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jectives and Players: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DSMB), 

Event committee, outcome & safety adjudication

서울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

조현재



Adjudication of outcomes was carried out in a blinded fashion by a clinical-end-

points committee according to prespecified criteria.

Sponsor Novartis at the end of March had announced PARADIGM-HF's early 

termination. It meant, Packer stated, that "the study had demonstrated convincing 

superiority of LCZ696 over high doses of [ACE inhibitor] enalapril on 

cardiovascular mortality as well as on the primary end point," which was a 

composite of cardiovascular death or HF hospitalization.



Sept. 11, 2015 –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today reports that, for 

people age 50 and older with high blood pressure and at least one other risk 

factor for heart disease, lowering blood pressure to under 120 mm Hg reduced a 

combined end point of heart attack, acute coronary syndrome, heart failure and 

strokes by 30% more than lowering it to 140 mm Hg.  In addition, deaths from 

any cause were reduced by 25% in those treated to reach a goal of 120 mm Hg. 

The study's independent data safety and monitoring board called for the study to 

be halted because of this significant benefit, which clearly outweighed any harm.



 Sponsor

 Principal investigator

 Steering (executive)committee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DSMB)

 Event committee (outcome, safety adjudication)

 Sub-investigators

 IRB

 FDA / NIH / CDC





연구의위험도분류

□최소 위험 Minimal risk:

□저 위험 Low risk:

□중등도 위험 moderate risk:

□고 위험 high risk:

□고 위험 high risk + DSMB 필요:

: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책임연구자는 최소 위험을 초과하는 저위험 연구부터 모든 연구계획서에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 (DSMP)을 포함해 IRB에 제출하여야 함 (모든 최소위험 초과
연구가 DSMB를 필요로 하지는 않음).



DSMP / DSMB

Data Safety Monitoring Plan

(자료안전성모니터링계획)

Data Safety Monitoring Board

(자료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

 Describes how the study 

investigators plan to oversee

research subject safety and how 

adverse events will be 

characterized and reported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monitoring should be tailored to 

fit the expected risk level, 

complexity, and size of the 

particular study

 A group of individuals with 

pertinent expertise that review 

on a regular basis accumulating 

data from ongoing an clinical trial

 Advises sponsor regarding 

safety of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and validity and 

scientific merit of the trial

책임연구자는 최소위험을 초과하는 모든 연구계획서에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DSMPlan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 모니터링 책임자: 의뢰자 주도 연구의 모니터링 책임은 의뢰기관에, 
연구자 주도 연구의 모니터링 책임은 책임연구자에게 있음. 모니터링
담당자는 본 연구와 무관한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나, 책임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 담당자가 수행할 수도 있음.

2. 자료 및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항목
3.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 및 주기: 구체적인 방법과 모니터링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6개월마다, 5명
연구대상자 등록마다 등으로 기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4. 이상약물반응보고, 연구 미준수,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보고
5. 연구 중단 기준: 어떠한 근거(예, 목표한 연구 자료의 획득 또는 연구

종점에의 도달 실패 등)에 의하여 연구의 지속, 중단(stop)이나
변경(alternation)이 결정될 것인지 기술되어야 하며. 연구 중단에 따른
향후 계획 기술 필요

6.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DSMC): 일반적으로 의뢰자, 
연구팀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연구의위험도분류

□ 최소 위험 Minimal risk: 연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강도가 정상적인 건강인의 일상 생활이나 일상적인 신체검사나

심리검사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것. 예: 삶의 질 설문조사

□ 저 위험 Low risk: 연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강도가 정상적인 건강인의 일상 생활이나 일상적인 신체검사나 심리검사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약간 큰 것. 예: simple X-ray, CT, PET을 포함한 연구

□ 중등도 위험 moderate risk: 연구의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보다는 크지만 보다

고위험 연구는 아닌 경우. 연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상반응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감시 및 보호가 필요한 연구. 예: 인슐린 클램프 연구,

일부 제2상 임상시험, 일부 제3상 임상시험, 일부 생검을 포함한 연구



연구의위험도분류

□ 고 위험 high risk: 연구의 특성 때문에, 또는 연구위험의 특성이나 발생 가능성의

빈도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주는 연구. 예: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제1상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사람에서 아직 수행된 적이 없었던 연구, 이른바 First

in Man Study.

