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익적 임상연구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설명회
-

참석보고서 일시: 2018년 10월 26일 (금) 14:00~16:30
장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
참석자: 박석규

주최: 대한의학회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

배경
1.

2004년 3개의 질환 별 임상연구센터를 지정하며 시작된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는「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10~’14),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15~’17)에 이어「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19~’26)의 추진을 앞두고 있음.

2.

다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임상연구’의 개념과 필요성,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
업」을 위해 진행될 연구주제 수요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연구자들의 임상연구 참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내용
시간
13:30-14:00

내용
30분

발표자
등록
∙

사회: 임성은(국민건강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

14:00-14:05

5분

환영사

이영성 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14:05-14:10

5분

개회사

장성구 회장(대한의학회)

14:10-14:15

5분

기념촬영

1부: 공익적 임상연구 소개
14:15-14:35

20분

발표1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 현황

14:35-14:55

20분

발표2

연구주제 수요조사 소개

14:55-15:15

20분

발표3

15:15-15:35

20분

발표4

김석현 센터장
(국민건강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

국민건강임상연구 우수사례 Ⅰ

김재준 교수

(근거생성 전향적 임상연구(1))

(삼성서울병원)

국민건강임상연구 우수사례 Ⅱ

김용림 교수

(근거생성 전향적 임상연구(2))

(경북대학교병원)

15:35-15:50

15분

발표5

15:50-16:05

15분

발표6

16:05-16:30

25분

국민건강임상연구 우수사례 Ⅲ

임영석 교수

(근거통합 성과연구-경제성 평가연구)

(서울아산병원)

국민건강임상연구 우수사례 Ⅳ

김현수 교수

(근거통합 성과연구-2차자료 분석연구)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16:30

질의 및 응답
폐회

사업기간/예산 2019~2026년 / 총 1840억원 (연평균 230억원)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내용

세부과제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
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1.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의료기술별 환자성과 비교연구
1.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
생애주기별 질환 예방/관리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성과 비교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 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1. 첨단기술 적용 치료법 근거생성연구
혁신적·고비용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환자성과 및 재정영향 변동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2. 의료기술 응용 변경요법 근거생성연구
의학적 필요도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이 제한된 허가범위 외 사용 의
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2.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
3. 미확립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의료적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간 효과 비교 및 성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
과평가 연구
한 의료기술의 근거 산출연구

그 동안 진행된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는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사업」,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이었으며, 앞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19~’26)의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 진행되는 8년간 1840억원 (연평균 230억원)이 투입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소개하고 각
임상학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업단이 선정되기 전에는 여러 임상전문가, 의료기관, 유관기관,
개별연구자 등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연구주제 제안 (공모)을 통하여 주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언
이날 소개된 「국민건강임상연구」 우수사례 발표는 임상 학회에서 전국 단위의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위원회 배정 등)하여 회원들이 좋은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제안한 주제가 공모되도록 하고, 본 학회 또는 분과학회나 회원 병원
단위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