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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질적 표준 적용을 

통한 대상자의 권익,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한다

글로벌 임상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기술적 지원 및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연구환경을 

제공한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다

MISSION
&

VISION

차세대 

의료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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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세브란스병원 

OCS/EMR 구축

2006. 02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개소

2008. 05

Pfizer Center of Research 

Excellence Site 지정

2009. 02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개소

2009. 05

선도형 특성화 사업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 개소

2009. 05

임상시험센터 조직 개편

(임상연구관리실 및 임상연구보호센터 신설)

2009. 09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학적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

2009. 12

임상시험약국 

무균주사조제실 완공 및 운영 개시

2010. 04

Bristol-Myers Squibb, OCE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지정

2010. 06

대상자보호프로그램 

국제인증(AAHRPP) 획득

2010. 07

국가임상시험사업단,

Center of Excellence 선정

2011. 05

e-IRB System Open

2011. 07

u-CTMS 프로젝트 개시

2011. 10

대사조절 유전체 통합연구센터 설립

2012. 09

Sanofi-Aventis Premier Site 지정

2012. 12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분원) 설립

2014. 02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자체점검기관 

적합기관 선정 및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차등평가 

A등급 선정

2014. 06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 시범운영기관 

선정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IRB운영을 

위한 협의서 체결(IRB상호인정제, 

연세의료원-서울성모병원-

인하대병원)

2014. 12

e-CASE(e-CRF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사용 개시

2015. 04

임상연구코디네이터를 위한 임상연구 

Guide Book 제작

2015. 09

연세의료원(신촌-강남) 

IRB 심사공유시스템 오픈

2016. 01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SCI-C), 

통합 홈페이지 오픈

2016. 09 

Web 기반 양방향 계약 검토 

시스템 오픈

2016. 11

임상연구교육관리시스템 

CREDU 오픈

(http://credu.yuhs.ac)

2008. 11

세브란스병원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선정

2008. 09

Pfizer Training Center for PK/PD 

Modeling and Simulation 지정

2013. 03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개소

2013. 10

임상시험센터 산하 직제 개편

(3개부 : 일반약물시험부, 종양신약시험부, 

의료기기임상시험부)

2013. 10

60seconds with CTC

(임상시험센터 소식지, 월 1회) 발간 시작

2013. 11

보건복지부,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지정

HISTORY OF CLINICAL RESEARCH 
INFRASTRUCTURE IN SEVERANC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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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는 

국내 의료 발전의 초석이 된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상의 임상시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Leading

08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06년 보건복지

부 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 이래로 국내 임상시

험 수준의 질 향상과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역량 

달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질 향상 노력의 일환으

로 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전면 인증 

및 JCI HRP 분야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3년 보건복

지부 지원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컨소시엄으로 선

정되어 진정한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센터로 성장하

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IT기술을 접목시킨 임상시험 관리 

전산화 시스템 u-CTMS (ubiquitous-Clinical Trials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센터 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스템(CRMS: Clinical Research Management System)과 e-IRB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원내 OCS/EMR과 

연동시킨 e-CRF시스템인 e-CASE (e-CRF system with Accuracy, 

Safety, Efficacy)를 개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연구가 진

행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초기 임상시험부터 국제 수준의 연구진에 의한 다양한 질환 

대상의 후기 임상시험까지 우수한 성과를 확보한 세브란스병원 임상시

험센터는 국내 신약 및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안 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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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수술 후 섬망

“뇌 신경은 의료계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미지의 

분야이며, 난치성으로 

분류되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은 아직 마땅한 

치료법이나 약이 없습니다. 

저는 임상시험센터의 지원을 

받아 파킨슨증후군에서 

중간엽 줄기세포의 신경 보호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바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험 

당시 만족할 만큼의 원스톱 

연구지원 서비스를 받았던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INTERVIEW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
전문 분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 

치매, 줄기세포

50%

20%

3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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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의 중점 연구과제

암 

의료기기/IT

뇌신경인지

대사성 질환

면역/감염 질환

심뇌혈관

줄기세포

세브란스의 연구시설

●  임상시험센터 (Clinical Trials Center, CTC)

930여 평의 국내 최대 규모 임상연구 전용 공간 및 55개의 연구용 침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장비를 통해 정확한 자료 수집및 검사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시설 

배치로 임상연구 진행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Avison BioMedical Research Center, ABMRC)

2013년 2월 완공한 최첨단 연구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 동물실, 의료기기 개발 검증 공간 및 수

