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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을 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이 불가피하다.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으로 실험하기 전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를 수행한다

고 할 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신약 등의 새로운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발전과 더불어 비인간적인 인간 상 연구가 많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상으로 하는 연구윤리는 국제적으로나 국내 법으로 잘 정립이 되어있다. 헬싱키선언

이 명시하듯이 의무기록 정보 등 개인의 사적 정보나 인체 조직 연구도 사람 상 연구에 포함한다. 

모든 인간 상 연구는 사전에 연구기관에 설치된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목적, 연구방

법,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 상 등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에 하여 충분한 검토 후 승인을 받고 그 

감독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상인 피험자의 인격과 권리, 안전 및 복지가 침해

되지 않도록 이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 피험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절차, 

연구의 위험성과 윤리성, 연구에 참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등을 피험자나 그 보호자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동의의 내용은 피험자는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에 아무런 손해 없이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연구진행 도중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음 없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연구도중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

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피험자 보호는 연구자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연구윤리위원회, 의뢰자의 성실한 모니터링, 정부와 언론의 노력, 그리고 

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노력이 모아져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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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위원을 위한 전문교재

제1장 연구 설계에 따른 IRB 고려사항1)

1.1 서론2)

연구의 가치는 연구 결과의 진실성에 좌우된다. 인간 피

험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과학적 이해 증진, 인간 복지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인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 

그러나 만약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결함이 있어 그 결과가 

유용하지 않을 때, 이는 피험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 이상

도 이하도 아니므로 비윤리적이다. 모든 IRB 위원들은 “연

구의 과학적 근거를 IRB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가?”라고 질문한다. 사실, 미국의 경우 IRB 관련 여러 규

정 및 법규 중 연방규정에서는 연구 설계의 과학적 유용성

에 관한 IRB 위원들의 심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B가 “예상되는 연구 결과로부터 얻어

지는 지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험자에게 가해지

는 위험이 합리적인지” 결정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의 IRB에서

는 레빈(Levine)이 묘사한 접근 방식3)을 취하고 있다. 연

방 정부나 학외 자금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연구의 경

우, 기관내 동료 심사 과정에서 과학적 측면에 해 강도 높

은 심사를 받는다. 이 경우 IRB는 연구에 명백한 결함이 없

음을 확인한다. 만약, 동료 심사와 같은 자세한 과학적 심사

를 거치지 않는 연구 계획의 경우, IRB는 과학적 심사에 보

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 경우, IRB가 자체적으

로 과학 심사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재량이 없다면, 관련분

야 전문가의 조언 역시 구할 수 있다. 레빈은 IRB가 연구 

계획의 과학적 이득을 평가하고 연구자에게 결함 있는 연구 

설계 수정을 요구할만한 권위를 확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

다. 그러나 IRB의 자체적 한계를 인식할 필요성 역시 말하

고 있다.4) 프리드만(Freedman) 역시 연구가 유용해야 

하며, IRB 위원들이 과학적 방법이나 통계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실험 설계의 기본 골격을 이해하고, 연구 설

1) << IRB위원을 위한 전문교재>>에서 사람을 상으로하는 연구윤

리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임. 교재 개발자는 서울의  김옥주 

교수이며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사업(임상시험 교육

시스템 개발Ⅰ), 06142독기타482)의 일부로 개발되었음. 

2) OPRR. IRB Guidebook Chapter 4, 'Considerations of 

Research Design' 부분을 참고하였음.

3) Levine, Robert J. Ethics and Regulation of Clinical 

Research. 2d ed. Baltimore: Urban and Schwarzen-

berg, 1986. Chapter 8, “Randomized Clinical Trials”

4) McLarty, Jerry W. “How Many Subjects are Required 

for a Study?” IRB 9(5): 1-3.

계에 문제적인 측면이 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주

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5)

1.2 IRB 심사 면제

뒤에 기술할 연구 종류 중 몇몇 종류는 미국 연방규정에

서 ‘심사 면제’(exemption from review)로 규정되고 있

다(예: 기록 혹은 설문조사의 심사) ‘심사 면제’로 규정되는 

연구 중 1) 피험자가 직접적으로 혹은 식별자로 인해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2) 결과가 알려졌을 

때 피험자가 범죄나 불이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나 피

험자에게 금전상, 고용상 불이익 및 불명예를 초래할 수 있

을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각 IRB는 심사 면제 여부와 상

관없이 각 기관의 관련 방침에 의거하여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통상적으로 ‘IRB 심사 면제’는 연방 규정에 의거한 심사 

면제를 가리킨다. 그러나 IRB는 각 기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과학  연구 방법론

과학적 이해는 물리적 현상에 해 객관적, 통합적 관찰/

분석적 이해 혹은 추론에 기반한다. ‘객관성’과 ‘통합성’은 과

학적 현상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다. ‘객관적’ 

관찰은 직접적, 반복적으로 경험 가능하여서 타 과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을 때에 얻어진다. ‘통합적’ 관찰은 측정 가능한 

조절된 상황 하에서 얻어질 수 있다. 연구 방법론은 ‘객관

적’, ‘통합적’ 관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며 논리에 기반

한 추론에 확신을 가져다 준다.

