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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모든 직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은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 놓음으로써 질병 예방과 

치료, 고통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우리의 염원을 다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 문서는 

노바티스에서 윤리적 업무 수행에 대한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정직한 영업 활동이라는 우리의 열망을 지원한다. 
 
 
 
 

2. 목적 

Novartis Pharma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Professionals  (NP4)는 노바티스의 업무활동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원칙과 

정책을 정하고 있다. 이 업무원칙은 노바티스의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업무수행 방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3. 적용범위 

NP4는 노바티스의 모든 직원과 노바티스 및 그 대리인의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4. 용어정의 

"노바티스"라는 용어는 Novartis Pharma AG와 그 자회사 그리고 그 개별회사의 제약부문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품"이라는 용어는 노바티스에 의해 시판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판촉"이라는 말은 노바티스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추천, 공급, 투여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약속, 조직, 후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전문가"라는 용어는 의학, 치과, 약학, 간호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직업활동 과정에서 의약품을 

처방, 조 제, 추천, 구매, 공급, 투여할 수 있는 기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환자"라는 용어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환자단체"라는 말은 환자, 환자의 가족 그리고/또는 보호자의 이익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전형적인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5. 현지 법규 및 업계 규범 준수 

NP4는 가장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global 차원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더불어 어떠한 업무방식이든, 관련된 

모든 법규 와 업계 규범 그리고 보다 더 엄격할 수 있는 현지 노바티스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노바티스에 소속된 모든 회사는 현지 법규와 규범에 따라 본 문서에 상응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현지 

정책이나 절차 는 최소한 NP4에서 정한 정책 이상으로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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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 및 해석 
 

6.1 글로벌/지역 담당자 

Worldwide Franchise Heads, Development Franchise Heads, General Managers and Business Unit and Global 

Function Heads는 글로벌 차원에서 NP4에 부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특히 이들은 NP4의 시행 및 교육 프로세스 

설계와 그 효율성의 모니터링을 메디컬, DRA, 마케팅, 재무, Legal & Compliance 부서의 자격 있는 구성원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적절하고 유용하도록). 이들은 또 각자의 담당분야에서 (1) 제작한 모든 판촉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 

(2) 보건의료전문가 및 환자와 의 상호작용의 적절성 (3) 글로벌 차원에서 제공되는 Grants, Donations, Sponsoring and 

Other Funding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 (4) 관련 직원에 대한 NP4 교육 등 적절한 프로세스의 시행과 감독을 담당한다. 
 

 

위 소관업무 및 검토, 승인, 기록 프로세스의 위임은 SOP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동 SOP는 해당 글로벌/지역 부문의 

자격 있는 구성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CPO/현지 담당자 

CPO Head는 현지 차원에서 NP4에 부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특히 CPO Head는 NP4의 시행 및 교육 프로세스 

설계와 그 효율성의 모니터링을 메디컬, DRA, 마케팅, 재무, Legal & Compliance의 자격 있는 구성원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적절하고 유 용하도록). 이들은 또 각자의 담당분야에서 (1) 제작한 모든 판촉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 (2) 

보건의료전문가 및 환자와의 상호작용의 적절성 (3) 현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Grants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 (4) 

관련직원에 대한 NP4 교육 등 적절한 프로세스의 시행과 감독을 담당한다. 
 

 

위 담당업무 및 검토, 승인, 기록 프로세스의 위임은 SOP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동 SOP는 해당 CPO/현지 

부문의 자격 있는 구성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요건 

판촉 자료/내용의 검토/승인에는 DRA와 메디컬 부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판촉 자료의 승인 프로세스는 종종 세부적인 현지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글로벌 최소 기준으로서 판촉 

자료/내용의 검 토/승인 프로세스에는 항상 DRA와 메디컬 부서의 자격 있는 직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NP4 준수에 대한 자기점검 

• 판촉 자료/내용을 다루는 노바티스의 직원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토/승인 프로세스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NP4 

정책과 절차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및 현지 검토/승인 간의 관계 

• CPO가 판촉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작된 모든 문서 (예, 글로벌 시각 보조도구, 

광고, 보도자료 등)는 배포 전에 글로벌 차원에서 검토/승인되어야 한다. 

• 더불어 동 문서는 세부적인 현지 법규를 준수하도록 CPO 차원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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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4 승인을 요하는 문서 

•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문서/내용 (NP4의 정의, 제4항 용어정의 참조)은 NP4에 부합하도록 검토/승인되어야 한다. 

• 주로 판촉 개념을 설명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예, 판촉 문서/내용의 준비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시), 메모, 전략 

문서는 공식 적인 NP4 검토/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 문서를 작성하는 노바티스의 모든 직원은 해당 내용이 

NP4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조언 

승인 프로세스는 종종 세부적인 현지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2개의 다른 

접근방식으로 나 뉠 수 있다. 
 

• 특정한 전문성 (판촉자료, 과학적 자료, 환자 프로그램, 전국/국제 행사 구성 등에 대한 검토)을 요하는 활동의 

승인은 해당 부문의 자격 있는 구성원에게 위임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예, 

Global Materials Clearance Committee)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빈번한 일상적인 사업활동은 위원회의 개별적인 검토/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활동과 관련해 

분명한 기준을 수립, 통지하고 동 기준의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으로 효율 성을 높일 수도 있다. 
 
 
 

6.3 해석 

노바티스 Compliance Committee ("DCC"-Novartis Pharma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는 본 문서의 해석, 시행, 

예외에 대한 지침의 제공을 담당한다. NP4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은 적절한 Legal & Compliance 부서 담당자 또는 해당 

직원의 담당 관리자에게 할 수 있다. 
 