술실 전기생리실, 조직병리실, FACS, 초원심분리기실, 이미징센터, 방사선실험실, BAS, NGS 

분석기기 등 최첨단 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Clinical Trials Center for Medical Devices, MDCTC)

의료기기 임상연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임상시험센터와 시설을 공유하며 의약품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임상연구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여 보다 확대된 형태의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Medical Technology & Quality Evaluation Center)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 재료 및 생활 주변기기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의료용구 시험검

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Constant temp & Humidity chamber 등 26여 종의 최신 연

구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심혈관제품유효성평가센터 (Cardiovascular Product Evaluation Center, CPEC)

국내외 기관에서 얻어진 심혈관질환 연구성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초 연구성과 발굴과 유효성평가 서비스 및 통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포치료센터 (Cell Therapy Center) 

세포치료 분야의 많은 연구기술을 바탕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제대혈 이식, 심장질환자의 세

포 이식 등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보증된 세포치료제를 생산 및 공

급할 예정으로 국내 병원 최초로 GMP 시설을 갖춘 세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화를 선도하는 세브란스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은 진료 위주의 임상병원에서 벗어나 신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신약 등을 개

발하여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산업화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병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암, 뇌신경인지, 대사성질환, 면역/감염질환, 심뇌혈관, 의료기기/IT, 줄기세포/재생의학의 총 7개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사업화 가치 창출과 목적 중심의 R&BD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중점 연구분야

에서는 연구활성화 및 새로운 아이템의 연구개발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다양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 워킹 그룹은 분야 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정기 미팅 및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

고 있으며 외부산업체, 연구소 등과도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킹 그룹은 임상과 

기초의학교실, 약학대학,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합의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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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년 전통의 의학 우수성과 

탄탄한 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Trust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컨소시엄 SCI-C

국내 유수의 4개 대학병원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인하대병원은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되었으며,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SCI-Consortium”(이하, SCI-C*)

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연구자, 임상시험연구자 및 임상연구종사자 등

의 인력적 요소와 신약 임상개발 경험·지식 등의 무형의 연구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특

히 신약개발과정 및 임상시험 수행과정에서 각 병원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

간 소모를 단축하였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 및 성과

●  초기임상시험 수행

SCI-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약처 대상 임상시험으로 승인된 1,935건 중 930건을 수

행함으로써 국내 전체 대비 약 50%의 임상시험 수행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초기임상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SCI-C의 초기임상시험의 비중을 보면 글로벌 다국가 임상개발 단계

에서 한국에서 승인된 전체 초기 임상시험 건수 중 제 1상은 약 1/3, 제2상은 약 2/3의 임상을 

수행하는 등 국내 단일국가 임상시험은 물론 글로벌 다국가 임상시험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수행 

노하우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입니다.

●  신약개발 R&D 협력 플랫폼

‘신약개발전략자문팀’은 전임상단계부터 임상 개발 초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병원이 보유한 

연구자원을 통해 다학제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10여 년간 축적된 약 1,000만 명의 의

료정보를 활용을 통해 관심질환 환자수, 질환 세부특성 및 약물 처방패턴 등을 제공함으로써 목

표시장 분석, 임상개발전략 수립 및 임상시험 설계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SALT PLUS)

●  사업개발 및 마케팅

다양한 신약개발 업체가 대학병원 내 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상호신뢰를 

기반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SCI-C는 사무국을 기획하여 주로 비즈니스 개발과 국내

외 다양한 일대일 파트너링 학회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

2661

64

1

1

57

16

25

17

19

13

Early vs. Late Phase of 
Clinical Trials

2015년 SIT 임상시험 기준으로 초기 임상시험

(Phase1, Phase2) 118건을 수행함으로써 전

체 대비 42%를 수행하였고, 이는 특히 SCI-C

가 초기임상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PhaseⅠ      PhaseⅡ

  PhaseⅢ      PhaseⅣ

675
652

608

2013 2014 2015

46%49%49%

SCI-C National Performance

SCI-C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약처 

대상 임상시험으로 승인된 1,935건 중 930건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전체 대비 약 50%의 임상시

험 수행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SCI-C      S.KOREA

Number of Beds in all hospitals 5,909 beds

Clinical Pharmacology Unit 177 dedicated beds

Number of In- and Out-Patients more than 7.0 million patients per year

Staff Involved in Clinical Trials 1,545 clinical investigators

Number of Clinical Trials 1,100 sponsored contract per year

Operational Structure 
10 subcommittees under three divisions (Clinical 

Operation, Research Infrastructure, Business 
Development & Marketing) 

