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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검사나 치료법이 잘 작용하며
안전한지 보여주는 것은 돕는 연구입니다.
귀하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귀하가 이미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새로운 약을
복용합니다.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임상시험이 귀하에게
맞는지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여성도 임상시험에 참여합니까?
예, 여성들은 이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여전히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령, 인종 및 민족 단체,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자신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여성의 건강에 대하여 더 알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참여해야 합니까?
의료 제품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때때로 다른 부작용을
겪기 때문에 여성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신체는 약 및 장비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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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 알아야
할 15가지 사항들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의 여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압력을 느끼시면 안됩니다. 아무 때에라도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동의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 임상시험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목록은 귀하께서 물어보아햐할 전부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참여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질문예 대한 답변을 듣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십시오. 다음을 알아보십시오:

목적과 앞으로 진행될 일들
1. 임상시험의 목적
2. 귀하가 받을 약, 검사, 그리고 치료
3. 얼마나 오래 임상시험이 진행되며
얼마나 자주 왕래해야 합니까
4. 어떻게 귀하의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까
5. 임상시험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재적 위험과 이점
임상시험은 치료법이나 검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귀하의 건강이 호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약, 검사, 혹은 치료가 귀하에게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치료법의 이점
7. 치료법의 위험과 부작용

8. 귀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이나 다른 선택 사항
9. 다른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다른 지원 혹은 잠재적인 가격
10.임상시험이 지불해주는 치료 혹은
서비스
11. 임상시험이 자녀를 돌보는 것 혹은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
12. 지불해야 하는 돈
13.보험에서 처리해주는 항목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14.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해야할
사람
15.결과를 받는 방법

미식품의약국 (FD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미식품의약국 (FDA)은 의료 치료법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합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은 새로운 치료법이나 임상시험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 여성 보건 부서 (Office of Women’s Health)는 미국립보건원 여성
건강 연구 부서 (NIH 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와 협력하여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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