과학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론은 

과학적 관찰에서 파생되는 인과적 요인을 설명하는 원칙들

의 조합이다. 이론의 유용성은 내적 일관성과 데이터의 신

뢰성, 정확한 예측의 가능성 등이 토 가 된다. 과학자들은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예측을 가설로 사용한다. 과학 이

론과 가설은 ‘참으로 증명’이 될 수 없고 오직 현재 유용한 

데이터로 지지되거나 반박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상 연구는 크게 실험적 연구와 기술(記述)적 연구로 분

류된다. 실험적 연구는 피험자를 무작위로 배정, 논리적 근거 

하에 피험자에게 신중하게 치료를 조작(操作, manipula-

5) Freedman, Benjamin. “Scientific Value and Validity 

as Ethical Requirements for Research: A Proposed 

Explication.” IRB 9(6):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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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함으로써 치료 효과에 한 인과적 추론을 얻는다. 기술

(記述)적 연구 또한 객관적이고 통합적이다. 그러나 피험자 

무작위 배정이나 치료 환경의 간략한 조작(操作, manipu-

lation)등의 엄 한 조정 과정은 보통 기술(記述)적 연구에

서 생략된다. 그러므로 기술(記述)적 연구에서는 인과적 추

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1.4 찰 연구

1.4.1 단순 찰 연구

단순 관찰 연구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으

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피험자가 어른인 경우 관찰 연구

는 ‘IRB 심사 면제’가 되나, 피험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정

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피험자가 범죄나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될 경우 등은 통상 ‘심사 면제’에서 제외된

다.6) 미국 보건성의 규제를 받는 연구의 경우, 아동의 공공 

행동에 한 관찰적 연구 역시 ‘심사 면제’에서 제외되고, 연

구자는 관찰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7)

피험자의 주변 환경을 개입하거나 조작하는 관찰 연구 역

시 IRB 심사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에서의 

반응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공공 장소에서 상황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응급현

상’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를 연출하거나, 공원에서 폭력 상황을 꾸민 다음 

주변 통행인의 반응을 기록한다. 이런 경우 정말 의학적 응

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으므

로 IRB의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생활 유지가 이루어져

야 하는 장소나 환경에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역시 IRB의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1.4.2 기록 검토와 추  연구  환자군 연구

기록 검토와 추적 연구, 환자군 연구 등은 오직 공공 혹

은 사적인 기록만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IRB는 연

구의 성격과 기관 IRB 방침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신속 심사를 하거나 또는 정식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8) 예

를 들어 폭력범죄의 발생률을 지역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의 

경우 여러 지역 내 공공기록을 조사하게 된다. 성별, 인종, 

나이 등의 요인에 따른 차이 역시 공공기록을 이용하여 연

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 기록 내 정보만 이용하는 

연구이며 ‘IRB 심사 면제’가 된다.9)

암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예: 흡연 습관, 고용, 가족력 

6) Federal Policy ___.101(b)(2)

7) Federal Policy ___.101(b)(2); 45 CFR 401(b)

8) Federal Policy §§___.101(b)(4), ___.110, and ___.111

9) Federal Policy ___.101(b)(4)

등)의 경우 의료 기록으로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연구 시작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료기록을 상

으로 하며, 피험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료 기록을 

이용할 시에 ‘심사 면제’로 간주된다.10) 그러나 만약 식별

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고 기

유지를 위한 적합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IRB 심사가 

필요하다. 만약 연구 과정에서 피험자에게(피험자가 생존했

을 경우) 혹은 피험자 가족에게(피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직접 찾아가 부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연방 규정 

상 IRB 심사 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미국에서도 IRB는 연방 규정 상 

‘심사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IRB 심사 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3 조사, 설문, 인터뷰 연구

조사, 설문, 인터뷰는 사회과학-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 통상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 방법들은 해당 연구에서 인터뷰나 설문 조사한 표본이 

연구 상 집단을 표할 수 있는가, 측정 방식은 적절했는

가,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등을 통계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유효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몇몇 연구는 인터뷰를 이용, 각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보

를 수집한다. 임상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비정형적인 인터

뷰나 조사와는 달리, 정형적인 인터뷰는 훈련된 조사원이 

미리 계획된 설문지를 토 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

어진다. 이 경우 인터뷰 전에 인터뷰 도구(질문지)를 개발

하고 피험자 집단 내 소규모의 사람들을 상으로 예비 설

문을 수행하여 설문지 내 비뚤림이나 모호함을 발견하여 수

정하게 된다.

성인 피험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통상 ‘심사 면제’가 된다. 그러나 만약 피험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거나, 정보

가 누출될 시 피험자가 범죄의 위험 혹은 정신적, 물질적 손

해에 노출될 수 있다면 ‘심사 면제’에서 제외된다. 반면 아동

을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는 ‘심사 면제’가 아니

며, IRB 심사가 필요하다.11)

1.4.4 역학 연구

역학 연구(Epidemiologic Study)는 독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역학 연구는 보통 의료 기록 등 민감한 사적 기

록을 이용하고, 이를 피험자의 고용, 보험, 범죄 기록 등 다

른 정보와 연결시키게 된다. 또한 조사나 인터뷰 등의 연구 

10) Federal Policy ___.101(b)(4)

11) Federal Policy ___.101(b)(2); 45 CFR 4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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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종종 결합되곤 한다. 학계에서는 역학 연구를 IRB 