*  SCI-C: Severance Hospitals, the Catholic Univ.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Inha Univ. Hospital-

Consortium

SCI-C Network an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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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손주혁 교수
연구 분야: 유방암의 항암약물치료, 

임상시험,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 

RESEARCH ACHIEVEMENTS

논문

연구과제

특허

“다양한 연구 활동은 연구자 

개인의 성과가 아닌 여럿이 

함께 완성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환과 관련한 

여러 진료과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대형 의료기관 중에서도 

내과와 외과의 협력이 가장 잘 

되는 병원이라 자부합니다. 환자 

등록 수 대비 타 의료기관에 비해 

임상시험 등록 건수가 높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는 

의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을 

믿고 임상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특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471
7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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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연구참여자가 신뢰하는 보호시스템

JCI 인증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지의 여

부를 국제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7년 국내 최초로 JCI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16년 4차 재인증 성공까지 10여 년 동안 국제적인 수준의 환자 안

전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2,000병상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이 JCI 인

증에 성공한 최초 사례입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 있어도 우수한 대상자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JCI 

평가항목 중 임상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안전을 인증하는 HRP (Human Subject 

Research Programs) 기준을 통과했으며, AAHRPP 전면 인증(Full Accreditation)을 

받았습니다. AAHRPP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권리와 복지 보호를 위해 연구 실

시기관,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등이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렇듯 세브란스병원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 보호를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미래를 그리는 연구 경쟁력

2013년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세브란스병원은 미래 의료기관의 성패는 연구 능력에 있

다고 판단하여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초 및 임상 연구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되어 우수한 성과를 지속

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기술사업화 등 의료원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연세의료원 산학협

력단을 개설한 이후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성과가 증가했는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2012년 162건에서 2015년 314건으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수도 2012년 6건

에서 2015년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주)ATGen과 200억 규모의 기술이

전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협의체 우수 성과 기

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초, 최고의 길에서 
진료와 연구에 믿음을 주다

세브란스병원은 1885년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근대의료기관인 제중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30여년 간 국내 의료 발전과 의학교육의 산실로써 늘 앞선 발걸음으로 최초, 최고를 

지향해왔습니다. 

1985 국내 최초 서양식 병원으로 설립 (광혜원에서 제중원으로 명칭 변경)

1904 국내 최초 종합병원 설립 (세브란스병원)

1969 국내 최초 암센터 설립 (연세암센터)

1975 국내 최초 소외외과 진료

1993 국내 최초 ‘환자권리장전’ 선포

2001 국내 최초 인공심장 이식 성공

2003 국내 최초 간암조기진단클리닉 개설

2005 국내 최초 다빈치 로봇수술 실시 (7월)

2006 국내 최초 대학병원 망막센터 개소

2006 국내 최초 간섬유화스캔 검사실 도입

2007 국내 최초 JCI인증 획득

2009 국내 최초 연세간질환검체은행 설립

2009 국내 최초 방사선 암 치료기 ‘3세대 토모테라피’ 도입

2011 세계 최초 로봇수술 가이드라인 제시

2011 아시아 최초 3차원 부비동 내시경수술 성공

2012 국내 최초 병원 ISO27001 국제정보보호인증 획득 (통합인증)

2013 국내 최초 종합병원 의료전문 수화통역 서비스 도입

2013 세계 최초 로봇수술 1만례 달 성(11월)

2014 아시아 최초 조직검사용 첨단 샘플 트랙킹 시스템 도입

2014 국내 최초 폐 이식 100례 달성 (8월)

2015 국내 최초 수술 없이 폐동맥 심장 판막 치환시술 성공 

2016 국내 최초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도입

세브란스병원 
JCI 4차 인증

AAHRPP 전면 인증

세브란스병원 
국가고객만족도1위

글로벌 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

i-세브란스 
앱 어워드 코리아 수상

2011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 대상

최고를 향해 최초의 길을 걸어온 세브란스병원



20 21Clinical Trials Center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진과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임상연구 수행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cellence

또한, 융합연구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1단계(2013년~2015년) 연구중심병원 기반 마

련, 2단계(2016~2019년) 연구중심병원 고도화, 3단계(2020년 이후) 연구중심병원 자립

화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국내외 R&D 연구 유치, 기술 제휴 등에 집중하며 산·학·연 공동연구 협

력, 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연구 및 산업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와 임상시험실시기관 차등 관리로 인정받은 신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

는 정부 중심의 평가에서 2010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급성기 병원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인증받아, 국

내외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증받았습니다.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 수준에 대해 일률적 점검 방식에서 임상시

험 수행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차등

관리를 통해 임상시험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등의 하드웨어 및 관련지침 구비 및 이에 따

른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등급(우수(A), 보통(B),미흡(C))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우수(A)등급을 받아 임상연구 분야의 수준 또한 국내외에서 인

증을 받았습니다. 

