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Ѿ�ܻੋ�ೡ

�োҳܐѤࠁ

보건의료 연구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원들은 인간의 건강에 관한 연구를 해 질병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을 찾으

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또한 질병이나 질환이 연구 대상자, 그의 가족, 간

병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흔히 

연구 대상의 질병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때때로 건강

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내릴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연구진은 “의사 결정 대리인”에게 의사 결정을 대신 하도록 의뢰하며, 연

구 참여가 그 사람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인지 질문합니다. 의사 결정

대리인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대리인은 그 사람(당사자)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도, 나 자신이 그 경우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

일지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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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᠕べ�ឩ䀅�㈝䀝��
>゙᠕�ⳁ䀲㈁�╒㊪�무엇입니까?

>゙᠕ㅹᾍ㈝�그 사람(당사자)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᠕ᚩ�일반 정기 진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  ᶍ␡�선택 방안이 있습니까?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ㆭ䂁�⚸�ᚩᵎ䀅�㈝익べ�ឩ䀅�ញ⋍��
>  ゙ ᠕�ᣙᚭ�중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  ゙ ᠕べ�참여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  ゙ ᠕べ�참여할 경우 그 사람(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  연구 진행 기간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  만약 그 사람(당사자)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경우 제가

한 의사 결정을 변경하려 하지는 않을까요? 

゙᠕�㛡ゕべ�ⳁ⛁ỉ�ⳁ�㈱ᴽ�⣭ㅒべ�ឩ䀅�ញ⋍��

>  그 사람(당사자)이나 제가 지불해야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  그 사람(당사자)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금전적 보상이 있습니까? 저에게 금

전적 보상이 있습니까?
>  그 사람(당사자)이 연구 중에 예상치 못한 상해를 당하는 경우 누가 보상을

합니까?
>  연구 참여가 현재나 미래에 그 사람(당사자)의 (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᠕�㛡ゕ␥�ṭ㎺べ�㎺ᶑ䀁ᴽ�ᝦㅙ��

>  그 사람(당사자)이 연구에 참여했지만 도중에 중단하도록 제가 결정하면 어
떻게 됩니까?

>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연구원들이 이 사람의 연구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습
니까? 

゙᠕ᚩ�㌮⍵ễ�䅭��
>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  연구원들이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제 3자와 공유하게 됩니까?
>  연구원들이 연구를 통해 이 사람에 관해 알게된 정보는 어떻게 취급됩니까?

연구 참여 여부는 본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 의문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 � �

이 안내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의학적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시에는 이 안내서의 정보를 따르기에 앞서, 귀하의 의사나 연구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이러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도,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 당사자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어

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어

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 ᠕�ᶩ⭪㈹㈁�ᚩ㤁ឩ	㠅⯉㈁�⭟㈁�⛒✾べ�ᶩ䀅�ⶉ
�

>  ᢡ㈁�㌮៹�₹ᴽ�◡䃽㊪㈡�ⶉ�

>  ᢡᚩ�䀅�ឥ㈁�㊾㈝ᭁ�㑭ⳉ�

만약 당사자와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경우 연구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바랍
니다.�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보통 긴장하거나 불안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래와 같이 평소에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과 

선택에 대해 상의하기 바랍니다:

>  ᶍ␡�㈁⭕�ᚭ䃡⭕�₹ᴽ�㤁⍵⭕�

>  제�㛑�㑭⍵�㈁⍵㈡�

>  ᚩ㌚㈝ᭁ�㤅䀅�㤅᠕�

>  オ㊪�㌙ち㈹� 

ᣙぞ䀉�⭕䀖���귀하는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

고, 연구에 이미 참여한 후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당사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중단하더

라도, 그 사람(당사자)의 일반 정기 진료 및 의료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 여부는 본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IRB가 연구를 심의하고 관리하며, 의사 결정

을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사람을 연

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귀하가 “의사 결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연구 참여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서 귀하는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당사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할 것일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 참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대신 해야할 것

인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  그�⭕∵	ᶢ⭕㈹
㈝�゙᠕べ�㛡ゕ䀁ᣙ␥�ㅹ하는가 �

>  ゙ ᠕�㛡ゕᚩ�그 사람(당사자)べ᜵�ṭㅩ㈝�되는가 �

>  ㈝�゙᠕ᚩ�그 사람(당사자)의 질환에 대한 연구만을 위해 수행되는가?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사람(당사자) 대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스스로 더 많은 질문을 해보고, 이러한 결정을 해도 괜찮은지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은 무엇입니까?� 
연구는 일반적인 개인 정기 진료와 같지 않습니다. 연구는 과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로서 연구에 참여할 때는 위

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연구 대상자의 안전 및 사생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본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를 통해 알아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하기 위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이러한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참여 동의서의 내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

구의 목적과 절차, 가능한 위험 및 이익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는 참

여 여부 결정을 하기 전에 동의서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