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 Academy
The best way to reach Basic Clinical Research Training &

 Continuous Education Program

GCP Training at Sejong General Hospital IRB

Guest lectured at MDITAC

Fundamental training Dong-a Univ.

Hosted “2nd C&R Symposium” 

Internship programs for pharmacy students

Guest lectured at KMDIA

Won Minister Prize of MFDS

Guest lectured at Dong-a Univ.

Guest lectured at KMDIA

Guest lectured at  Gachon Univ. 

GCP Training at Hallym Univ. Medical Center IRB 

Internship programs for pharmacy students

Hosted “1st C&R Symposum” 

Guest lectured at KHIDI 

Advanced GCP Training at Sejong General Hospital IRB 

Introduction to Clinical Trial at Sunmoon Univ. 

CRC Manager Course at Samsung Medical Center 

Project Manager Training at KoBIA 

Guest lectured at KoBIA 

Registered ISO9001:2008 

Launched Web-based Learning Management System

Exhibited at DIA 2011 Annual Meeting in US 

In-company Training Open 

CRO Development Program with KBIO/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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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C&R Academy

Web: www.cnracademy.org
E-mail: cnracademy@cnrres.co.kr
Help Desk: 070-4033-3017



Fundamental of Clinical Research & Practice
·대상 : CRA 업무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 및 실무자

·일정 : 40시간 / 5일

·내용 : CRA 지원자에게 임상시험의 기본이 되는 GCP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임상시험 수행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실무적인 지식을 자세하게

     습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Introduction to Clinical Trial
·대상 : CRA 지원자 또는 CRA에 관심이 있는 자

·일정 : 8시간 / 1일

·내용 : 처음 임상시험을 접하는 학생 및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게 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CRA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GCP Training
·대상 : CRA, CRC 또는 임상시험관련 종사자

·일정 : 8시간 / 1일

·내용 : 임상시험을 위한 필수적인 근간인 Good Clinical Practice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GCP의 각 구성별 설명과 더불어 실례를 통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Oncology Clinical Trial 
·대상 :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업무 수행자

·일정 : 16시간 / 2일

·내용 : 항암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항암제 

    임상시험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디자인, 종양

    반응평가, 항암치료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Early Phase Study
·대상 : CRA, Medical Writer 등

·일정 : 8시간 / 1일

·내용 : 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약개발과정 중 전임상 후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수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약리•약동학, 생물학적 동등성, 탐색적 

    IND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Customized in-company training is available upon request.

·All Educational Program which are available at C&R Academy can 

   be customized for the in-company training to meet your company

   specific needs.

·Improve your employees capability and compliance in clinical 

   research in the most effective and cost efficient way.

·Monitoring in Clinical Research

·Overview of Drug Development -English, Korean

·GCP Guidelines  

·Clinical Trial Guidance Part 1~23

·대상 : 업무경력 3년 이상의 CRA 또는 CRM, PM 등

·일정 : 8시간 / 1일 

·내용 : 신약 후보물질의 발견부터 시판 후 조사까지 신약개발의 전 과정과 관련 

    규정을 이해함으로써 임상시험 종자자의 실무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과정  

    입니다. 

Drug Development

Monitoring Practice for Clinical Research
·대상 : 업무경력 2년 미만의 CRA

·일정 : 16시간 / 2일 

·내용 : 모니터링의 목적 및 중요성, 준비사항과 실습용 자료(EMR & ISF)를 

     통하여 SDV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Basic Course of Clinical Research & Practice
·대상 : 업무경력 2년 미만의 CRA

·일정 : 24시간 / 3일 

·내용 : 총 3회로 구성된 본 과정은 2년 이하 CRA 경력을 가진 분 또는 연구 

   간호사로 임상시험 진행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입니다.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임상시험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수행을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과정입니다.

Clinical Project Management_Advanced
·대상 : PM, CRM, Director and Leader

·일정 : 16시간 / 2일

·내용 : CPM 심화과정으로 자원관리, 의사결정, CAPA workshop 등 실무적인

    접근을 강화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Clinical Project Management_Basic
·대상 : 업무경력 3년 이상의 CRA 또는 CRM, PM 등

·일정 : 16시간 / 2일 

·내용 : 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임상시험 계획의 수립에서 성공적인

    완료까지 Project Manager로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이해할수 있는 교육과정

    입니다.

CRA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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