Medical 
Devices

University
& Hospital 

Preclinical
CRO

Bio-
Phharma-
ceuticals

Biotanical / 
Funcional

food

Bio-
Venture

Reaserch 
Institutes

CRO’s

Others

Severance Hospital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현황

연구산업화를 목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 글로벌대학,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와 긴밀한 공동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 활발한 네트워크 기반 R&BD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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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

는 정부 중심의 평가에서 2010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급성기 병원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인증받아, 국

내외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증받았습니다.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 수준에 대해 일률적 점검 방식에서 임상시

험 수행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차등

관리를 통해 임상시험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등의 하드웨어 및 관련지침 구비 및 이에 따

른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등급(우수(A), 보통(B),미흡(C))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우수(A)등급을 받아 임상연구 분야의 수준 또한 국내외에서 인

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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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현황

연구산업화를 목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 글로벌대학,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와 긴밀한 공동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 활발한 네트워크 기반 R&BD 수행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
전문 분야: 정위기능신경외과, 

감마나이프수술

“뇌정위기능 수술 분야는 

20세기 들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뇌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치매나 피킨슨병 같은 

뇌 질환에 약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혈관뇌장벽(Blood 

Brain Barrier)을 여는 

연구로 새로운 약물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고, 지금은 

초음파 뇌 수술 등 후속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정 넘치는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 연구 

교수들의 성과와 역량은 

임상연구수행기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00년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국내 최초 시행 

3
63

특허(건)

연구과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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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임상시험의 첫걸음, 최적의 자문팀 구성

신약개발전략자문팀(Strategic Advisory Leadership Team, 이하 SALT)은 제약회사의 필요에 따라 맞춤 자문

을 응대하고자임상과학, 규제과학, 기초의학, 약학, 바이오 이미징, 임상약리학 등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팀

입니다. 외부 비임상 전문 기관과 인허가 전문컨설팅 그룹과도 MOU를 체결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인

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SALT는 세브란스병원 내 연구 네트워크 시스템(Y-HRN)을 통해 전문가 검

색은 물론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 수를 파악하여 임상연구 진행 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할 수 있는 덕분에 효율적으

로 최적의 전문가들을 찾아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화된 임상연구 전문가에 의한 통계 자문 및 분석 

임상시험센터에서는 임상연구를 계획하는 의뢰사 및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임상연구 설계, 연구대상

자 수 산출, 분석대상군 정의 및 통계분석방법, 무작위배정 등의 통계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중

심 연구결과 보고서 및 발표를 위한 통계분석을 제공합니다. 임상시험센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통계학과

의 MOU를 통해 더욱 질 좋고 전문적인 통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최상의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 인력의 질 관리

임상연구의 윤리적 측면과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참여 인력의 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시되

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화된 교육으로 훈련된 임상연구코디네이터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이하 CRC)가 자원자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하여 자원자 모집, 관리, 교육하고, 

연구자 및 의뢰자가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 넘은 축적된 노하우와 연구자-CRC간의 긴밀한 협조는 임상시험 계획서의 순응도와 임상연구자료의 질을 높

입니다. 임상연구의 참여 경력 정도에 따른 맞춤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는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로서 지속적인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

수의 CCRP (Certified 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 CCRC (Certifi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QCRC (Qualifi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QCRP (Qualified Clinical Research Pharmacist) 등의 

임상시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최상의 임상연구를 수행하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진료과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임상연구가 임상시험센터를 통해 수행되고 있습

니다. 고난이도 초기 임상시험부터, 국제 수준의 연구진에 의한 다양한 질환 대상의 후기 임상시

험까지 빠르고 정확하고 질 높은 연구 진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연구 자원 
(Y-HRN* 검색, 2011~2016.12.1 기준)  

연구자

1,137 
논문

37,579 
특허

1,645
연구과제

21,669 
임상시험

12,587

*   연세의료원 연구네트워크(Yonsei Health 

Research Network, Y-HRN)