‘심사 면제’로 규정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역학 연구는 사생활 보호와 기 유지라는 민감한 문제와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역학 연구자를 위한 윤리적 가이

드라인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역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정 질병, 상태, 행동 등에서 

위험 요인을 식별해냄으로써, 이들의 원인이 되는 특정 원

인, 환경 혹은 산업 물질을 찾아낸다. 연구 기법은 잠재적 

피험자의 기록을 검토한 후 전화나 면 조사, 인터뷰, 메일 

설문 등의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역학 연구는 단순히 다양

한 종류의 기록을 검토(예: 의료, 고용, 범죄 기록)하고, 이

들을 연관시키는 것에 한정되기도 한다. 역학 연구가 유용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피험자의 높은 참여율이 필요하다

(90퍼센트 이상). IRB는 높은 참여율과 윤리적 고려 사이

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역학 연구 심사에 있어 IRB의 역할은 역학 연구자들에

게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다.12)

1) 수집된 정보의 기 유지를 위한 적합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는지 

가. 누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지니는가

나. 원 기록에서 개인 정보는 언제 어떻게 분리되는가

다. 연구가 종결된 후 정보를 보존할 것인가  

2) 인터뷰 기법과 설문지에 관한 설명

3) 인터뷰 이전에 피험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

의를 받았는지

IRB는 역학연구자들에게 연구계획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을 기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의 규제 

조항에서 원 데이터를 몇 년 간 보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13)

1.4.4.1 IRB 고려사항

역학 연구에서 주요 윤리적 고려사항은 피험자의 사생활

을 보호하는 것(본인에 관해 어떤 정보가 알려질지 본인이 

결정할 권리)과 정보의 기  유지(허락 없이 정보를 누출하

지 않는 것)이다.14) 사생활보호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와 관련이 있다. 피험자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 

역학 연구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윤리적으로 옳

12) Wallace, R. Jay. “Privacy and the Use of Data in 

Epidemiology.” in Tom L. Beauchamp, Ruth R. 

Faden, R. Jay Wallace, Jr., and LeRoy Walters, 

(eds.) Ethical Issu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p. 274-291, p. 287.

13) 예: 연구진실성위원회

14) Wallace, R. Jay. ibid., pp. 277-279.

지 않다.15) 현 인의 일상이 된 기록은 다량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자원도 되지만, 부분 사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

는 정보들이다. (예: 의료, 고용, 보험, 학교기록) 피험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비윤리적이다.

각 개인의 동의 없이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각 기

록과 개인이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될 수 없다면 피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보통 역

학 연구에서는 이런 연결을 잘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

학 연구 심사 시 IRB는 피험자의 사생활이 적절히 보호되

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이는 연구의 중요성 또한 사

생활 보호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연구의 가치가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생활 침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

하여 기록 검토 이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기록 검토 이전에 피험자와 개인적 접촉을 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위험 요인만으로 잠재적 피험자를 분류했

기 때문에, 연구자와의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피험자는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 잠재적 피험자는 자신의 질환이나 악조

건(惡條件)에 해 예민해 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을 모를 

수도 있다. 만약 질환 혹은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

다면, 연구자는 사망자의 친족과 접촉, 조사하게 된다. 접촉 

당시, 친족이 사망자의 상태를 모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위험은 연구 초기, 연구에 적합한 피험

자를 분류하는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생긴다. 한번 잠재적 

피험자로 분류되면 그들에게서 동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HIV 감염의 위험 요인을 탐구하는 역학 연구의 경우, 잠

재적 피험자는 HIV와 연관이 있을 거라 기 되는 집단이

다. 위험 집단으로 알려진 구성원은(예: 주사 마약 사용자, 

남성 동성애자, 혈우병 환자) HIV 연구를 위한 접촉에 감

정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암 연구에서도 잠재적 피험자

는 개인적 의학적 상황과 경험을 다룰 때 불편할 수 있다.

1.4.4.2 기  유지

IRB는 역학 연구에서 이미 수집된 정보를 공개할 때 기

 유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

구 차원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한다. 데이

터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적절하게 공유되

어서는 안 된다. 각 개인과 연결된 정보의 누출은 해당 개인

15) Capron, A.M.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Do 

Special Rules Apply in Epidemiolog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4 (Supp. I, 1991): 81s-89s. 

Reprinted in Law, Medicine and Health Care 19 

(No. 3-4, Fall/Winter 1991): 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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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연구가 적절히 계획된다면, 이

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자는 기 유지를 위해 

연구 데이터에 관련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HIV 

관련 연구의 경우 피험자는 데이터 누출을 강하게 염려한

다. 왜냐하면 데이터 누출로 인해 고용․보험 상실, 범죄 

등의 불이익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HIV 연구에서 OPRR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16)

1) 연구 설계 상 식별자가 필요하지 않다면 식별자를 기

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식별자 를 기록해야 한다면, 

원 데이터에서 분리하여 비 리에 이를 보관해야 하

며, 연구 수행 상 필요할 때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불참자들에 한 식별자를 보관해서

는 안 된다. 또한 피험자에게 개인 정보가 어떻게 다

루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연구

계획서에는 프로젝트 내․외에 걸쳐 식별 가능한 기

록을 누가 열람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후원 기관이 기록을 열람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HIV와 같이 법률로 등록 및 보고가 강제된 경우 피험자

의 기 유지는 더욱 중요한 관건이 된다. 미국에서는 연방

이나 주 법률로 등록․보고하도록 정해진 질병의 경우, 복

지부가 연구 프로젝트에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자

격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여된다. 

