동일하게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식약처에 전달하였다. 당사의 점검 결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과 분

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 관리하도

록 규정을 정비하였다(약사법 [시행 2018. 10. 25.] [2017. 10. 24. 일부 개정]). 

2016년 7월에는 QM 부서가 신설되었다. QM 부서는 QA팀과 QM팀으로 구성되었다. 

QA팀은 기존의 QA 업무를 지속하고, QM팀은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

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새롭게 수립된 조직이다. 2020년 3월 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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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CM&C 부서로 승격됨에 따라 QM 부서에는 QA팀만 존재하게 되어 QA 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당사는 2017년 3월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임상

연구 계획 및 설계/인허가/프로젝트 관리/모니터링/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통계/프

로토콜 및 결과보고서 작성/약물감시/품질 보증 서비스 등 임상시험 서비스 전반에 걸

쳐 ISO 9001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은 당사가 최초이다. 2년 후인 2019년 12월 부패

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 37001은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특히 제약업계에서 부패방지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

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제약업계의 자발적 약속에 동참하고 윤리경영 환경 조성에 발맞추고자 

CRO 최초이자 유일하게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9001 및 ISO 37001 인증 

획득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CRO로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LSK 

Global PS의 신념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02
•

QA(Quality Assurance) 조직도

QA 부서는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QA 부서는 2020년 4월 기준 부서장 포함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2명은 제약회

사 또는 임상시험 경험과 별도로 GCP QA로서 국제적인 역량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RQAP-GCP(Registered Quality Assurance Professional) 자격을 갖추고 있다. QA 

전문인으로서 최소 4년 이상 업무를 한 후에만 해당 자격을 위한 시험을 볼 자격이 주

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주요 업무는 임상시험 점검, SOP 관리, 규제 당국 실사 대응, 의뢰자 점검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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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85ㅣQA 부서 조직도

03
•

QA(Quality Assurance) SOP

QA 부서에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규정 및 업무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SOP No. Title

NA Quality Manual

AD-01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Development and Revision

AD-09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Waiver and Deviation

AD-11 SOP Attachment Development and Revision

AD-12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Distribution

QA-02 Inspection

QA-06 Sub-contractor/Vendor Assessment

QA-08 Quality Assurance Plan

QA-09 Overview of an Internal Audit

QA-11 Conducting an Audit

QA-14 Audit Readiness

ㅣ표 3-86ㅣ QA 부서가 제 /개정하는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서(SOP)

  Quality Manual

조직 문서체계상 가장 상위의 문서이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QA Department Director

Quality Assurance Team

President



269

Intro
History

Appendix

문서이다. 

  각 SOP에 대한 설명

SOP No. Title Purpose

AD-01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Development and 
Revision

LSK Global PS의 표준작업지침서는 사유 지적 
재산이다. 이들은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한다. 
본 SOP의 목적은 SOP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AD-09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Waiver and Deviation

SOP Waiver 및 Deviation의 관리 절차를 기술
하기 위함이다.  

AD-11
SOP Attachment Development 
and Revision

SOP Attachment의 개발, 개정 및 삭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AD-12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Distribution

SOP의 배포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SOP No. Title Purpose

QA-02 Inspection
전 직원이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기관 실태조사 
준비, 참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역할을 알도록 하
기 위함이다.

QA-06
Sub-contractor/Vendor 
Assessment

프로젝트 연구에서의 하청업체/공급업체 평가 
과정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QA-08 Quality Assurance Plan
품질 보증의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품질 보증 
활동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QA-09
Overview of an Internal 
Audit 

연구 관련 활동에 대한 내부 점검, 프로세스에 대
한 개요를 기술하고 직원 간 내부 점검 프로세스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QA-11 Conducting an Audit
연구 관련 활동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점검 서비스 
절차를 기술하고자 함이다. 

QA-14 Audit Readiness

LSK Global PS 전 직원이 의뢰자, CRO, 제3자 
또는 내부 점검자로부터의 임상시험 및 시스템 
점검의 준비, 참여 및 후속 조치 시의  역할을 알
도록 하기 위함이다.

ㅣ표 3-87ㅣ SOP  management 관련 표준작업지침서 목록 

ㅣ표 3-88ㅣ Audit 및 Inspection 관련 표준작업지침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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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Quality Assurance) 업무 절차

QA 부서는 회사가 의뢰자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유지, 개선을 주도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임상시험 점검과 같은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LSK Global PS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회사 초창기부터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QA 조직을 운영해왔다. 2017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보다 나은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위해 노력하고 있다.  

LSK의 품질경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나. 임상시험 점검 업무 절차

임상시험 점검은 임상시험에서 수립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

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점검은 회사 내 점검계획 또는 의뢰

자의 점검 업무 의뢰에 따라 수행된다.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는 먼저 임상시험 점검 수행을 위해 점검 업무를 할 점검자

(Auditor)를 배정한다. 점검할 연구의 종류, 고객 요구 사항, 점검자의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점검자를 배정한다. 2명 이상이 점검을 진행할 경우 Lead Auditor와 Auditors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점검은 점검계획 수립/점검 진행/점검보고서 작성/점검확인

서 발행/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이라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계약에 의해 점검을 

진행할 때는 의뢰자의 업무 수탁 범위에 따라 점검확인서 발행 업무까지로 종료되기도 

대상자 안전 및 
자료의 무결성

리더십 적극 참여 개선고객 중심 프로세스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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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시정 및 예방 활동을 위해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완료 여부 확인 업무 또는 

Follow-Up Audit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점검의 경우 점검확인서 발행은 하지 

않는다. 

ㅣ표 3-89ㅣ임상시험 점검 절차

  점검자 지정

회사는 교육, 경험 및 능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개인을 점검자로 지정한다. 점검자는 점

검대상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점검 동안 획득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점검계획 수립

①  점검자는 점검 수행 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계약에 의한 점검을 진행할 때 점검 계

획 수립 시 의뢰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뢰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점검계획

은 점검일로부터 2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나 업무 상황에 따라 의뢰자와 논의하에 

점검계획 완료 시기를 조정한다. 점검계획이 수립된 후 점검자는 점검대상자 및 의

뢰자/유관 부서에 점검을 알리는 Audit introductory letter를 이메일로 송부한다. 

또한 점검자는 점검을 위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구비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수행을 위해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예 : 임상시험 

Set up Audit Plan
(scope, method etc.)

Audit Notification

Conducting an Audit
• Opening Meeting
•  Document Review and 

Interview etc.
• Collate Audit Observation
• Closing Meeting

Issuing Audit Report

Set-up CAPA plan 
Action taken and Follow-up

Receiving CAPA
Issuing Audit Certificate

Auditee

Audit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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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동의서, 증례기록서,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중대한 이상반응, IRB 제출 및 

승인 기록, 가이드라인, 문서 바인더 목차, DMP, MP, PMP 및 SAP 등).

③  점검자는 점검 유형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준비한다. 점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점검자

• 점검 유형 정보

-  목적, 범위에 따라: 정기 점검, Triggered/For-cause 점검, 모의실사/사전실

사 및 사후 점검

-  점검 대상에 따라: 과제 점검, 시스템 점검, 하청업체/공급업체 점검 

•  점검 방법: 점검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점검 또는 원격 점검(Remote Audit)으

로 진행 

• 점검에 대한 식별번호, 점검보고서 배포 명단 

• 점검의 목적, 점검 범위/방법, 점검 장소 및 일정, 참고문헌

• 점검 의제(Audit Agenda), 점검 절차

④  점검자는 기관당 대상자 수,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건수, 중대한 이상반응 건수, 인지

하고 있는 미준수 이슈, 1차 연구 목적과 관련된 기타 측면, 시험기관의 유효성 결과, 

중도 탈락 대상자 수, 연구자 및 시험기관의 경험 수준, 모니터링/모니터요원 이직률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받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근거문서와 증례기록서를 비교하는 Source Data Verification(SDV) 대상

자는 일반적으로 √n+1명을 선정한다.

  점검에 대한 통보 

점검대상자에게 점검 항목, 점검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한다.

  점검 수행

점검은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편의상 사전 점검과 본 점검이란 용

어로 구분한다. 사전 점검은 본 점검이 시행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본 점검 전에 검

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점검은 점검 장소에 도착하여 계획된 바에 따라 점검을 수행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점검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오프닝 미팅/문서 검토/인터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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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클로징 미팅의 순서로 진행한다. 

① 개시 미팅(Opening Meeting) 

점검자는 자기소개 및 점검의 목적, 범위, 방법을 점검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점검 어

젠다를 점검대상자와 재확인한다.  

②  점검자는 문서를 검토하고, 점검대상자와 인터뷰를 하며, 필요시 시설을 견학한다. 

점검자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발견된 사항을 수집한다. 점검자는 발견 사

항이 GCP, 모든 관련 법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 계획서 및 다른 관련 문서들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③ 종료 미팅(Closing Meeting)

점검자는 종료 미팅에서 점검 시 발견사항 및 점검 이후 일정 (예 : 점검보고서 발행 

시기, 점검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제출 기한)을 점검대상자와 공유하고, 필요시 점

검대상자와 발견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종료미팅에서는 점검 등급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점검자 판단상 Critical Finding인 것이 명확

한 경우에는 점검등급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ritical Finding임을 언급함으

로써 점검대상자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보고

점검자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점검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① 임상시험 정보 및 점검대상자 정보

② 점검 기간, 점검 범위 및 점검 방법

③ 참여 점검자 정보

④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발견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⑤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만약 점검계획과 실제 점검 절차 간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자는 해당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술한다. 점검자는 마지막 점검일로부터 역일 3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

를 완료한다. 점검보고서 승인은 회사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고 라인까지 승인이 되

어야 한다. LSK에서 생성한 점검보고서의 경우 QA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가 점검보고

서를 승인한다. 

점검보고서 완료 후 점검자는 점검계획에 명시된 점검보고서 배포 목록에 포함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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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역일 3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한다. 점검보고서 발행 이후에 점

검확인서를 발행한다. 

  점검 등급

점검 등급은 4등급(Critical, Major, Minor 및 Recommendation)으로 상세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Critical : 대상자의 권리, 안전 또는 복지 및 임상시험, 시험 데이터의 품질 및 완전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되는 발견 사항. 다수의 Major Finding은 각

각 Critical  Finding이 아니라도 시스템적인 Critical Audit Finding으로 판단될 

수 있다. Critical Finding은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완료 시까지 추가 진행의 중지가 

요구된다. 점검대상자는 발견 사항 해결 현황 및 후속조치를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시까지 체크한다.

②  Major : 대상자의 권리, 안전 또는 복지 및 임상시험, 시험 데이터의 품질 및 완전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발견 사항. 다수의 Minor Finding은 각각 

Major가 아니라도 시스템적인 Major Audit Finding으로 판단될 수 있다. Major 

Finding은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나 진행은 가능하다. Major Finding은 점

검대상자 및 의뢰자와 합의된 기한 내 가능한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③  Minor : 행위 또는 절차가 대상자의 권리, 안전 또는 복지 및 임상시험 또는 시험 데

이터의 품질 및 완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품질관리 시스템 및 

GCP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 Minor Finding은 문서/절차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대상자 및 의뢰자와 합의된 기한 내 시정조치가 요

구된다.

④  Recommendation : 이슈 혹은 절차가 허용된 절차/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

으나 시정되면 효율 혹은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점검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점검

보고서 완료 이후 송부한다. 점검대상자가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점검자

는 점검대상자의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검토한다. 점검자가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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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대해 조언 및 가이드를 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점검대상자는 점검보고서 수령 후 역일 30일 이내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을 점검자에게 

송부한다.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에 대한 회신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시정 및 예방조치 follow-up

의뢰자 및 LSK 점검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답변 및 증명문서를 검토하고, 시정 및 예방

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점검보고서의 보관

점검보고서는 대외비 문서로서 Study 파일 안에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점검자는 점검 관

련 문서(예 : 점검계획, 점검보고서 및 점검확인서 등) 원본을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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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부서는 
LSK Global PS 업무 수행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 진단 활동을 하는 부서이다.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위반행위신고제도 
운영을 비롯하여 회사의 전 영역에 걸친 감사 및 경영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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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진단 업무 수행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부서는 LSK Global PS 업무 수

행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 진단 활동을 하

는 부서이다. C&MC 부서의 사명은 리스크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Assurance, Advice, 

Insight를 제공함으로써 조직가치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C&MC 부서는 2016년 6월 QA 부서의 QM팀으로 신설되어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

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 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경영진이 회

사를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내부통제 및 경영성과 평가로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의뢰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임상시험 점검을 수행하는 QA팀 외 거버넌스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별도의 QM팀을 구

성한 것도 역시 국내 CRO 업계에선 처음이다. 

이후 2020년 3월 신설 C&MC 부서로 독립하여 현재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경영시스

템, 내부통제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위반행위신고제도 운영을 비롯하여 회사

의 전 영역에 걸친 감사 및 경영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2
•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비전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식별, 평가, 경감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와 통제시스템,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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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내부감사인 윤리강령

C&MC 부서원은 국제내부감사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의 내부감사

인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준수한다.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 정직하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을 준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부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것을 밝혀야 한다.

•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조직의 목표를 존중하고 공헌해야 한다.

  객관성(Objectivity)

•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참여는 조직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활동이나 관계를 포함한다.

•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  조사하여 알게 된,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검토한 내용의 결과보고를 왜곡시킬 수

도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야 한다.

  보안의식(Confidentiality)

•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든지 법에 반하

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직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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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역량(Competency)

•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 국제 내부감사 직무수행기준에 따라 내부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04
•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조직도

C&MC부서는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Compliance Part와 Management Part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ㅣ표 3-90ㅣC&MC 부서 조직도

05
•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주요 업무 및 역량

C&MC 부서의 주요 업무는 Compliance Part의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

부통제(Governance, Riskmanagment, Compliance)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

램, 위반행위신고제도 운영과 Management Consulting Part의 회사 전 영역의 감사 

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Dept. 
Chief

Compliance Part Management Consulting Part

President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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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 진단 업무이다.

ㅣ표 3-91ㅣC&MC 부서 주요 업무 

C&MC 부서는 2020년 4월 기준 부서장 포함 3인으로 이들은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 ISO 37001(부패

방지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뿐 아니라 17년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C&MC 부서원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 내부감사 기준, 절차, 기법에 대한 숙달

•  경영목적 달성 상태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 평가하기 위한 경영관리원칙에 대한 

이해력

• 회계, 경제학, 상법, 세무, 재무, 통계적 방법, 정보기술 식별력

•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식

•  업무목표, 평가, 결론, 권고 사항 등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변화 대응 능력 및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감사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능력

•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Compliance Part Management Consulting Part

•  Ethics &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 Internal Control System
- Governance
- Risk Management
- Compliance

• Compliance Program

• Self-assessment System

• Whistle-blowing System

• Fraud & Incident Investigation

•  Management Consulting   

•  Periodic Audit
- Financial Audit
- Compliance Audit
- Operational Audit
- Management Audit
- Information technology Audit

•  Theme Audit

•  Audit CAPA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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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사규 및 SOP

C&MC 부서에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규 및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규 및 SOP 주요 목적

Title Purpose

윤리헌장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이하 ‘회사’라 함)는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국민의 
건강, 의료 및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
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신약개발 활성
화를 통해 CRO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회
사로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및 그 실천
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리행동규정
윤리행동규정은 윤리헌장의 시행과 관련 임직원의 의사 결정 및 행동의 원칙을 세
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행위신고
제도지침

회사의 윤리 행동규정 제15조(위반행위신고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에서 규정한 
제보/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고 위반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내부감사 직무
규정

회사의 목표 달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내부감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회사의 가치 부가, 경영개선 및 업무효율 향
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매뉴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의지를 포함
한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방향을 정
하고, 이에 따른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 달성,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방지 운영성
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SOP No. Title Purpose

QA-01
Anti-Fraud/
Misconduct

사기/부정행위 위험에 대해 임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부정행위 예방, 탐지 및 조사 방법 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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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5 Investigation

회사 내에서의 조사 및 사건 해결에 관한 규칙을 일관성 있고 투명
하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LSK Global PS 또는 제3자에
게 재정적 손실이나 명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직원 또는 정책 
및 SOP를 포함하여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
건과 관련된다.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는 방법, 조사자가 가지는 권
한, 조사 수행 시 적용되는 최소 기준 및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을 
명시한다.