 
 

6.4 시행과 교육 

노바티스의 모든 관리자는 자신의 담당업무 내에서 본 문서의 시행을 담당하며 솔선수범하고 소속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노바티스의 관리자는 또한 인센티브 구조를 정하고 적절한 성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노바티스의 직원은 정기적으로 NP4를 숙지하고 수시로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7. NP4의 작성과 관리 
 

 

7.1 정책의 개정 

NP4는 매 3년마다 검토하고 갱신되어야 한다. Global Compliance Officer는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외부적 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는 NP4의 경미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NP4의 중대한 변경은 이해당사자들의 검토를 요하며, 

그러한 변경은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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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liance Officer는 기술적 규명, 조직변경이나 새로운 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업데이트, 정책 채택 시 기존의 

정책의도를 보다 더 분명히 기술하거나 오타 수정을 위한 미세한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도 승인할 수 있다. 
 

 
 
 

7.2 NP4 시행절차 

글로벌 제약부문 NP4 시행절차 ("시행절차")는 NP4 정책의 적용을 받는 특정한 사업활동에 관한 업무상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절차는 정책의 시행방법이나 목표의 달성 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시행절차는 전세계의 

제약부문에 적용되고 NP4 framework의 일부가 된다. 개별 시행절차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법규와 규범에 

맞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7.3 글로벌 업무절차 및 현지 절차 

글로벌 제약부문 업무절차 ("업무절차")는 특정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NP4의 적용을 받는 글로벌 부문이나 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정한다. 업무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약부문 내 글로벌 부문에만 적용되지만 현지 

절차에 대한 참 조로 사용될 수도 있다. 

 
현지 절차는 NP4, 그 시행절차, 현지 법규와 규범의 준수를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7.4 자주 묻는 질문(FAQ) 

노바티스는 때때로 NP4, 시행절차, 기타 정책과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이나 기타 안내문의 

발행을 통해 업데이트 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FAQ는 노바티스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며 일상적인 업무에 NP4와 그 

시행절차를 적 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바티스의 직원은 FAQ를 읽고 이해해야 하며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나 해당 Legal & Compliance 부서에 문의하도록 한다. 
 
 
 

8. 우려 사항에 대한 보고 

본 정책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발견한 사람은 노바티스 윤리규정 (Code of Conduct)의 "잠재적 비행 

보고 요령"에 의거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잠재적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은 일체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된다. 
 
 
 

 

9. 예외 사항 

제약부문 Compliance Committee는 NP4의 예외적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예외적용은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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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통원칙 
 

 

10.1 보건의료전문가의 독립성 

제품의 처방, 조제, 추천, 구입, 공급 또는 투여에 관한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어떠한 것이든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10.2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보건의료전문가와의 모든 상호작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 치료와 의료 업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10.3 판촉과 비판촉의 구분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상호작용은 위장됨이 없이 공개적으로 판촉으로 취급하고 그 취지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과학적 교류나 비판촉적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과 상호작용은 그 취지에 맞게 구성, 관리되어야 한다. 
 

 

지식의 향상을 위한 정보 또는 조언을 받거나, 자문위원회와 허가 후 조사 등과 같이 중요한 과학적 요소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목적의 활동이나 상호작용은 제품의 판촉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자문위원회, 시장조사, 임상시험 등과 같은 비판촉 활동은 과학적으로 관련이 있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 획득을 진정한 

목표로 삼아야 하고 판촉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획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에 따라 어떤 활동의 측면이 단 하나라도 판촉으로 해석되면 활동 전체가 판촉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0.4 판촉 내용 

노바티스가 제작/배포하는 모든 판촉 내용 (인쇄/전자 형식 및 구두 전달 등)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최근의 지식 상태를 반영하여야 하며 현지 규제당국에 의해 승인된 처방 정보 (또는 글로벌 용도일 경우 핵심 데이터 

시트)와 일치해야 한다. 
 
 

10.5 미승인 및 적응증 외 판촉 금지 

• 노바티스는 필요한 모든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제품 판촉을 금지하며, 제품은 현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응증의 

용도로 만 판촉을 하여야 한다. 

• 시판 허가를 받기 전에 제품을 판촉 또는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학계가 과학적, 의학적 발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과학 소식지나 비영리 학술행사에서 

적절히 배포하는 등으로 의약품에 관한 과학정보의 온전하고 적절한 교류를 제한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거 투자자/주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 미승인 약물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과학 및 의학 저널 기사에서 발췌한 형태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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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메디컬 부서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발췌 형식을 포함해 

메디컬 부서에서 제공하는 회신은 정확하고 오도하지 않으며 판촉의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문의 받은 사안에 

한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 행사에서 과학적/의학적 진전에 관한 내용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유익하지만 승인 받은 

적응증과 미 승인 용법에 관해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표, 브랜드 로고, 브랜드 컬러, 

Tag lines는 판촉과 비 판촉이 분명히 구별되도록, 미승인 적응증과는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 의도치 않은 미승인/적응증 외 판촉의 위험은 국가별로 제품 등록/승인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국제행사에서 

특히 높다. 

•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extended access 프로그램, 임상시험은 판촉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 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 결과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의 사용이나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6 이상반응 보고 

노바티스의 모든 직원은 제품에 관한 이상반응 발생 정보나 새로운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현지 임상 안전 

부서 및/또는 메디컬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보건당국 및 기타 전문기관 (예,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부작용 발생의 내용, 형식, 시기와 관련된 규제요건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간혹 동일 국가 내에서조차 다를 수 있다.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은 지체 없이 현지 임상 안전 

부서 및/또는 메디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노바티스 내에서도 부서별로 이상반응 보고과정에서 그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각 법률상 특별한 규정과 이상반응 

보고과정에서 노바티스 각 부서의 역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ntegrated Medical Safety/Pharmacovigilance 

Operations에 문의하도록 한다. 
 
