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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면서 방대한 양의 의료데이터가 수집,
저장되고

있다.

Records,

EHR),

이러한

데이터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의료영상 데이터(Medical

Image

Medical

Records,

Health

EMR),

등이 있으며, 데이터 분석

Data)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임상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기 제조자는 의료기기 시판 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판 후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는 의료기기 시판 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용 시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환자의 윤리적 문제, 방대한 임상시험의 기
간 및 비용 소모 등이 발생하며, 다양한 임상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의료

RWD)

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데이터를 말하며, 주로 많은 집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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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다. 또한 실사용데이터(RWD)를 가공·분석하여 도출된 증거를
실사용증거(Real

World

라 한다.

Evidence, RWE)

실사용증거 (RW E)는 의료기기 사전 및 사후 관련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 및 비용이 단축
되고 다양한 임상환경이 고려되어 기존의 임상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증거(RWE)는 의료 환경에서 임상시험
설계나 수행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에 응용되며, 시판 후 안전성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사용데이터 (RWD)를 통해 분석한
실사용증거(RWE)를 규제 결정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실사용
데이터(RWD)의 타당성과 신뢰성 입증을 통한 실사용증거(RWE)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민원편의 및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증거(RWE)를 사용
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및 부작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료와 임상시험의 설계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설정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기기 업체 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규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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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규제 결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기 허가 (인증 )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구체화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변경

②

시판 후 제품에 대한 안전(부작용)에 관한 문제 등 확인

③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설정

④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대조군 설정

⑤

의료기기의 재심사 자료

⑥

의료기기의 재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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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가.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실사용데이터(RWD)는 기존의 중재적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으로
부터 수집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
이다. 실사용데이터(RWD)는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
(

환자, 일반인) 등 다양한 출처(Sources)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나.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
실사용데이터(RWD)를
(RWD)

분석하여

파생된

증거로써,

실사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나 잠재적 이익 또는

위험성에 관한 임상적 근거를 말한다. 또한, 임상문헌을 분석하여
파생된 새로운 증거도 포함한다.

다.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
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안전성 및 유효성 확증 임상시험(확증 임상시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구체적 사용목적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증적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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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
연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피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특정 데이터를 수집·통계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연구

바. 레지스트리(Registry)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인자에 노출된 모집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균일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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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증거(RWE)의 주요 내용

1. 실사용데이터(RWD), 실사용증거(RWE) 개념 및 설명
가.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실사용데이터 (RWD)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증 임상
시험을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비중재적(Non-Interventional)
방법에 의해 일상적으로 수집되어지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나 처방 등을 통해 의료기
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제 진료기반 데이터(예
(EMR),

전자건강기록(EHR)

(Administrative

and

등)와

Healthcare

개인 라이프로그(Lifelog)(예
(Registry)

:

행정

Claims),

및

:

전자의무기록

건강보험청구데이터

일상생활로부터 수집되는

개인기록 , 생체신호) 또는 레지스트리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

대규모 단순 임상시험(Large

-

실용적 임상시험(Pragmatic

-

전향적 관찰 혹은 레지스트리 연구(Prospective
Registry

Simple Trials)

Clinical

Trials)

Observational

or

Studies)

-

후향적 데이터베이스 연구(Retrospective

-

사례보고서(Case

-

행정 및 건강보험 청구데이터(Administrative

-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Database Studies)

Report)

and Healthcare claims)

Health Record, 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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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

제품 및 질병 등록 정보(Product

-

건강 모니터링 기기(Health-Monitoring

-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obile

Medical

Record, EMR)

and Disease Registries)

의 데이터

Devices)

Healthcare Smartphone

의 데이터

Application)

-

공중보건연구(public

-

일상적 공중보건감시(routine

-

기타 분석 가능한 데이터

health investigation)

public

health surveillance)