□고 위험 high risk + DSMB 필요: 고위험 연구이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일차/이차 평가변수가 사망 또는 중증 질환인 대조군 연구

2. 사망 또는 중증 질환 감소가 목적인 신 치료법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3. 무작위 배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 치료법의 초기 연구

4.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또는 사전 정보에 근거할 때

잠재적으로 유해한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인 신 치료법의 초기 단계의 연구),

5. 피험자가 노인이나 소아, 임산부처럼 취약한 그룹인 경우 또는 특별히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규모가 큰 다기관, 장기연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연구 기간 중 조기에

도출된다면,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를 조기종료할필요가 있는 경우



 Sponsor

 Principal investigator

 Steering (executive)committee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DSMB)

 Event committee (outcome, safety adjudication)

 Sub-investigators

 IRB

 FDA / NIH / CDC



IRB와 DSMB

 DSMB는 특정 연구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해당연구에 한하여 조직되고, 

해당연구를 관리감독하며, 해당연구가 종료될 때 해산하는 조직

 DSMB와 IRB는 서로간에 평행한 관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상하급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음

 IRB는 DSMP를 포함한 연구계획서의 심의과정을 통해 특정연구에서

계획되고 있는 안전성 모니터링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 DSMB 위원 구성원의 적절성이나 인원수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IRB는 연구자에게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IRB가 특정연구의 DSMB 구성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

 IRB는 안전이나 효과에 관한 중간 데이터를 눈가림 해제 상태로 검토하지

않고, DSMB의 권고사항이 연구자를 통해 IRB에 제출되면, 이를 참고하여

조치를 취함



DSMB의구성

 임상연구 관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혹은 임상연구
의뢰자가 DSMB 를 구성

–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예를 들어 임상 전문의사, 

생물통계학자, 약리학자, 독성학자, 생명윤리학자 등) 

– 이전의 데이터안전성감시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임상시험의 경험이 많은 자

 최소 3인 이상 다학제 구성

– 모집환자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에는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통계전문가일 것을 권고

 의뢰자 및 연구자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이상적

 모든 위원은 이해 갈등(COI, conflicts of interest)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



DSMB의구성

 임상연구 관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혹은 임상연구
의뢰자가 DSMB 를 구성

–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예를 들어 임상 전문의사, 

생물통계학자, 약리학자, 독성학자, 생명윤리학자 등) 

– 이전의 데이터안전성감시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임상시험의 경험이 많은 자

 최소 3인 이상 다학제 구성

– 모집환자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에는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통계전문가일 것을 권고

 의뢰자 및 연구자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이상적

 모든 위원은 이해 갈등(COI, conflicts of interest)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분은 한 분이라도
더 공동 연구자로 모시고 싶다. 

회의에 빠지지 않고 오시며, 연구 전반 이해하시는
다학제 인원 구성이 (비종양 연구에서) 가능할까?

연구 참여 기관의 비(세부)전공 연구자가
현실적인 고려 대상임 (free from COI?)



DSMB의독립성확보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해당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독립적인 위원

–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위원이 속한 진료과의 과장?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위치?

 해당 시험의 의뢰인, 임상시험 대행기관, 해당 시험에서 평가되는

제품 또는 해당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다른 시험

의뢰인과의 자문계약이나 재정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밝혀야 함

 DSMB의 회원들은 시험 도중 상기 명시된 연관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DSMB에 통지

 본 DSMB의 회원들 중 시험 도중 주요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

회원은 DSMB에서 사임해야 함



DSMB의의무

 시험참여자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

 시험의 효과 평가

 시험의 안전성을 평가

– IRB에 안전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

 전반적인 임상시험수행을 모니터링

 시험을 계속 진행 / 중지에 대해 독립적 검토 및 조언

 시험대상자의 모집/선발/보존과 관리, 프로토콜 순응 개선 및

자료 관리와 품질관리 절차 권고

 기록의 보관

– 모든 회의의 세부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세부사항에 기초한
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제출