 
 

10.7 환자 정보 보호 

노바티스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환자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남용이나 부적절한 공개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1. 전문활동에 대한 정책 

 

11.1 이벤트 

노바티스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모든 심포지엄, 학회, 기타 판촉, 과학적, 전문가 회의의 

목적과 초점 은 과학/교육적 정보 제공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11.1.1 자금지원 

노바티스는 보건의료전문가의 행사 참석이나 의학관련 단체의 행사 개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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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은 보건의료전문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자금지원은 여비, 식사, 숙박, 등록비에 한정되고 보건의료전문가가 소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노바티스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동행한 사람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며 그들의 참석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예: 학회 후원, 단체 비용, 전시비)에 대한 자금지원은 현금 또는 여행 및 경비 (T & E) 

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자금지원의 목적은 문서화 되어야 하며, 기록 되어야 한다. (예: 송장 또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노바티스의 직원은 본 NP4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전문활동에 개인적인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11.1.2 이벤트에서의 판촉정보 

국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에서 전시 스탠드에 진열되거나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판촉정보는 그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국가에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조건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 개최지 국가의 법규에서 그런 조치가 금지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 연자와 참석자의 상당수가 그 행사 개최국 외 국가에서 참석하는 순수한 국제적인 학술행사이어야 한다. 

• 행사 개최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판촉자료 (판촉물은 제외)는 제품이 등록된 국가와 해당 제품이 현지에서는 

공급되지 않음을 표시한 적절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 행사 개최국 외 국가들에서도 등록이 되었으나 행사 개최국에서 승인 받은 처방정보 (효능, 경고 등)를 언급하는 

판촉자료는, 등록조건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설명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1.1.3 적절한 장소 

모든 행사는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과 그 행사나 회의의 목적에 적합한 곳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노바티스는 명승지 

또는 호화스런 장소의 이용은 피해야 한다. 
 
 
 

11.1.4 환대와 엔터테인먼트 

노바티스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의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다과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과나 식사는 (1) 

행사 참가자에 한하며 (2) 현지 기준으로 볼 때 수수하고 비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대의 가치는 

보건의료전문가가 개인적 인 목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또는 기타 레저나 사교활동은 노바티스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 하지 않아야 한다. 콘서트 참석이나 

엔터테인먼트 티켓 구입 지원, 어떠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용 지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에서 노바티스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배경 음악이나 현지의 공연은 허용된다. 기타 엔터테인먼트는 

식사에 부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금지된다. 
 
 
 

11.1.5 강사 

 

노바티스는 노바티스 제품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를18개월 동안 강연자로 초청할 수 있다. 본 정책의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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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제한 규정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품을 판촉 하는 데 적용된다. 

 

18개월 기준일은 국가 별 결정에 따르며, 해당 국가에서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한 유효일이어야 한다. (허가일 이후, 

보험급여 등재일 이후 등) 또한, 각 국가의 결정에는 반드시 문서화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타 회사와의 합병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하게 된 타회사의 제품(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던)에 대한 18개월 기준일은 

공식적으로 공지된 합병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작된다.  

 

아래와 같은 활동은 18개월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노바티스 직원이 보건의료전문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활동(예: 제품 디테일링; 질환 교육)  

 노바티스에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비 판촉 목적의 활동(예; 자문모임, 마켓리서치 등)에서의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 

 의학부서에 의해 진행되는 비 판촉 목적의 활동에서의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 

 

판촉 목적의 행사에서의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 허용 기간 이후(18개월), 새로운 적응증, 라벨 변경, 공식적인 새로운 

데이터 발표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별 보험 약가 시스템의 특수성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에서 평가 및 검토되며, Committee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 승인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품 및 적응증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신규 정보의 

발표 

 제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공유의 필요성 

 노바티스 내부 교육에 대한 수요 또는 외부 자원의 필요성 

 보건의료전문가가 노바티스 제품을 처방, 구매함에 있어서 그들의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별 보험 약가 시스템의 특성과 질환 치료를 위한 제품의 환자 접근성에 대한 영향 

 

이러한 요청은 local franchise에서 상정할 수 있으나, Global Medical Affairs의 의견이 기재된 양식과 함께 Global 

Franchise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는 새로운 기간(예: 새로운 데이터 발표) 의 시작일 

또는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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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국제 이벤트 

행사와 관련된 규정 (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장소, 접대, 연자 초빙, 판촉 내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행사는 자격 있는 노바티스 직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노바티스는 이동이나 보안 측면에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외에서 개최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동 행사에 참석하는 개별 참석자들에 대한 후원을 포함). 따라서 여러 국가들로부터 

참석자를 유치하는 국제적인 과학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은 합당하며 허용된다. 

 
노바티스는 다음의 경우 자국 밖으로의 여행이 수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초청된 보건의료 전문가의 상당수가 개최하는 회사의 소재국가 외에서 참석하고 동 행사를 다른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이 동이나 보안 측면에서 타당할 때 

• 행사의 목적 또는 주제와 관련된 인원이나 전문가들이 자국 밖에 있을 때 
 

 

제품등록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외 이벤트에서 판촉정보를 제공/배포하거나 또는 본국의 이벤트에서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판촉정보를 제공/배포할 때, 판촉자료는 적응증 외 및/ 또는 미승인 판촉을 피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노바티스 직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최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촉자료에는 그러한 제품이 등록된 

국가들을 알리는 적절한 설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그러한 제품이 현지에서는 구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접대, 판촉물 또는 의학 관련 물품은 현지 법규/업계 규범과 노바티스의 현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행사에서 보건 의료전문가에게 또는 자국 행사에서 외국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접대나 물품을 제공할 때에는,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자격 있는 노바티스 직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사 개최국 외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연자로 초빙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떠한 확약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가 속한 국가의 자격 있는 노바티스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11.1.7 초청된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 