ㅣ표 3-92ㅣC&MC 부서가 제/개정하는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서(SOP)

07
•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내부통제란 업무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목표를 효과

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

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 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

하는 개념이다. 내부통제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 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

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

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 및 중간관리자

와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전사적 위험관리 Framework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는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인

력들의 영향을 받고, 전략 수립을 비롯한 기업 전반에 적용된다. 조직에 영향을 미칠 잠

재적 사건을 인식하고, 조직의 위험 선호도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목표를 달성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프로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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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표 3-93ㅣ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Framework

  목표의 달성(Achievement of Objectives)  

•  전략(Strategic): 조직의 미션/비전과 부합하고 지원하는 높은 수준 목표와 관련 

있는 것

•  운영(Operations): 성과와 수익성 목표를 포함해 조직 운영의 유효성 및 효율성

과 관련 있는 것

•  보고(Reporting): 조직 보고의 유효성과 관련 있는 것. 내부와 외부 보고를 포함

하며 재무 또는 비재무적 정보를 요구한다. 

• 준수(Compliance): 조직이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

  전사적 위험관리의 구성 요소(Components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구성 요소 설명

내부환경 
(Internal 

Environment)

경영진은 위험관리 철학을 세우고, 조직의 위험 선호도를 수립한다. 내부환경
은 위험과 통제가 조직의 사람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보여지고 제시되는가에 
대한 바탕을 제공한다. 모든 사업의 핵심은 개인의 성실성과 윤리적 가치, 역
량을 포함한 기여도, 회사 내부환경이다. 내부환경은 조직을 이끄는 엔진이고, 
모든 것들이 내부환경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Monitor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ntrol Activities

Risk Response

Risk Assessment

Event Identification

Objective Setting

Internal Environment

Entity-Ievel
Division

Business Unit
Subsidiary

Strategic
Operations

Reporting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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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Objective 
Setting) 

목표는 경영진이 잠재적으로 그들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확인하
기 전에 존재해야 한다. 전사적 위험관리는 경영진이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세
스에 있을 것을 확실히 하며, 선택된 목표가 조직의 미션/비전을 지원하고 그
에 부합하며 조직의 위험 선호도와도 일직선상에 있을 것을 확실히 한다.  

사건 인식 
(Event 

Identification) 

조직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사건은 확인되어야 한다. 사건 확인에는 전략의 실
행과 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내부와 외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
다. 사건 확인은 위험을 제시하거나, 기회를 제시하거나, 그 둘 모두를 제시하
는 사건 간에 구분을 지어준다. 경영진은 잠재적 사건 간의 상호 관계를 확인
하고 조직에 공통 위험 언어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해 사건들을 카테고리로 묶
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사건을 고려하는 바탕을 만든다.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확인된 위험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된다. 위험들은 영향을 미칠 목표들과 관련된다. 위험은 고유위험과 잔여
위험에 의해서 평가되는데, 평가는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가능한 결과들은 잠재적 사건과 관련이 있고, 경영진은 그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대응 
(Risk 

Response) 

경영진은 전략과 목표의 의미에서, 조직의 위험 선호도와 평가된 위험들을 일
직선상에 놓기 위해서 일련의 행동들을 취한다. 인원은 가능한 위험 회피, 위
험 감수, 위험 감소, 위험 공유 등 위험에 대한 대응책들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통제 활동 
(Control Activities)

경영진이 선택한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과 절차들
이 수립되고 실행된다.

정보와 의사소통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관련 정보는 일정한 형식과 시간 간격에 따라 확인되고 확보되며 전달되어, 각
자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는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그
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더 
넓은 의미에서 수직/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과 책임에 관해 명백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니터링 
(Monitoring) 

전사적 위험관리의 프로세스 전체는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도 되어야 한다. 이 방향이라면, 시스템은 환경에 따라 변화 하면서 활동적으
로 반응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계속적인 경영과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독립
적인 평가 및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ㅣ표 3-94ㅣ전사적 위험관리의 구성 요소(Components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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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C(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부서 Risk Matrix

Risk Matrix
Low Medium High Ciritical

Likelihood
발생빈도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Once a quarter
분기에 한 번

Once a year
1년에 한 번

Once every 
5 years

5년에 한 번

Once every 
10 years

10년에 한 번

(F)Impact 
Assessment 
1 _Financial 

impact(￦, 원)

10,000 30,000 100,000 300,000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3억 원 10억 원

(NF)Impact 
Assessment 2 
_non-financial 

impact

Insignificant
(거의 영향 없음)

Minor
(경미)

Moderate
(보통)

Major
(중요)

Catastrophic
(영향이 매우 큼 / 재난)

Regulatory
규제, 단속

거의 또는 영향이 없음
일상 업무 중 스스로 

위반 사항 발견
감사 또는 조사 시 위반

사항 발견

감독기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 지적 및 제재

조치

영업 정지, 
사업 인가/허가의 취소

Reputation
평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
인 불리한 언론의 주목

동일 건으로 2일 미만
의 불리한 언론의 주목, 

사업 전반 관련 
기관들의 불만

동일 건으로 7일 미만의 
불리한 언론의 주목, 중
기적으로 평판에 손상

장기적으로 특정 혹은 
일정 지역에 국한된 
불리한 언론의 주목, 

평판에 손상

회사에서 인정한 사고/실수로 인해 
국내 전반 언론기관에 불리한 

언론의 주목,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평판에 손상

Customer
고객

고객, 사업전략(영업, 
서비스)에  거의 영향 

없음

고객, 사업전략(영업, 
서비스) 일부에 
최소한의 영향

고객, 사업전략(영업, 
서비스)에 일반적인 

영향

일부 고객, 일부 사업
전략(영업,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

전 고객, 전 사업전략(영업, 서비스) 
등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

Staff
직원

1개 팀 산하 직원에게 
최소한의 영향

2개 이상 팀 산하 직원
에게 영향

1개 부서/본부 산하 
직원 전부에게 영향

주요 전문가(Key man)
나 2개 이상 부서/본부 
산하 직원들 전부에게 

상당한 영향

모든 직원에게 
큰 영향

* Impact assessment는 1번 Fin. 우선임. Non-Fin.일 경우 2번으로 평가(Non-fin.은 Risk level 결과 Fin. 기준과 나뉘어 있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Level에 해당됨).
* 위 Matrix는 권고 사안이며 당시 경영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함. 하지만 각 Risk Level 기준 판단은 C&MC 부서에 있음.

ㅣ표 3-95ㅣ S&MC 부서 Resk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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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C&MC (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내부감사시스템(Internal Audit System)

 가. 3차 방어선 모형

조직 내의 세 가지 분리된 그룹(또는 방어선)을 필요로 한다. 3차 방어선 모형은 조직 

구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한다. LSK에서 1차 방어선은 현업 부서, 2차 방어선은 지원 부서, 3차 방어선은 

C&MC 부서이다. 

ㅣ표 3-96ㅣ3차 방어선 모형(국제내부감사협회 자료)

  1차 방어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촉진 또는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성한다. 관리하는 활동을 수

행하는 현업의 업무 담당자에게 존재하며, 적절한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차 방어선은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한다.

The Three Lines of Defense Model

Governing Body/Board/Audit Committee

Senior Management

RegulatorFinancial Control

Internal Audit

Security

Risk Management

Quality

Inspection

Management
Controls

Internal
Control

Measures

External audit

2nd Line of Defense 3rd Line of Defense1st Line of Defens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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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어선

전문성을 바탕으로 1차 방어선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경영진이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

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차 방어선은 1차 방어선과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경영진의 관리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부 관리기능을 수

행한다. 2차 방어선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및 감

독기능이다.

  3차 방어선

1차 및 2차 방어선의 활동이 경영진과 이사회의 기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

한다. 3차 방어선은 객관성과 조직 내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관리기

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3차 방어선은 이사회의 주요 보고라인이 된다. 따라서 3차

방어선은 관리기능이 아닌 확신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2차 방어선과 구분된다.

나. 감사 업무 절차 

  내부감사 업무

내부감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이다. 위험(Risk) 평가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 또는 경영진 

요구에 따라 진행하며 조직과 모든 구성원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 감사인은 대표이사

의 특명 대행자로서 법령 또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에서 그 신

분을 보장받으며,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LSK Global PS의 감사 범위는 경영계획 및 전략,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및 자금관리, 

재무 및 회계관리, 구매 및 자산관리, 각 부서/팀 업무관리, 협력업체 관리, 기타 경영

진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감사는 기능별로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로 구분한다.

①  재무감사(Financial Audit)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②  준법감사(Compliance Audit)는 관계 법령, 규정 등의 준수를 담보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

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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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는 조직 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④  경영감사(Management Audit)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

근방식/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⑤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는 IT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

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내부감사는 감사계획 수립/감사 수행/감사보고서 작성/사후관리 및 예방 활동이라는 

일련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ㅣ표 3-97ㅣ감사 표준절차 순서도

Risk Based Plan/
연간 감사계획 개별 감사계획 감사 진행 Audit Report 및 

Communication
사후관리 및 예방

활동(CAPA)

1.1 Risk 평가
      항목 결정
     (추가/변경/삭제)

a. 모니터링 항목
   결정 
   (추가/변경/삭제)

1.4 Risk 평가

1.5 감사 대상 
      선정

1.2 Risk 평가
      대상 결정

1.3 Risk 평가
      기준 및    
     Criteria 확립

2.1 감사인 배정 
     및 일정계획

b. 상시 모니터링
    수행

2.3 감사 프로그램
      준비(중점 감사항,
      Checklist 등)

2.2 예비조사 및 
     기초 자료 분석

3.1 현장감사
      수행
      (Field Work)

2.4 데이터 분석

3.2 조서화 작업
      (Working 
      Paper)

4.1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6.1 일정 관리 및
      감사인 
      Utilization

4.4 감사보고서
     작성 완료

4.5 감사 결과 
     보고/통보

4.2 Closing
      Meeting
      (강평)

4.3 귀임보고/
      조치회의
      (필요 시)

5.1 이슈 분석 및
      감사 결과의
      평가

6.2 감사 품질관리

5.2 사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데이터
관리

6. 품질
  관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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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획 수립 

C&MC 부서는 위험기반방법론을 사용하여 감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계획

에 의거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각 감사 개시 전 중요 감

사 범위와 세부 일정을 포함하여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단, 조직의 비즈니스, 위험,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제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회사 사

정으로 감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 통보 

감사인은 감사 대상 부서/팀에 감사 사항, 감사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한다. 단, 특별감사

의 경우와 감사상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감사 실시 

• 감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감사인은 감사 업무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예비조사를 하

여야 한다. 감사 대상 부서/팀은 예비조사를 위한 감사인의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현장감사로 실시한다. 감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수행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

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인은 감사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 시설의 어떤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다.

•  감사인은 감사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감사 사항별로 감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에게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확인서는 관련 감사조서에 첨부한다. 

•  감사인은 감사 도중 다음 각 항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 감사 대상 부

서/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경영진 또

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항 :  감사 대상 부서/팀의 무지, 중대한 과실, 고의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 2항 :  감사 대상 부서/팀의 고의에 의하여 관련 증빙이 폐기되거나 그럴 가능

성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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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 :  감사 대상 부서/팀의 임직원 또는 관련인이 감사와 관련하여 도주하였거

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어 감사에 상

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4항 :  감사 대상 부서/팀의 고의에 의해 감사 업무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원만

치 못하여 감사를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항의 긴급조치 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 부서/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제출

하고 감사인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긴급조치로서 위반 사항 행위자의 즉각적인 

집무정지 명령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해 집무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본

사로 출두 대기하여야 하며 직무정지 명령은 회사로부터 무혐의 결정, 징계 혹은 

다른 인사 조치를 받음으로써 해제된다.

•  감사 중 경고, 시정에 해당되는 사유 발견 시는 그 정도에 따라 감사인이 현장교정

을 할 수 있다.

•  감사 종료는 감사 통보 시 명시된 기간 내에 한다. 단, 감사 진행 사항에 따라 일정이 

단축 또는 연기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종료 시 감사현장에서 그 결과를 감사 

대상 부서/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감사 결과의 강평과 현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강평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  감사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감사 대상 부서/팀 

- 감사 대상 기간과 감사 실시 기간

- 참여 감사인 

- 감사 항목 및 주안점

- 감사 결과(운영 내용, 경위, 문제점, 개선 필요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  감사인은, 일반감사는 감사 종료 후 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특별감사는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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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정 사항,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

사 종료 즉시 구두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발견 및 경영개선 필

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 대상 부서/팀의 장 및 경영진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다음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와 변상

•  감사 대상 부서/팀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역일(Calen-

dar day)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인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감사인에게 승인을 받아 기

일 내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대표이사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

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 및 제반 자료는 대외보안문서로 분류하며 감사인의 승인 없이 타 기

관, 타 부서/팀, 개인 등에게 제시할 수 없다. 단,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 부서/팀에게는 일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Chapter 15

Training 

Training 부서는 2016년 신설된 조직으로 
LSK Education Center 운영 및 관리와 내부 임직원 교육을 주로 담당한다. 
2015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직원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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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임상시험종사자 전문교육센터 설립

CRA 아카데미

Training 부서는 2016년 신설된 조직으로 LSK Education Center 운영 및 관리와 내

부 임직원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LSK 교육 시행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SK는 설립 초기부터 직원 역

량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설립 초기 이영작 대표와 김성제 부사장이 직접 

임상시험 전반에 대해 가르쳤고, 매주 월요일 오전 그룹 스터디로 책을 정독하고 질문, 

발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직원 수가 증가하며 구조화된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 신입사원 교육을 신설하였다. 

당시 국내의 임상시험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이

론 교육 기간을 2주 이상 직접 시행하였다.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과제 진

행에 대한 스킬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했다. 또한 과목별 노트를 작성하여 복습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인력이 과제를 맡을 수 있는지 역량을 확인하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질 높은 신입사원 교육에 외부 임상시험 관련자들도 참석하고 싶어 했

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CRO 업계 특성상 많은 이들이 신입직원 교육 이수 후 Global 

CRO나 제약사로 이직을 해서 LSK는 CRA 아카데미 또는 CRA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

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GCP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임원과 팀장들을 중심으로 직

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교육을 진행하였다. TEST를 진행하여 개인과 팀의 역량

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GCP Training을 의무화하였다. 이 교육 

내용에는 GCP뿐 아니라 제약업계 트렌드, 임상시험 법령의 개정, Audit 및 Inspection 

경향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임직원들이 GCP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제약업계의 현

황, 이슈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필요한 외부 학회, 세미나, 교육을 지원하였고 필요에 따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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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팀장 교육,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을 개설하여 내부인력의 업무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다. 

2015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이 의무화(약사법 34조의 4)되었다. 

이 법령 시행으로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

단에 따라 직원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2016년 7월 Training 부서를 신설하였고, QA

팀의 일부 업무로서 진행했던 교육 업무 및 AD 부서에서 진행해온 법정 필수교육이 

Training 부서로 이관되었다.

02
•

TRA(Training) 조직도

교육 부서의 조직도(2019년 11월 기준)는 아래와 같다. 부서 인원은 총 3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ㅣ표 3-98ㅣTraining 부서 조직도

Training AssociateTraining Manager

LSK Education Center LSK In-house Training

Training Director
Superv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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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TRA(Training) SOP

2019년 11월 30일 기준 회사 내 교육 규정 및 교육 SOP는 다음과 같다. 

SOP No. Title

SOP AD-02 Training of LSK Personnel

사규 교육훈련규정 

사규 임상시험종사자교육 운영 방안

ㅣ표 3-99ㅣTraining 부서 표준작업지침서(SOP)

04
•

TRA(Training) 업무 절차

가. 교육 부서 주요 업무

  임직원 교육 커리큘럼 관리 및 교육 이수 확인 

교육 부서는 전 임직원 교육 커리큘럼을 관리하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 임직원들이 적

정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LSK에서는 각 직무( Job Title)별 의무

교육과 추천교육을 적어 필요한 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Curriculum Map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 직원에게 게시하고 있다. 