1) 관련 의료진이 보고 요청에 협조적일 경우

2) 연구자가 보건당국의 요청에 합의했을 경우

3) 피험자에 한 식별 가능한 정보의 노출이 피험자 보

호 조치와 양립할 수 있고, 이를 연구 참여 이전에 피

험자에게 명확히 설명한 경우

1.4.4.3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학 연구에서 피험자의 동의 여부 혹은 동의해야 할 시

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동의 획득 시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첫 접촉 이후와 피험자 선정 사이에 동의를 구해야 하

는가

2) 첫 접촉 이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3) 기록 접근권을 기록 관리인을 통해 얻어야 하는가

보통 잠재적 피험자는 그들이 원래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

이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좋다. 

식별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피험자에게 연구 참여 이전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규정에 의해 다음 경우에만 

동의의 포기나 체가 가능하다고 허가하고 있다.17)

16) OPRR Reports, Dear Colleague Letter (December 

26, 1984), p.3

1) 최소한의 위험만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2) 동의의 포기나 체가 피험자의 권리나 복지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연구

3) 동의의 포기나 체 없이는 연구가 실제 수행될 수 없

는 경우

4) 피험자가 참여한 이후 적합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

을 수 있는 경우

연구가 민감한 영역의 정보(예: 성이나 범죄 활동)를 수

집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포기할 수 있다. IRB는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피험자들로부터의 서면 동의 포기를 허락한다.

1) 피험자와 연결된 유일한 기록이 동의서일 경우, 그리

고 기  유지의 파손이 연구의 주 위험일 경우

2) 연구가 최소한의 위험만을 안고 있고, 서면동의가 필

요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18)

일부 학자들은 역학 연구에서의 동의가 보통의 동의보다 

느슨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9) 조사나 기록 검

토 이전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연구의 경우, 접근 거부(피

험자가 그/그녀의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

의 옵션을 신 사용하기도 한다.20) 월레스(Wallace) 등

은 동의 없이 역학 연구를 진행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21)

1)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생활 침해가 반드시 필요

하며,

2) 사생활 침해가 최소한의 침해이며,

3) 피험자의 이익에 비해 위해의 위험이 미미하며,

4) 연구의 결과가 주요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IRB는 피험

자 접촉 시 혹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맥카시(McCarthy)와 포터

(Porter)는 피험자와 소통해야 할 정보에 해 유용한 가

이드를 제공하고 있다.22) 이에 따르면 피험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17) Federal Policy ___.116

18) Federal Policy ___.117

19) Beauchamp, Tom L. “Ethical Theory and Epide-

miolog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4(Sup. 

I,): 5-8, 159-161; McCarthy, Charles R., and 

Porter, Joan P. “Confidentiali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Research Trials.” Law, Medicine and Health Care 

19(3-4): 238-241, 238-239.

20) Capron, A.M. ibid. p. 86

21) Wallace, R. Jay. ibid. p. 280.

22) McCarthy, Charles R., and Porter, Joan P. 

“Confidentiali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Research Trials.” Law, 

Medicine and Health Care 19(3-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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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

3)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

4) 정보 유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위험.

만약 식별자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경우 피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또한 이후에 다시 피험자와의 접촉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연구 출판물의 데이터는 

집합으로서만 표현되고 개별 데이터는 드러나지 않음을 서

면으로 보증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 피험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

다.(예: 피험자가 모르는 질환의 존재 등).23)

취약한 피험자(vulnerable subject)를 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의 경우, IRB는 그들의 입장을 변할만한 사람

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24)

많은 학자들이 역학 연구에서의 동의는 연구가 수행되는 

지역 사회 내에서 획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5) 연구 

상 인구의 규모, 구성, 혼성, 근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집단적 위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26)

1.4.4.4 기록을 이용한 피험자 선별

어떤 역학 연구는 수천 개의 의료기록을 조사한 다음 극

소수의 잠재적 피험자를 선별해내기도 한다. 이 경우 조사 

상이 되는 의료 기록의 소유자 모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정된 몇몇에게서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다. 일종의 안으로서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중간자, 즉 ‘데이터 블로커(data- 

blocker)’를 이용하기도 한다. 중간자가 기록을 조사, 적절

한 피험자를 선정한 이후에 선정된 피험자를 상으로 동의

를 받게끔 하는 것이다.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을 경우 모든 

기록을 심사하지 않고도 적절한 피험자를 선정할 수 있으

며, 보다 간편해진다. 그러나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

면, IRB는 연구자가 기록을 스캔․조사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하게 심사해야 할 지점은 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정보가 민감한 종류의 것인가이다. 예를 들

어 중요한 질환이나 낙태 여부 등의 기록의 조사는 기록 소

유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발목 골절이나 후

두염 치료 등의 기록은 덜 민감해할 수 있다.

1.4.5 환자 조군 연구 

환자 조군 연구(Case-control studies)는 특정 질

환이나 조건 하에 있는 사람(환자군, case)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조군, control)을 분류, 연구 상으로 삼는다. 이

23) McGarthy, CR. and Porter, JP. ibid. pp. 238-241.