나.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
실사용증거(RWE)는 다양한 실사용데이터(RWD)를 가공·분석하여
도출되어진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증거 등을 의미한다.
실사용데이터(RWD)의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잠재적
이익 또는 위험성에 관한 임상적 증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임상문헌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된 증거도 실사용증거(RWE)로써
활용 가능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잘 설계된 임상환경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도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임상환경에서의 다양한 가
변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임상시험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실제 환경에서 이미 수집된 풍부한
데이터를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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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등을 통해 분석한 증거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사용데이터(RWD)를 증거화하기 위해서는 실사용데이터(RWD)가
증거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며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실사용데이터(RWD)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품질, 수집·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인력의 역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실사용증거 (RWE)는 의료기기 최초 허가 (인증) 이후 적응증을 구
체적으로 변경,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 실사용데이터(RWD)의 고려사항 >
○ 실사용데이터(RWD)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실사용데이터(RWD)의 품질
-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분석 방법
- 실사용데이터(RWD) 분석을 수행한 인력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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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가. 국내 실사용데이터(RWD) 종류
국내에서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정보가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정보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많은 집단으로부터 획득하여 실사용데이터
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의 정책결정 및 근거생성에

(RWD)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실사용데이터(RWD)는 크게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로
구분된다.
‘

민간 데이터’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의료정보가 해당되고,

‘

공공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의료정보가 해당된다.
민간 데이터’는 생체신호, 의료영상, 의료진 소견 등 진료기록을 포함

‘

하여 의료기관 자체에서 보유하는 전자의무기록(EMR)과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망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전자건강기록(EHR)이
있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인용 의료기기 등)로부터 발생되는

‘

개인 건강데이터’,

설문을 통한 개인조사자료 등이 해당된다.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인자에 노출된 모집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균일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등을 ‘레지스트리(Registry)’라
하는데,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특정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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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도 민간 데이터에 해당된다.
‘

공공 데이터’는 의료기관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자원 정보와 국민건강정보데이터(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급여내역 등),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기관
레지스트리(Registry) 데이터(예. 국립암센터의 암등록 자료) 등이 해당
된다.
그러나 국내의 실사용데이터(RWD) 중 ‘공공 데이터’는 의료기기의
허가번호, 모델명 등 의료기기 허가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의 사전·사후 규제 결정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

공공 데이터’와 의료기기 허가정보의 연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UDI

System)

(RWD)

등이 구축되면 의료기기 규제 결정에 있어 실사용데이터

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의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1) 민간 데이터
- 전자의무기록(EMR) : 진료과정에서 발생되는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기록,
저장, 조회 및 보고하는 진료정보시스템
- 전자건강기록(EHR) : 모든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망으로 통합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 개인 라이프로그(lifelog)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인용 의료기기 등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생체신호, 알람
데이터 등
- 민간병원 레지스트리 데이터 :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특정 단체에서 구축한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로서, 의료기관의 특정 질병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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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 자료 등이 해당
2) 공공 데이터
- 청구 데이터 :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 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 자원 등
에 대한 자료
- 공공 레지스트리 데이터 :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구축한 레지스트리의 데이
터로서, 국립암센터의 암과 관련하여 등록한 자료 등
- 행정데이터 : 행정안전부 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자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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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실사용데이터(RWD) 종류
국외의

실사용데이터(RWD)는

전자의무기록(EMR),

전자건강기록

(EHR),

질환 또는 의료기기 레지스트리(Registries), 건강보험청구자료

(Claims

databases),

행정자료(Administrative

(Patient-reported outcomes),

databases),

건강조사자료(Health

surveys)

환자보고자료
등 이 있다.
1)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는 국내와 유사하나, 일부 국가에 따라
‘

공공 데이터 ’ 범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국가주도로 병원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국내에서 민
간 데이터로 분류되는 전자의무기록 (EMR), 전자건강기록(EHR)이
‘

공공 데이터’로 분류될 수 있다.

