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의 다양성
정보지
임상시험은 약, 백신, 혹은 장비와 같은 의료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자들을

관여시키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들은 또한 특정 병이나 특정 단체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료 제품이나
치료법이 제일 잘 듣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건강 평등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민족 건강 및 건강 평등 부서

임상시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
1. 임상시험은 사람에 대하여 행해지는 연구입니다—이 연구는
의료 제품이나 치료법에 대한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고안됩니다.
2. 참가하는 것은 항상 자발적입니다—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3. 임상시험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종종 건강한
자원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4.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연구자들은 자세한 절차와 각
임상시험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미식품의약국
(FDA)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5. 참여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연구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에
따라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의료 제품을 사용할 환자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 임상시험에서 소수
민족 및 인종 그리고 다른 다양한 단체들이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다른 나이, 인종, 그리고
민족들은 의료 제품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상시험으로부터 이득을 보기 위한 건강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치료법이 실패했을 때 귀하와 귀하의 담당 의료진이
임상시험이 다른 선택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을 경우.
• 다양한 환자들이 사용할만한 새로운 의료 제품이나
치료법들을 시험하는 것을 돕고 싶을 경우.
• 연구자들을 도와 병과 싸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을 경우.
더 배우십시오
임상시험이 귀하에게 맞다고 생각되면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임상시험을
www.clinicaltrials.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연구자들에게 질문할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www.hhs.gov/about-research-participation을
방문하십시오
미식품의약국 (FDA) 허가된 신약을 지원한 임상시험에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약 임상시험 요약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www.fda.gov/drugtrialssnapshot을 방문하십시오.
건강 평등에 대한 더 맣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fda.gov/healthequity를 방문해 주십시오.

미민권담당국 내의 기관인 미식품의약국 (FDA)은 사람 및 동물의 약, 사람을 위한 백신과 다른 생물 제품, 그리고 의료 장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증함으로써 공공 보건을 보호합니다. 이 기관은 또한
식품 공급, 화장품, 건강 보조제, 그리고 전자 방사선 제품 및 담배 제품의 안전성과 안보에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