모든 직원은 Curriculum Map을 기반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한다. 예를 들면 2019년

에 CRA로 LSK에 입사했다면 그 CRA는 입사 당해 연도에 교육 부서 주최 신입사원 교

육, 부서 진행 신입사원 교육, SOP 교육, 모니터요원으로서의 임상시험종사자교육, 

GCP Training,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 외 

교육은 필요에 따라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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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K 임직원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실시 및 평가

교육 부서는 매년 LSK 임직원 역량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계획을 사전에 세우

고 그에 맞춰 교육을 수행한다. 교육 시행 후에는 교육 평가를 하여 임직원의 의견을 수

렴한다. 다음 교육계획에 의견 반영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더 나은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Training 과정

LSK 입사 후 교육과정 개요 및 2019년 기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ㅣ표 3-100ㅣ신입사원 교육 및 지속교육 과정

•  교육 부서 주최 신입사원 교육 : LSK에 입사한 모든 임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

로 부서 소개를 중심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및 임상시험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다. 5일간 매 분기마다 집합교육으로 진행한다. 

•  부서별 신입사원 교육 : 각 부서에서는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

육을 하며 On The Job Training(OJT)이 포함된다. 

•  SOP 교육 : 모든 직원은 직무에 따라 숙지해야 할 SOPs가 정해져 있다. 입사 후 한 

달 내 숙지가 필요한 SOPs를 모두 읽고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SOP Test를 통과해

야 한다. 

①  지속교육

•  SOP 교육 : SOP 제/개정 시 해당 SOP 업무 관련자들은 SOP 유효일(Effective 

Date) 전에 반드시 SOP를 읽고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SOP Test를 통과해야 한다. 

•   직무교육 : 임직원은 내부교육, LSK Education Center 교육, 외부교육을 통해 직

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LSK Education Center에서 진행되는 직무

신입사원 교육
• 교육 부서 주최 교육
  (오리엔테이션, 임상시험 관련 교육)
• SOP 교육
• 개별 부서 교육

지속교육
• SOP 교육
• 직무교육
• 계층별 교육
• 법정필수교육/조직활성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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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해서는 LSK Education Center 소개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다.  

•  계층별 교육 : 직무에 직접 연관된 지식보다는 각 직급별로 필요한 Soft Skill 함양

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교육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코칭, 문제 해결 방법, 리

더십 등을 주제로 다룬다. 

•  조직활성화 교육 /법정필수교육 : 매년 1월 회사의 비전,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

고 회사 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Annual Training을 개최한다. 법정필수교육

은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교육과 같이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1년에 1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05
•

LSK Education Center 소개

2016년 7월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LSK Global PS 산하 

LSK Education Center가 발족되었고, 2016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

험 등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각 직무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국제표준 수준의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SK Education Center의 강사

진은 임상시험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환경에 대한 풍

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SK 

Education Center에서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대상 교육 이외에도 데이터 관리, 통계

분석, Medical Writing 등 임상시험의 여러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Oncology 

교육, 질환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제약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3,745명이 LSK Education Center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2019년 기

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규자 교육

다년간 진행으로 LSK의 신입사원 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된 신규자 교육은 임상시험 경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298

험이 전혀 없는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이다. 

본 교육은 임상시험 입문자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교육 후 즉

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본 과정에서 다루는 내

용은 임상시험 용어/약어, 임상시험과 신약개발의 이해, 임상시험 진행 과정, IND 및 

NDA 과정의 이해, ICH 가이드라인(E6, E2, E9), 국내 임상시험 관리기준, 임상시험 

계획서 및 동의서 개발, 증례기록서 개발, 자료관리, 통계,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매니

지먼트, 점검 및 실태조사, 연구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의 역할 등

에 대한 기본 교육과 모니터요원으로서의 실무를 익히기 위한 모니터링 제반 업무(기

본문서 관리, 모니터링,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사례연구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심화, 보수교육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심화, 보수교육은 모니터링 경험이 2년 이상인 교육생들이 참여

한다. 최신 약사법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정, 임상시험 모니터링 시 관련 규정 미준수 사

례, 임상시험 문서 작성 지침,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위험 기

반 모니터링 등 실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에게 국내외 규정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규

정에 따른 임상시험 진행을 독려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여 업무 스킬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한다.

  GCP 교육

GCP 과정은 임상시험 경험이 없는 대상자나 1~2년차를 위한 Basic 과정과 실무경험 

3년 이상 대상자를 위한 Advanced 과정으로 운영된다.

Basic 과정은 GCP 개요, 연구자의 책임, 의뢰자의 책임, IRB의 책임, 임상시험 문서관

리, 임상약 관리, 점검과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본 과정을 통하

여 임상시험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 

Advanced 과정은 임상시험 경험 3년 이상자를 위한 과정이다. 국내외 법령과 규정에 

대한 리뷰, 업데이트 외에도 임상시험 산업의 동향, Audit 및 Inspection 경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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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ology 교육

Oncology 교육 또한 Basic과 Advanced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Basic 과정

에서는 항암제 임상시험의 동향과 기본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다. 각 암의 종류별로 과목

을 구분하여 교육생이 담당하는 해당 항암제 임상시험의 기본적인 질환과 약물의 특성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dvanced 과정은 Basic 과정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의 Phase별 특징을 살펴보고, 크게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로 나누어 

각 과제별 임상시험 디자인과 평가 방법, 이상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질환교육

질환 과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질환을 중심으로 과정을 구성하

고, 2019년 과정에는 심혈관 I/II, 대사, 신장질환으로 진행하였다. 

본 과정은 Oncology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 근무하거나 임상시험 경험을 가

진 교수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강사진이 매우 우수하고, 질환 및 치료에 대한 기본지

식을 습득할 수 있다.

  LSK Education Center 주요 연혁 

2019.05 질환교육 신설
2019.04 Oncology 교육 Basic, Advanced 분리 운영
2019.03 LSK Education Center LMS 기능개선 진행

2018.04 보수교육 신설
2018.04 Oncology 교육 신설

2017.02 교육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도입

2016.09.05 LSK Education Center 강사 초빙회 및 위촉
2016.08.18 임상시험종사자(모니터요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CRO 중 외부 종사자도 수강 가능한 두 번째 기관)
2016.07 LSK Edu. Center 설립(기관장: 이영작 대표이사)
2016.06.30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관련 실태조사 받음
2016.06.03 사규 제정: LSK 임상시험종사자교육 운영 방안

2019

2018

2017

2016



Chapter 16

Corporate Communications

CC(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는 
LSK Global PS의 주요 소식과 관련해 대외 언론 홍보 등을 담당한다. 
2016년에 시작된 CC 부서는 자사 관련 뉴스를 미디어에 배포하는 것을 골자로,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CRO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하고
특히 국내 CRO가 제약산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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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언론 홍보 담당의 CC 

CRO의 중요성 관련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CC(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는 LSK Global PS의 주요 소식과 관련해 대

외 언론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2016년에 시작된 CC 부서는 LSK Global PS와 

관련된 뉴스를 미디어에 배포하는 업무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CRO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하고 특히 국내 CRO가 제약산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

요성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오고 있다.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는 스폰서로부터 임상시험의 전체 혹은 일부

를 위임받아 임상연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므로 CRO에서 대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라 하면 대체로 임상시험을 수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스폰서(제약사)에 회사를 소개

하고 홍보하는 BD(Business Development)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CRO에는 제약사와 같이 의료진 혹은 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의 약물 

홍보나 기업 홍보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LSK의 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LSK 뉴스 배포뿐만 아니라 CRO와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타 CRO의 BD 업무와는 그 성격

이 다르다.

초창기에는 CRO에 대한 미디어의 인지도 미미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LSK Global PS CC 부서가 시작될 무렵인 2016년 초까지, 

Public을 타깃으로 하는 주요 일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보건의료 전문지에서조차

도 CRO 관련 기사는 극히 드물었다. 당시까지 미디어의 CRO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간혹 주요 보건의료 전문지의 CRO에 대한 소개(CRO를 비중 있게 다룬 

기사로 “[창간 특집] 신약개발의 숨은 주역, CRO를 아시나요 : 꿈틀대는 CRO 산업” 

(《청년의사》, 2014년 7월 3일자)와 CRO 기업별 인사 관련 기사, 임상공동연구 MOU 

관련 뉴스가 소수 게재되는 수준이었다. 앞서 언급한 2014년 청년의사 창간 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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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에 쓰인 R&D 비용은 약 150조 원에 이

르며 이 중 임상시험 산업 분야에 그 절반 이상인 약 86조 원이 투자됐다. 이 분야를 대

표하는 전 세계 CRO 시장은 약 215억 달러(2010년 기준, 약 21조 원) 규모로 해마다 

10%씩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그 성장전망을 소개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는 CRO가 제약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대형 글로벌 CRO의 경우는 매출 규모

도 조 단위에 이르고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는 CRO가 ‘꿈틀대는 산업’으로 소개되는 데 

불과할 정도로 당시까지 CRO는 제약업계의 지극히 일부로 인식되며 그 인지도가 미

미한 수준이었다. 

2015년 5월, 한국임상CRO협회 발족 관련 기사가 주요 전문지에 소개 되었다. 글로벌 

제약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CRO 업체가 차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있었지

만 막상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글로벌 CRO의 국내 지사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CRO가 점점 설자리를 잃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임상CRO협회는, 국내 CRO의 발전

과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만 관련 분야의 다양한 노하우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축적

되고 토종 CRO의 발전 없이는 제약산업의 세계화도 요원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출범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하반기, LSK Global PS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던 

국내 CRO 기업 중 한 곳이 중국계 CRO로 인수되면서 국내 CRO 위기와 관련된 어두

운 소식이 CRO 기사 대부분을 차지했다(“국내 CRO 산업 무너지나/ 드림씨아이에스, 

중국 기업이 인수…정부 육성책에도 불구 악재만 쌓여”, 《의학신문》, 2015년 6월 12일자).

02
•

CC(Corporate Communications)의 업무 내용

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여”라는 LSK Global PS 기업비전에 일조하기 

위해 2016년 시작된 LSK Global PS CC 부서는 LSK Global PS 관련 소식의 보도자

료 배포뿐만 아니라 국내 CRO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인프라인지를 

알리고 CRO 산업 전반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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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해왔다.

‘풀서비스(Full Service) CRO란?’부터 시작해 CRO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하기 위해 업

무 영역별 각 단계, ‘메디컬 라이팅 & 리서치(Medical Writing & Research), 신

약개발 컨설팅(Product Development), 의약품 인허가 및 규제 관련(Regulatory 

Affairs) 임상시험 셋업(Study Start up), 임상시험 운영(Clinical Operation), 임상

시험 관리(Project Management),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약물감시

(Pharmacovigilance), 통계분석(Biostatistics), 역학연구(Epidemiological Research), 

신뢰성 보증(Quality Assurance)’ 등 임상시험의 분야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LSK의 

각 본부/부서장과의 인터뷰, 대표이사 인터뷰, 기고문, CRO 관련 카드뉴스, 기획기사 

등 다양한 미디어 아울렛을 활용했다.  

나. 국내 CRO 발전과 육성 필요성 보도

2016년 무렵까지 임상시험에 대한 미디어의 일반적인 인식은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연구자, 사이트 그리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 

정도였고 CRO는 이를 대행해주는 기관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CRO가 얼마나 고도

의 전문화된 기관이며 각 고유 영역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리는 과

정도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니터링 업무는 임상시험의 중요한 한 파트이

며 데이터 관리와 통계분석 또한 임상시험의 핵심 영역이라는 것, 인허가 이전에도 여

러 영역이 관여되고 임상시험 과정과 출시 이후에도 약물감시라는 분야를 통해 안전성

이 유지된다는 사실 등 임상시험수탁기관의 각 영역별 업무 소개가 바로 임상시험이 무

엇인지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를 통해 LSK Global PS 기업 브랜

딩 견인뿐만 아니라 CRO 관련 미디어의 인지도를 끌어올려 이후 다양한 CRO 산업 후

속기사와 국내 CRO 발전과 육성 필요성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다. 주요 언론 보도(인사 관련 기사, 기업문화 관련 기사, 단순 언급 관련 기사 제외)

  2016년 

Date Type Title

03~29 보도자료 LSK Global PS, 미국 LSK BioPharma와 전략적 제휴(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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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기획기사 [K바이오 인프라를 키우자] 수입장비 없으면 ‘올스톱’ 바이오제약(한국경제)

08~29 보도자료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식약처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매일경제)

11~02 보도자료 한국임상CRO협회 2대 회장에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중앙일보)

11~07 기획기사 신약개발의 핵심...임상시험 시장은 외국계가 장악(이데일리)

11~23 인터뷰 데이터 관리와 통계분석, 임상시험 핵심이죠(《청년의사》)

  2017년

Date Type Title

02~28 기획기사 “피험자 데이터 분석해 신약개발 뒷받침…생명 살린다는 자부심 있죠”(한국경제)

03~23 보도자료 LSK, 임상시험 서비스 전 분야 ‘ISO 9001’ 인증(중앙일보)

04~04 인터뷰 [인터뷰]이정민 LSK 이사 “유럽은 의약품 부작용 늑장보고 시 페널티만 수
백억 원”(뉴시스)

04~04 기획 임상시험 대행 LSK는 어떤 회사(뉴시스)

04~18 인터뷰 아파티닙 조력자, 토종 CRO 비상 꿈꾸다(데일리팜)

05~10 기획 [비즈 톡톡] 해외에서 인정받는 토종 CRO, 국내 제약사들은 왜 외면하나 
(조선비즈)

05~23 보도자료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 임상시험 분야 공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경헬스)

06~27 보도자료 LSK Global PS 길시연 박사, 2017 국제 다중비교학회 총회서 통계 분야 
최신 지견 발표

08~03 오피니언 글로벌 임상 CRO 투자·M&A 활발, 국내 상황은?(바이오스펙테이터)

08~14 인터뷰 천연물의약품 개발 산증인…“국산신약 글로벌 임상 이끌 터”(뉴스토마토)

08~23 기획 외국계에 밀리던 ‘토종 CRO’, 전열 재정비(디지털타임즈)

09~28 기획 [Daily Trial] 국내 임상시험수탁산업, 외자사가 잠식하나(이코노믹 리뷰)

10~31 기획(인터뷰) [비즈 인터뷰] 국내 1위 임상시험수탁기관 LSK 통계팀, “5년 안에 다국가 
임상 비중 30%까지 늘릴 것”(조선비즈)

11~01 기획(인터뷰) 대한민국 임상시험, 우리가 책임진다(올브레인)

11~14 네이버 포스트 대한민국 임상시험, 우리가 책임진다

11~22 보도자료 LSK Global PS, 유럽의약품안전관리 수준의 약물감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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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보도자료 LSK Global PS,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 최초 가족친화기업 인증받아

12~26 기획(인터뷰) LSK Global PS, 글로벌 임상시험 메카로 도약…믿고 맡기는 신약개발 파
트너(브릿지경제)

  2018년 

Date Type Title

02~15 영자지 기획 LSK Global PS eyes global clinical research market(Korea Bio-
medical Review)

02~16 영자지 기획
“Clinical trials in Korea? Ask LSK Global PS”(Korea Biomedical 
Review)

02~20 기획 LSK 글로벌 PS “바이오벤처에 투자, 파이프라인 공동개발”(바이오스펙테이터)

03~14 기획(인터뷰) “바이오벤처 투자가 대세” 중소 제약사·CRO도 가세(바이오스펙테이터)

04~03 보도자료
LSK Global PS 임상연구수탁 건수 1,000건 이상 돌파, 국내 선도 CRO
로 입지 재확인

04~08 기획 [미래기업포커스] LSK 글로벌 PS, 바이오벤처 신약개발 지원 확대(전자신문)

04~23 보도자료 LSK Global PS 교육센터 교육수준, 운영, 환경 모두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

06~28 보도자료 LSK Global PS, DIA 2018에서 한국 대표 CRO로서 입지 다져

07~11 기획  신약 ‘임상시험’도 주권 필요하다(아주경제)

08~06 보도자료 LSK Global PS 교육센터 항암 교육과정 개설

08~30 기획 ‘벼랑 끝’ 의약품 임상업계…데이터·인재 유출 ‘심각’(이데일리)

10~22 보도자료 LSK Global, DM/STAT 심포지엄 개최

11~05 기획 외자사에 밀리는 ‘토종CRO’ 위기…역량 약화 악순환(데일리팜)

11~08 보도자료
임상시험 시장, 데이터 관리와 통계분석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야 통한다 
LSK Global PS, ‘DM/STAT 심포지엄’ 성황리에 마쳐

라. 이영작 대표 인터뷰 

  국내 CRO 육성 필요성에 대해 피력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겠다”는 LSK Global PS의 기업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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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초대 및 2대 한국임상CRO협회장을 역임한 이영작 대표는 초지일관 임상시

험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토종 CRO를 제약 바이오산업의 동반자로서 제약강국의 반열

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국내 CRO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18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국내 CRO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는 등 여러 경로

로 국내 CRO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아래 그 내용을 한 토막 소개한다.