< 국외 실사용데이터(RWD) 수집 사례 >
1) 영국
-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NHS Digital은 NHS
Trusts(NHS의 지방 조직) 및 다양한 수준의 의료기관(병의원), 지방 당국,
기타 독립 기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음. 특히, NHS
Digital이 수집 및 가공한 병원 에피소드 데이터는 매년 약 1억2천5백만 건
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사고 및 응급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임상현장연구데이터연계원(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 CPRD)은 영국 일차
의료 진료소, 약 650개에 등록된 13만명 환자 중 5백만 건의 환자 정보(비식별화
된 환자 기초정보와 의학 진단 기록, 처방전 및 예방접종기록, 입원 간호, 외래
방문, 중환자 치료 등 병원 에피소드, 생활습관, 사망날짜 및 원인 등)를 보유
※ CPRD는 영국의 건강연구를 위한 국가기구(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와
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 정부 연구기관임
1) 참고자료 : (Makad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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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는 국가차원에서 국가 건강 기록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s, NEHR)을 위한 플랫폼을 구현하였음. NEHR은
개별 국민(환자)을 중심으로 한 통합 보건 의료 기록을 의미하며, 의료 체계 전
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개인의 임상관련 정보를 하나의 레코드에서 추출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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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여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사용
데이터 (R W D )를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행위는
10

「 의료기기법 」 제

조에 의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여부에 대해 규제기관과의 사전상담을 권고한다.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과 기존의 허가받은
제품의 새로운 사용목적 추가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사용데이터(RWD)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임상시험계획승인 비대상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을 때의 실사용데이터(RWD)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표1

.

실사용데이터 수집 시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및 비대상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임상시험계획승인 비대상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허가받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제품의 허가범위 외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여 수집하는 경우

>

허가범위 내에서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 14 -

4. 실사용증거(RWE)의 적용

실사용증거(RWE)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및 사후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 허가 (인증 )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구체화 , 사용방법 ,

①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변경
-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써 생성된 실사용데이터(RWD)를 증거화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

특정 적응증을 기재하지 않고 범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허가
인증)받은 제품의 사용목적 구체화

(

②
-

시판 후 제품에 대한 안전(부작용)에 관한 문제 등 확인
시판 후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실사용증거(RWE)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③
-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설정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사항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유사제품에 대한 실사용증거(RWE)를 통해 임상적 타당성
등 객관적인 기준 설정

④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대조군 설정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시 유사한 사용목적의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데이터(RWD)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화하여 대조군
으로서 비교 임상시험 디자인
- 15 -

⑤
-

의료기기의 재심사 자료
국내 시판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부작용 및 안
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⑥
-

의료기기의 재평가 자료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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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사용데이터(RWD)의 고려사항

의료기기의 사전·사후와 관련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규제기관에
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한 실사용데이터(RWD)가 타당한지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용데이터(RWD)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결론에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용데이터
○ 실사용데이터
-

의 종류 및 출처

(RWD)

(RWD)

임상문헌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임상문헌에 대한 검색기간

○ 실사용데이터

(RWD)

-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계획된 일정표

수집에 사용된 자료 및 방법 제시

임상문헌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문헌과 분석에 사용된
임상문헌을 모두 제시하고, 수집에 사용된 방법 제시
임상문헌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제시 할 수 있다.
○ 의료기기의 제품명(모델명)
○ 문헌 검색의 적용범위
○ 방법
- 검색 날짜
- 검색에 참여한 인력
- 문헌에 대한 검색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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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식별에 사용되는 문헌 자료
· Scientific database : MEDLINE, EMBASE
구 분

국내 DB

국외 DB
일반 DB

특화 DB

이차 DB

CINAHL13)
PsycINFO14)
KoreaMed2)

AMED15)

한국의학논문

CancerLit16)

데이터베이스3)

BIOSIS17)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4)

PubMed10)

Chemical

국회전자도서관5)

MEDLINE11)

Abstracts18)

국립중앙도서관6)

EMBASE12)

Global Health19)

DB 종류

한국교육학술정보원7)

British Nursing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8)

Index20)

과학기술학회마을9)

Cochrane Library
database23)
CRD24)
TripDatabase25)

Essential
Evidence Pils21)
LILACS22)