DSMB의임무: 임상시험수행모니터링

 피험자 모집비율 및 피험자 부적합성, 치료 불순응

 연구 계획을 지나치게 위반하지 않는지 심의

 누적된 데이터의 시간대와 완전성 확인

 전체 및 현장별 안전성 데이터 요약 및 비교

 중요한 예후 인자에 대한 시험군 간의 균형

 중요 하위집단 내의 데이터 축적

 참여를 도중에 그만두는 피험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를 심의한다. 



IIT 연구자가기대(오판, 우려)하는 DSMB의수준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축적, 분석한자료를정기적으로

검토

 연구주재기관(의뢰자)이나 IRB 혹은 모두에게 피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제시

 안전성 감시 / 누적된 데이터의 시간대와 완전성 확인

 훈수 수준의 외부 자료언급이 더 혼란과 Protocol 변경을

초래하여, 어떻게든효율적으로해보려는연구에추가

주문을하지는않을까?

 임상 수행 감시 / 중요한 예후 인자에 대한 시험군 간의 균형



IIT 연구자가생각하는 DSMP/DSMB와희망사항

 Interim analysis의 효과/안전성 면의 효용은 알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 (연구비, 

대상 환자)에서 adaptive design을 계획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DSMB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념과 용어의 확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틀과

세부내용이 확립된 표준화된 DSMB charter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DSMB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CRO 역할 대체 인력이 필요 (예, 비공개 문서

준비, 회의 연락): 혹은 열악한 IIT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저렴한 CRO 

기능 제공을 요망합니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훈수 수준이 아닌) 연구 진행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권고를 해줄 수 있으며, 특히 독립성이 보장되는 연구자의 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비종양 / 순환기) 임상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질병 특성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통계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DSMB: 통계학적모니터링지침

 모집환자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에는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통계전문가

일 것을 권고

 DSMB가 시험의 진행/중지 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데

근거자료가 될 통계학적 모니터링의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시험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종료하는 경우와

시험이 이익-위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종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함

 시험계획서에 나온 발생률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SMB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대상자 수/시험기간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함

 이 경우 해당 사항의 검토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리듬

형식으로 제시해야 함



DSMB: 통계학적모니터링지침

 모집환자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에는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통계전문가

일 것을 권고

 DSMB가 시험의 진행/중지 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데

근거자료가 될 통계학적 모니터링의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시험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종료하는 경우와

시험이 이익-위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종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함

 시험계획서에 나온 발생률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SMB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대상자 수/시험기간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함

 이 경우 해당 사항의 검토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리듬

형식으로 제시해야 함

질병 특성과 통계 지식을 겸비한 연구
인력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효과



DSMB 진행

첫 회의: 조직 회의
– 시험계획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최

– 시험의 설계와 수행에 관련된 과학적/도덕적 쟁점의 검토

– DSMB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논의

– 향후 공개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논의

: 회의 주기, 방법

– DSMB, 의뢰인대표, 시험책임연구자, CRO가 참석

– DSMB는 임상시험계획서, DSMB 헌장 (charter) 초안을 제공
받음

초기 안전성/시험의 무결성 검토
– 초기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초기 안전성 및 시험수행의 질과 관련된 사항 검토

– 연구대상수의 재검토 절차가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점검



공개회의

 책임 연구자 등 해당 임상시험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진행

 시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집단 간 정보 교환

 환자의 모집 진행과 연구계획서의 준수 내용 및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보고와 점검

 DSMB가 평가 도중 생긴 의문에 대해 연구 구성원들에게 질문

 시험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내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상호작용이 용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유선 / 이메일을 통해 의견

전달 가능



폐쇄회의

 위원회 위원들만으로 연구자 /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결과 변수에 관한 자료와 내용