이와 함께 LSK Global PS CC 부서는 임상시험과 CRO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MEDIA EDUCATION이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주요 통신사, 일간지, 보건의료 전문지 27개 매체, 29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 1회 Media Education을 진행했다. 제1회 미디어 에듀케이션은 ‘임상시

험의 개요 및 임상시험 동향’이라는 주제로 LSK Global PS 김성제 부사장의 강의와 

Q&A로 진행됐다. 

제1회 Media Education(2018. 04)

“나의 목표는 간단하다. 처음 설립 당시부터 생각했던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를 하고 싶

다.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CRO가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고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다. 기회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내사의 해외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제약사들

도 보다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국내 CRO도 이미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글로벌 수준

의 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2016년 8월 한국경제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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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에는 ‘약물감시’를 주제로 LSK Global PS 약물감시 부서장인 이정민 상

무가 ‘제2회 LSK Media Education : 약물감시의 역사와 트렌드, 우리나라의 약물감

시’ 등에 대해 에듀케이션을 진행했다.

제2회 Media Education(2019. 10)

앞으로 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는 LSK Global PS에 대한 소개 및 신약개

발에 있어서의 CRO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펼쳐나갈 것이며, LSK Global PS의 새로운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업계의 소식

을 언론에 전달하며 LSK Global PS를 포함한 CRO 업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Appendix

한국 Leading CRO의 
임상시험 실무이해



신약개발의 주역 LSK Global PS는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인류애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제약강국을 향해
더 큰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ne stop full service CRO, 
      LSK Global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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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석사/박사
• University of Maryland 통계학 조교수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
• 미국 국립신경질환 및 뇌일혈 연구소 통계학 담당
• 미국 국립모자건강연구소 통계학 실장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한양대학교 수학과 졸업
• University of Iowa 통계학 석사 
• Texas A&M University 통계학 박사 
• Senior Biostatistician, PPD, Austin, 
  Texas, U.S.A.
• 삼성생명 선임연구원
• 평택대학교 통계학부 겸임교수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박사
• 조선무약 생산본부장 겸 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 대화제약 중앙연구소장
• (재)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약산업센터 CEO
• ㈜휴온스 중앙연구본부 본부장
• 영진약품공업(주) R&D 본부장
• KT&G 자회사 KGC 예본 부사장

신 대 희
Vice President

김 성 제
Executive Vice 
President

이 영 작 
CEO & President

  2020

임원 유석희 고문
임원 김삼용 고문
경영기획 부서/Training 부서 조성호 상무
BS 부서 오규호 상무
SC 부서 성용경 상무
MA 부서 나현희 상무대우
CM 부서 김경애 상무
PM 부서 황세희 부장
MW&RES 부서 나현희 상무대우
CTM 본부 조정아 상무
CDM 본부/PV 부서 이정민 상무
STAT 부서/ER 부서 박병관 상무
QA 부서 차수진 이사
C&MC 부서 유효정 부장
CC 부서 이재연 이사
재무 부서 송화선 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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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Senior
Medical Advisor

BNS Vice President
(CBO, CSO)

Executive Vice President
(COO, CFO)

Oncology Director
& Medical Monitor

Executive
Advisor

MA
Dept.

QA Dept. C&MC Dept.

QA

CSO

C&MC

Training Dept.

Training

CC Dept.

CC

President

PM Dept.

PMProject
Director PS

CTM HQs

CO

CO
Dept.

SSU QC

BD

BD
Dept.

PD RA

SC
Dept.

BP BS

BS
Dept.

CM

CM
Dept.

MW &
RES

MW &
RES
Dept.

CDM
Dept.

CDM DSM DQM DMS IT

CDM HQs

PV

PV
Dept.

STAT

STAT
Dept.

ER

ER
Dept.

FA

FA
Dept.

PL AD AC

M&P
Dept.

• Dotted Line(---) : Administrative Line • BNS : Business & Science • SC : Strategy Consulting  

• PD : Product Development • MW&RES : Medical Writing & Research • ER : Epidemiological Research  

• QC : Quality Control • CTM HQs : Clinical Trial Management Headquarters • SSU : Study Start Up 

• CC : Corporate Communications • CDM HQs : Clinical Data Management Headquarters • CDM : Clinical Data Management

• DSM : Data Science Management   • DQM : Data Quality Management   • DMS : Data Management Support  

• M&P : Management & Planning  • FA : Financial Affairs   • PS : Project Support  

• MA : Medical Affairs • BS Dept : Business Strategy Dept   • BP : Business Planning  

• BS : Business Sales • QA : Quality Assurance  

• C&MC : Compliance & Management Consulting  

• CSO : Customerized Strateg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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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 CRO with Global Ambition

Reliable
CRO

Technically 
Advanced CRO

CRO Going Global
with Competitive
Service Delivery

Ethical & 
Transparent CRO

Quality Oriented
Full Service CRO

글로벌 수준의
임상 서비스 제공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

A Leading CRO in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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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임상 측면 Milestone

2001 •  국내 제약사 및 CRO 최초 ICH-GCP, US FDA CFR Part11 규정에 맞는 CDM System 
(DMSys®) 도입

2002 •  국내 CRO 최초 국내 제약사 글로벌(Europe) 임상시험 Rescue 업무 수행(CRO Selection, 
Audit) - 골다공증 2상(Global : Germany, Hungary, Bulgaria, Poland) 

2003 •  국내 CRO 최초 국내 제약사 희귀질환 해외 임상 모니터링 포함한 Full Scope 업무 수주 - 혈
우병 4상(Global : Indonesia)

 •  국내 제약사 최초 자체 개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1/3상 임상시험 Full Scope 업무 수주
2004 •  식약청(당시) 백신 국가표준품 통계분석 기관 선정 -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2005 •  다국가 말라리아 2상(Global : Thailand, Senegal, Cambodia, Indonesia, Uganda, 

Gambia) DM/STAT업무 수주 - WHO와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및 국내 
제약사 공동개발 

2007 •  국내 제약사 다국가(러시아, 한국) 췌장암 1/2상 DM 업무 수주 - US FDA NDA 제출용
2008 •  국내 제약사 최초 당뇨병 치료 신약 2상, 3상 업무(CO/DM) 수주
2009 •  국내 최초 US FDA CFR Part 11 규정에 맞는 인터넷 기반 EDC 도입 - Target Health e-Studio
2010 •  국내 최초 다국적 제약사 FIH(First-in-Human) 글로벌 항암제 임상 1상(Main Global CRO 

: Korea, Australia) Full Scope 업무 수주 
 •   다국적 제약사 위암 연구자 주도(IIT) 2상(Main Global CRO : Korea, Taiwan, China) 업무 수주 
 •  국내 제약사 최초 고혈압 신약 2b상, 3상 Full Scope 업무 수주 - 국내 1호 CTD 규정 적용 의

약품 1호 승인(LSK에서 CTD 업무 진행)
2011 •  Asia CRO Alliance(ACA) 구축(6개국 Local CRO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2013 •  국내 벤처사 만성신부전 환자 빈혈 치료제(EPO) 바이오시밀러 3상(Main Global CRO : 

Korea, Malaysia) Full Scope 업무 수주 - 말레이시아 허가 승인 및 판매 
 •  국내 신약 대상 최초 대규모 당뇨 관찰연구(Outcome Study) Full Scope 업무 수주 
 •  국내 최초 자체 개발 폐렴백신(성인) 3상 Full Scope 업무 수주
2014 •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PD-1 표적 면역항암제(비소세포폐암) 국내 허가용 1상과 2상 Full 

Scope 업무 수주 
2015 •  세계 최초 췌장암 대상 항암백신 3상 Full Scope 업무 수주
2016 •  식약처(MFDS) 임상시험종사자교육기관 지정
 •  국내 CRO 최초 글로벌 검증된 메디데이터 CTMS 솔루션 도입 
 •  국내 CRO 최초 유럽 Eudravigilance System에 안전성 보고할 수 있는 자격 획득(PV)
 •  국내 CRO 최초 글로벌 다국가 항암제(위암)(Main Global CRO : 12개국, 95 Sites) 3상 Full 

Scope 업무 수주 - 임상 완료(2019)(US FDA NDA 예정)
2017 •  국내 CRO 최초 임상시험 서비스 전 분야 ISO 9001 : 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이영작 대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임상시험 분야 공로 인정
 •  국내 제약사 개발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1상, 2상, 3상 Full Scope 업무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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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CRO 최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18 •  이영작 대표, 한국인 최초로 DIA USA 2018 글로벌 연례회의 토론세션 패널 참여 - 한국임상

시험 현황과 임상시험 환자에 대한 개선안 토론
 •  BNS 사업부 신대희 부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 바이오 산업 분야 공로 인정
 •  일본 제약사 희귀질환(헌터증후군) 글로벌 2상(Global : Japan, Brazil) DM/STAT/CSR/PV 

업무 수주
2019 •  국내 CRO 최초로 약물감시(PV, Pharmacovigilance) 유럽(EU) 지사 설립 - 폴란드 바르샤바
 •  국내 임상 CRO 최초로 SCDM(Society for Clinical Data Management)의 CCDM(Certified 

Clinical Data Manager) 인더스트리 파트너로 인증 - 총 2,200개 이상 회원사 중 17개 회
원사 인증

 •  국내 CRO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및 품질경영
(ISO 9001)시스템 인증 획득 

Operation, 사업 모델 관점

2009 • Target Health EDC System 도입
2010 • CDISC STDM/ADaM 서비스 개시
 • 미국 FDA 규정에 맞는 인터넷 기반 Electronic Data Capture Service 시작/Target e*Studio®
 • Medidata Rave System 도입
2015 • Oracle Health Sciences InForm 도입
2016 • LSK SMO 자회사 설립(2016.04) 
 • 식약처 임상시험종사자교육기관 지정(2016.08)
 • ArisG PV Safety System 도입
2017 • LSK Education Center 홈페이지 오픈(LSK Education Center 교육 관리를 위함)  
2019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오픈(내부 임직원의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위함) 
 • LSK NRDO 자회사 설립
 •  Target Health System 기반으로 한, CTM 본부의 CTMS(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오픈

글로벌 역량 강화 관점

2004 12 •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와 협약 체결
2005 01 • MDS Pharma Services와 파트너십 체결
 09 • PRA(Pharmaceutical Research Associates, Inc)와 파트너십 체결
2006 01 •  Target Health Inc.와 Clinical Research & Regulatory Consulting 파트너십 협약 체결
 06 • DIA 2006 42n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8~22일, 필라델피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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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6 • DIA 2007 43r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7~21일, 애틀란타, 미국)
 12 • Covance, Inc.와 파트너십 체결(RA Part)
2008 11 • MPI(Japan), LSK(Korea) & PRA(Taiwan) Asian Collaboration 협약 체결
2011 06 • Medidata Solutions Partner 협약 체결
 08 • MakroCare와 협약 체결(Alliance Agreement)
 09 •  Asia CRO Alliance(ACA) 구축(6개국 Local CRO :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2012 06 • DIA 2012 48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4~27일, 필라델피아, 미국)
 08 • George Clinical pty Ltd.와 파트너십 체결
 11 • 9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2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9~21일, 도쿄, 일본)
2013 06 • DIA 2013 49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3~27일, 보스턴, 미국)
 11 • 10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3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6~8일, 도쿄, 일본)
2014 05 •  8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참석 및 

부스 설치(5월 22~24일, 도쿄, 일본)
 06 • DIA 2014 50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5~19일, 샌디에이고, 미국)
 11 • 11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4 참석 및 부스 설치 (11월 16~18일, 도쿄, 일본)
2015 04 •  9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참석 및 

부스 설치(4월 20~21일, 도쿄, 일본)
 05 • KoNECT-Kitasato University 공동 국제협력 심포지엄 참석(5월 15일, 오사카, 일본)
 06 • DIA 2015 51st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4~18일, 워싱턴, 미국)
 11 • 12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5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5~17일, 도쿄, 일본)
2016 03 • LSK BioPharma와 전략적 제휴 체결
 04 •  10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참석 및 

부스 설치(4월 13~14일, 도쿄, 일본)
 06 • DIA 2016 52n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6~30일, 필라델피아, 미국)
 11 • 13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6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3~15일, 도쿄, 일본)
2017 04 •  11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참석 및 

부스 설치(4월 16~19일, 도쿄, 일본)
 06 • DIA 2017 53rd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18~22일, 시카고, 미국)
 11 • 14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7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2~14일, 도쿄, 일본)
2018 06 •  2018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4~7일, 보스턴, 미국)
  • DIA 2018 54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4~28일, 보스턴, 미국) :
       이영작 대표, 한국인 최초로 DIA 2018 글로벌 연례회의 토론세션 패널 참여, 한국임상시

험 현황과 임상시험 환자에 대한 개선안 토론
 11 • 15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8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1~13일, 도쿄, 일본)
2019 05 •  LSK Global PS, 국내 CRO 최초로 ‘약물감시(PV, Pharmacovigilance) 유럽(EU) 지사’ 

폴란드 바르샤바에 설립
 06 •  2019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3~6일, 필라델

피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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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재 관점

2004 06 • STAT/DM팀 팀 분리 및 STAT팀, DM팀 업무 분리, 전담화
2005 05 • QA Manager 첫 보직 발령 
 11 • 구조화된 신입사원 교육 신설
2006 10 • QA팀 별도 신설 
2007 07 • QA팀에서 QA 부서로 승격 
2010 12 • ER 부서 신설 - 역학연구/관찰연구 전담 부서(임상시험과 차별화/전문화)
2016 07 •  QA 부서에서 QM 부서로 명칭 변경(개별 임상시험 서비스의 품질 보증뿐 아니라 고객만

족 및 지속경영을 위한 품질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  Training 부서 신설(회사 내 직원 역량뿐 아니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이바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2017 09 • QM auditor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취득
 11 •  Statistical programming팀 신설 - 국내 업계 최초로 Statistician과 
                          Statistical Programmer를 분리 운영하여 통계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시도함
 12 • QM auditor CISA(Certified Informaion Systems Auditor) 취득
2018 10 • QA auditors RQAP-GCP certificate 취득 
  • STAT Research Part 신설 - 임상시험 설계 및 통계방법론 연구 전담 부서
  • 고객만족도 조사 - 사내 부서 중 1위(ER 과제에 있어서 내부 및 타사 대비 최고의 품질 제공)
2019  • 국내 CRO 중 통계학 박사 최대 보유 - 6명
  •  Staff retention을 높이고 Clin Ops.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CO 부서 및 CRM 

부서로 조직 개편
 10 • 현재 RQAP-GCP certificate 보유자 3명, CIA 보유자 2명, CISA 보유자 1명
 11 • CRA qualification 강화를 위한 KoNECT QCRA 응시
  • Project management 강화를 위해 CRM 및 PM의 PM Training 실시

Global Quality Assurrance, Ethic 관점

2008  • MedDRA Dictionary 도입
2012  • WHO Drug Dictionary 도입
2014  • Certified MedDRA Coder 인증 시작(2019 Coder 전원 자격증 획득)
2015 11 • Qualiy Manual 제정
2016 12 • 유럽 Eudravigilance system에 안전성 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 획득(PV)
  •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규정 신설

  • DIA 2019 55th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6월 23~27일, 샌디에이고, 미국)
  •  국내 토종 CRO 최초로 SCDM(Society for Clinical Data Management)의 CCDM 

(Certified Clinical Data Manager) 인더스트리 파트너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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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신고제도 지침 신설
  •  Quality Committee 첫 개최(1년 동안 발생된 회사 내 절차 위반, audit/inspection 

finding 이슈 분석 결과를 senior management와 공유하고 논의하는 위원회)
2017 03 •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 2015 임상시험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  Clinical research planning and design, Monitoring,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Statistics, Protocol and CSR writing, Pharmacovigilance, and Quality 
Assurance Services 

      2.   Development &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 for 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s
2019 06 •  SCDM(Society for Clinical Data Management)의 CCDM(Certified Clinical Data 