Departments
Number 
of PI's

Number 
of Studies

Oncology 52 305

Gastroenterology 40 286

Cardiology 37 255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24 188

Ophthalmology 21 175

Pedicatircs 22 162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15 113

Urology 21 111

hematology 23 103

Neurology 9 91

Dermatology 13 77

Pathology 12 76

Gastrointestinal Surgery 9 73

ENT 13 72

Obstetrics and Gynecology 24 70

Radiology 7 66

Neurosurgery 12 58

Pulmonology 17 55

Laboratory Medicine 9 52

Rehabilitation 6 43

CLINICAL INVESTIGATORS (2013~2015)

Departments
Number 
of PI's

Number 
of Studies

Allergy and Immunology 2 40

Hepatobiliary Pancreas Surgery 11 39

Rheumatology 9 38

Clinical Trials Center 4 36

Cardiovascular Surgery 2 31

Nuclear Medicine 3 28

Colorectal Surgery 9 27

Organ Transplantation 4 25

Family Medicine 10 24

Infectious Diseases 6 23

Nephrology 4 22

Plastic Surgery 4 22

Pediatric Oncology 2 22

Thyroid Surgery 3 21

Chest Surgery 6 18

Pediatric Surgery 2 4

Clinical Genetics 1 4

Others 52 305

Total 522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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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승인 현황 (2010~2015)

임상연구 승인 건수   기준 : 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기 포함

연구기관별 승인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585

699
723 721

  SIT      IIT

  다국가    국내다기관      단일기관

1400

1200

1000

800

600

4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1311

972

832

123

246

463 585

602

257

166

217

601

763

264

139

24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상 21 31 26 22 34 34

2상 61 57 69 56 59 71

3상 86 84 128 95 143 137

4상 60 44 57 42 41 39

기타 295 321 332 324 373 386

생동성 4 1 1 0 0 0

의료기기 11 37 35 33 46 70

후향적 258 357 344 353 487 538

PMS 36 40 33 27 39 36

273
231

999
897

1222

952

1025

203
268

840

195134

임상단계별 승인 건수

247 296 325 312

인간 생명과 직결된 임상연구, 

단 0.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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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승인 현황 (2010~2015)

임상연구 승인 건수   기준 : 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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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상 21 31 26 22 34 34

2상 61 57 69 56 59 71

3상 86 84 128 95 143 137

4상 60 44 57 42 41 39

기타 295 321 332 324 373 386

생동성 4 1 1 0 0 0

의료기기 11 37 35 33 46 70

후향적 258 357 344 353 487 538

PMS 36 40 33 27 39 36

273
231

999
897

1222

952

1025

203
268

840

195134

임상단계별 승인 건수

247 296 325 312

INTERVIEW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  
전문 분야: 백내장, 각막, 외안부, 

시력교정수술

“ 임상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안위와 안전성이 최상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얻는 것에 현혹되면 

대상자의 위해나 위험도를 

간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 계획 및 진행 

전반에서 IRB의 감독을 통해 연구 

전 과정과 연구 이후의 대상자 

정보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임상 

윤리란 ‘내 마음 속 도덕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와 임상연구 

수행 기관이 임상연구의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인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내 연구와 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대상자의 안전성은 최대한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김태임 교수가 진행한 임상연구(건, 2009~2016.08)

안질환 연구 약물 의료시술 의료기기 기타

80

19 2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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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안전성 보호로 
임상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008년 국내 병원 최초로 국제적 기준에 발맞춘 임상연구보호센터(Human 

Research Protection Center, HPC)를 구축하여 연구진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

하도록 연구자 및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임상연구보

호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 HRPP) 시스템을 감독하는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AE 2013 2014 2015

Expected 968 850 872

Unexpected 477 594 856

합계 1,442 1,444 1,728

환자 안전 사건(중대이상반응(SAE)) 보고 건수

연구자와 대상자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하는 임상연구 환경

세브란스병원은 임상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임상연구와는 독립적인 임상연구보호센

터(Human Research Protection Center, 이하 HPC)를 마련하여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이하 HRPP)을 효과

적으로 적용하고 구현합니다.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가 연구 관련 법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한지, 연구 참여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임상연구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윤

리, 생명윤리, 임상연구관련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HPC에서는 대상자 및 보호자, 연구자, IRB위원, 병원 직원, 익명인 등 모든 사람이 HRPP나 IRB에 관한 의

견, 제안 또는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PC는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및 IRB심의 절차와 관련된 모든 의견과 응답을 꾸준히 조사, 관리하고 처

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하다

세브란스병원 IRB는 1994년 구성된 이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점검을 시행합니다. 