 통계적인 중간 분석 결과 논의

 보고내용과 논의결과에 근거하여 회의 권고안이

도출되고 위원들의 투표 등을 통해서 최종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의가 종결



공개보고서

 각 DSMB 회의마다 작성
 DSMB 회의에 참석한 모든이들에게 제공
 회의록은 기밀유지가 될 것을 사전에 명시
 보고서/권고사항의 배포 경로 방식을 사전 계획
 포함 사항

– 시험대상자의 모집과 기본특성
– 부적합 대상자의 정보: 선정 / 제외규정 위반
– Protocol Deviation

– 추적관찰이 끝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시험에의 참여도(순응도)

– 중대한이상반응
– 임상시험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출판물

 DSMB 회의 1개월 이내에 완성, 대체로 회의 2주 전 DSMB에 제공
 회의의 공개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별도의 보고서에 포함

– 특정 자료의 공개 여부는 비밀 정보(눈가림이 해제된 자료 등)가 토의에서 다
루어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DSMB 회의록
– 공개회의록
– DSMB 공개회의의 진행상황 및 DSMB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종합
– 시험 책임연구자와 의뢰인에게 바로 전달됨



공개보고서

 각 DSMB 회의마다 작성
 DSMB 회의에 참석한 모든이들에게 제공
 회의록은 기밀유지가 될 것을 사전에 명시
 보고서/권고사항의 배포 경로 방식을 사전 계획
 포함 사항

– 시험대상자의 모집과 기본특성
– 부적합 대상자의 정보: 선정 / 제외규정 위반
– Protocol Deviation

– 추적관찰이 끝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시험에의 참여도(순응도)

– 중대한이상반응
– 임상시험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출판물

 DSMB 회의 1개월 이내에 완성, 대체로 회의 2주 전 DSMB에 제공
 회의의 공개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별도의 보고서에 포함

– 특정 자료의 공개 여부는 비밀 정보(눈가림이 해제된 자료 등)가 토의에서 다
루어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DSMB 회의록
– 공개회의록
– DSMB 공개회의의 진행상황 및 DSMB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종합
– 시험 책임연구자와 의뢰인에게 바로 전달됨

누가 DSMB를 Support하나? 

: DSMB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CRO 역할 대체

인력이 필요

(예, 비공개 문서 준비, 회의 연락)



 Sponsor

 Principal investigator

 Steering (executive)committee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DSMB)

 Event committee (outcome, safety adjudication)

 Sub-investigators

 IRB

 FDA / NIH / CDC



운영위원회와 DSMB

 DSMB는연구도중눈가림해제된중간결과를검토할수있으며, 그

결과에따라 계속진행 / 중단에대해운영위원회에권고할수있다.

– 안전성과 효능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본 연구의 통계학적 모니터링 지침을 토대

– 연구 계획의 수정 또는 피험자 등록 및 시험의 일시 중지를 권고할 수 있음. 

– 권고안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서화되어야 함

– DSMB 회의 후 15일 이내가 통상적

 운영위원회는 시험계획서의 수정 및 시험 수행에 대한 DSMB의 권고를

검토해 연구의 변경 / 종료를 결정

 운영위원회는 연구 진행 중 외부 자료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음

 DSMB는 시험계획서와 시험의 수행과정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권고사항이나 변경사항은 DSMB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운영위원회와 DSMB

 DSMB는연구도중눈가림해제된중간결과를검토할수있으며, 그

결과에따라 계속진행 / 중단에대해운영위원회에권고할수있다.

– 안전성과 효능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본 연구의 통계학적 모니터링 지침을 토대

– 연구 계획의 수정 또는 피험자 등록 및 시험의 일시 중지를 권고할 수 있음. 

– 권고안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서화되어야 함

– DSMB 회의 후 15일 이내가 통상적

 운영위원회는 시험계획서의 수정 및 시험 수행에 대한 DSMB의 권고를

검토해 연구의 변경 / 종료를 결정

 운영위원회는 연구 진행 중 외부 자료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음

 DSMB는 시험계획서와 시험의 수행과정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권고사항이나 변경사항은 DSMB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이슈로

연구자가 아닌 DSMB가

연구 조기 종료를 선언할

권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까?