Manager) 인더스트리 파트너로 인증
               09     •  2010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07건의 sponsor audit을 받았으며, 38건의 Regulatory 

Inspection을 받음 
       Regulatory Inspection의 경우 주로 MFDS inspection이었고, 2017년 NPRA 

(Malaysia Regulatory body)로부터 inspection을 받은 경험 있음. Regulatory 
Inspection 시 행정 처분 사항 없었음

 12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SK 교육센터

2016 06 • 사규 제정 : LSK 임상시험종사자교육 운영 방안
  •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관련 실태조사 받음
 07 • LSK Edu. Center 설립(기관장 : 이영작 대표이사) 
 08 • 임상시험종사자(모니터요원) 교육실시기관 지정됨
    CRO 중 외부 종사자도 수강 가능한 두 번째 기관
 09 • LSK Education Center 강사 초빙회 및 위촉
2017 02 • LSK Edu. Center 홈페이지 개설 
 04 • 보수 과정 신설
2018 04 • Oncology 과정 신설
2019 05 • 질환 과정 신설

  LSK 교육센터 수강생 현황

2016

348(71%)

810(75%)
704(58%)

507(60%)

143(29%)
266(25%)

520(42%)
340(40%)

2017 2018

■ 내부 수강생   ■ 외부 수강생, 단위 : 명

20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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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주요 연혁

2000 03 • Westat Korea 창립(미국 Westat Inc. 한국 지사)
2001 01 • Westat Inc.와 분리 후 ㈜스탯코리아 재창립
 08 • Lifecord CRO Business 시작 
 11 • DMSys 구매, Validation 시작
  • 국내 제약사/CRO 최초 US FDA CFR part 11 규정에 맞는 CDMS 도입
 12 • Lifecord : Stat-Korea 지분 인수(60%), 업무 합병, 사명 변경 ㈜라이프코드스탯코리아
2002 12 • KT 기업 진단 및 홍보전략 컨설팅(2002.12.~2004.06.)
2003 09 • 사무실 이전 : 신명빌딩(역삼동) → 파라다이스벤처타워(역삼동)
 12 • DMSys를 이용한 CDM 업무 서비스 시작
  • 국내 제약사 발기부전제 2상에 DMSys를 이용하여 CDM 서비스 제공
2004 06 • STAT/DM팀 및 업무 분리
2005 01 • MDS Pharma Services(CANADA)와 파트너십 체결
  • 2005. 1. ICH-GCP, FDA 규정에 맞는 CDM System 서비스 시작 / DMSys®
 07 •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대표이사 감사장 수상
 09 • Pharmaceutical Research Associates, Inc.(USA)와 파트너십 체결 
2006 01 • Target Health Inc.와 Clinical Research & Regulatory Consulting 파트너십 협약 체결
  • 이지웰페어㈜와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시행 업무 제휴 
 05 • ACTN(Asia Clinical Trials Network) 오픈 
 06 • DIA(Drug Information Association) 2006 참석 및 부스 설치
2007 06 • DIA(Drug Information Association) 2007 참석 및 부스 설치
 08 • 사명 변경 :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11 • 사무실 이전 : 파라다이스벤처타워 → 평환빌딩(서초동) 
 12 • LSK 유상증자 : Lifecord 증자 미참여 
2008 01 • BD 부서 신설
2009 07 • CM(Contract Management)팀 신설
 08 • Target Health EDC System 도입
 11 • 단국대학교 임상시험센터와 협약 체결 
2010 04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협약 체결 
 07 • LSK CDM 연구개발실 인증 
 08 •  미국 FDA 규정에 맞는 인터넷 기반 Electronic Data Capture Service 시작/Target 

e*Studio®
 10 • Data Management & e*CRF in Korea 2010 세미나 개최
 12 • Medidata Rave System 도입
2011 01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임상시험 협약 체결
 06 • Medidata Solutions Channel Partner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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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KASBP(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2011년 봄 심
포지엄/Biofair 후원

 08 • MakroCare와 협약 체결(Alliance Agreement) 
 09 •  Asia CRO Alliance 구축(일본,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등 6개국 CRO Alliance 협약)
2012 02 • Multinational Clinical Research Trials & CDM 개최(2월 21일, 서울, 한국) 
 05 • Global Clinical Trials Outsourcing Summit 참석 
          (5월 14~16일, 서울, 한국) 
  • KT&G : LSK Global PS 투자
  • Outcome Research Seminar 개최(5월 16일, 서울, 한국) 
  • LSK Global PS 사무실 이전(서초 → 명동) (5월 26~28일)
 06 • The 48th Annual Meeting(ACA : Asia CRO Alliance), DIA 2012 참석 및 부스 설치 
          (6월 24~27일, 필라델피아, 미국)
 07 • 2012 CDISC Japan Interchange - ADaM Training and conference
          (7월 11~13일, 도쿄, 일본)
 09 •  LSK Global PS 대표이사 ‘의약품 신흥시장 진출 수출협의체 전문위원’ 위촉
     (9월 14일, 서울, 한국)
  • The 2nd Asia Clinical Trials Outsourcing Congress 참석(9월 16~18일, 런던, 영국) 
  • The 2nd Asia Clinical Trials Outsourcing Congress 참석(9월 17~19일, 서울, 한국) 
 10 • PV 업무 시작
 11 • 9th DIA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19~21일, 도쿄, 일본)
2013 03 • ACA(Asia CRO Alliance) Board Meeting 개최
    (3월 18~19일, LSK Global PS, 서울, 한국) 
 04 • LSK Global PS 대표이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고문’ 위촉(4월 1일, 서울, 한국)
  • Risk Based Monitoring & Safety Management Seminar(4월 24일, 서울, 한국)
  • PD 업무 시작
 05 • Global Clinical Trials Outsourcing Summit 참석 
    (5월 20~21일, 서울, 한국) 
 06 • 글로벌 제약사 신약연구기구 공동 프로젝트사 선정 
  • The 49th Annual Meeting, DIA 2013(6월 23~27일, 보스턴, 미국) 
 11 • 10th DIA Annual Meeting 참석 및 부스 설치(11월 6~8일, 도쿄, 일본)
2014 01 • 카엘젬백스와 임상시험 협약 체결
 04 • Global Clinical Trial Outsourcing Summit(4월 23~24일, 서울, 대한민국)
 05 • 8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5월 22~24일, 도쿄, 일본)
 06 • The 50th Annual Meeting, DIA 2014(6월 15~19일, 샌디에이고, 미국)
 09 •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9월 26~30일, 충청북도 오송, 대한민국)
 11 • 11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4(11월 15~18일, 도쿄, 일본)
2015 02 • 보타바이오와 임상시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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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15 Austria-Japan Joint Statistics Workshop(3월 20~27일, 오사카, 일본)
 04 • 9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4월 20~21일, 도쿄, 일본)
  • 제5회 국제의약품전 KOREA PHARM 2015(4월 21~24일, 경기도, 대한민국)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협약 체결
 06 • 2015 CDISC Japan Interchange - Education Courses and Conference
    (6월 22~26일, 도쿄, 일본)
  • The 51th Annual Meeting, DIA 2015(6월 14~18일, 워싱턴 D.C, 미국)
 08 • 2015 Joint Statistical Meetings(8월 8~13일, 시애틀, 미국)
 09 • 2015 ASA Biopharmaceutical Section Statistics Workshop
    (9월 16~18일, 워싱턴 D.C., 미국)
 10 • 오라클 헬스 사이언스 인폼(Oracle Health Sciences InForm) 도입
 11 • 12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5(11월 15~17일, 도쿄, 일본)
2016 03 • BIO KOREA 2016(3월 30일~4월 1일, 서울, 대한민국)
  • 아파티닙(Apatinib)글로벌 임상 위해 LSK BioPharma와 전략적 제휴
  • 건양대학교 인재예약 협약서
 04 • 10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4월 13~14일, 도쿄, 일본)
  • ㈜엘에스케이에스엠오(LSK SMO) 별도 법인 설립
 06 • 국내 CRO 최초 Medidata CTMS 도입 
  • DIA Annual Meeting DM/PV Booth 참가 시작
  • 52nd Annual Meeting, DIA USA 2016(6월 26~30일, 필라델피아, 미국)
 08 • LSK Global PS,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 LSK 교육센터 설립으로 임상시험 전문성 강화
 09 • ArisG PV Safety System 도입
 10 • 국내 CRO 최초 유럽 Eudravigilance system에 안전성 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 획득(PV)
 11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감사패 수상
  • 13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6(11월 13~15일, 도쿄, 일본)
2017 03 •  국내 CRO 업체 최초 임상시험 서비스 전 분야 ‘ISO 9001 : 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 획득(Certificate No.Q183317)
 04 • 11th DIA Annual Conference in Japan for Asian New Drug Development
    (4월 16~19일, 도쿄, 일본)
 05 • 이영작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임상시험 분야 공로 인정
 06 • BNS 사업부 설립 및 부사장 신설
  • 53rd Annual Meeting, DIA USA 2017(6월 19~21일, 시카고, 미국)
 09 •  의약품 시장 서비스 확대를 위한 LSK Global PS – DKSH코리아와 전략적 양해각서

(MOU) 체결 
 11 • 14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7(11월 11~15일, 도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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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약 공동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켐온-LSK Global PS 전략적 제휴 체결
  • 신약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지엔티파마 - LSK Global PS 전략적 제휴 체결
 12 • 신약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메티메디제약 - LSK Global PS 전략적 제휴 및 투자계약 체결
  • 신약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에빅스젠 - LSK Global PS 전략적 제휴 및 투자계약 체결
  • 국내 CRO 최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18 03 • LSK Global PS 임상연구 수탁 건수 1,000건 이상 돌파
 06 •  이영작 대표, 한국인 최초로 DIA 2018 글로벌 연례회의 토론세션 패널 참여, 한국임상시

험 현황과 임상시험 환자에 대한 개선안 토론
  • 54th Annual Meeting, DIA USA 2018(6월 24~29일, 보스턴, 미국)
  • 2018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 참석 및 부스 설치
    (6월 4~7일, 보스턴, 미국)
 11 • BNS 사업부 신대희 부사장, 바이오 산업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 15th Annual Meeting DIA Japan 2018(11월 11~13일, 도쿄, 일본)
  • LSK DM/STAT Symposium 개최
2019 02 •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엘에스케이엔알디오(LSK NRDO) 설립
 04 • DIA Asia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4월 18~19일, 도쿄, 일본)
 05 •  LSK Global PS, 국내 CRO 최초로 ‘약물감시(PV, Pharmacovigilance) 유럽(EU) 지사’ 

폴란드 바르샤바에 설립
 06 • 55th Annual Meeting, DIA USA 2019(6월 23일~27일, 샌디에이고, 미국)
  •  국내 토종 CRO 최초로 SCDM(Society for Clinical Data Management)의 CCDM 

(Certified Clinical Data Manager) 인더스트리 파트너로 인증
  • 2019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 참석 및 부스 설치
    (6월 3~6일, 필라델피아, 미국)
 12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Global Network

Europe

• LSK Global PS Europe Branch(PV)
  (Warsaw, Poland)
• Julius Clinical Research(Zeist, Netherland) 
• Cato Research Israel, Ltd.(Tel Aviv, Israel)
• Egeen International, Inc.(Tallinn, Estonia)
• HungaroTrial(Budapest, Hungary)

Asia-Pacific

       Asia CRO Alliance 
• LSK Global PS Headquarter(Seoul, Korea)
• Veras Research Japan, Ltd.(Saitama,Japan)
• StatPlus, Inc.(Taipei, Taiwan) 
• Horus Co., Ltd.(Ho chi minh, Vietnam)
• MyXMO(Kuala Lumpur, Malaysia)

• LSK Global PS Taiwan Branch(DM)(Taipei)
• Southern Star Research(Sydney, Australia) 
• MPI, Inc.(Tokyo, Japan)
•  MakroCare Clinical Research, Ltd.(Andhra 

Pradesh, India)
• CR Medicon(Nanj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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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Cato Research Durharm, Ltd.(North Carolina, USA)   
• Medidata Solutions, Inc.(New York, USA) 
• Target Health, Inc.(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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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Intro
Photo Essay

H
istory

Appendix

323



CEO Column

CRO는 CRO와 통한다. 
국내 토종 CRO 가운데에도 외자 CRO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CRO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토종 CRO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LSK를 비롯한 국내 CRO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내 토종 CRO와 
제약계가 손을 잡고 동반하여 세계시장에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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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우리 제약업계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복제 의약품 위주의 제약산업에서 벗어나 신약 제약산

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 수입국에서 의약품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셋째,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제약산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아지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제약회사들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유수의 제약사들이 성공적으로 해

외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의 전자산업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

는 것을 보면 우리 의약품이 세계시장에 우뚝 서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일반 제조산업과 제약산업에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

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

표적인 의약품이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인데 그 외에도 수많은 의약품들이 안전성으로 인해 시장

에서 퇴출되었다.

동물실험을 거쳐서 안전하고 효과가 드러나면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만 동물실험에서 성공하더라도 사람에게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 말한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모든 동물실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기형아가 태어나는 심각한 안전성

의 문제가 드러났다. 경험에 의하면 동물실험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치

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는 경우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성공적 동물실험은 임상시험을 위

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이 영 작
LSK Global PS 대표이사(現)

多國家 임상시험 :
토종 CRO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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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거친 약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진입한다. 임상시험은 참가자의 안전과 인권

이 보호되어야 하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사람에게 

투여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 시험과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이 임상시험과 의약품의 승인을 규제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 정부기관이다. 

임상시험의 원칙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임상시험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고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형태의 임상시험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가

장 성공적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임상시험수탁기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퀸타

일즈(Quintiles)가 1983년 출범하였고 대부분의 CRO가 그 후에 출범하였다.

LSK Global PS(이하 LSK)는 2000년 3월에 출범하였다. 필자는 1977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했

으니 임상시험 전문가 1세대라고 자칭할 수도 있겠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초청강의를 간 적이 있다. 그 

때 한 말이 있다. 중국 제약산업이 세계 최강이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일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다.

일본은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제조산업에서 세계 일등 국가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20명이다. 

제약산업의 바탕이 되는 생리의학상도 세 번이나 수상하였고 화학상도 일곱 번이나 수상하였다. 평범한 직

장인도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일본은 과학의 최강국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약산업에서 세계 10위 

안에 속하는 제약회사가 하나도 없다.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Takeda가 15위 정도다. 왜 그럴까?

일본이 임상시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CMIC은 가장 큰 일본 CRO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 

CRO 사무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철수했고 일본과 아시아권에서만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제약사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일본 CRO보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CRO에만 의

존하기 때문에 일본 CRO는 다(多)국가 임상시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일본과 아시아 지역 임상시

험에만 참여하고 있다. 일본 CRO 가운데 다국적 CRO가 없는 것도 일본이 제약산업의 대국이 되지 못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방 CRO에만 의존하는 일본 제약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제약계도 일본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내수용으로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CRO 간에 가격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는 CRO가 수탁을 한다. 또는 연줄이 있는 

CRO에 위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국내 CRO를 신임하지 않는 것 

같다.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 국내 CRO보다는 다국적 CRO와 일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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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곤 한다. 글로벌 임상시험의 노하우가 축적도, 공유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CRO가 발전할 수

도 없다. 국내 모든 CRO는 모두 비슷하다고 하향평준화시키는 환경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삼성전자 또

는 현대자동차는 태어날 수 없다. 마치 일본 제약산업의 도요타나 소니가 없듯이. CRO는 제약산업의 가

장 중요한 인프라다. 바이오 의약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반가운 한편 크게 기

대되지 않는 면도 있다. 실은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들마저 국내 CRO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바이오 제약산업에는 수조 원씩 퍼붓지만 국내 CRO에는 2010~2015년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하여 75

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이 전부다.

국내 CRO가 해외에 진출하는 제약회사들과 동반 진출하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바이

오 제약산업의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

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국내 CRO라는 인식을 하기 바란다.