이벤트에 대한 초청은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며, 노바티스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어떠한 접대나 기타 레저, 사교활동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만일 현지 법규/업계 규범과 현지 노바티스의 기준에 의거 허용이 가능하며 보건의료전문가가 먼저 요청해 오는 경우, 

노바티스는 초청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배우자 동반을 수락할 수 있으나 노바티스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이 들 지 않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보건의료전문가 배우자의 행사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국가에서의 행사와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전문가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에 참석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나 자국에 외국 

보건의료전문가를 초청할 때에는 동반자와 관련된 세부 요건에 대 해 자격 있는 노바티스 직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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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판촉 내용 
 

 

11.2.1 승인내용과 일치 

판촉 내용은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처방정보와 일치하거나 현지 규제당국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판촉자료 승인 프로세스는 종종 세부적인 현지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글로벌 기준으로서 

판촉자료/내용의 검토/승인 프로세스 에는 항상 Drug Regulatory Affairs 와 Medical 부문의 자격 있는 직원이 참가해야 

한다. 
 

 

판촉자료/내용을 담당하는 노바티스의 직원은 판촉자료/내용을 검토/승인 프로세스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자료에 대해 

NP4에서 규정한 모든 내용의 기준들을 적용해야 한다. 판촉 목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CPO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작된 모든 문서 (예, 글로벌 시각적 보조도구, 광고, 보도자료 등)는 배포 전에 글로벌 차원에서 

검토/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는 세부적인 현지 법규를 충족하도록 CPO 차원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11.2.2 정확성 

판촉 내용은 명확하고, 균형을 이루고, 독자가 제품의 치료 가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완전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련 증거는 최신 평가에 기초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11.2.3 입증 

판촉 내용은 국내 허가당국으로부터 승인된 처방정보를 인용하거나 또는 국내 허가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추가적인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증거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1.2.4 판촉자료의 일반 요건 

다음의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은 현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다. 
 

 

• 모든 판촉자료 (인쇄물/전자출판물)는 읽기 쉬운 인쇄 활자 크기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품의 상품명 및 성분명 

- 제품을 시판하는 회사의 이름, 로고, 주소 

- 기본 처방정보 (제품의 주요 특성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 

- 고유 식별표시와 함께 제조일자(월/년) 
 

• 축약된 또는 "리마인더" 광고 즉, 제품의 치료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 적응증 및/또는 약리학적 계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품의 상품명 및 성분명 

- 제품을 시판하는 회사의 이름, 로고, 주소 

- 참고: "전반적인 처방정보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웹 페이지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대상 독자에게만 제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느 판촉자료에서든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환자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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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직접적인 소비자(DTC) 판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적인 소비자(DTC) 판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판촉이 허용되는 경우, 위에 언급된 

판촉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모든 제품관련 정보는 신뢰성, 균형성, 정확성과 더불어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적절 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1.2.6 인용문의 올바른 사용 
 

• 인용문, 예를 들어, 의학문헌에서 발췌한 인용문은 그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변경 혹은 왜곡하거나, 연구 또는 결과물의 

중요성을 변경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광고문구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출처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저자의 진술이 NP4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 직접적인 인용어구는 문맥과 축어적 표현 그대로를 적용해야 하며, 구두 발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 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출판물에서 인용하는 경우, 인용방법에 대한 책임은 인용하는 사람에게 있다. 

•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출판물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 또는 인용문은 저자의 이름, 출판물의 제목, 저널의 이름, 발행호수와 페이지 수, 

출판연도 등의 정확한 출처 (최소한 각주로)를 언급해야 한다. 
 
 
 

11.2.7 임상연구 데이터의 올바른 사용 

• 임상연구 데이터를 포함한 리서치 자료를 판촉자료에 사용할 때에는 그 내용이 제품의 위험성과 유익성에 관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생체 외 (in-vitro)와 동물시험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그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다음 정보 또는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출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참가한 환자의 수 (n 값) 

- 투여방법 

- 치료기간 

- 시험 설계 (예,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연구) 

- 임상적 결과변수 

- 통계적 유의성 

- 관련 문헌에 대한 인용 
 
 
 

11.2.8 시각자료, 그래프 및 표의 사용 

• 시각자료는 정확하고 원문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래프, 표 또는 삽화를 포함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품격이 있어야 한다. 

• 그래프와 표는 정확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축에 대한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참조 역시 

필요하다. 잘 못된 축적과 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을 확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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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미간행 데이터의 사용 

• 출간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data on file"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판촉자료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회사 내에 있어야 하며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출판 또는 발행이 허용된 출판물과 원고는 판촉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11.2.10 광고문구와 관련한 일반 요건 

• 모든 광고문구는 Core Data Sheet  (글로벌 용도의 경우) 또는 현지 규제당국에 의해 승인 된 처방정보 (국내 사용의 

경우)와 일치해야 한다. 

• 모든 광고문구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요청 시 제시가 가능한 자료로써 입증/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 일방적인 정보 또는 부정확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증거에 입각한 단정적인 정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 극찬, 과장 그리고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단지 어느 제품이 더 낫다는 등의 어중간한 비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장 선호하는 약물" 등과 같은 광고문구는 정확하고 관련된 임상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경쟁업체나 경쟁제품에 대한 근거 없는 논평은 허용되지 않는다. 

 
 

 

11.2.11 비교광고문구 관련 추가 요건 

광고문구와 관련된 일반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비교광고문구와 관련한 요구사항도 충족되어야 한다. 

 
• 비교광고문구는 데이터가 적절히 뒷받침되고 현지 법규에 부합할 때 허용된다. 

• 경쟁사 제품의 상품명 사용은 현지 규정에 따른다. 