 Sponsor

 Principal investigator

 Steering (executive)committee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DSMB)

 Event committee (outcome, safety adjudication)

 Sub-investigators

 IRB

 FDA / NIH / CDC



Outcomes of KorAHF

Total In-hospital mortality 4.93%

in-hospital mortality: 6.11% Urgent heart transplantation 1.31%

Hospital stay (median) 9.0 days

Medical cost 9,051,401  Korean won  (8887 US $)

survival 
93.9%
(5288 

patients)

mortality 
6.1%
(339 

patients)

In-hospital outcome

In-
hospital 

death 
79%
(268 

patients)

Urgent 
TPL 21%

(71 
patients)

All in-hospital mortality

Event committee: outcome adjudication



Event committee: outcome adjudication



Event committee: outcome adjudication



The mode of in-hospital death (268 deaths) 

Cardio-
vascular 

death 
84%

Non-
cardio-

vascular 
death 
16%

 3명이상의위원

 Physician’s narrative 

 Discharge summary

 Symptom/sign + Lab findings

 Medication 내역 (esp. iv)

 시간적선/후관계와인과관계에따라

event adjudication

*EC는연구자와꼭독립되어있을필요는없다



60%

4%

33%

1% 2%

Cardiovascular death
Heart  failure
progression (135
patients)

Sudden cardiac death
(8 patients)

ACS
(74 patients)

Cerbrovascular
(hemorrhagic stroke)
(3 patients)

other cardiovascular
(5 patients)

Cardio-
vascular 

death 
84%

Non-
cardio-

vascular 
death 
16%

The mode of in-hospital death (268 deaths) 

 각 Event category의명확한정의는 EC charter에미리명시 !



2%

23%

38%

2%

4%

2%

21%

8%

Non-cardiovascular death

renal failure (1 patient)

pneumonia (11 patients)

sepsis (18 patients)

other infection (1 patient)

GI (2 patients)

hematologic (1 patient)

malignancy (10 patients)

기타 (4 patients)

Cardio-
vascular 

death 
84%

Non-
cardio-

vascular 
death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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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ardiovascular death
Heart  failure
progression (135
patients)

Sudden cardiac death
(8 patients)

ACS
(74 patients)

Cerbrovascular
(hemorrhagic stroke)
(3 patients)

other cardiovascular
(5 patients)

The mode of in-hospital death (268 deaths) 



• 전체 연구대상자 :  690 patients

• In-hospital mortality :  8.4% (58 patients)

• 생존 퇴원 :  632 patients

100%

90%

80%

70%

60%

5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days)

예: 추적관찰기간중전체사망 (서울대학교병원 A 연구)

Problem during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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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day total mortality

안전행정부 자료 :  7.4% (47 patients) / 연구자 eCRF:  2.2% (14 patients)

• Follow-up loss 처리된 연구대상자 : 70 patients

 Total follow up mortality :  71.4% (50 patients)

70% 누락

• 전체 연구대상자 :  690 patients

• In-hospital mortality :  8.4% (58 patients)

• 생존 퇴원 :  632 patients

예: 추적관찰기간중전체사망 (서울대학교병원 A 연구)

Problem during Follow-up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08.07)에 따른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1. ‘14.08.0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 됨.

2. 법령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번호 삭제 , 생년월일, 등록번호, 

회원번호, I-PIN 등으로 대체해야 함.

3.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16.08.06일까지) 파기해야 함.

4.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은 ’15.02.06까지(6개월)임.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안정성 확보 미 조치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징수 됨.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부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

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08.07)에 따른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주민등록법

1)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략)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하란 말인가?

전화? (동의서에 명시 필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Big data 분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연구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다만,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



 Sponsor

 Principal investigator

 Steering (executive)committee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DSMB)

 Event committee (outcome, safety adjudication)

 Sub-investigators

 IRB

 FDA / NIH / CDC

 개인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