2. 국내 제약사는 왜 국내 CRO와 해외 진출을 거부하는가?
━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 CRO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에서 

대관 업무와 SSU(Study Start-Up : 병원과 연구자 선택, IRB 업무, 병원임상 승인 업무, 계약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둘째, 글로벌 임상시험 경험이 없다는 이유다. 셋째,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능숙

하지 못하다는 이유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는 영

어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내 임상에까지 믿을 수 있는 외자 CRO에 의존하겠다는 제약사들

도 있다고 한다. 내실 있는 국내 CRO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글로벌 임상은 무조건 다국적 CRO에만 

맡긴다는 편견은 국내 CRO 산업을 퇴보시키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3. 국내 CRO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

국내 토종 CRO들은 다국가 임상시험 경험을 하고 있다. LSK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내 CRO들의 역량

을 설명하겠다. 다른 CRO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13년 6월 26일자 동아일보에 “토종 CRO+글로벌 제약사 협력”이라는 Eli Lilly사의 기획기사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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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Lilly사가 국내 토종 CRO와 협업하여 한국이 혁신 신약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기업 홍보기사였다. 동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

최근 국내 CRO 업체인 LSK 글로벌 PS(이하 LSK)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신약연구기구인 코러스(CHORUS)팀의 공동 프로젝트사로 선정됐다. 현재 LSK는 

폐암과 위암 신약후보물질의 1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릴리는 글로벌 제약사 가

운데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효율적인 국내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현지 파트너를 찾아왔다. 이런 가운데 LSK는 다국적 CRO들을 제치고 

일라이 릴리의 최종 CRO로 선정됐다. LSK 관계자는 “국내 토종 CRO의 역량이 세

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시험의 국제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초기 1상 임상시험이라는 점

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임상시험은 비임상, 1상, 2상, 3상에 걸쳐 진행되는데, 1상 임

상연구는 신약물질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단계로 각종 변수가 다양하고 계획

을 세우는 과정도 까다롭다. 그만큼 2, 3상 임상보다 많은 노력과 기술이 요구된다.

...

LSK는 일라이 릴리로부터 미국 수준의 데이터 관리 능력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국내 CRO는 모니터링이나 허가대행 등 일정 분야로만 역할이 한정돼 있었지만 

일라이 릴리와 LSK는 이례적으로 데이터 관리부터 통계분석까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영작 LSK 대표이사는 “임상연구 경험이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안전성 관리 등의 역할과 중요성

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가 국내 CRO 기업들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글

로벌 임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에 소개된 임상시험은 LSK가 Australia CRO와 파트너로 글로벌 CRO와 경쟁하여 수주하였으며 임

상시험은 Australia 2개 병원과 국내 3개 병원 등 모두 5개 병원에서 진행된 항암 FIH(First In Human :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는 연구) 1상 임상시험이었다. 현재 모두 완료되었다.

본 임상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Lilly는 미국의 IND 없이 진행한 임상시험이었고 2상부터

는 미국에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 임상시험에는 LSK의 제안으로 Lilly의 동의 아래 국내 

central lab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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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이나 유럽에서 FIH 1상 임상을 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1990~1999년 US 

FDA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평균 575개의 IND 또는 NDA가 미국의 IND 없이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연

구 결과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2008년 10월 27일부터 유효한 <21 CFR 312>의 항목 <§ 312.120 Foreign clinical studies not 

conducted under an IND>(§ 312.120 미국 IND 없이 외국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IND 승인 없이 외국에서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 IND 또는 ND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GCP(Good Clinical Practice)에 따라 진행될 것과 IEC(Independent Ethics Committee 

: IRB에 해당)의 검토와 승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FDA가 inspection을 할 수도 있으며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GCP 또는 IEC에 위반된 임상시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숨긴 자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당장에는 미국에 진출할 계획 없이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계획을 변경하여 미

국이나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국내용이니까 적당히 하고 해외용은 제대

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건 없건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임

상시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항상 선진국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

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다면 한국은 ‘임상시험을 하기에 좋은 나라’가 될 뿐 아니라 토종 CRO가 임상시

험을 실시하고 생산한 데이터가 선진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제약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했으면 한다.

1.  미국 IND 없이 해외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data를 US IND 또는 NDA에 제출하여 IND 또는 

NDA를 받을 수 있다. 1상, 2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미국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2.  미국 IND 없이 미국 밖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의 경우 진행과정과 결과물이 GCP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하고 IRB의 검토와 승인과정이 투명하게 서류화되어 있어야 한다.

3.  미국 IND 없이 한국에서 진행된 1상 임상시험 data도 미국 2상, 3상 임상시험 IND용으로 제출

할 수 있다.

4.  Caucasian data가 초기 임상에서 필요한 경우 Australia에서 진행하고 후기 임상을 미국에서 진

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5.  초기 임상을 한국이나 Australia 등지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점

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6.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후기 임상시험은 미국이 참여하는 임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330

          한
국

 Leading CRO
의

 임
상

시
험

 실
무

이
해

7.  개발부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다국가 임상에 경험이 있는 국내 CRO와 파트너십을 맺고 

CRO가 개발부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해외 유래 임상시험 업무 범위
━

해외에서 유래하는 임상시험의 국내 업무는 대략 2단계로 제한되어 있다. 1단계는 SSU(Study Start-

Up : 임상시험 시동) 단계이고 2단계는 모니터링(Monitoring) 단계다. SSU 단계에서는 대략 여덟 가

지 업무가 진행되고 Monitoring 단계에는 대략 다섯 가지 업무가 있다.

SSU 단계의 업무는 대략 여덟 가지 정도다.

첫   째,  Feasibility Study(임상시험 실천 가능성 조사)다. 한국에서 계획한 대로 환자 모집이 가능

한지를 연구한다.

둘   째, Site/Investigator Selection(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자 선정)이다.

셋   째,  PSSV(Pre-Study Site Visit : 선정된 실시기관과 시험자에 대한 방문 평가)이다. 임상시험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관련 기본문서를 수집한다.

넷   째, IND submission(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으로 식약처 승인 취득 과정이다.

다섯째,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다.

여섯째,  IRB 승인 후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계약을 맺는 과정이다. IRB 승인에 앞서 합의된 임상시

험 예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는 과정이다.

일곱째, 임상시험 의약품과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재의 수입과정이다.

그리고 시험자 회의가 SSU 단계에서 있다. 이런 업무들은 나라마다 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마다 다르

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 단계는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SIV(Site Initiation Visit), IMV(Interim Monitoring 

Visit), Query resolution, Close-Out visit, Document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되고 여타 업무가 있

지만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큰 차이는 없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SSU 단계가 항상 힘들다.

그러나 SSU와 Monitoring은 임상시험의 한 부분이고 결과물도 아니다. 과정의 한 부분이다.

제조업으로 말하자면 조립에 불과한 것이다. 해외 의뢰자가 한국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대부분 SSU

와 Monitoring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래하는 임상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

한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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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국가 임상시험
━

세계 각국에 지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국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지사를 통하여 임상시

험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CRO에 위탁하는데 CRO가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

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CRO에 위탁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CRO

를 선정해 다국가 임상시험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 유럽, 미주 대륙 각기 다른 CRO에 위탁해 임

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LSK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 등 몇 개국에

서는 로컬 CRO와 다국적 CRO의 지사가 임상시험기관을 나누어 대규모 다국가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동일한 퀄리티와 윤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국가 임상시험이, 하나의 다국적 CRO가 모든 지역, 

모든 국가에서 진행하는 형태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제약사가 일본 

CRO를 lead CRO로 정하고, 한국에는 LSK, 여타 아시아에는 제3의 CRO를 선정하여 preferred CRO 

pack을 만드는 경우도 경험하고 있다. 다국적 CRO에만 의존하던 패턴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폰서(의뢰사)가 임상시험을 계획할 때 목적(goal)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는 별로 없다. 많은 경우 오

락가락한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스폰서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

도 CRO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식을 보면 스폰서가 CR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가 점차 늘어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신생 제약사 또는 biotech사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CRO에게 의존

한다는 보도도 있다. 제품개발 컨설팅(Drug Development Consulting)이 필요할 경우 무료 자문을 받

기보다는 전문회사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결국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국내 제약회사가 다국가 임상시험을 LSK에 의뢰할 경우를 상상해본다. 초기 임상보다는 후기 임상을 

계획해보자. 아마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스폰서의 신임을 받는 것이다. 국내 CRO와 직접 업무를 해보

지 않은 국내 제약사 책임자들(주로 외자 CRO 또는 외자 제약사 출신) 중에는 국내 CRO에 대하여 막

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스폰서와 CRO 간의 상호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스폰서가 어떤 임상시험을 어느 나라에서 진행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을 타깃으로 삼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 미국과 유럽에

서 하는 후기 임상시험은 고비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 대

만, 동유럽 등 중진국에서 2상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진국 진입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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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보인다. 동아ST의 자이데나, 보령의 카나브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3상 임상시험까지 성공

리에 마치고 해외 진출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공적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1단계가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

겠다. 계획 단계에서 1차적으로 타깃 질환-증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인데 의외로 쉽지가 않다. 특히 항

암제에서는 무슨 암의 어떤 단계를 목표로 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착수한 암에서 개발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으며 단독 치료로 시작할지 병용요법(combination 

therapy)으로 시작할지 또는 대조 치료를 선택할지 등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스폰서가 확신이 없을 경

우 결정은 더욱 어렵다. 국내 유수의 병원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항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자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국가와 지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질병의 역학적 연구와 경쟁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행 상태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되어 있는 임상시험을 찾아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

상시험을 시행할 국가와 시험기관과 연구자를 찾아서 임상시험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주는 자문회사

들도 선진국에는 있다. 다국적 임상시험에 경험이 있는 국내 CRO들도 국내 스폰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의 자문회사와 연계하여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규제 관련 업무다.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다국적 CRO 또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전문 자문회사가 있다. 필자는 규제전

문 자문회사와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 가능하면 업

무를 몇 개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하고 큰 CRO보다는 지역별 소규모 CRO와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필자는 경험하고 있다.

2단계는 SSU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 다국적 

제약사는 2~3개의 다국적 대형 CRO에 일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Preferred CRO라고 하여 위임하

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때로는 스폰서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종종 들린다. 국내 제

약사와 biotech 회사가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국내 CRO와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율적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국가 임상을 계획하면서 SSU 단계와 Monitoring 단계를 나누어 

계획을 세우고 계약도 의향서(LOI)와 본 계약(main contract)으로 나누어 LOI를 먼저 합의하고 main 

contract는 여유를 두고 협상한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진행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예를 들자면 data management, 통계분석, CTMS, 각종 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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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entral lab 등을 국내 CRO가 관리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임상시험 

규모에 따라서 아시아는 국내 CRO가 집행하고 유럽과 미국의 각 Regional CRO에 위임할 수도 있고 

한 개의 CRO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SSU 단계에서 Section 4에서 나열된 업무를 집행한다. 그 

외에도 central lab, central imaging lab, IP labeling/packaging and supply 등 많은 준비가 뒤따라

야 한다.

3단계는 임상시험 집행 단계로서 모니터링, 임상시험 종료, 데이터 처리 분석,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된다.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스폰서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업무는 SSU, Pharmacovigilance, CTMS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Data Management, Medical Writing 등 임상시험의 핵심적 

기능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모두 갖춘 제약사가 국내에서는 많이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업무

를 경험 있는 토종 CRO들에게 위탁하여 선진국 규정에 맞추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그림 1에 그려진 업무를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나의 CRO가 모두 할 수

도 있고 몇 개의 CRO들, functional service provider들과 팀으로 할 수도 있다. 국내 CRO들은 대부

분 해외 임상시험에서 partner CRO들과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다. 그림 1에 있는 기능과 업무에 대하

여서는 다른 기회에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Essential Activities in glob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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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국내 CRO가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CRO들 가운데 글로벌 파트너 CRO

들과 미국, 유럽, 아시아를 분담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CRO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safety management, data management, central lab management, FSP(functional 

service provider : 예를 들자면 central imaging), 통계학, protocol과 보고서 작성, quality assurance 

등의 업무는 국내 CRO가 해외 전문회사와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전문적 RA 자문회

사로 하여금 미국과 유럽 허가 업무(regulatory affairs)와 임상시험이 미국과 유럽 기준에 맞도록 기준

을 정하고 audit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6. 결론과 토론
━

국내 제약사가 미국 FDA에 제출한 NDA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토종 CRO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

종 CRO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고 있

다. 국내 CRO로서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는 파트너 CRO들과 협업을 하여 극복한다. 

다국적 CRO들이 한국에 지사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10년 사이다. 대부분 다국

적 CRO들은 국내 CRO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하였다.

최근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의 용역 모델이 바뀌면서 다국적 CRO들이 국내에 지사를 차린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용역 모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런 징후도 보이기 시작한다.

국내 CRO가 다국가 임상시험을 시행한다면 그림 2와 같은 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국가 임상시험

에 경험이 있는 국내 토종 CRO와 다수의 국내 제약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해당 CRO와 다국가 임상시

험을 시행하게 되면 노하우가 축적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해당 CRO는 그림 1의 업무와 기능을 책임지고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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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는 CRO와 통한다. 국내 토종 CRO 가운데에도 외자 CRO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CRO들이 나

타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토종 CRO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LSK를 비롯한 국

내 CRO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내 토종 CRO와 제약계가 손을 잡고 동반하여 세계시

장에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그림 2. Global Drug Development Model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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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약장수가 동네에 와서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사람들을 모은 뒤 좋은 언변으로 

약을 팔았다. 약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의사의 권위도 절대적

이었다. 의사와 약사의 구분도 확실치 않았다.

그럴듯한 의학이론은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약이라면 모두 믿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의약에 대한 도그마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한 예가 합성 여성호르몬(Synthetic Estrogen)이라 

불리던 디에틸스틸베스테롤(DES, Diethylstilbesterol)이다. DES는 1938년 영국 옥스퍼드(Oxford) 

대학교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합성되었지만, 영국 정부의 정책으로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 200개 이

상의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제조 판매했다. 여성호르몬의 결핍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질환이나 

건강이상 증세 완화용으로 처방되었다. 1941년 미국 FDA는 폐경 증상 완화제 등으로 승인했고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치료제로 1985년까지 쓰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1940년부터 1971년까지 자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임신합병증의 위험 내지 증세가 

있는 임산부에게 DES를 처방했다.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 되었다.

주로 6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희귀암인 여성생식기암(Vaginal Cancer)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생했다. 1966~1969년 4년 사이에 미국 보스턴 소재 빈센트 메모리얼 병원(Vincent Memorial 

Hospital)에서 15세에서 22세 젊은 여성 7명이 생식기암 진단을 받았다.

그 가운데 1명만이 성경험이 있었고 그 외에 어떤 특이점도 없었다. 보스턴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1969

년 생식기암에 걸린 20세의 여성이 또 발견되었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빈센트 메모

리얼 병원 의사들은 이 8명을 대상으로 역학연구에 착수했다.

같은 병원에서 5일 이내에 태어난 생식기암에 걸리지 않은 대조군 여성들 4명이 각 환자의 대조군으로 

선택되었다. 환자와 대조군 모두 합쳐서 총 40명의 젊은 여성들의 생모에 관해 표준 설문서에 따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결과 생식기암 환자의 생모 8명 가운에 7명이 임신 중 DES 치료를 받았고 대조군 여성의 생모 32명 

가운데 한 사람도 임신 중 DES 치료를 받지 않았다. 통계학적으로 p<0.00001로 대단히 유의한 결과다. 

임신 중 산모가 DES를 복용할 경우 태어난 여아가 생식기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이었다. 

이코노믹리뷰 • 2018.04.17

안전한 의약품, 윤리적 임상시험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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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역학연구 결과는 1971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었고 US FDA는 임산

부에 DES 처방을 즉각 금지했다. 1940~1971년까지 31년 사이에 DES를 복용한 임산부는 200~300만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후유증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DES를 복용한 산모에서 태어

난 남성도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09년과 2012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아의 경

우 고환암과 생식선기능감퇴증 등 비뇨기질환이 나타난다.

이런 의학적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모든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약의 안전성은 단기 안전성과 장기 안전성 시험을 

거친다. 단기 안전성은 실험실과 동물시험으로, 장기 안전성은 생식독성과 발암성 등 장기 동물시험을 

통해 검증한다. 임상시험 기간 중에 안전성이 면밀하게 관찰되며 승인 후에도 안전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유효성은 임상시험에 의해 증명된다. 승인 후에도 안전성으로 의약품이 퇴출될 수 있고 많은 

의약품이 퇴출된다. DES는 어떻게 된 일일까?