24) Federal Policy 107(a)

25) McCarthy, Charles R., and Porter, Joan P. ibid. p. 2.

26) McCarthy, Charles R., and Porter, Joan P. ibid. p. 2.

후 환자군과 조군 내 일부 특징(예: 특정 약에의 노출)의 

분율을 비교하게 된다.

특정 질환이나 조건을 가진 피험자는 기록을 통해 잠재적 

피험자로 분류된다(예: 암 환자 등록, 수술 혹은 X-ray 기

록, 고용기록, 학교 기록). 조군은 피험자와 동일한 인구 

집단 내에 있으면서 특정 질환이나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

람으로 구성되거나 보통 인구 집단의 자원자로 구성된다. 

잠재적 피험자는 형 병원이나 주치의의 사무실에 보관되

어 있는 기록을 통해 선별된다. 만약 의료 기록, 치료자의 

기록 등과 같은 사적인 기록을 통해 잠재적 피험자를 선별

한다면, IRB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세심히 확인해

야 한다.

1) 연구자가 각 기관 및 주치의의 기록에 해 접근 가능

하도록 허락 받았는지 여부

2) 연구자가 기 유지와 사생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보통 환자- 조군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개입이 없으므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은 없다. 그러나 만약 연구에서 불법 약

물의 사용을 조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고, 예

를 들어 아이를 잃는 등의 정신적 외상(trauma)을 조사하

는 연구의 경우 피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IRB는 연구자가 사생활 보호와 자료의 기  유지, 피험자

의 권리 존중(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 등) 등에 관해 적합

한 규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구 설계에 따라 요

구되는 보호 수준은 상이하므로, 연구 설계 각각에 한 개

별적 심사가 필요하다. 

부분의 환자- 조군 연구에서 연구자는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피험자를 인터뷰하며, 피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

족을 인터뷰하게 된다. 피험자 혹은 가족을 인터뷰하는 경

우 정식 IRB 심사가 필요하다. IRB는 연구자가 피험자 동

의를 적절하게 구했는지, 피험자와 적절한 방식으로 접촉했

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 조군 연구가 기록 검토에

만 국한된 경우, 연구 성격에 따라 신속 심사나 심사 면제의 

상이 된다.

1.4.6 향  연구 (코호트 연구) 

코호트 연구는 역학연구의 일부로서 관찰적 연구(obse-

rvational study)에 속한다. 여러 관찰적 연구 중에서도 

코호트 연구는 인과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연

구이기 때문에, 인간유전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론이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한국인에 흔한 만성질환을 상으로 유전체 코호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코호트 연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역학연구에서와 마찬

가지의 윤리적 원칙이 적용된다. 코호트 연구가 다른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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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다른 점은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험자가 중간에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피험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구진행 

중에 기증자와 재접촉을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시료

부족으로 새롭게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음을 동의 과정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연구과정 중 시료

제공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지 여부가 동의서의 내

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4.6.1 유전체 시료의 수집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코호트 연구 설계

에서 특정 인종이나 유전적 혈통이 보존된 집단을 연구 상

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가능성은 적다. 하지

만 취약한 계층을 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가로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이런 

가능성에 해 IRB는 세심히 평가해야 한다.

시료 수집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피험자의 자

발적인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27) 유전체 역학연

구에서 시료제공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다른 의학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중의 인식과는 달리 유전정보의 질병예측

력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연구의 의의를 적절히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의학연구윤리원칙과 마찬가지로 피험자는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피험자가 중간

에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피험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코호트 연구는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한 연구

이므로 기증자와 재접촉을 할 수 있으며, 시료부족으로 새

롭게 채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연구과정 중 시료제공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사망할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지 여

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

리고 연구진행 중에 피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접

근에 제한을 두기를 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미리 동의과

정에서 정해 두도록 한다.

제공자의 시료는 유전체은행에 보관되어 여러 연구에 사

27)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

법)에는 “제5조 (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 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로 기술되

어 있다.

용 가능하다. 따라서 동의서에 기재된 연구목적 이외의 연

구를 허가할지 여부, 허가한다면 재동의를 거쳐야 할지 여

부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연구기관으로의 시

료 및 유전정보의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만일 가능하다면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 등의 상업적 연구기관에도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도 사전 동의를 피험자로부터 얻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피험자에게 알려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전체연구의 윤리 중 가장 민감

한 부분에 속한다. 왜냐하면 중의 인식과는 달리 유전정

보의 질병예측력이 불명확하므로 유전정보를 시료제공자에

게 알릴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정보가 

제3자나 기관 등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피험자에게 불이익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 미국 생명윤리자문

위원회(NBAC Rec. 14)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에만 연구결과를 알릴 수 있음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28)

1)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어 있고,

2) 연구결과가 시료제공자의 건강 문제에 중요하며,

3) 건강 문제를 개선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현재 이용 가

능할 때

1.4.6.2 유전정보의 소유권

개인의 유전체는 오랜 인류 진화의 산물로서 개인이나 기

관의 소유이기보다는 인류공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연구 상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을 일단 유전체은행에 부여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논리가 윤리

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공공의 이익으로 환

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4.6.3 정보 보호와 시료의 분양29)

28)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ion, Research 

Involving Human Biological Materials: Ethical 

Issues and Policy Guidance (1999).

