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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edication counseling in clinical trials is important for patient safety and implement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 During clinical trials, although basic information about the drug is provided through the participant instruction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xtent of the patient
awareness of this information, demand for medication guidance by participants, and the appropriate
medication guidanc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by us in September 2014, enrolling subjects self-administering drugs for a
clinical trial, and a study on the principle investigator (PI) and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CRC)
participating in the clinical trials. The survey related to preferences for medication counseling methods and demand for specific categories, as well as other additional items for clinical trial subjects, to
evaluate their awareness of the drugs in the clinical trial.
We analyzed the responses of 111 clinical trial subjects and 67 investigators (21 PI and 46 CRC). In
terms of preferences for medication counseling methods,‘written and oral guidance together’was high
for both subjects and investigators. When inquired regarding categories for which medica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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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required, subjects gave the most positive responses for‘adverse effects’(96.3%) and‘drug interactions’(95.4%), while investigators responded highly for‘methods of use’(100%) and‘adverse effects’
(100%). The category‘methods of use’especiall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vestigators
and subjects in terms of positive response rate, at 100% and 91.7%, respectively (p 0.0001). Categories in
which the subjects’awareness of the drugs in the clinical trial was lacking included‘difference with
drugs on the market’(58.6%),‘interactions with other drugs’(50.5%), and‘whether the drug is available
for sale’(45.1%). Meanwhile, the criteria high on the list of investigators included accurate clinical trials,
including guidance about methods of use and dealing with missed doses.
Based on the categories revealed by our survey, it will be possible to suggest constituent elements
for medication counseling in the future, that accounts for the demands of both subjects and investigators regarding drugs in clinical trials.

[Key words] Clinical trial, Investigational Product, Medication Counseling

연구배경 및 목적

동의설명문 및 복약설명서 또는 구두설명을 통하여 임
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라 함은 임상시험용 의약

이러한 제공된 정보들에 대하여 대상자가 얼마나 인지

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하고 있는지, 또한 복약지도가 실제로 필요한 항목 및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복약지도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지식들은 부족한 실정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이다.

연구를 말한다.1)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수행 및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도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도와 각 항목에 대한 대

에 대한 복약순응도는 특별히 임상시험 대상자가 스스

상자 및 연구자의 복약지도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향

2)

로 자가 투약하는 경우에 주요 요인이 된다. 이전 연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복약지도에 유용한 지식으로

구에 의하면 낮은 복약순응도는 임상시험의 검정력을

활용하고자 진행되었다.

감소시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임상시
험 대상자의 30% 또는 40%가 복약 불순응을 보일 경

연구방법

우에 모집 대상자의 수가 2배 또는 3배로 증가된다고
제시하였다.3) 따라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적절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한 복약지도를 통해 대상자의 복약순응도 상승 및 안전
본 연구는 2014년 9월 중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시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에 의하면 시험책

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Investigator)로서 시험책

임자, 시험담당자 및 관리약사(이하‘관리약사 등’
이

임자(Principal investigator, 이하 PI라 칭함) 및 연

라 칭함)는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정확한

구간호사(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이하 CRC

투여방법을 설명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해당 지시사항

라 칭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임상시험 대상자

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Subject)는 다음 조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포함시

있다.1) 현재 임상시험에서 관리약사 등은 대상자에게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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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긍정-매우 긍정)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결과
(1)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자가 투약 중인 대상자

를 1~4점으로 환산한 후, 점수가

(2)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약 경험이 1회 이상인 대상자

적’
으로, ≤2일 경우‘부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2일 경우 ’
긍정

3. 통계 분석 방법

2. 설문조사 방법
다음과 같이 구성된 설문지를 PI와 CRC에게 e-mail

설문 결과는 SPSS ver. 1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또는 직접 배부하였으며, 임상시험 대상자에게는 외래

하였으며,‘임상시험 대상자’
와‘임상시험 연구자(PI

진료 방문 시에 임상시험 관리약사 또는 CRC가 설문

및 CRC)’
로 나누고, 각 군의 차이를 chi-square test

지를 제공하여 당일에 수거하였다. 설문항목 중 임상시

와 Fisher’
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험용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 확인은 임상시험 대상자에

유의확률(P-value)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인 유의

게만 실시하였다.