• 판촉자료에 약물의 이상반응 데이터의 비교 사용은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비교의 일부로서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경 우에만 권장된다. 

• 비교우위 광고문구는 정확하고 잘 관리된 임상시험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다른 다수의 임상 데이터와 

일치할 때에 한해 허용된다. 

• 약물간 효능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광고문구는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p ≤ 0.05) 임상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 에 한해 허용된다. 
 
 
 

11.2.12 금지어, 금지문구 및 금지활동 

다음 사항들은 금지된다. 

 

• 적절한 근거 없이 "안전한"이라는 어휘 사용 

• 적절한 근거 없이 "효과적"이라는 어휘 사용 

• 제품 또는 적응증이 실제로 새롭지 아니함에도, 즉, 각국의 상황에 따라 현지 출시로부터 최대 1년 혹은 그 이내에 

속하지 않음 에도 "새로운"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 "독성 없음", "부작용 없음"이라는 어휘 사용 

• 이상반응 및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광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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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출처가 없는 단언 (예, 유일한 제품, 다른 제품은…가 아니다 등) 

•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급의 찬사로 과장하는 것 

• 달리 허용되지 않음에도 로고를 포함하여 제3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11.2.13 판촉자료의 업데이트 

판촉자료는 늘 최신의 내용이고 현지 허가당국이 승인한 최근의 처방정보와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 라 판촉자료는 현지 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도 한다. 이미 시효가 경과된 기본 처방정보가 기재된 

판촉자료는 사용될 수 없다. 
 
 
 

11.2.14 언론 자료에 대한 승인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있고 언론과의 직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보도자료, 긴급 성명 및 질의응답 

등의 언론 자료는 NP4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자료는 사용 전에 추가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예, 보도자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모든 글로벌 언론 자료는 CPO들에 의해 사용되기 전에 현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위험관리계획 ("RMP") 교육자료 

각 제품의 안전관리팀 ("Safety Management Team")은 위험과 위험관리 옵션을 식별하고 핵심 (Global) 위험관리계획을 준 

비, 작성하기 위한 글로벌 RMP 전략의 개발을 담당한다. 글로벌 RMP 전략에 의거 환자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자료는 글로벌 브랜드 리더 또는 임원 ("GBL"와 "GBD")이 준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필요 

시 매년 또는 RMP 위험이나 책무활동의 안전 데이터에 변화, Core Data Sheet ("CDS")의 변경, 제품에 안전상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마다 검토 하고 업데이트 해야 한다. RMP 교육자료는 안전관리팀 (SMT)이나 Regulatory 부문에 의해 전달 

된 활동계획에서 정해진 일정 에 따라 검토, 승인, 배포하거나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11.4 판촉을 위한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상호작용 
 
 

11.4.1 판촉물 

판촉용 선물은 보건의료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비금전적 아이템이다. 브랜드의 노출 여부 또는 가치와 수량에 

관계 없이 이러한 아이템(예: 펜, 노트, 마이크로화이버 천 등)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품 소개서, 소책자 

등과 같은 판촉 문헌은 판촉용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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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의료용품 
 

의료용품은 (1)보건의료전문가 또는 환자의 직접적인 교육을 위한 아이템, 또는 (2)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료실무와 교육적 

필요성 목적 외에는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가치를 지니지 않는 아이템이어야 한다. 

 

평가 또는 시연, 제품 샘플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은 의료 용품이 아니며, NP4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검토와 승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현지법, 규정 또는 업계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브랜드(제품 또는 회사로고)가 노출되지 않는 의료 용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시술 또는 일상적인 업무 비용을 대신하지 않는; 

 각 개별 아이템이 적절한 것일지라도 빈번하게 제공되지 않게; 

 각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보통 수준의 가격이라도, 개별 가격이 200 달러를 넘지 않도록 현지 또는 지역에서 정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의료 용품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노바티스 또는 제품명, 로고 또는 연락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지 법규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의료 용품이 환자의 치료 또는 그들의 건강 상태 관리를 돕기 위한 목적이거나 포함된 정보가 교육적인 필요성, 

적절한 치료 또는 건강 상태 관리를 위하여 중요할 경우 

 

모든 의료 용품은 NP4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검토와 승인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4.3 현금, 현금등가물 및 개인적 선물 금지 

현금 그리고 상품권 같은 현금등가물은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전문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선물 (가령, 스포츠나 공연 티켓, 전자제품 등)은 제공할 수 없다. 

 
 
 

11.4.4 의례적 선물 

의례적 선물은 의약품 처방과 관계 없이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제공하는 작고 소박한 아이템을 말한다. 

이러한 선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없다. 

 
 
 

11.4.5 샘플 

현지 법규에 따라 노바티스 제품의 무상 샘플을 환자치료 향상을 위해 동 제품의 처방을 허가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샘플은 샘플이라고 표시하여 재판매 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된 

샘플에 대해서는 샘플을 영업사원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여 관리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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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야 한다. 
 
 
 

11.5 판촉 외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상호작용 

보건의료전문가와 노바티스의 판촉 외 상호작용은 환자치료와 의료실무의 향상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보건의료전문가와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11.5.1 임상연구와 투명성 

노바티스는 후원하는 임상시험의 투명성에 대해 확신한다. 임상시험 정보를 보건의료전문가와 환자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 보 다 더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공중보건상 이익과 중대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런 공개는 

개인의 기밀, 지적 재산권, 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규와 해당 국가의 현재 특허법에 부합하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노바티스는 Joint Position on the Disclosure of Clinical Trial Information via Clinical Trial Registries and Databases (2005 

& 2009)와 국제약업단체연합회 (IFPMA), 유럽제약연구협회 (EFPIA), 일본제약공업협회 (JPMA), 미국연구제약공업협회 

(PhRMA)가 발행한 Joint Position on the Publication of Clinical Trial Results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2010)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험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 모두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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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판촉과 구분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합법적인 과학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이나 관찰연구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는, 반드시 판촉을 위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11.5.3 컨설턴트와 자문위원회 

보건의료전문가를 컨설턴트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목적은 특정분야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위촉된 보건의료전문가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촉은 분명한 과제와 의무, 

보상, 비밀유지 조건이 기재된 서면 계약에 의해야 한다. 자문료와 비용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가격이어야 한 다. 회의장소와 환대는 본 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1항 참조). 
 