29) 생명윤리법 제33조 (유전정보등의 제공) ①유전자은행으로부터 

유전정보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에 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전정

보등의 이용계획서 기재내용, 제출절차 그 밖에 유전정보등의 제

공․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

행규칙제25조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 법 제3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유전정보등의 이용 목적  2. 유전정보등을 이

용한 연구방법 3. 제공받고자 하는 유전정보등의 수량 및 방법 

4. 유전정보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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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정보의 보호문제는 유전체연구 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 는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보호에 한 의식이 아직 부족

하기 때문에 피험자 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문

제이다.

지난 2004년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ELSI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정부가 유전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정보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수집된 유전체 시료는 익명화된(anonymised, 개인정보

가 제거된) 후에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외부로 시료를 

분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와의 연결이 끊어진(unlinked) 

상태여야 하며, 피험자가 분양시 재동의를 요청한 경우가 아

닌지 확인해야 한다.30) 이러한 과정의 윤리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처럼 시료 

및 유전정보의 유통과정을 담당할 관리자를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관리자에게 시료와 정보의 관리 및 분양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유전정보 및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을 최소

화하고, 연구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전자 은행은 필요시 분양받은 연구

자로부터 연구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아야 하며, 시료가 승인

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분양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료를 분양받은 연구자가 제 3 자에게 재분양하는 

것을 금지해서 정보의 유통가능성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4.6.4 유전 정보에 한 접근권

유전정보에 한 접근은 피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만 허용해야 한다. 피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유전정보에 

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유전정보로 인해 사

회적 차별이나 낙인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보험회사, 학교, 

직장)으로부터의 접근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31)

30) 생명윤리법 제34조 (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①유전자은

행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

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유전자은행의 장

은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

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유전정보등의 제공) 법 제3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

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검사 상물의 저장․분석․유전자 추출 또는 유전정보 그 밖

의 정보를 저장하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2. 세포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세포배양시설 및 액체질소탱크의 

장비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 및 액체질소 등의 소모품

한편 시료제공자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유전체시료간의 연결을 복구불가능하

게 끊은 상태에서, 연구에 이용한다면 윤리적 정당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 유네스코에서

는 “14조 (b) 확인 가능한 개인과 연결된 인간 유전자 데이

터와 인간 단백체 데이터, 생물학적 시료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의해 제한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 접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32)

1.4.6.5 이익의 공유

인류의 공통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유전체연구의 결과로

서 생기는 이익은 최 한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유전체은행은 공공성을 기본목표로 하

며, 연구의 결과는 최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한

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발

표해야 하며, 사본을 국가유전체은행에 보관해서 관련 연구

자들이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의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소위 negative data)도 반

드시 발표하여 국가 유전체 연구사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연구자들간의 이익의 공유 이외에, 피험자와의 관계에서 

이익의 분배가 가능한 형태에 해서 유네스코에서는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3)

제19조

(ⅰ) 연구에 참가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 특별한 보조

(ⅱ) 의료에 한 접근

(ⅲ) 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시설 또는 

약물의 제공

(ⅳ) 보건 서비스의 지원

(ⅴ) 연구 목적을 위한 역량 강화 시설

(ⅵ)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를 고려한 개도국의 인간 유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역량 개발과 강화

(ⅶ) 이 선언의 원칙에 부합하는 다른 모든 형태

1.5 실험  연구

1.5.1 임상시험 

임상 시험(Clinical trials)은 중요한 연구 설계이며, 

신약, 신 의료기구 등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의 효능과 안전

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무작위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s 혹은 

RCT)의 경우 한 집단의 피험자(실험군)는 실험적 치료를 

받게 되고 다른 한 집단의 피험자( 조군)는 표준적 치료를 

받거나 혹은 위약, 가짜 치료를 받게 된다. 피험자는 각 집

31) 제35조 (유전정보등의 보호) ①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

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UNESCO.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2003.10

33) UNESCO.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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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단측 눈가림 기법 혹은 양측눈가

림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의 경우 각 집단이 치료군인지 

조군인지를 연구자나 피험자, 혹은 둘 다 연구 종료 시점까

지 모르게 된다.

1.5.1.1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은 다수의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에서 일차적인 윤리적 고려는 ‘형

평성’이다. 만약 실험적 치료가 현재 통용되는 치료보다 우

수함이 알려져 있으면(예를 들어 사전 연구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면), 피험자에게 덜 우수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제3의 치료가 두 치료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보다 우수함이 알려져 있는 경우 역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나, 이 제 3의 치료가 연구 상 집단에게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무

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이론적 동등성(theoretical equipoise)’

이라고도 불리며, A 치료-실험적 치료-를 수행한 결과가 B 

치료- 조 치료-를 수행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가정을 의

미]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적 동등성(clinical 

equipoise)’이라 불리는 개념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어느 

한 치료가 여타 치료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지 현재 임상 

전문가들 사이 논란이 있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34)35) 더 나아가, 임상 시험은 그 설계 목적이 ‘성공적 수

행을 통해 어느 치료가 우수한지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

다.36) 조 치료는 현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기준이 되

는 치료여야 한다.37)38)39)

1.5.1.2 위약 40)

위약(Placebo)은 현재 알려지거나 가능한 치료가 없는 

경우(예: 식약청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에 

34) Levine, C., Dubler, N.N. & Levine, R.J. “Building a 

new consensus: ethical principles and policies for 

clinical research on HIV/AIDS,” IRB: A Review of 

Human Subjects Research, 13(1-17): 3.

