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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새로운 항암제를 공동개발하는 한국의 대형 제약사에서 종양학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편견 없는 의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고객사는 비밀유지에 대한 우려, 시간 및 리소스의 제한으로 인해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하는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GLG의 접근법 
GLG는 400명 이상의 미국 종양전문의를 검토하여 적합한 후보 명단을 고객사에 
전달했습니다. 고객사가 전문가를 선택하면 GLG에서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고객사는 극비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GLG
는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GLG는 자문 과정을 돕고자 질문지를 공유하여 고객사가 신약에 
대한 전문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고객사는 3명의 뛰어난 종양전문의와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약 임상개발 
및 기술 타당성에 대한 전화 자문 및 서면 보고서를 받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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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보유한 GLG는 고객사와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해 현실적인 인사이트에 기반한 현명한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GLG 팀
이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 접근법을 제시하여 기간 내에 문제를 파악 및 분석하고 해결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GLG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
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LG 전화 자문, 서면 자문

제약사 기술심사: 암 치료 신약 평가

사례 연구

소분자 억제제 (Small Molecule Inhibitor) 임상 결과 평가

고객사와 미국의 일류 종양전문의를 
연결해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

왜 GLG인가?

광범위한 네트워크
바이오제약사는 GLG의 광범위한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종양학 영역에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핵심 오피니언 리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밀 보장
GLG는 수년간 최첨단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여러 제약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극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적시 지원
프로젝트의 일정이 촉박하고 복잡한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GLG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