 

컨설턴트나 자문위원회 위원과의 상호작용은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도출된 

정보는 추후 에 마케팅 활동/판촉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위촉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5.4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조사 프로그램 (허가 전후, 중재 및 비 중재)은 헬싱키 선언에서 정한 임상시험 

실시기준 (Good Clinical Practice)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연구는 의미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주제 

– 예, 안전성, 효능, 작용 기전, 다른 치료와 관련한 비교 성과와 같은 제품의 임상 프로파일 –를 다루어야 한다. 반드시 

참가자의 안녕과 개인 적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는 추후에 

마케팅 활동/판촉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임상연구 (허가 전후, 중재 및 비 중재)는 의미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잠재적 피험자에게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동의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임상연구 (현지, 다국적, 허가 전후, 중재 및 비 중재)에 있어서 관련 이상반응의 보고요건을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현지에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바티스의 임상품질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 
 

 

연구 참가자의 안전과 복지는 허가 후 연구를 포함해 노바티스의 어떤 임상시험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관련 

윤리위원 회가 연구의 혜택과 잠재적 위험을 평가한 후 시험 서류의 검토 및 승인과 더불어 연구 참가자의 자발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현 지 법규에 의거 허가당국의 승인도 득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유효할 경우에 한해 연구를 실시하거나 지원한다. 연구는 

임상시험 실시기준 (Good Clinical Practice) 그리고 헬싱키 선언, ICH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관련 국내외 규정, 

법, 가이드라 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름, 이니셜, 사진, 환자증언 등과 같이 식별 가능한 환자정보를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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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두로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나 환자의 적절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수행 및 재정지원의 세부사항은 서면 계약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바티스는 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보상만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불한다. 

 

환자 모집을 위한 대중매체에 대한 광고는 제품의 판촉으로 오용되지 않아야 한다. 

 

연구 수행은 제품의 구매 또는 처방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연구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사전 합의된 임상시험계획서와 일치하는 해당 

데이터를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자는 출판물을 뒷받침하는 모든 관련 데이터와 통계적 평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바티스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노바티스의 적절한 확인과정을 거친 후, 연구결과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출판을 

금지하거나 또는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노바티스 임상시험 결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정책 (Novartis Policy on 

Communication and Publication of Clinical Research Results)은 허가 후 임상시험에도 적용된다. 
 
 
 

11.5.5 시장조사 

시장조사는 EPhMRA 또는 유사한 국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조사는 제품 판촉을 목표로 해서도 안 되고 판촉 목적을 위장해서도 안 된다. 시장조사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는 

추후에 마케팅 활동/판촉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시장조사에 참가한 개인에 대한 지불은 수행된 서비스에 비추어 

합당한 공정시장가격 이어야 한다. 
 

시장조사에 환자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는 경우, 관찰연구나 비 관찰 연구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조사에 환자 의 정보와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안전성 데이터 처리와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 데이터는 오직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책에 의해 수집, 사용,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고지 또는 기타 

개인정보 보호요건은 아래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 노바티스는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투명하고 분명하며 모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모든 동의를 득해야 한다. 

- 공표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도록 한다. 
 
 
 

11.5.6 연구자 모임 

연구자 모임의 목적은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과 함께 노바티스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연구에 

대하여 개시, 주기적 업데이트, 종결을 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장소와 제공되는 환대는 본 문서에 기술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5.7 환자와의 정보교류 

환자와의 정보교류는 더 나은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같은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보제공에 있어 적절한 언어 및 방식으로 전달 되어야 한다. 치료방법은 보건의료전문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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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자발적 문의 

환자로부터 제품과 관련된 자발적 문의가 있으면, 의학부서는 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제품의 

투여와 관련 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하며 일반인에게 적합한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료 문제에 대한 조언은 거절해야 하며, 문의한 사람에게 처방 보건의료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1.5.9 질병 인지 프로그램 

질병인지프로그램(DAP)은 대중, 잠재적 환자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건강, 질병 및 그에 대한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인지 제고 또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다. DAP의 근본적인 목적은 질병에 대한 인지를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질병과 관련한 건강상의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DAP는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에, 약물군에 대한 

참조)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으나 성분명,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거나 특정 의약학적 선택을 요청하기 위해 

처방권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DAP는 특정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DAP와 관련한 의사소통 또는 활동의 강조는 치료 방법의 

선택보다는 증상과 그것의 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DAP는 특정 제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제한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노바티스가 특정 질병 또는 건강상태에 대한 치료에 있어 유일하게 처방되고 있는 제품의 생산자인 경우는, DAP는 

약품군 또는 약물치료 선택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DAP는 판촉 프로그램에 연결되거나 일부분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 혹은 판촉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

된 질병 교육/의사소통은 본 정책의 목적 상 DAP로 간주되지 않는다.   

 

DAP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정확한: DAP의 정보는 대중이나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정확도를 

확인되어야 한다. 