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설문지는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Cronbach’
s alpha 값을 구하였다.

(1) 전체 설문항목 구성
1) 임상시험 시 선호되는 복약지도 방법 (4문항)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리심사위원

2)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항목별 인지도
(15문항)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계획
서를 심사 받고, 시행허가를 획득한 후 진행되었다.

3)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항목별 요구도

(IRB NO.KC14QISI0643)

(15문항)
4)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시행 주기 (15문

연구 결과

항)
1. 설문 응답자의 기본 특성
(2) 복약지도 항목
설문에 사용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항목
은 다음과 같이 총 15개 이었다.

연구대상은 총 533명(PI 76명, CRC 78명, 임상시
험 대상자 379명)이었으며, 이 중 178명이 응답하여

1) 약사법에 명시한 의약품 복약지도 필수항목(7
4)

전체 응답률은 33.4%이었다. 연구대상별 응답률은

개)

PI가 27.6%(21/76)으로 가장 낮았고,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

자는 29.3%(111/379), CRC는 59.0%(46/78)로 가장

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높았다.

2) 임상시험용 의약품에서 특이적으로 필요한 항

임상시험 연구자의 임상시험 경험은 5년 이하가 가장

목(3개)

많았고(55.2%), 임상시험 품목은 대부분 의약품 이었

복용 후 남은 의약품 처리법, 의료기관 방문일

으며(94.0%), 진료과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Table 1).

에 복용방법, 복용일수

임상시험 대상자는 77.5%가 이전에 임상시험에 참여

3) 임상시험 대상자의 다빈도 질문 항목(5개)

한 경험이 없었고, 연령 및 성별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시판여부, 시판약과의 차

(Table 2).

이, 복용을 잊었을 때 대처법, 부작용 발생 시
2. 임상시험 시 선호되는 복약지도 방법

대처법, 위약 복용 가능성
(3) 설문결과의 평가방법

임상시험 대상자는‘서면 및 구두 복약지도 동시 제

각 문항의 결과는 4단계 Likert 척도(매우 부정-

공’
을 선호하였으며(59.5%),‘서면으로만 제공’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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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ors(n=67)
특성

Number (%)
순환기내과

9 (13.4%)

소화기내과

7 (10.5%)

종양내과

6 (8.9%)

혈액내과

6 (8.9%)

신장내과

5 (7.5%)

호흡기내과

5 (7.5%)

기타

29 (43.3%)

5년 이하

37 (55.2%)

6년 이상

30 (44.8%)

의약품

63 (94.0%)

건강기능성식품

1 (1.5%)

모두

3 (4.5%)

진료과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 품목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1)
특성

진료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임상시험 참여여부

Number (%)
혈액내과

21 (18.9%)

소화기내과

18 (16.2%)

호흡기내과

10 (9.0%)

비뇨기과

9 (8.1%)

안과

8 (7.2%)

기타

45 (40.5%)

남성

55 (49.6%)

여성

53 (47.8%)

무응답

3 (2.7%)

50세 미만

52 (46.8%)

50세 이상

56 (50.4%)

무응답

3 (2.7%)

중학교 졸업 이하

9 (8.1%)

고등 졸업

39 (35.1%)

대학교 졸업 이상

56 (54.1%)

무응답

3 (2.7%)

있음

23 (20.7%)

없음

86 (77.5%)

무응답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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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ferences for medication counseling methods
임상시험 대상자(n=111)
Number (%)

임상시험 연구자(n=67)
Number(%)

서면과 구두 동시 진행

66 (59.5%)

57 (85.1%)

서면

28 (25.2%)

7 (10.5%)

구두

11 (9.9%)

3 (4.5%)

무응답

6 (5.4%)

0 (0%)

P-value

0.007

Fig. 1 Positive responses to knowledge for investigational drugs

‘구두로만 제공’
(9.9%) 순으로 응답하였다. 임상시험

을 보였다(Fig. 1).