35) Freedman, Benjamin. “Equipoise and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New England Journal of Medi-

cine, 317(3): 141-145.

36) Freedman, Benjamin. “Placebo-Controlled Trials and 

the Logic of Clinical Purpose.” IRB 12(6): 1-6.

37) Freedman, Benjamin, ibid.

38) Levine, Robert J. Ethics and Regulation of Clinical 

Research. 2d ed. Baltimore: Urban and Schwar-

zenberg, ibid.

39) Levine, Robert J. “The Use of Placebos in Rando-

mized Clinical Trials.” IRB 7(2): 1-4; (Comment by 

Arthur Schafer, p. 4.)

40) 본 교재의 3.2. ‘위약사용의 심의’를 참고할 것

사용할 수 있다. IRB는 위약을 사용하는 연구 설계에서 피

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요소

가 없는지 면 히 검토해야 한다.

질환이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경우, 위약 조를 효능이 

있는 조(active control) 신 사용하는 것은 의문시된

다.41)42) 위약보다 우수함이 입증된 치료가 이미 있는 경

우 연구에서 위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43) 그러나, 실험

적 치료가 효능이 의심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

려진 경우에 있어서는 위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되기도 한다.44)45)46) 임상시험에 있어 위약의 사용은 위

험-이익 분석에서 긍정적일 때 정당화되며, 피험자에게 위

약군에 배정됨에 따르는 위험에 관해 고지해야 한다. 실험

적 치료의 효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타난 이후에도 피험

자를 계속 위약군에 배정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치료적인 

이득에 관해 충분히 입증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될 경

우 임상 시험은 중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어떤 신약 시험은 시험 시작 전에 모든 피험자에게 위약

만 투여되는 기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기간을 ‘휴약 

기간(placebo washout)’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임상 시험에 돌입하기 전, 피험자에게 투여된 약들의 

효과를 종결시킴으로써 실험약의 효능만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2) 피험자에게 본격적인 투약 전에 투약에 협조하도록 

하여 피험자의 순응도를 살핀다.

3) 어떤 피험자가 ‘위약-반응자(placebo responder)’

인지 알아낸다.

이로서 연구자는 높은 위약-반응을 보이거나 투약에 낮

은 순응도를 보이는 피험자를 제외할 수 있다. 휴약 기간 동

안 피험자를 치료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IRB

에 의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치료에서 제외 시 

발생하는 위해에 취약한 피험자는 이 기간 동안 면 한 간

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피험자에게 그들이 

위약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1.5.1.3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47)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모

든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중요하다. IRB는 연구 시작 초기

에, 필요하다면 중요한 시기(예: 연구 계획이 변경되었을 

41) Levine, C., Dubler, N.N. & Levine, R.J.. ibid.

42) Freedman, Benjamin. ibid.

43) Freedman, Benjamin. ibid.

44) Freedman, Benjamin. ibid. 

45) Levine, Robert J. ibid.

46) Levine, Robert J. ibid.

47) 본 교재 4.2.‘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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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새로운 처치가 소개되었을 때, 위험과 이익, 혹은 독성

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알려졌을 때)에 피험자에게서 지속

적인 동의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구 시작 초기에 포괄

적인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피험자가 임상 시

험의 중요한 부분들을 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간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

‘눈가림(blinded)’ 연구와 위약 사용을 포함하는 연구는 

그 성격상 피험자에게 치료에 관해 알리지 않아야 하는 부

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에게 연구 설계의 

성격, 피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의 방식(각각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 치료적 개입과 그 의미 등

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피험자에게 자신이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점, 연구 종결 후에야 배정

된 집단이 보다 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은 집단인지 여부가 

판명된다는 점 등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실험적 치료를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해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료군과 

조군 두 그룹이 있을 때 피험자가 각 집단에 배정되는 방식

은 무작위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피험자에게 실험적 치료

를 받을 가능성은 50%이고 나머지 50%에서는 표준적 치

료 또는 위약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피험

자에게 연구가 위약의 사용을 포함하며 그들이 위약 그룹에 

배정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속

임수’를 줄여준다. 더 나아가, 피험자에게 자신이 위약을 받

는지 혹은 실험적 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이 누구

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양측 눈가림 연구의 경우 피험자는 

자신 뿐 아니라 연구자 역시 피험자가 어느 그룹에 배정되

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그룹으로 배정될 지가 결정

되기 때문에, 피험자는 표준적 치료와 각 치료의 효능 및 안

전성에 해 미리 알아야 한다. 피험자에게 연구 참여로 인

해 이익이 되는 다른 치료 프로그램이나 투약이 제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험자가 일정 수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

음을 고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의 과정은 임상 시험 상의 불확실성과 위험

에 관하여 소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히 제1상 

연구처럼 인간에게 치료가 안전한지를 시험하는 경우 피험

자에게 그 위험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연구 

기간 내내 피험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 주제는 피험자 선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치명적 질환을 앓고 있는 피험자의 경우 실험적 치료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보다 큰 위험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 IRB

는 연구의 이익과 위험이 피험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 취약한 피험자

는 단지 취약성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

는 그들에게서 치료적 이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1.5.1.4 피험자 선별과 모집48)