 최신의: DAP에 포함 된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DAP의 정보는 의학 문헌이나 기타 권위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DAP는 질병의 주요 특징을 다루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DAP는 질병이 초래하는 영향이 불필요한 우려 없이 현실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균형이 잡힌: 사용 가능한 관련 약품군 (노바티스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에 있어 유일하게 처방되고 있는 제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에 대한 참조를 포함 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특정 항목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접근 가능한/스타일: 사용된 언어는 노바티스 제품에 대한 상표 색상이나 기타 간접 참조 또는 언급 없이 

적절한 디자인 및 형식으로 지원되는 주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식별 가능한: DAP 간행물의 경우 DAA의 출처와 노바티스 참여가 간행물 자체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CPO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질병 인지 프로그램을 구성, 실행 및 기금을 조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부서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DAP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지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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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환자 지원 프로그램 

환자지원 프로그램 ("PSP")은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참가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환자지원 

프로 그램은 승인된 품목허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승인된 품목허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삼는 등) 노바티스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설계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환자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는 경우, 임상성과연구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환자지원 프로그램은 

실시되는 국가의 관련 법규와 업계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정보보호, 약물안전 보고, 의약품 광고 관련 법 등). 

현지 업계규약, 법규, 본 가이드라인 등이 상충할 때에는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만일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환자의 정보와 데이터 수집이 포함된다면,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안전성 데이터 처리와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 데이터는 오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책에 의해 수집, 사용,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고지 또는 기타 

개인정보보호요건은 아래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 노바티스는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투명하고 분명하며 모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모든 동의를 득해야 한다. 

- 공표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도록 한다. 
 

 
 

11.6 환자단체와의 상호작용 

노바티스는 환자단체와 많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환자단체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환자단체의 

독립성 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1.6.1 관계에 대한 선언 

노바티스가 환자단체와 협력할 때, 그 관계와 관계의 성격이 시작단계부터 명확해야 한다. 어떤 기업도 환자단체나 그 

프로그램 의 단독 후원자가 되기를 요구할 수 없다. 노바티스가 단독 후원자가 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환자단체에 유일한 자금지원 기업이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1. 소비자 직접판촉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질병정보 및 환자준수 프로그램에서 환자에게 제품의 세부적인 정보를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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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서면 기록 

노바티스는 환자단체에 재정지원 또는 유사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활동과 지원의 목적 등 지원의 성격과 기간을 정한 

서면 기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이벤트 

노바티스는 이벤트의 주 목적이 전문적, 교육적, 과학적 성격이거나 그 환자단체의 주요 임무를 지원하는 것일 경우, 

환자단체 모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노바티스가 환자단체를 위해 모임을 열 때는 장소와 위치가 적절하고 정보 

교류를 하기에 적합해 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식사나 다과는 현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11.7 노바티스의 정보 취득을 위한 환자와의 상호작용 

노바티스의 지식원천으로서의 환자와의 상호작용은 노바티스, 다른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보호자 및 일반 대중과 

환자의 치료 및 경험에 관한 정보 교류에 목적이 있다. 노바티스는 환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모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11.7.1 컨설턴트와 환자자문위원회 

환자를 컨설턴트나 환자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지식을 넓히기 위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려 는 것이다. 따라서 위촉된 환자는 특정한 질병과 그 치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활용은 명확한 임무와 책임, 

보수 및 기밀유지 규정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에 기초해야 한다. 보수와 경비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가격이어야 한 다. 회의장소와 제공되는 환대는 본 문서에 기술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1.1항 참조). 
 

 

컨설턴트 및 환자자문위원회와의 상호작용은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정보 는 추후에 마케팅 활동/판촉 정보로 전환될 수 있다. 
 
 
 

11.7.2 강사 

이벤트에서 환자를 강사로 초빙하는 목적은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초빙은 임무와 책임에 대해 

명확한 설 명을 포함하는 서면계약에 기초해야 한다.  보수와 경비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가격이어야 한다. 
 
 

 

11.8 Grants, Donations, Sponsoring and Other Funding 
 
 

11.8.1 Grants 

Grants는 개인이 아닌 명망 있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에만 지급할 수 있다. 
 

 

Grants는 유형적인 대가를 받으려는 합의나 의도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Grants는 Grants수혜자 및 그 직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Grants는 적절히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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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s는 판촉활동이 아니며 투자대비 수익 분석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11.8.2 Grants의 일반 요건 

• Grants는 유형적인 대가를 받으려는 합의나 의도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판촉과의 연관을 피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영업/마케팅 부서 직원은 Grants의 검토/승인 프로세스를 주도하지 않아야 

하고 Grants를 전 달해서도 안 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영업/마케팅 부서 직원은 Grants 프로세스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의 보건기관에 Grants를 

지급 할 계획을 세울 때는 수령 기관의 국가에 있는 자격 있는 노바티스의 직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Grants는 명망 있는 보건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의 평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현지 법률과 규정, 연차보고서, 설립 자료, 과거 실적 자료 또는 노바티스 직원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1.8.3 Grants의 종류 

노바티스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Grants를 제공할 수 있다: 

Infrastructure Grants, Educational Grants, Patient association Grants, Professional society Grants, Healthcare policy 

research Grants 

 
Infrastructure Grants는 의료설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의료관련 기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나 시스템에서 확인된 부족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Infrastructure Grants는 환자 치료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영리사업을 용인하거나 수혜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Grants의 규모는 

검증된 수요에 비추어 합리적이 어야 한다. 
 

 

Educational Grants는 Grants 수혜자가 교육내용 개발과 교육행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의 

독자적 인 교육활동 (인가 또는 비인가)을 지원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강사진을 

통제할 수 없고, Grants 수혜자가 보건의료전문가의 선정과 초빙을 담당한다. 
 