연구자는 대상자와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으나‘서면
및 구두 복약지도 동시 제공’
에 대한 응답률이(85.1%)

4.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항목별 요구도

임상시험 대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007)
15개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대상자의 요구도는‘발생

(Table 3).
3.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항목별 인지도

가능한 부작용’
(96.3%)과‘약물상호작용’
(9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의약품의 성상’
(70.4%) 및‘복

15개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대상자의 인지도는 효

용일수’
(80.6%)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하여 90% 이상의 긍정적 답

임상시험 연구자는‘용법∙용량’
(100%)과‘복용을 잊

변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및 시

었을 시의 대처법’
(100%),‘부작용’
(100%)에 대한 요구

판약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50% 이하의 긍정적 답변

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시판여부’
(61.19%),‘시판약

- 49 -

JKSHP, VOL.34, NO.1 (2017)

Table 4. Requirement for medication counseling of investigational product
임상시험 대상자
(n=108)
Number (%)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약사법
복약지도
필수항목

보관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복용 후 남은약 처리법
임상시험
특이적
복약지도
항목

다음방문 시 복용여부

약의 복용 일수

시판여부

시판약과의 차이
임상시험
대상자
다빈도
질문 항목

복용 잊었을 시 대처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

위약 복용 가능성

임상시험 연구자
(n=67)
Number (%)

긍정적

94 (87.0%)

64 (95.5%)

부정적

14 (13.0%)

3 (4.5%)

긍정적

99 (91.7%)

67 (100%)

부정적

9 (8.3%)

0 (0%)

긍정적

102 (94.4%)

64 (95.5%)

부정적

6 (5.6%)

3 (4.5%)

긍정적

96 (89.7%)

62 (92.5%)

부정적

11 (10.3%)

5 (7.5%)

긍정적

104 (96.3%)

67 (100%)

부정적

4 (3.7%)

0 (0%)

긍정적

103 (95.4%)

66 (98.5%)

부정적

5 (4.6%)

1 (1.5%)

긍정적

76 (70.4%)

55 (82.1%)

부정적

32 (29.6%)

12 (17.9%)

긍정적

93 (86.1%)

59 (88.1%)

부정적

15 (13.9%)

8 (11.9%)

긍정적

99 (91.7%)

62 (92.5%)

부정적

9 (8.3%)

5 (7.5%)

긍정적

87 (80.6%)

63 (94.0%)

부정적

21 (19.4%)

4 (6.0%)

긍정적

78 (72.2%)

41 (61.2%)

부정적

30 (27.8%)

26 (38.8%)

긍정적

94 (87.0%)

52 (77.6%)

부정적

14 (13.0%)

15 (22.4%)

긍정적

102 (94.4%)

67 (100%)

부정적

6 (5.6%)

0 (0%)

긍정적

101 (93.5%)

66 (98.5%)

부정적

7 (6.5%)

1 (1.5%)

긍정적

91 (84.3%)

54 (80.6%)

부정적

17 (15.7%)

13 (19.4%)

긍정적 :“매우 필요하다”또는“필요 하다”로 답한 경우
부정적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또는“ 필요하지 않다”로 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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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0.065

0.014

1.000

0.531

0.299

0.409

0.082

0.712

0.837

0.013

0.129

0.103

0.084

0.15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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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차이’
(77.61%)에 대해서는 낮았다. 임상시험 대상

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7) 이를 토대로 향후 임상

자에 비해 연구자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항

시험용 의약품에 있어서도 서면 및 구두 복약지도의 동

목은‘용법∙용량’
(p=0.014)과‘복용일수’
(p=0.013)이

시 제공이 표준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었다(Table 4). 신뢰도 평가를 위한 Cronbach’
s alpha

복약지도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도가 90% 이상

값은 0.88 이었다.

인 항목은‘효능∙효과’
,‘용법∙용량’
이며, 인지도가

5. 임상시험용 의약품 복약지도 시행 주기

60% 이하인 항목은‘약물상호작용’
,‘시판약과의 차
이’
,‘약물의 시판여부’및‘발생 가능한 부작용’등 안

15개 복약지도 항목별 시행 주기에 대한 요구도 조사

전성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또한 복약지도 요구도에 대

에서 임상시험 대상자 및 연구자 모두 매 방문 시 시행

한 조사결과, 대상자의 요구도가 90%이상으로 높았던

하는 것을 선호하였던 항목은‘용법∙용량’
,‘부작용’
,

항목은‘부작용’
과‘상호작용’등으로서 이는 대상자

‘약물상호작용’
,‘다음 방문 시 복용 여부’
,‘복용일

의 인지도가 60% 이하였던 항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

수’
,‘복용을 잊었을 시의 대처법’
,‘부작용 발생시의

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본인이 참여하는 임상

대처법’으로서 7개 항목이었다.