규제 전문가에 의하면 18세기 초기까지도 식품과 의약품 의료 활동에 관한 규제는 없었다. 식품 의약품을 

누구나 제조, 수입, 수출 등을 할 수 있었고 원산지, 성분, 효과 등을 밝힐 필요도 없었다. 식품에 대한 

알려진 최초의 규제는 1785년 3월 8일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채택된 법으로, 의도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불량식품과 의약품을 규제하는 연방정부법이 1906년 제정되었다. 

1930년 미국 FDA가 정식 출범했다. 1937년 영약(靈藥, Elixir) 사건이 발생했다. 술파닐아미드

(Sulfanilamide)와 부동액에 딸기향을 첨가해 영약이라고 부르던 감염 치료제를 복용한 107명의 어린

아이들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1938년 미국은 법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가 요구되기 시작했고, 

유효성의 검증은 1962년에 비로소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DES의 비극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DES는 어떤 안전성 유효성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임산부에 처방되었다. DES에 의혹을 지닌 시카고대학 

의대 교수들이 1950~1952년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을 해 DES가 임신 합병증에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1953년 발표했지만, 당시 의료계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2년 필자의 

재분석에 의하면 DES는 임신 합병증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임산부에 해가 되었다. 그러나 장단기적

으로 해를 끼치는 DES를 맹신한 의사들은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DES 등 검증 안 된 의약품들은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고 규제 당국은 이런 사건들을 바탕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의 필요성과 임상시험 참여자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규제기

관의 법과 규정은, 북 치고 장구 치며 솔깃한 말로 약 파는 시대를 끝내고 안전한 의약품, 윤리적 임상시

험의 시대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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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어유정(魚油錠, Fish Oil Capsule)을 늘 섭취했다. 의사인 필자의 가친이 

어유(魚油)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였을 것이다. 지금은 오메가(Omega) 3가 풍부한 어유정의 건강

효과를 비롯해 각종 건강의학 관련 정보와 방송 프로그램이 홍수를 이룬다. 무슨 약초를 먹고 암이 치료

되었다, 당뇨가 사라졌다, 남자는 힘이 불쑥 난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 등 끝이 없다.

얼마 전까지 건강상식에 의하면 동물성인 계란 노른자와 붉은 고기, 버터 등은 기피 식품이었다. 붉은 고

기와 버터에 포함된 포화지방산(Saturated Fat)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계란은 건강의 적(敵)으로 간주

되었다.

2006년 미국 뉴욕시에서 식물성지방인 트랜스지방을 식당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식물성 버터라고 

불리던 마가린의 주성분이 트랜스지방이었다(최근에는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지 않은 마가린이 생산된다

고 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트랜스지방 금지 후 뉴욕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6% 줄었

다고 한다.

1999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11만 7,000명의 식생활에 대한 14년간의 추적연구에 의하면 계란

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 3월 미국의 내과학회지에 포화지방산이 심장질환 위험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다. 60만 명이 포함된 72개 연구를 메타분석해 얻은 결과다. 버터와 붉은 고기가 심장질환을 일

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심장학회는 하루에 13g 정도를,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20g 정도의 

포화지방산을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소고기 등심으로 치면 150~200g 정도다.

대부분의 건강의학 관련 상식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럴듯한 추측이다.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이

고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포화지방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높이고 나쁜 LDL을 무해(無害)한 LDL

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만 심장질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소금과 건강 관계도 흥미롭다. 너무 많은 소금, 너무 적은 소금 섭취 모두 심장 건강에 나

쁘다고 한다. 저체중이 과체중보다 건강에 나쁘고 나이가 들면 과체중이 더 건강하다고 한다. 이렇듯 각

이코노믹리뷰 • 2018.02.16

건강상식과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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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건강 관련 주장이 만연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역학(疫學)연구에 근거한다(역학연구는 중요한 통계학적 방법의 하나다). 

계란과 포화지방의 누명을 벗기는 데 역학이 한몫했다. 트랜스지방의 해(害)도 역학연구가 증명했다. 그

러나 역학연구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임상시험에 의해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각종 폐경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체 호르

몬을 복용한다. 호르몬 대체요법에 관한 역학연구는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교차

했다. 미국 정부는 혼란스러운 호르몬 대체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해 1993년 건강한 폐

경기 여성 1만 6,608명을 대상으로 위약대조군 대체 호르몬 임상시험을 했다. 임상시험에 의하면 호르

몬 대체요법이 해롭다는 결론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유사한 임상시험들도 호르몬 대체요법이 해

롭다는 결과를 보였다. 대체 호르몬이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대체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각종 야채 과일 등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루테인(Lutein), 마늘에는 알

리신(Allicin), 호두에는 셀레늄(Selenium), 바나나에는 브로멜라인(Bromelain),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Beta-Carotene) 등이 풍부하다. 이를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한다. 그러나 

야채 과일 등 식물에서 추출되거나 제조된 영양소가 자연 상태의 영양소와 많은 경우 효과가 다를 수 있

다는 것이 임상시험으로 증명되고 있다.

가장 놀라운 영양소는 항산화효과로 각광받는 베타카로틴이다. 폐암을 예방한다는 역학연구 결과가 축

적되면서 1985년 핀란드에서 베타카로틴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50~69세의 2만 9,133명의 핀란드 남

성 흡연자가 참가한 임상시험에서 놀랍게도 베타카로틴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더 높았고 사망률도 높

았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시행한 1만 8,314명의 폐암 고위험군 임상시험에서도 베타카로틴군

에서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더 높았다.

필자가 섭취하던 어유정 제조과정에서 산화작용이 발생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청정 선진국 뉴질랜드

에서 생산되는 36개의 어유정 가운데 30개(83%)가 과다하게 산화되었으며 22개(69%)는 유익 성분이 

함량 미달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장질환 고위험군 7만 8,000여명이 참여한 10개의 어유정 임상시험 

메타분석에 의하면 어유정은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다. 필자의 가친이 지금 생존해 있

다면 필자에게 어유정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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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 환자 모집과 의사들의 관심도는 질환에 따라 다르다. 몇 년 전에 외자제약사의 협심증 치

료 시험약물 임상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계획 단계에서 진행한 가능성 조사(Feasibility Study)에서 국내 심장내과 의사들의 호응이 좋았고 환자 

모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1년 후 임상시험이 시작될 때쯤 스텐트 시술에 의한 협심증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약물에 의한 협심증 치료는 관심 밖이 되었다. 환자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고 임상시

험을 취소해야만 했다.

영유아 백신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대단히 어렵다. 정부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백신을 저가 또는 무

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호자들이 임상시험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혈우병 임상도 쉽지 

않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혈우병 치료제가 국가 비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 유효성이 검

증된 의약품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관련 임상시험은 어려워진다. 임상시험은 시험약품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해진다. 임상적 평형(Clinical Equipoise)이라는 조건이다.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방법

이라고 알려져 있다. Gold Standard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신약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

니고 임상적 평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상적 평형은 진성(眞性)의 임상적 불확실성(Genuine Clinical Uncertainty)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

자면 안전성 유효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50대 50으로 의견이 나뉘는 경우 임상적 평형이 존

재한다고 말한다. 임상적 평형은 의학적·생리학적 이론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추적(中樞的) 임

상시험(Pivotal Clinical Trial)에 의해서만 풀린다.

임상시험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설로 구성한다. 귀무가설은 시험약물이 위약과 약효가 같다고

(즉 약물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대립가설은 시험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 귀무가설과 대립가

설 둘 중 하나가 진실이다.

임상시험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통계분석에 의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고 귀무

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시험약물의 유효성 검증이 실패한 것이다.

이코노믹리뷰 • 2018.01.19

임상적 평형(Clinical Equip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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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5년 미국 FDA 자료에 의하면 시험약물이 중추적 임상시험에서 성공하고 FDA의 승인을 받

을 확률은,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9.6%다(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 June 2016 : Bio, Biomedtracker, and Amplion). 전기(前期) 임상시험에서 약물이 효

과를 보이는 것 같아도 대규모 중추적 3상 임상시험을 거쳐서 의약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50% 정도

뿐이다.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은 임상적 평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ost-Marketing Study가 이에 해당된다.

시험약물이 전기(前期) 임상시험에 의해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해도 임상적 평형이 존재하는 것

은 중추적 임상시험을 거쳐 엄격한 심사에서 성공할 확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지 전기 임상

시험의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적이라면 임상적 평형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이 성립될 수 없고 무작위배정에 의한 임상시험이 정당화될 수 없다. 

US FDA 자료에 의하면 전기 임상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고 3상 임상시험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20%라

고 한다. 전기 임상시험의 80%가 안전성 유효성의 가능성 또는 시장성 증명에 실패한다.

희귀질환의 경우 전기 임상시험만으로 임상적 평형이 풀리는 경우를 본다. B Type 혈우병에서 최근 유

전자 치료가 6명의 환자에서 성공했다. 이런 결정적인 결과는 임상적 평형을 푼다. 1980년대 말 고셔

(Gaucher)병 시험 치료 엔자임(Enzyme)이 태반에서 최초로 추출되어 소수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고

셔병 증상이 완화되었다. 엔자임 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

지면서 임상적 평형이 풀렸다.

우울증, 치매 등의 질환에 승인된 약물이 있다 해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임상

적 평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신약후보물질의 중추적 임상시험에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방법이 정

당화되는 이유다.

미국에서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하면 미국 FDA와 전기 임상시험 자료와 후기 임상시험 계획서

를 제출하고 회의를 갖는다. 이를 ‘후기 임상 사전 회의(End of Phase II Meeting)’라 부르고 임상시험

의 타당성, 임상시험 설계와 계획 등을 논의한다. 후기 임상의 타당성과 임상적 평형을 검토하는 회의이

기도 할 것이다.

임상적 평형이 존재할 때만 Gold Standard라는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이 허용된다. 임상시

험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임상적 평형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중추적 임상시험에 

의해서만 풀린다는 것이 임상시험의 과학과 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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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윤리와 통계학의 교차점이라고 하지만 실은 윤리가 우선한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과거 

임상연구 또는 의학연구라는 미명 아래 인권과 윤리가 자주 유린된 것에 있다. 한 예가 악명 높은 일제(

日帝) 731부대의 인체실험이다. 다시는 임상연구가 죄 없는 희생자(Innocent Victims)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동기에서 미국 ‘의학과 행동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1978년 벨몬트(Belmont) 

보고서를 발행하고 임상시험 윤리강령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임상시험 참여를 강요할 수 없고 자발적 참여 동의가 전제되며 연구자는 정

직하고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참여자를 해로움에서 보호해야 한다는(Beneficence), 즉 ‘해를 끼치지 않는다(Do no harm)’는 

원칙으로, 혜택은 최대화하고 위험요소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정의(正義)다. 임상시험 참

여자에 대해 혜택과 위험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벨몬트 3원칙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첫째, 독립적 윤리위원회(IEC)·의학연구심의위원회(IRB)가 도입되

어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IEC·IRB 승인을 사전에 받는다. 둘째, 임상시험 참여자 동의 제도(Informed 

Consent)가 도입되어 임상시험 참여자는 참여 결정 전에 설명과 설명서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에 관련

된 정보를 제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짜가 포함된 문서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

는다. 어떤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되고 참여를 거부했다 해도 어떤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

참여자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검사와 진단과정을 

거쳐서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자의 개인정보(Privacy)가 보호돼야 하며 임상시험 약물이나 절차

(Procedure) 때문에 신체적 또는 건강에 해를 당하면 제약사(Sponsor)가 치료 책임을 진다. 암 등 치명

적 질환이라 할지라도 참여자는 임상시험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 윤리는 임상시험 참여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노출될 미래 환자들의 안전과 복지도 책임진다. 

임상시험은 법과 규정과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을 반드시 준수하고 IEC·IRB

에서 승인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와 보

이코노믹리뷰 • 2017.11.14

임상시험 윤리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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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IEC·IRB에 제출한다. 벨몬트 윤리강령과 GCP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와 미래 환

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엄한 처벌을 내린다.

2007년 4월 19일자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연구 학술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2003년 항생제 Ketek 임상시험에서 일어난 조작 사기 사건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조작의 주인공 Maria 

Anne Kirkman Campbell 박사는 2004년 3월 24일 57개월 징역, 55만 7,251달러 벌금, 제약사인 

Aventis에 92만 5,774달러를 배상하라는 형을 받았다.

Campbell 박사는 벨몬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환자를 등록했고, 환자를 

조작해 등록했다. 임상시험 참여자 동의과정도 없이 환자를 등록했고, 임상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

와 진단과정도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다고 환자에게 통보하고 등록했다. 혈액 샘플도 위

조하고 환자의 재방문, 임상시험 완료 여부도 조작했다.

Ketek 임상시험에 2만 4,000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0여 명 내외의 환자를 등록

했지만 Campbell 박사는 400여 명의 환자를 등록했다. 환자 1인당 400달러를 받았으며 등록된 환자 

모두 임상시험을 마친 것으로 위조했다. 이런 위조·조작 행각이 드러나면서 21개의 범죄행위로 기소되

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Campbell 박사는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자신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을 했을 뿐 아니라 미래 환자들의 안위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벌에 처한 것이다.

임상시험 선진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최근에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환자의 조작과 데이터의 

위조가 가져오는 그 충격은 대단하다. 국내에서는 Campbell 박사가 저지른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데이터의 조작과 위조 가능성은 상존한다.

국내 제약업계는 해외 임상시험 용역을 대부분 명성이 높은 대형 다국적 CRO에 주는 경향이 있는데, 세

계적인 명성이 임상시험 윤리를 반드시 보호하지는 않는다. 세계 굴지의 CRO가 말썽이 된 Ketek 임상

시험을 담당했다. 최근 제약회사들은 국내 임상시험에서 담당 CRO와 별도로 임상시험을 점검(QA)한

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임상시험에도 별도의 품질관리와 QA를 하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요구된다.

데이터 위조와 환자 관련 조작행위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는 1980년대 CRA(임상시험 모니터요원)가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조작 위조 비리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임상시험을 

보호하기 위해 CRA와 점검 담당자(QA Auditor)가 임상시험 윤리 경찰관 역할을 하면서 임상시험 윤

리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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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과정이 윤리적이고 결과물인 데이터가 무결(無缺, Integrity)할 것을 요구한다. 윤리는 임상

시험 참가자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데이터의 무결이란 완벽이 아니고 데

이터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과정의 윤리성과 데이터의 무결이 임상시

험의 핵심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규정 ‘21 CFR 312.120’에 의하면 GCP(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 실

시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과 데이터의 무결을 만족시킨다면 미국 IND(임상시험 허가) 

없이 미국 밖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행한 임상시험에 근거해 신약 임상 신청도, 신약 허가 신청도 할 

수 있다.

GCP란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시험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말한다.

미국 규정 21 CFR 312.120에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과정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카테고리는 열한 가지다. 

1번 요구 사항은 연구자(임상시험 담당의사)의 자격이다. 해당 연구와 관련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2번 요구 사항은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병원의 시설이 임상시험에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3번 요구 사

항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상세하게 요약 및 제출하는 것이다. 4번 요구 사항은 의약품의 이

화학적 성격과 생물학적 이용도(Bioavailability) 데이터 등을 제출하는 것이다. 5번 요구 사항은 임상연

구가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번 요구 사항은 임상시험을 검토한 

IEC(독립적 윤리위원회)의 소재와 이름 그리고 IEC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번 요구 사항은 IEC의 결정 과정을 요약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8번 요구 사항은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9번 요구 사항은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제

공한 보조금 또는 포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10번 요구 사항은 스폰서가 임상시험을 어떻게 모니터했고 임상시험 계획서(프로토콜, Protocol)를 준

수해 임상시험이 시행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이코노믹리뷰 •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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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와 프로토콜 준수에 대해 받은 교육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GCP와 프로토콜을 준수하겠다는 약정

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의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분

명하게 해야 한다. 이런 요구 사항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과 지침서를 지키면 모두 만족시킨다.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상시험의 핵심에는 연구자, 병원, IEC, 임상시험 참가자, 스폰서가 있다. 그 가

운데에서도 연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아 신약 임상시험에 익숙하

다. 의약품 허가용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식약처의 사전 평가와 승인을 받는

다. 모든 임상시험 병원에는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IEC 역할을 하며 병원에서 일어

나는 임상시험을 승인, 평가, 관리감독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나라는 품질이 좋은 임상시험 데이터

를 만들어낸다. 이런 좋은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 임상시험 국가가 되었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많은 임상시험을 한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큰 책임은 스폰서(의뢰사)에 있다.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비용

에 대한 책임은 시작일 뿐이다. 연구자와 임상시험 병원 선택도 스폰서의 책임이다. 환자의 임상시험 참

여 자격 조건을 정하고 규정과 지침서와 임상시험 계획서에 의해 임상시험이 진행됨을 모니터하는 것은 

스폰서의 중대한 의무다. 시험약품의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며 각종 

시험이 정해진 시간에 시행되는지 관리감독한다.