IRB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ICH-GCP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은 운영 목표 중 하나인 ‘환자안전’ 구현을 위해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안전성모니터링을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안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에 앞장서

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아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 보고 및 상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전국 20개 의료기기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 한 곳으로 승인받아 출시된 의료기기의 부작용 정보를 발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산업계와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개선과 발전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RB 심의위원회 

7panel

IRB 심의위원 수

109 명 
IRB 심의 일정

Panel 1  매주 첫 번째 목요일  

Panel 2  매주 두 번째 월요일  

Panel 3  매주 세 번째 금요일  

Panel 4  매주 네 번째 금요일

Panel 5  매주 네 번째 화요일

Panel 6  매주 두 번째 금요일

Panel 7  매주 세 번째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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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반의 원스톱 연구지원 서비스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fficiency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체계적 안전 관리

세브란스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실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상연구 경험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컨설팅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약사법, 의

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센터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이하 

SOP) 등에 준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임상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임상연구별 계획서 및 약국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며 대

상자 별 투약내역 또한 상세 확인이 가능하여 관리약사가 약품코드생성부터 임상시험용의

약품의 입출고관리, 처방전 검토,임상시험용의약품의 조제, 검수, 복약지도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복약 순응도와 직결되는 복약지도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

품 처방 시 출력되는 라벨 상에 약품코드 별로 투약방법이 자동 출력되도록 전산프로그램

을 구현해 투약 시 대상자가 숙지해야 할 필수정보를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약 순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약국에서 관리하는 

과제 및 약품 수

(2016.09기준)

1341

529

약국 관리* 약품 수 약국 관리 과제수

*   임상연구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를            

임상시험센터 약국에 의뢰한 연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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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체계적 안전 관리

세브란스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실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상연구 경험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컨설팅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약사법, 의

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센터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이하 

SOP) 등에 준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임상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임상연구별 계획서 및 약국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며 대

상자 별 투약내역 또한 상세 확인이 가능하여 관리약사가 약품코드생성부터 임상시험용의

약품의 입출고관리, 처방전 검토,임상시험용의약품의 조제, 검수, 복약지도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복약 순응도와 직결되는 복약지도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

품 처방 시 출력되는 라벨 상에 약품코드 별로 투약방법이 자동 출력되도록 전산프로그램

을 구현해 투약 시 대상자가 숙지해야 할 필수정보를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약 순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약국에서 관리하는 

과제 및 약품 수

(2016.09기준)

1341

529

약국 관리* 약품 수 약국 관리 과제수

*   임상연구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를            

임상시험센터 약국에 의뢰한 연구 기준

INTERVIEW

“제약사가 임상시험 기관을 고를 때 고려하는 것은, 같은 시간과 

비용대비 신속하고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성’입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 완벽한 치료법을 찾는 의료기관과 더 좋은 

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가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난치와 불치 없는 세상을 위해 제약사, 

CRO, 의료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이일섭 부사장
전문분야: 소아과학, 임상약리학, 제약의학

김춘옥 교수
세브란스병원 임상약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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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의 쉽고,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연구행정 시스템

세브란스병원은 2005년부터 스마트 유비쿼터스 시스템인 ‘u-SMART’를 구축하여 환자 진료와 연구, 병원 경

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u-SMART는 OCS (처방전달시스템), PACS (의료영상처리시스템), 

EMR (전자의무기록), ERP (전사적 자원관리) 등을 통합한 웹 기반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해 연세

의료원의 성과 정보를 병원 경영진, 교직원, 고객(일반인) 등 사용자별 목적에 맞는 실시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관리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통합연구관리 시스템 u-CTMS (ubiquitous-Clinical 

Trials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CTMS은 임상시험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및 검체 보관, 

장소 예약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연구지원시스템(CRMS, Clinical Research Management System)과 

IRB 심의 관련 모든 절차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한 e-IRB (electronic-Institutional Review Board), 그리고 

전산화된 증례기록서를 실현한 e-CASE (electronic-CRF system with Accuracy, Safety and Efficiency)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연구자들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연세의료원 연구 네트워크(Y-HRN; Yonsei-Health Research 

Network)를 구축하여, 연세의료원의 모든 연구 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전산화와 함께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 2015년 5월 ISO 

27001 인증(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

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임상연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였

습니다. 임상연구에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운영시스템을 한 곳에 집결시켜 연구의 통합관리

를 가능하게 하고, 의뢰사와 연구자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함으로서 수시 상담과 임상

연구 자문을 통해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연구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세브란스 병원에 더 많은 임상연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의뢰사 간의 MOU 