시험의 특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경우 이는

첫 1회만 시행하는 항목도 효능∙효과, 의약품의 성

임상시험 참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시판 여부, 시판약과의 차이,

증명하였다.8) 이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특정 항

위약복용 가능성으로서 5개 항목에서 동일하게 나타

목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다면, 대상자들에게 해당 항목

났다.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편, 연구자는‘매 방문 시 시행’
을 대상자는‘첫 1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순응도를 상승

회만 시행’
을 선택한 항목은 의약품의 명칭(p=0.026)

시킴으로써 임상시험의 내적 타당도를 지지할 수 있다.

과 보관방법(p 0.0001), 남은 약의 처리법(p=0.273)

대상자와 연구자의 복약지도 항목별 요구도를 확인한

에 대한 항목이었다(Table 5). 신뢰도 평가를 위한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는‘약물 복용 시 발생 가능한 부

Cronbach’
s alpha 값은 0.91 이었다.

작용’
(96.3%),‘약물간의 상호작용’
(95.4%),‘복용을

고찰 및 결론

법’
(93.5%) 등으로 대상자 안전에 대한 항목에 긍정적

잊었을 시의 대처법’
(94.4%),‘부작용 발생시의 대처
답변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임상시험 연구자는‘용법∙용
연구 결과 복약지도 방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연구

량’
(100%),‘복용을 잊었을 시의 대처법’
(100%),‘약물

자 모두 서면 및 구두 복약지도 동시 제공을 선호하였

의 효능∙효과’
(95.52%) 등 대상자의 복약 순응도 증진

다. 실제로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들은 내용을 잊

을 통한 정확한 연구수행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어버리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설명만

이는 복약지도 시행주기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으로 하는 환자교육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가

양상을 보였는데,‘의약품의 보관방법’
,‘남은 약의 처

있었고5) 또한 약물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자료가 환자의

리법(반납)’
에 대해 임상시험 대상자는 첫 1회만 복약

지식, 순응도,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지도를 받을 것을 선호한 반면, 연구자는 매 방문 시 설

에서는 지식이 97%, 순응도는 60%, 치료학적 이점은

명할 것을 선호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임상시험의

57% 증가를 보였다.6)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복약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동일한 질환

지도 방법 선호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구두설명

의 일반 환자들 보다 높은 복약 순응도를 보이는 것으

뿐만 아니라 서면자료의 제공은 중요한 모든 사항을 표

로 조사되었다.9)-12) 이에 따라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해당

시할 수 있으며, 환자가 필요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항목들의 복약지도 시행주기는 방문 첫 1회는 임상시

되어 이해와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험용 의약품 특이사항인‘시판여부’
,‘시판약과 임상시

현재 약사법에서도 복약지도 시행에 있어 환자 또는 환

험용 의약품의 차이’
,‘위약복용 가능성’
에 대하여 설

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

명하고, 매 방문시에는‘용법∙용량’
,‘부작용’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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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iods for medication counseling of investigational product
복약지도 시행 주기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복용 후 남은약 처리법

다음방문 시 복용여부

약의 복용 일수

시판여부

시판약과의 차이

복용 잊었을 시 대처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

위약 복용 가능성

첫 1회
Number (%)

첫 1회와
진행 중 1회
Number (%)

매 방문 시
Number (%)

요청 시
Number (%)

대상자

37 (34.3%)

28 (25.9%)

30 (27.8%)

13 (12.0%)

연구자

22 (32.8%)

9 (13.4%)

32 (47.8%)

4 (6.0%)

대상자

28 (25.9%)

31 (28.7%)

36 (33.3%)

13 (12.0%)

연구자

7 (10.5%)

14 (20.9%)

45 (67.2%)

1 (1.5%)

대상자

49 (45.4%)

24 (22.2%)

20 (18.5%)

15 (13.9%)

연구자

33 (49.23%)

12 (17.9%)

16 (23.9%)

6 (9.0%)

