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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시험대상자 모집 공고 

시험대상자 모집 공고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제미로우 단층정 복합제(gemigliptin/rosuvastatin, 50/20 mg) 

투여 시와 제미로우 이층정 복합제(gemigliptin/rosuvastatin, 50/20 mg) 투여 시의 

약동/약력학적 특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공개, 단회 투여, 

이원교차 임상시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상기 임상시험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임상시험의 목적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제로 현재 시판 중인 제

미로우 단층정 복합제(gemigliptin/rosuvastatin, 50/20 mg) 투여 시와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

료제로 새로 개발 중인 제미로우 이층정 복합제(gemigliptin/rosuvastatin, 50/20 mg) 투여 시

의 약동/약력학적 특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2. 임상시험 방법 

 제미로우 단층정 복합제 투여 후 제미로우 이층정 복합제 투여 또는 제미로우 단층정 

복합제 투여 후 제미로우 이층정 복합제 투여군으로 1:1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참여 기간은 2박 3일의 입원 2회 및 5회의 외래방문을 포함하여 총 15~20일이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추가로 검사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활력징후, 신체검사, 임상실험실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체중이 55kg 이상이면서, 체질량지수(BMI)가 18.0 이상 27.0 미만인 분  

(체질량지수(BMI) = 체중(kg)/{신장(m)}2) 

 임상적으로 유의한 간(바이러스성 간염 포함), 신장, 신경계, 면역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위장관계 등에 해당하는 질환 또는 혈액•종양질환, 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기분장애,  

강박장애 등)의 현재 병력 및 과거력이 없는 분 

 입원 및 임상시험 동안 본 임상시험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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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 

코인두염, 상기도감염, 혈중 크레아티닌 포스파타제 수치 증가, 혈중 아밀라아제 수치 증가,  

저혈당, 과민반응, 두통, 어지러움, 췌장염, 가려움증, 근육통, 근육병증 등 

    상기 이상반응 외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선정 방법 

참여의사가 있는 자원자에게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혈액·소변검사와 신체검진 등을 실시하여 본 임상시험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6. 임상시험 참여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7. 마감일: 2019년   월    일 

8.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상기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http://ctcr.snuh.org/)로 자원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임상시험센터(☎ 02-2072-0255/1681)로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중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의뢰자  

㈜LG화학 임상개발센터장 문 준 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10로 10 LG사이언스파크, 07796 

전화번호: 02-3773-1114 

 

임상시험 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유 경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03080 

전화번호: 02 - 2072 – 1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