임상시험의 진행을 수시로 품질관리(Quality Control)하고, 데이터가 무결하게 수집되도록 다양한 방법

을 동원한다.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선진국 대형 제약사들도 스스로 집행하지 못한다.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전문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과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제약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상시험 대행기관이 생긴다. 바로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다.

임상시험에서 요구되는 윤리성과 데이터의 무결에 대한 책임은 스폰서가 진다 해도 관련 업무는 CRO

가 책임진다. CRO가 한국에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임상시험을 시행한다면 그 결과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유수의 국내 토종 CRO들은 선진국 CRO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제약업계와 정부당국은 토종 CRO에게 선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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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모두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몸 상태도 순간순간 변한다. 기분에 따라 다

르고 저녁 식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도 변한다. 여성은 초경, 출산, 폐경을 거치면서 

체질이 달라진다. 5분 간격으로 측정한 혈압이 다르고, 체온도 부위에 따라 다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호르몬 분비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약물을 열 명에게 투여하면 열 개의 다른 결과

가 관찰되고 백 명에게 투여하면 백 가지 다른 결과가 관찰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

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하는 것이 임상시험이다. 그래서 통계학이 임상시험의 원칙과 방법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통계학이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수집·분석연구하는 학문이다. 간단히 아스피린 예를 들어보자. 아

스피린은 해열과 통증에 쓰인다. 국제 아스피린연구소에 의하면 500㎎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들 가운

데 10%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1000㎎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30%가 부작용을 경험한다. 이런 수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관찰해 얻어낸 수치다. 

100명의 고열 환자가 어떤 해열제를 복용하면 50명가량이 해열효과를 보인다고 하자. ‘50명가량’이라

고 했는데 정확하게 50명이 해열효과를 보일 확률은 0.07958(약 8%)밖에 되지 않는다. 100명 가운데 

한 명도 해열이 안 될 수 있고 100명이 다 될 수도 있는데, 40명에서 60명 사이에서 해열효과가 관찰될 

확률은 0.9648(96%)이 된다. 그래서 50명가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약물반응과 효과는 나이, 질환 상태, 성별, 인종, 유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투여해보아야 알 수 있다. 

약물효과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약물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

할 수 없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통계학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시험약물이 임상시험을 거쳐 의약품으로 성공할 확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시험약물은 ‘효과 있다’ 또

는 ‘없다’이다. 임상시험의 결론도 ‘약물이 효과가 있다’ 또는 ‘없다’는 결론 중에 하나다. 중간 지대는 없

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약물이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효

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임상시험 계획과 설계

와 집행이 완벽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이코노믹리뷰 • 2016.12.16

임상시험은 통계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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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 지켜야 할 두 개의 원칙이 있다. 첫째, 대부분 임상시험에는 시험약물이 투여되는 시험군

과 대조약물 또는 위약이 투여되는 대조군이 있다. 두 군이 다른 치료를 받는다는 것 외에 동일하게 구

성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사하기라도 해야 한다. 시험군의 예후가 평균적으로 

대조군의 예후보다 좋다면 시험약물의 효과가 과장될 수 있고 대조군의 예후보다 나쁘다면 시험약물의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다. 둘째, 시험약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

라질 수 있고 연구자도 약물효과 평가에 선입관 내지는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편견·선입견에 의해 약물효과 평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Bias라고 한다. 통계학적 개념인 Bias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무작위배정이란 방법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이 전반적인 예후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임상시험 참가자나 연구자가 참가자에게 배정된 

약물이 시험약물인지 또는 대조약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참가자와 연구자를 맹검해 약물효과 평

가의 비교 가능성을 생성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오류가 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는 일종오류와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

처럼 보이는 이종오류다. 임상시험에서는 시험약이 대조약에 비해 우월하지 않은데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일종오류가 되고, 시험약이 우월한데 우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이종오류가 

된다. 임상시험에서 일종오류를 대체적으로 5% 미만으로 정하고 이종오류를 20% 미만으로 정하되, 일

종오류의 크기는 이종오류의 크기보다 작게 정한다. 기대되는 시험약과 대조약의 유효성의 차이를 델타

(Delta)라고 부른다. 임상시험은 일종오류와 이종오류의 규모와 델타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델타와 

일종, 이종오류를 작게 하면 임상시험의 규모가 커지고, 크게 하면 규모가 작아진다. 정부기관은 임상시

험에서 델타와 일종, 이종오류의 크기가 합리적으로 정해졌는지를 심사한다.

임상시험은 여러 내·외부적 원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계학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임상시험 방법과 계획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임상시험에 노출되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임상시험의 결과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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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신약 임상시험은 실패가 법칙이고 성공이 예외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약물이

나 치료도 임상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데카메론》에까지 소개된 전통적 서

양 의술인 사혈 치료도 유효성 검증에서 실패했다.

필자의 경험을 보자. 독감으로 고열이 나는 3세 미만의 소아들 3~5%가량이 발작을 일으킨다. 미국의 

한 소아과 교과서에서는 독감고열을 동반하는 발작의 경우 징후에 따라 2년 정도까지 페노바비탈

(Phenobarbital)을 투여하라고 권장했다. 그러나 페노바비탈을 복용하는 성인에게서 부작용이 관찰되

고, 동물시험에서 발달장애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독감고열로 발작을 일으킨 소아 215명을 페노바비탈군과 위약대조군으로 나

누어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페노바비탈은 위약에 비해 발작 재발을 예

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능 발달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결과였다. 교과서에까지 

소개된 약물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자가 동물시험을 비롯해 각종 실험을 거쳐 효능과 안전성을 확신하더라도 신약후보물질이 임상시

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확률은 10% 미만이다. 항암신약의 경우 5% 미만으로 떨어진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은 10년 이상의 기간과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글로벌 제약

사 화이자에서 개발을 시도했던,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꿈의 신약 

Torcetrapib은 20년에 걸쳐 2조 원을 투자했지만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다. 이렇듯 실패의 

리스크 때문에 신약개발은 사업적 결단이 따른다.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개발 단계를 거쳐서 신약으로 승인되는 순간 대박이 기다린다. 길고 힘든 

지난(至難)한 과정이기 때문에 도처에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를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없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다. 또는 통계분석을 조작

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중국 대륙에서 발표된 신약 임상시험 결과의 80%가 조작되었다는 최신 언론보도도 있다. 미국에서도 

1970~1980년대에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미국 FDA 직원들과 제약사 직원들

이코노믹리뷰 • 2016.10.21

임상시험은 실패한다



349

Intro
H
istory

Appendix

이 처벌을 받았다. ‘대박’이라는 유혹 때문에 임상시험은 엄격한 규제 아래 진행된다. 1980년대 중반부

터는 선진국 위주의 ICH라는 임상시험 관련 국제기구가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가입했다. 글로벌 임

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미국, 일본 또는 유럽연합(EU)의 규제기관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감사(監査)한

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신약 승인에 앞서 국내외 임상기관을 감사한다. 현재 1년 매

출 5조를 초과하는 세계적인 항암제 세툭시맙(Cetuximab)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Protocol)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에 따라 2001년 개발사인 임클론(ImClone)은 신약신청서

를 FDA로부터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책임자들이 내부자 정보 유출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신약 임상시험을 엄격한 규제와 감시 감독 아래 두어 소비

자들을 보호한다.

임상시험 결과가 좋았음에도 실제 환자에 투여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임상시험 과정

에서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또는 승인된 신약이 효과는 좋지만 안전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가 적지 않다. 그런 약물은 승인이 취소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약처는 모든 신약에 대해 허가일로부

터 6년간 3,000명의 환자로부터 안전성 유효성 관찰연구를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법적 요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신약의 유효성 재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

한 경우 새로운 임상시험을 명령하기도 한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실험이라는 인위성이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

상시험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적용된다. 신약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보장되어야 하

며, 과학적인 방법만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임상시험은 두 가지 과학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뒤틀림(Bias) 현상을 최소화해야 하며, 즉 신약후보물질이 투여되는 환자군과 위약/대조의약품이 

투여되는 환자군이 유사해야 하며, 둘째 규모와 설계가 적절해야 한다. 모두 통계학의 범주에 속한다. 통

계학을 전공한 필자가 임상시험 전문가연(然)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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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은 임상시험의 윤리와 과학이다. 위약은 문자 그대로 僞藥 가짜 약이고, 영문으로는 Placebo다. 시

험약물과 모양, 색채 등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화학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하고 단지 유효성분만 포함

되지 않은 것이 위약이다. 위약은 시험약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상시험용으로 항상 특별히 제조된

다. 그러나 시험약물이 보관 상태에서 유효성분에 변화가 생기면서 약물의 독특한 냄새, 맛의 변화, 색

채 변화 등이 발생하면서 위약과 시험약물이 식별될 수 있다. 아스피린과 생약 등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위약의 특수성 때문에 위약 제조 전문회사도 있다.

임상시험의 목표는 시험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다.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약을 복용하

지 않는 것에 비교’해서 또는 ‘다른 약물에 비교’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임상시험에서 시험약물과 

비교하는 약물을 대조약물이라고 부른다. 위약이 가장 중요한 대조약물이다.

임상시험에서 윤리란 최우선으로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임상시험 책임자가 투

명하고 정직하게 규정과 절차와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결과의 신빙성을 보장

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의 과학은 시험약물이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시험약물이 위약

보다 효과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고, 위약 대비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한다. 안전하고 

유효한 약물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 임무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에 앞서 동물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동물시험을 통해 이미 안전성과 유

효성이 검증되어, 시험약물이 위약보다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와 인체는 어리석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위

약을 복용하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약물의 경우는 아니지만 최근 

흥미를 끄는 언론보도가 있어 소개한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부황이 ‘펠프스 효과’를 보고 있다. 리우 올림픽을 비롯하여 역대 올림픽에서 

23개 금메달을 딴 세계 최고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의 등에 부황자국이 여럿 있다. 

이코노믹리뷰 • 2016.09.22

위약(僞藥), 임상시험의 윤리와 과학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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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프스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부황을 뜬다고 8월 8일자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부황이 근육의 피로

를 빨리 풀어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부상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선수들은 주장한다. 펠프스는 2년째 

부황을 뜨고 있지만 펠프스의 코치는 심리적인 효과일 것이라고 한다. 유럽에서 3,000년간 시술되어왔

지만 ‘외과용 거머리 치료’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고 증명된 사혈요법(Bloodletting)

과 유사한 부황에 세계 최고의 스포츠의학(Sports Medicine)의 혜택을 입는 펠프스와 미국 선수들이 

빠지는 모습은 인간의 심리와 인체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타민 C가 감기에 효과가 있을까? 1975년 《미국의학협회학술지(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된 비타민 C 임상시험이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설명하는 예제로 교과서에 소개되

었다. 임상시험에서 감기 환자 집단의 반은 위약이 주어졌고 나머지 반은 비타민 C가 주어졌다. 비타민 

C가 감기 지속 기간과 증세에 미치는 연구가 주목적이었다. 임상시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무엇을 

복용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캡슐을 깨물면 비타민 C를 복용했는지, 위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복용하는지를 찾아낸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비타민 C가 위약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지만, 무엇을 복용하는지 모르는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비타민 C

의 감기에 대한 효과는 심리적일 뿐 위약을 주면서 비타민 C라고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할 것 같다.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자. 편두통 임상시험에서 위약임을 알면서 복용해도 아무 약을 복용하지 않

는 것보다 두통에 효과를 보이고, 위약을 위약이라고 표시하고 편두통 약도 위약이라고 표시했을 경우 

위약이 편두통 약 대비 60%의 효과를 보이고, 위약과 편두통 약 모두 편두통 약이라고 표시했을 때도 

위약이 편두통 약의 효과의 60%를 보이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안전한 위약과 부작용이 있는(시

판되는 모든 치료제는 부작용을 잠재하므로) 편두통 약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최근에는 

항암제, 백신 등 모든 약물연구에서 위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의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다. 시험약물이 위약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항상 도전이다. 위험할 수 있

거나 효과가 없는 약물로부터 인간세상을 지켜주는 위약이 임상시험의 과학적·윤리적 근간(根幹)이 된

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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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문명이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활동은 새로운 질환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결핵과 나

병은 3,500~4,500년 전 인구 3,000명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병

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질환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어 상인들에 의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새로운 문화·문명은 새로운 질환·질병과 함께 전파된다.

탄광의 분진은 탄광부 진폐증(Black Lung Disease)을 유발하고 섬유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면분

증(Brown Lung Disease)을 유발한다.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손목터널증

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 나타나고 요통이 생긴다. 현악기 연주자 가운데 54%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고, 특히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근막통증증후군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각기 

다른 경제활동은 각기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된다.

불과 1세대 전만 하더라도 남아메리카의 질환이, 아프리카의 질환이, 중동 감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냐

고 했겠지만,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될 2016 올림픽도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매개로 지카 바이러스가 국

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고열과 내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

이러스가 2014년 전 세계를 전율하게 했다.

우리도 안전지역이 아니다. 2015년 186명이 확진되고 38명이 사망하면서 한국을 마비시킨 중동호흡

기질환(MERS)은 중동 방문 중 낙타에게서 감염된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질환

이 어떻게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우리나라를 뒤집어놓을지 아무도 모른다. 무슨 질병이 되었든, 어디

서 발생했든, 어제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오지에서 발생했다 해도 내일이면 우리 문 앞에 그 질병이 

나타나는 문명의 세계, 질환의 세계에 살고 있다. 문명과 질병·질환은 여객기를 타고 다닌다.

의약의 발전은 사회를 변혁시키면서 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 불과 2~3세대 전만 해도 

“인생 70은 예부터 희귀하다”고 하면서 50~60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70~80대도 청춘과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밝은 면 뒤에는 고령화와 더불어 만연하

는 다양한 질환이라는 어두운 면이 나타난다. 심혈관질환, 각종 암,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치매, 근육계

질환 등 우리가 아는 병, 모르는 병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새로운 질병의 도전에 인간 사회는 응전한다.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대량 살상하던 많은 질병들이 극복

이코노믹리뷰 • 2016.07.24

질병과 문명, 그리고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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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역대 왕들도 피해가지 못하던 마마(천연두)도 이제는 주사만 맞으면 예방이 된다. 후두개 염증

으로 67세에 사망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항생제만 있었더라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었

을 것이다. 많은 감염질환이 극복되고 예방된다.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졌던 암의 치료도 가능해졌다. 천

형이라던 나병도 치료되고, 1980~1990년대의 공포의 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도 관리 가능해

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방도 가능하다고 한다. 에볼라, 지카, 메르스 역시 앞으로 몇 년이면 극복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예방과 치료연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MERS) 전염의 중심에 있던 삼성병원은 메르스 백신 연구를 위해 410억 원을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에 투자하

기로 했다. 백신이 개발되면 동물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고 사람에게 

투여해 메르스 예방효과를 임상시험하게 될 것이다. 임상시험은 메르스가 만연한 중동에서 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인들의 면역반응과 우리의 면역반응이 동등하면 중동에서 유효한 메르스 백신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모든 질환이 정복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가능한 일반 질환·질병은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욱이 

6,000개 이상의 희귀질환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승인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불과 200여 개 정도라고 

한다. 새로운 경제활동,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기후조건은 새로운 질환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문명이 지

속되는 한 질병은 우리의 운명이다.

임상시험이란 질병과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의술의 개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신약후보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바로 의약품이 되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발견된 신약후

보물질이 임상시험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은 1/1000에 불과하고, 임상시험이 시작되는 10개의 신약후

보물질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는 신약후보물질

은 평균 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약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신약과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다. 정부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미 한미약품과 같은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미’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의 세계 제약시장을 향한 

도전 또한 과감해지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시대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77년부터 임상

시험 업무를 담당해왔다. 1999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로 부임해 2000년 3월부터 우리 제약산업의 세

계시장 진출이라는 꿈을 갖고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을 시작, 운영하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임상시험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이코노믹리뷰》에 칼럼을 쓸 것이다. 많은 후원과 

성원이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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