대상자

55 (50.9%)

18 (16.7%)

17 (15.7%)

18 (16.7%)

연구자

20 (29.9%)

11 (16.4%)

33 (49.3%)

3 (4.5%)

대상자

34 (31.5%)

25 (23.2%)

36 (33.3%)

13 (12.0%)

연구자

19 (28.4%)

20 (29.9%)

22 (32.8%)

6 (9.0%)

대상자

32 (29.6%)

24 (22.2%)

36 (33.3%)

16 (14.8%)

연구자

11 (16.4%)

21 (31.3%)

31 (46.3%)

4 (6.0%)

대상자

58 (53.7%)

15 (13.9%)

19 (17.6%)

16 (14.8%)

연구자

32 (47.8%)

11 (16.7%)

13 (19.4%)

11 (16.4%)

대상자

47 (43.5%)

21 (19.4%)

31 (28.7%)

9 (8.3%)

연구자

20 (29.9%)

13 (19.4%)

27 (40.3%)

7 (10.5%)

대상자

31 (28.7%)

26 (24.1%)

40 (37.0%)

11 (10.2%)

연구자

8 (11.9%)

11 (16.4%)

40 (59.7%)

8 (11.9%)

대상자

30 (27.8%)

17 (15.7%)

50 (46.3%)

11 (10.2%)

연구자

10 (14.9%)

7 (10.5%)

47 (70.2%)

3 (4.5%)

대상자

41 (38.0%)

14 (13.0%)

21 (19.4%)

32 (29.6%)

연구자

31 (46.3%)

8 (11.9%)

6 (8.96%)

22 (32.8%)

대상자

39 (36.1%)

25 (23.2%)

22 (20.3%)

22 (20.4%)

연구자

31 (46.3%)

10 (14.9%)

12 (17.9%)

14 (20.9%)

대상자

31 (28.7%)

24 (22.2%)

40 (37.0%)

13 (12.0%)

연구자

13 (19.4%)

11 (16.4%)

38 (56.7%)

5 (7.5%)

대상자

30 (27.8%)

24 (22.2%)

45 (41.7%)

9 (8.3%)

연구자

14 (20.9%)

6 (9.0%)

45 (67.2%)

2 (3.0%)

대상자

47 (43.5%)

22 (20.4%)

23 (21.3%)

16 (14.8%)

연구자

35 (52.2%)

15 (22.4%)

10 (14.9%)

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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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0.026

0.001

0.589

.0001

0.748

0.031

0.895

0.273

0.011

0.021

0.282

0.458

0.088

0.00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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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인지도에 따라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순응
도를 높일 수 있다.

1988.
8)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 24조 10항.

비록 이 연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자가 투약하지

9) Flory James, Emanuel Ezekiel. Interventions

않는 암환자 및 면역억제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to improve research participants’under-

점, 대상자 스스로의 인지도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인지

standing in informed consent for research: a

오류 가능성 요소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임상시험

systematic review. JAMA. 2004;292(13):

용 의약품 복약지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시점

1593-1601.

에서, 대상자 및 연구자의 요구를 수집하여, 복약지도

10) Cramer J., Rosenheck R., Kirk G., Krol W.,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

Krystal J. Medication compliance feedback

하는데 의의가 있다.

and monitoring in a clinical trial: predictors

본 연구는 임상시험 복약지도 방법, 임상시험용 의약
품 복약지도 항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인지도와, 대상자

and outcomes. Value Health. 2003;6:56673.

와 연구자의 각 항목에 대한 복약지도 요구도를 조사하

11) Waeber B., Leonetti G., Kolloch R., McInnes

였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항목을 토대로 임상시험 대

G.T. Compliance with aspirin or placebo in

상자 및 연구자의 요구도를 모두 수렴하여 임상시험 관

the Hypertension Optimal Treatment(HOT)

리약사의 복약지도 항목을 상기와 같이 구성한다면, 대

study. Journal of Hypertension. 1999;17:

상자 및 연구자의 임상시험 참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1041-5.

대상자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하

12) Claxton A.J., Cramer J., Pierce C. A system-

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

atic review of the associations between dose

라 사료된다.

regimens and medication compliance.
Clinical Therapeutics. 2001;23:12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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