체결을 맺고, 연구 가능성 확인(CDRS; Clinical Data Repository system)과 IRB 임상

연구 관리대장 활용) 및 feasibility Assessment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수주에 큰 도

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고난이도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요구는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안정적인 수급이 임상시

험센터의 또 다른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실

시기관 지정, 글로벌 선도분야 교육, 전문화, 특성화 관련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정보화 시스템으로 
연구 효율성을 선도하다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최초 웹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인 세브란스 통합의료정보시스템(u-SMART)

을 구축한 첫 유비쿼터스 병원입니다. 임상시험에서도 IT 기반의 연구행정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관리와 빠른 진행을 돕습니다. 

e-CASE를 활용한 연구과제 수행 비율

IIT

60% 

임상시험센터 투어 진행 건수

(2013~2015) 

국내기관의 방문

30건 

SIT

40% 

국외기관의 방문 

55건 
Audit, inspection, PSV, Site Selection 16

Benchmarking 16

Feasibility Check 20

Site Tour 33 

임상시험센터 투어 진행 건수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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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서비스 내용

Feasibility 연구자 추천 및 PSV (site tour, feasibility check, EMR check list 등 작성) 지원

계획서 개발 및 자문 의뢰 범위에 따른 계획서 개발 및 자문 지원

비용 산정 연구수가 안내 및 CTC 서비스 비용산정

식약처/IRB 연구계획 승인 심의 제출 연구자와 의뢰사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계약 /
CTC 서비스 협약 

계약서 검토 및 계약업무 대행 /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센터 서비스 협약 안내 및 진행 

임상연구 개시 
연구비 입금관련 영수증 발급 및 관리, CR 코드 생성, 

EMR ID 생성, 개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 입고 확인 및 약코드 생성

임상연구 진행 

CDRS를 통한 Pre-screening, 

센터 공간 및 시설 사용 안내 및 지원 

(외래진료실/입원실/채혈실/검체보관고/모니터링실/ 기타 장비 및 시설 이용 등) 

임상약국 지원

의뢰 시 코디네이터 지원

모니터링 및 점검 
(연구수행중)

의뢰자의 모니터링 및 점검 시 장소 및 관련 장비 예약 안내,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임상연구 종료 의뢰 시, 식약처/IRB 종료 보고서 제출 시 업무 협조

데이터 관리 데이터 입력, 데이터 분석, 데이터 검증, 데이터 잠금 등 업무 지원

통계분석 /
결과 보고서 

통계 자문 및 지원 /

서비스 의뢰 시 결과보고서 작성 또는 자문 

점검 또는 실태조사 (종료 후) 실태조사 응대(장소 예약 및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등) 

장기 문서보관 장기 문서보관 신청 안내 및 문서 보관 및 관리

연구진행 절차 및 지원 서비스

System

시스템운영 
DB 

e-IRB

검증운영 CRF

CRF 
Data

EMR

e-CRF 시스템 운영

e-CRF 시스템 사용

Data Base

Data

대상자 
정보

OCS

CDISC

Schedule Subject Data entry Report

e-CASE 시스템 구성 

연구자 CRC 의뢰자 DM 통계

시스템 

관리자
DM

연구자를 위한 쉽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자료 관리 시스템, e-CASE

임상시험센터에서 다년간의 임상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자료 관리 시스템 e-CASE (https://ecase.yuhs.

ac/)는 웹 기반 전자증례기록서(e-CRF; electronic-Case Report Form)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

초로 전자의무기록 및 처방전달 시스템과 e-CASE의 자료 연동 기능을 통해 반복 입력에 따른 입력 오류와 연구

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임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가능합니다. e-CASE는 연구자가 쉽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임상시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통

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CASE 특징

•  자료 통합 및 관리 시스템

   효과적인 임상시험 자료 수집과 관리를 위한 자료 통합 솔루션 제공

•  임상시험 자료 수집과 관리 표준 준수

   세브란스 병원 SOP와 내규를 적용한 자료 수집과 관리 시스템

•  처방전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OCS/EMR)과의 자료 연동

   OCS/EMR 자료 연동을 통해 eCRF에 자료 입력 시 발생하는 입력 오류 최소화하고 입력 시간을 단축

     

•  사용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CRF 개발 환경 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CRF Template을 이용하여 임상시험의 특성을 고려한 CRF page 생성과 편집 기능 제공

•  CRF 항목, 대상자 별 자료 추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료 추출

•  세브란스병원 IT 관리 규정 적용

   임상시험 자료 관리 관련 규정 충족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IT 시스템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규칙적인 보안 simulation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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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서비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의 노고와 정성 어린 지원에 감사합니다.” 

