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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IC 연구자 검색 서비스 이용 매뉴얼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 레지스트리인 ClinicalTrials.gov 에 등

록된 의약품 임상시험의 연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검색어는 영문으로 입력해주

십시오. 

※ ClinicalTrials.gov 에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이나 연구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1. Name (연구자 이름)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의 이름으로 연구자를 검색합니다.

① ‘이름+성’ 순서로 입력하십시오.

② 연구자의 이름 전체를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Ÿ 예시) Jennifer A Miller 라는 연구자를 검색할 때, Jennifer Miller 로 입력해도 검색

됩니다.

2. Sponsor (연구책임기관)

해당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연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연구를 통제하는 기관 (Sponsor 

and Collaborators) 을 의미합니다.

① 기관명의 약어 (Abbreviation) 대신 공식 명칭 (Full Name) 으로 검색하십시오.

Ÿ 예시) UCLA 대신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로 검색하십시오. California 

또는 Los Angeles 로 검색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Institution (소속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의미합니다.

Ÿ 소속기관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기관까지 표기됩니다. 

4. Funder Type (연구책임기관 분류)

Funder Type 은 해당 연구의 자금을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Sponsor 

(연구책임기관) 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Industry: 제약사를 비롯한 Company

Ÿ NIH: 미국 국립보건원

Ÿ U.S. Fed: NIH 를 제외한 다른 미국 연방 정부 기관 (예. 미국 FDA,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등)

Ÿ Other: 학교, 연구자 개인, 커뮤니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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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ase (임상시험 단계)

임상시험의 단계를 검색합니다.

Ÿ Early Phase 1, Phase 1, Phase 1/Phase 2, Phase 2, Phase 2/Phase 3, Phase 4, 

N/A

5. MeSH Term (질병명)

임상시험의 제목, MeSH Term* 에 포함된 질병명으로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

를 검색합니다.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에서 발간한 의학용어 분류집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에 수록된 용어 (Term)

Ÿ 예시) Lung neoplasm 을 검색하면 임상시험의 제목이나 질병명에 Lung neoplasm 

이 포함된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가 검색됩니다. 해당 연구자의 전체 임상시험 

목록 중 Lung neoplasm 으로 연구한 임상시험만 검색됩니다.

6. First Received Date (ClinicalTrials.gov 등록일자)

해당 임상시험이 ClinicalTrials.gov 에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2010/01/01 

이후의 데이터베이스만 포함되어있습니다.)

7. Order (정렬)

연구자 검색 시 1) ClinicalTrials.gov 에 등록된 임상시험 건수가 많은 연구자 순 (임상

시험건수 내림차순), 2) 연구자 이름 오름차순 (A to Z), 3) 연구자 이름 내림차순 (Z to 

A) 로 정렬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Country (임상시험 수행국가)

임상시험이 수행된 국가를 검색합니다. 해외 연구자의 경우 전 세계 21개국*에서 임상

시험을 수행한 연구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호

주,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연구자의 국적이 아닌 임상시험 수행국가를 의미하므로 해당 국적이 아닌 연구자도 검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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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IC 연구자 검색 화면]

연구자의 전체 임상시험 중 설정한 검색 조건에 맞는 임상시험만 검색됩니다.

Ÿ 예시) Lung neoplasm 으로 2017년에 phase 1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만 검색이 

되고 검색된 연구자는 ClinicalTrials.gov 에 등록된 임상시험 건수가 많은 연구자 순

서대로 나열됩니다. 

※ 연구자의 임상시험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 NCT ID, 연구개시/종

료일, 연구현황 등)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검색 조건이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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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IC 연구자 검색 상세화면]

※ 연구자의 임상시험 상세정보는 특정 시점에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KoNECT는 본 페이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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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IC 연구자 검색 상세화면(계속)]

※ 연구자의 임상시험 상세정보는 특정 시점에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KoNECT는 본 페이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