 

Patient association Grants는 환자, 보호자, 일반대중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환자단체에 기여하는 

것이 다. 지원대상 활동은 질병 안내와 치료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진단 또는 치료 기간 동안 또는 후의 심리-사회적 

지원, 또는 공 공의료정책, 보건 경제학 또는 성과 연구에 대한 지지/조사에 국한된다. 노바티스는 오직 노바티스 

임상시험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 또는 자금지원의 결과로써 노바티스 직원이 동 단체의 이사회에 취임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환자단체의 이사회에 소속된 어떠한 노바티스 직원도 동 단체에 대한 Grants의 

신청이나 승인에 관여할 수 없다. 
 
 

Professional society Grants는 전문적인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 또는 그 회원이 주로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활동은 질병 안내와 치료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진단 또는 치료 기간 동안 또는 

후의 심리-사회적 지원, 또는 공공의료정책, 보건 경제학 또는 연구 조사에 대한 지지/조사에 국한된다. 노바티스는 

오직 노바티스 임상시험을 알 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노바티스는 그러한 단체 회원의 

활동, 초빙,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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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policy research Grants는 정책 입안자 교육, 보건정책 연구 수행, 법안 또는 규제에 대한 대변을 하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노바티스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독점 적 권한을 취할 수 없다. 

 
기타 자금지원 협정에 의해 관리되는 다수의 일상적인 사업활동의 종류가 있다. 기타 자금지원에서, 노바티스는 

의료관련 기관 에 제공하는 자금의 반대급부로 유형적인 이익을 얻으며, 그런 지원은 적절한 근거 문서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노바티스 로고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유형적인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형적인 이익이 

부적절한 유인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자금지원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일 수 있고 항상 노바티스의 

고객계약 프로세스, Management Authorization Levels, 현지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11.8.4 Donations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에 대한 Donation은 NP4에 의해 관리된다. 보건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Donation은  "비 

보건기관에 대한 노바티스 Sponsoring & Donations 검토 및 승인 절차 (Novartis Sponsoring  & Donations Review and 

Approval Operational Procedure to non-healthcare institutions)"에 의해 관리된다. 

 
노바티스는 이타적인 비영리 목적의 평판이 좋은 보건기관이나 의료관련 단체로서 노바티스가 반대급부로 직간접적인 

대가나 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 곳에 Donation을 제공할 수 있다. Donation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건과 의학 분야에서 우리의 염원과 관련된 활동/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노바티스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기업시민정신에 일치하는 다양한 시도, 프로젝트,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11.8.5 Grants와 Donations의 구분 

Grants는 NP4에서 정의하는 특정한 목적 가령, 보건의료전문가의 교육 지원 (Educational Grants)이나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Donation은 반드시 이타적이고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8.6 Sponsoring 

Sponsoring은 노바티스의 전반적인 이미지나 평판을 제고하기 위한 비 보건기관이나 기업과의 계약이다. 노바티스의 

제품과 관련된 사항, 특히 마케팅이나 판매활동은 Sponsoring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다. 

 
후원의 목적은 제품의 판촉이 아니며 빈번하게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Sponsoring은  "비 보건기관에 대한 

노바티스 Sponsoring & Donations 검토 및 승인 절차 (Novartis Sponsoring  & Donations Review and Approval 

Operational Procedure to non-healthcare institutions)"의 평가기준에서 정의된 추가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1.8.7 Grants와 Sponsoring의 구분 

Sponsoring은 제품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비 보건기관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Sponsoring의 근거는 

계약이며, 이에 따라 노바티스는 재정지원 용도의 일부 유형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 Sponsoring의 전형적인 예는 

스포츠팀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후원은 MAL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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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공무원/공공기관 
 

 

11.9.1 공무원인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기준 

공립병원이나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및 OECD의 뇌물방지협약 등과 같은 국내외 부패방지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은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부패방지 요구사항을 민간인과의 상호작용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률을 변경했거나 변경 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념할 것). 
 

 

• 공무원에게 전달된 모든 이익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기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 현지의 법에서 요구할 경우, 노바티스는 제공한 혜택 (예, 이벤트 참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공무원을 전문가/연자로 

초빙)이 관련 현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을 해당 공립병원/정부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서면 

확인을 받기가 지나 치게 복잡할 경우, 초청 받은 공무원은 그러한 협력이 자기 직무의 일환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한 기록에는 초청장과 아젠다가 포함될 수 있다. 

 
 
 
 
 
 
 
 
 
 
 
 
 
 
 
 
 
 
 
 
 
 
 
 
 
 
 
 
 
 
 
 
 
 
 
 
 
 
 
 



 

 

 

 
 

Approval History 
 

버전 승인일자 승인 위원회 

2012년 10월 29일자 

(DCC의 변경 요청 포함) 
 

2012년 11월 21일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 (DCC) 

2012년 11월 21일자 

(PEC의 변경 요청은 제외) 

 

2012년 12월 14일 

 

Pharma Executive Committee  (PEC) 

2012년 12월 17일자 

(PEC의 변경 요청 포함) 

 

2013년 1월 18일 
2012년 12월 14일자 요청에 따른 

PEC의 Sub-group 
 

2013년 1월 18일자 
       2013년 1월 29일 

공식 승인일자는 2013년 2월 1일 

 

Pharma Leadership Team (PLT) 

   2015년 6월 15일자  

(11.4: 판촉물, 의료 용품, 의례적 

선물) 

2015년 6월   Pharma Executive Committee (PEC) 

2015년 9월 

(11.1.5: 18개월 강연 프로그램 

제한 규정, 7.1: 사소한 문법 수정, 

11.1.1: 자금 지원 단락 추가, 

11.4.3: 보건의료단체 추가)  

2015년 9월 17일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 (DCC) 

2016년 2월 18일  

(질병 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18 개월 강연 제한 규정 삭제) 
February 18, 2016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 (DCC) 

2016년 8월 16일  

(11.5.9: 질병 인식 프로그램 

업데이트, 11.5.4: 첫 번째 문장,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약간의 수정)  

August 16, 2016 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 (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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