· Adverse event report database : MAUDE, MHRA(영국), BfArm(독일)
- 검색 관련 데이터베이스
· 키워드
· 검색 매체(온라인, CD 등)
- 선택된 문헌 및 제외된 문헌에 대한 기준
○ 결과
- 각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에서 검색되어 인용된 문헌 첨부
- 임상적 평가에 포함된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2) http://koreamed.org/SearchBasic.php
3) http://kmbase.medric.or.kr/
4) http://www.kiss.kr/index.do
5) http://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6) http://www.nl.go.kr/nl/index.jsp
7) http://www.riss.kr/index.do
8) http://www.nl.go.kr/kolisnet/index.php
9) http://society.kisti.re.kr/
10) http://www.ncbi.nlm.nih.gov/pubmed/
11) http://www.ncbi.nlm.gov/
12) http://www.embase.com
13) http://www.ebscohost.com/cinahl
14) http://apa.org/psycinfo
15) http://amed.go.jp/en
16) http://www.canc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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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실사용데이터(RWD)가 규제 결정 사항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충분하도록 수집 및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사용데이터(RWD) 내 모집단이 적용하고자 하는 표적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지 제시

-

선택한 실사용데이터(RWD)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예

:

적응증,

성능 등) 등을 일관성 있게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
-

여러 개의 실사용데이터(RWD)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연계변수, 매칭방법, 표준화된 변수 항목 등을 제시

* 개인단위 수준의 자료 연계 시, 개인정보의 암호와 및 비식별화 방법 제시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함을 입증
-

해당 의료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모델명,

-

UDI

:

의료기기 허가번호,

코드 등)가 있음을 제시

의료기기 사용자(환자 등) 군에 대한 성별, 나이, 병력 등의 정보가
있음을 제시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시술명 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병행된
진단 또는 치료방법과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제시

-

의료기기의 사용과 더불어 병행되는 치료가 있다면 병행되는
치료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을 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http://www.biosis.org/
http://www.cas.org/
http://www.cabidirect.org/
http://www.bniplus.co.uk/
http://www.essentialevidenceplus.com/
http://bases.bireme.br/cgi-bin/wxislind.exe/iah/online/?IsisScript=iah/iah.xis&base=LILACS&lang=i&form=F
http://www.thecochranelibrary.com/view/0/index.html
http://www.crd.york.ac.uk/CMS2Web/SearchPage.asp
http://www.tripdatabase.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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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용데이터

(RWD)

와 관련하여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입증
-

전담인력에 대한 경력,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

*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제시

○ 실사용데이터

(RWD)

-

수집 및 분석에 사용된 통계학적 방법 제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분석변수들의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의 기초분석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

* 필요에 따라 변수 간 관계나 상관정도와 관련된 정보들도 기초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통계적 방법은 전통적 통계방법인 샘플과 모집단의 관계를 탐구하는 추론
분석(inferential analysis),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인과분석(causal analysis)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나무나 기계학습과 같은
예측분석(predictive analysis) 등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 가능함

○ 실사용데이터

(RWD)

수집과 관련하여 적절한 환자보호가 이루어

졌는지 제시
-

데이터 수집 시 사전에 피험자로부터 동의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의 승인 여부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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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사용증거(RWE)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요약서
√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 및 출처
√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계획된 일정
√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 및 분석방법
√ 의료기기 정보(상품명, 모델명 등)
√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전담인력
√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 결과
√ 결론

2. 제품 설명 및 실사용증거(RWE) 적용 목적
제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작용원리, 특성, 원재료, 성능 등)을 제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 제시

3. 실사용데이터(RWD) 수집·분석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 및 출처와 수집·분석 등을 위해 계획된
일정을 제시하고, 실사용데이터(RWD)의 분석항목(성능, 시술방법, 적응증
등)과 의료기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성별, 나이, 병력 등)와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분석에 참여한 인력의 경력·역량 등에 대한
자격기준, 수집·분석에 대한 통계학적 방법 등을 제시

4. 실사용데이터(RWD) 분석 결과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

5. 결론
실사용데이터(RWD) 분석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위험/
이익에 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입증가능 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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