臨 床 藥 理 學 會 誌 第17卷 第1號 2009

Kor J Clin Pharmacol Ther 2009;17(1):44-50

공동심사위원회를 통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효율성 제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신희 영

=Abstract=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RB through Joint IRB in Multicenter Clinical Trials in Korea
Hee-Young Shin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Clinical Trial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As there has been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multicenter clinical trials in Korea, sponsors
and investigators are concerned about the duplication of effort and delay by multiple IRB review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RB in multicenter studies, the introduction of joint IRB or central IRB has
been discussed. Although the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KGCP) was revised to accept centralized
IRB review process in 2007, joint IRB has not been used in most institutions. Two models of joint IRB,
single non-profit IRB and multiple lead IRBs, are applicable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IRB in
Korea. The concept and operation of the two models have been described in this article. The
governmental initiative and operational guidelines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wide joint IRB in Korea.
Key words: Efficiency, Multicenter Clinical tri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Joint IRB

서 론

있을 뿐 아니라1)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
켜야 하는 지침(Good Clinical Practice, GCP)에

임상시험은 그 특성상 사람을 대상으로 인위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2,3).

인 조작을 가하는 실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윤리적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특히 다기관

인 측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피험

임상시험의 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동의와 더불어 임상시험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신약 또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증하는 단계의 임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별

상시험일 경우 많은 수의 피험자가 요구되어 하나

도의 위원회 즉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의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

Review Board, IRB)의 승인과 감독이다. 이는 ‘인

행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의 형태로 흔히 진행된다.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원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IRB와 관련

칙’으로 알려져 있는 헬싱키 선언에서 명시하고

하여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같은 연구계획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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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의를 모든 연구 참여기관의 IRB에서 받아야

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하는 중복심의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지연, 개별

개최하거나 개별 시험기관 내의 심사위원회 판단

기관 IRB가 상반되는 지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4)

문제 등이다 .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 다기관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공동IRB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어떤 형태의 공

할 사항은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관련 규제가 IRB

동IRB를 모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심의의 질과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

공동IRB를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구체적 가이

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상

드라인이 부족하여 일부 기관에 국한하여 제한적

다기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승인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IRB의 승인을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IRB의 개념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데, 식약청은 규제개혁 차

과 형태, 공동IRB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원에서 2009년 임상시험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

가지고 있다. 임상시험 신고제란 미국의 FDA

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공동IRB가 효율적으로 활

(Food Drug Administration) 또는 유럽의 EMEA

용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European Medicines Agency) 등과 같은 외국
의약품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3상 다기관 임상

공동IRB의 개념

시험에 대하여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개별 기관단위로 IRB 승인 후 임상시험을 시작할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

수 있고 식약청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를 말

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한다. 임상시험을 의료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시험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의 조건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

가운데 하나는 그 기관에 KGCP의 규정을 만족하

선을 통한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의 국내 활성화

는 IRB가 있어야 하고, 특정 임상시험이 그 기관

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점점 심

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IRB의 승인을 받아

화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간의 글로벌 임상시험

야 한다. 만약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

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경쟁력 강화의 한 측면에

시험이 있다면 각각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서 IRB의 효율성 개선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되기 위해서는 식약청 승인과 함께 개별 기관

국내 IRB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최근
5)

IRB 승인이 있어야 10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 이러한

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IRB가

노력이 반영되어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공동심사위

모든 참여기관의 IRB 기능을 한다면 이 IRB를

원회(공동IR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임상시

‘공동IRB’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IRB는 특정 기

험관리기준(Korea Good Clinical Practice, KGCP)

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일 수도 있고, 특

이 개정됨으로써 공동IRB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정 기관의 IRB 역할과 함께 공동IRB 역할을 함께

이미 열려 있다. 개정된 KGCP에 따르면 ‘임상시

하는 기구일 수도 있다. 공동IRB는 기본적으로 다

험을 복수의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기관 임상시험에서 IRB와 관련된 공통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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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담당함으로써 중복을 피하여 IRB의 효율성을 높

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와

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대만의 JIRB(Joint Institutional Review Board)

공동IRB라는 용어보다 ‘중앙IRB(central IRB)'라

이다. 두 번째 형태의 대표적인 예가 호주에서 시

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공동IRB

도되고 있는 거점 IRB(lead IRB)를 활용한 공동

개념을 활용하여 IRB 심사를 하는 형태가 여러

IRB 운영이다 .

9)

10)

가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중

미국의 WIRB는 민간기업 형태의 영리기관으로

앙화 IRB 심사과정(centralized IRB review process)'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수하지만, 공익 성격의 연구

또는 ‘협동 IRB 심사과정(cooperative IRB review

윤리를 영리기관이 다룬다는 약점과 풍부한 임상

6)

proces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연구가 이루어지는 미국이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이러한 공동IRB 개념을 도입할 때 함께 고려해

가능한 IRB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야 할 사항이 역할과 책임의 분배 문제이다. 개별

이러한 형태의 공동IRB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

기관이 공동IRB에 IRB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대만의 JIRB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IRB의 역

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대만의 JIRB는 대만 정

할과 책임을 명시한 문서화된 협약서를 가지고 있

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비영리기관으로 전문성과

어야 하며, 그에 따라 IRB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신속성을 바탕으로 대만의 임상시험 활성화에 기

인 표준작업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

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적으로 공동IRB는 해당 다기관 임상시험에 공통

이슈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로 적용되는 부분, 즉 초기심의, 지속심의, 계획

다.