 • 박은숙 교수(재활의학과)

대외협력 서비스

“의료원 차원의 국내·외 연구협력 관련하여 언제나 성심 성의껏 지원해 주시는 소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양재 파트장(의과학연구처)

Research coordination

“임상시험센터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세브란스병원의 연구력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 박성하 교수(심장내과)

e-CASE

“ e-CASE는 다기관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자동적으로 교정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의 전송 역시 자동으로 이뤄지는 연구자 친화적 시스템입니다.” 

 • 박미숙 교수(영상의학과)

계약

“ 세브란스병원은 계약서 검토 요청부터 계약서 검토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타 기관에 비해 현저하게 짧습

니다. 또한 기관의 요청 근거가 명확하여 불필요한 논의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임상계약 협의 시 선호되

는 기관입니다.” 

 • 진정원(한국 파락셀)

“ 계약 검토 의뢰 후 당일 또는 익일 이내 오는 기관 접수 메일을 통해 별도의 회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계약 의뢰자로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개시 일정을 신속하게 준비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의 친절한 답변과 전

문적인 접근 방식에 신뢰를 느낍니다.” 

 • 김선영(INC Research)

채혈

“ 프로토콜에 따른 정확한 시행, 다른 연구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친절한 대상자 응대, 연구자에게는 최고의 임

상채혈실입니다.” 

 • 최정희 간호사(내분비내과)

임상약국

“임상연구는 신속하면서도 각 대상자마다 정확하게 임상시험용의약품이 불출되고 투여되어야 합니다. 

 임상시험센터 약국에 의뢰하면 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 김춘옥 교수(임상약리학과)

“약제비 산정, 모니터링 등록 등을 위해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잘 관리된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 CRA 강다인(Novonordisk)

“임상시험을 위한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빠른 피드백으로 원활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CRA 김민수(inVentiv Health Korea)

연구 대상자

“ 쾌적한 환경과 영양소가 균형 있게 담겨 있는 식사와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아주 만족스

러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29세, 건강성인 자원자

“ 고쳐야 할 점도 더 발전할 점도 없이 최고였습니다. 간호사분들 덕분에 그곳에 있는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보

낼 수 있었습니다."

 • 28세, 건강성인 자원자

“ 폐암 진단으로 4년째 투병 중입니다. 2년 전 김혜련 교수님의 권유로 임상시험 중인 표적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해 지금은 2년이 되어 갑니다. 운 좋게도 임상 신약이 저와 잘 맞아, 병세가 아주 호전되고 있으며, 지금

은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냅니다. 담당이신 김혜련 교수님, 그리고 임상시험센터 담당 간호사 선생님

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 52세, 폐암 대상 임상시험 자원자

Reviews for Severance Hospital 
Clinical Trial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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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전화번호 이메일

센터투어 및 홈페이지 문의 02-2228-0507 ctc_tour@yuhs.ac

센터서비스 협약 진행 및 각종 문의 

(Feasibility, 과제 의뢰 등)
02-2228-0558 ctcqi@yuhs.ac

계약 02228-0502,0506 contractctc@yuhs.ac

CR처방코드 02-2228-0504 ctc_fund@yuhs.ac

데이터관리 및 통계 02-2228-0480 ctcdm@yuhs.ac

장기 문서보관 02-2228-0502 ctc_docs@yuhs.ac

e-CASE 02-2228-0472 ctcdm@yuhs.ac

교육 02-2228-0556 ctcqi@yuhs.ac

EMR ID 02-2228-0470 dm0704@yuhs.ac

외부점검 및 실태조사 02-2228-0557 ctcqi@yuhs.ac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02-2228-0511~7 ctc_pharm@yuhs.ac

연구비 02-2228-0503,0504 ctc_fund@yuhs.ac

연구용 수가 02-2228-0559,0460 sevctc@yuhs.ac

장소(회의실, 모니터링실) 예약 02-2228-0500 iactr@yuhs.ac

IRB (연구심의위원회) 02 2-2228-0430~2 irb@yuhs.ac

HPC (임상연구보호센터) 02 2-2228-0430 hpc@yuhs.ac

Contact

SEVERANCE HOSPITAL
YO N S E I  U N I V E R S I T Y
COLLEGE OF MEDICINE

CLINICAL 
T R I A L S 
C E N T E R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

Tel  02-2228-0500     Fax 02-392-0668   Homepage http://ocr.yuhs.ac

http://ocr.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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