서변경, 중대한 이상반응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

거점 IRB를 통한 공동IRB는 따로 IRB를 만들

하고, 기관 IRB는 그 기관에만 해당하는 연구책임

필요가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IRB를

자의 적절성, 연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 기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에서 발생한 계획서 위반, 중대한 이상반응 등에

그러나 타기관 IRB의 심의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관단위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어려울 수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거점

공동IRB 형태

IRB를 선정하고 특정 임상시험을 특정 거점 IRB
로 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공동IRB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
7)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 IRB가

으나 ,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급증하는 심사 업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의 상

수 있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

황에서 자발적으로 기관 IRB가 나서는 것을 기대

으로 공동IRB 기능을 수행하는 IRB를 새로 만드

하기는 어렵다. 거점 IRB를 통한 공동IRB와 유사

는 형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IRB를 활

한 형태가 기관 IRB간 상호인정을 통해 진행하는

용하여 공동IRB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 첫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IRB 질을

번째 형태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IRB가 미국의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로 한정하여 진행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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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이에 따라 공동IRB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IRB 전문가이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범위가 몇몇 기관에만 적용되어 효율성 제고의 측

전임인력의 확보이다. 공동IRB 대표와 위원장의

면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몇몇 기관들끼리만

역량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배타적인 그룹을 형성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바
람직하지 않다.

이 공동IRB의 심의대상은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기관 IRB와 경쟁

따라서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공동IRB 형태로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효율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모델은 독립적인 비영

성 제고를 위하여 선별적으로 다기관 임상시험에

리기관 형태의 공동IRB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대해서만 공동IRB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

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차

겠다.

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은 거점 IRB를 통
한 공동IRB가 될 것이다.

공동IRB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동IRB와 기관 IRB의 유기적 관계와 합리적인
책임 분담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IRB와 기

공동IRB 운영

관 IRB간에 맺는 공식적인 협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각 IRB의 표준작업지침서에 이를 실행하

1. 독립적인 비영리 공동IRB

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공동
IRB는 해당 다기관 임상시험에 공통으로 적용되

이러한 형태의 공동IRB가 자생적으로 성립하는

는 초기심의, 지속심의와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기관 IRB는 그 기관에만 해당하는 연구책임자의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비영리 공동IRB를 새로 만

적절성, 기관에서 발생한 계획서 위반, 중대한 이

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과 장비, 행정인

상반응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비영리 법인을 새로 만들거나 대한기관윤리심의기

공동IRB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

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가운데 하나는 적정한 심사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Boards, KAIRB)를 통하여 공동IRB를 만드는 방

현재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개별 기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기 운영은 정부의 지

IRB에 지불하는 심사료의 합을 고려하여 일정 부

원에 크게 의존하겠지만 설립이 완료되고 일정 수

분의 심사료는 기관 IRB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준에 이르면 합리적인 심사료를 바탕으로 자립할

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늘어나는 효율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을 감안하여 공동IRB가 적정 심사료를 부과할

공동IRB의 위원은 기관 IRB에서 충분한 경험

수 있을 것이다.

을 가지고 있고 연구윤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공동IRB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재정

자로 추천을 받아 그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구성하

적 지원, 핵심 전임인력의 확보라는 어려운 숙제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과 비의료

를 해결할 수 있다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이

인,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로 구

형태의 공동IRB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

성해야 할 것이다. 위원의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다. 이러한 공동IRB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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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가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의 거점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 점차 공동IRB 경험을 축적하면서 보완해간다

이 방법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지역임상시험센

면 대다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들이 참여하는 전국

터의 선정에 IRB가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지역임

적 규모의 공동IRB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상시험센터가 있는 기관의 IRB가 적정 수준 이상

것이다.

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검증결과 또는 보장이 없
으므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2. 거점 IRB를 통한 공동IRB

방법은 외국의 IRB 인증프로그램들(AAHRPP,
SCIDCER/FERCAP)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

거점 IRB를 통한 공동IRB의 운영은 기관에 속

IRB들을 거점 IRB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

하지 않은 공동IRB를 새로 만드는 부담을 피하고

부의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갖추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관 IRB를 활용하여

다고 인정된 기관 IRB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하기 용이한 장점을

점이 있지만 선정기준이 외국의 인증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몇 가지 선결

국내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

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

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은 국내 IRB 인증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향후

우선 결정해야 할 사항은 어느 기관 IRB를 거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기관 IRB를 거점 IRB

점 IRB로 선정할 것인가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상

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해 볼 수 있는 안의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제 운용하여 IRB를 인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지정한 12개의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있는 기관의

들겠지만 합리성과 타당성 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

IRB를 거점 IRB로 선정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이

수를 받을 수 있는 안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IRB가 심의 경험

거점 IRB를 선정하고 난 후에는 특정 임상시험

이 많고, 대체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IRB 운영시

에 대한 IRB 심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거점

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관이 지역

IRB에 맡기느냐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Table 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joint IRB
Single non-profit IRB

Multiple lead IRBs

1. Relationship with the - Non-institutional
institution

- Institutional

2. Resources

- Newly created

- Existing

3. Operating cost

- High

- Low

4. Complexity

- Relatively simple

- Complex

5. Requirements

- Stro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 Full-time IRB professionals

- Attitude of mutual acceptance
- Standardized procedures and
forms of I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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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다기관 임상시험

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의 임상시험조정자 역할을 하는 연구책임자가 있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공동IRB 어

는 기관의 IRB에서 심의하는 안이다. 그러나 그

느 형태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전국규모의 공동IRB

연구책임자가 있는 기관의 IRB가 거점 IRB로 선

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서, 다른 방안으로 임상

지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

시험을 분야별로 나누어 특정 분야에 특정 거점

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IRB를 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 외
에도 임상시험조정자가 거점 IRB들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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