몇몇 기관에서는 환자가 처음 입원했을 때 혹은 첫 치료

가 시작될 때에 1) 그들의 기록이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2) 만약 기록이 이용되는 경우 연구자는 최선을 다해 

기록의 기 을 유지할 것임을 환자에게 알려준다. 몇몇 기관

에서는 더 나아가 연구목적으로 기록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

해 입원당시 환자에게 동의 혹은 거부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병원 기반 연구의 경우, 부분의 IRB는 피험자 접촉 이

전에 피험자의 주치의가 이를 허락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잠재적 피험자가 연구 참여에 의료적, 감정적 부적응이 있

을 경우 더욱 허락이 필요하다. 피험자가 병원에 있을 경우, 

의료진 중 한 명이 환자에게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알

려줄 수 있고, 환자의 주치의와 상의 후 면담자가 피험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만약 피험자가 병원을 퇴원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다( 부분의 IRB는 피험자의 주치의에게 승인 받은 후 피

험자에게 접촉할 것을 권한다.) 첫 번째 방법은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참여할

지 여부를 응답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효과

는 얼마나 많은 응답이 돌아올지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편지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피험자가 참

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면담자가 피험자를 접

촉하게 된다. 이 방법은 별로 선호되지 않는데, 잠재적 피험

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를 거부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지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문맹

이거나, 다른 편지와 혼동함으로써 연구 참여 의사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어떤 연구에

서는 이 방법을 통해 사생활을 침범할 여지가 있다(예: 성

병이나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에 관한 연구)

세 번째 방법은 피험자의 치료자가 피험자에게 연구에 관

해 알리고 연구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수의 

치료자가 연구자와 잘 협조할 경우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통상 환자는 자신의 치료자로부터 오는 편지를 중요

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률 역시 높다. IRB는 이 방법이 

잠재적 피험자에게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잠재적 피험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관해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면담자가 피험

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48) 본 교재 4.1. ‘피험자 모집의 윤리’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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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방법은 면담자에 의한 강압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

도, 피험자가 연구의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연구 참여의 중요성, 기  유지를 위한 절차, 면담할 내용 

등에 해 잘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방법 역시 높은 응답

률을 보이지만, 민감한 주제에 관한 연구의 경우 피험자는 

연구자가 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안다는 사실에 놀

랄 수 있다. IRB는 이 부분에 관해 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

IRB는 피험자가 형평성 있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의무

가 있다. 이를 위해 IRB는 연구자가 피험자 모집을 위해 사

용한 방법을 심사해야 한다.

1.5.1.4.1 피험자 모집 광고49)

피험자를 모집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게시판이나 신문, 잡

지 등에 광고를 하는 것이다. 피험자 모집 광고는 그 성격상 

객관적이지 않다. 광고를 사용할 경우, IRB는 광고의 형식

과 함께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심사하여 피험자 모

집 절차가 윤리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연구

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자를 포함하거나 저학력, 저

소득층을 포함하는 경우, 광고의 정보가 피험자를 오도하지 

않는지 IRB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 FDA는 피험자를 모집하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 임상 연구자의 이름과 주소

2) 연구의 목적,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조건

3)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예: 

보상액 혹은 무상 치료)

4) 연구 장소와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만약 연구가 신약이나 신 의료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면, 신약이나 신 의료기구가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혹은 다

른 약이나 기구와 비슷하거나 우월하다는 식의 어떠한 선전

이나 함축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1.5.1.4.2 금전적 보상50)

연구 피험자를 모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참여에 

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피험자에게 보상금을 지

불하는 것은 드물지 않으며, 특히 신약이나 신기구 개발 초

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IRB는 지불 액수

와 지불 방식이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을 내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종료 후에 모든 지불이 이

루어진다거나, 지불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보상액은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 불편

함, 불쾌감 등의 정도를 반영한 정도여야 한다.

49) 본 교재 4.1. ‘피험자 모집의 윤리’를 참고할 것

50) 본 교재 4.6. ‘피험자 보상 및 배상’ 참고할 것

1.5.1.5 피험자 배정

실험적 연구 설계에서 실험군과 조군은 시작 시기에 배

정되고 나면 연구기간 내내 동일한 군으로 지속된다. 이러

한 설계를 ‘평행 조(parallel control)’라고 부른다. 반

면, 실험군과 조군 피험자 모두가 각 치료를 경험하도록-

한번은 실험적 치료를 받고 다음에는 조적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연구를 계획하기도 한다. 이를 ‘교차 설계(cross- 

over design)’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은 변이도를 감소시

키며(모든 피험자가 실험적 치료와 조적 치료 둘 다 받으

므로), 필요한 피험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교차 설계(cross-over design)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질환이나 조건이 현재 치료로 완치되지는 않으나, 안

정적이어야 한다. 

2) 첫 번째 치료와 두 번째 치료 사이에 교란 효과가 없

어야 한다(신약 연구의 경우, 두 가지 치료 사이에는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첫 번째 치료의 모든 효과가 없

어진 후에 두 번째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 종류와 무관하게, 피험자의 무작위 배정은 부분의 

연구에서 선호된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피험자 선정

에 ‘비뚤림(bias)’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환의 경과가 잘 밝혀져 있는 경우 무작위 배정은 윤리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추적 조(historical 

control)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추적 조 연구는 피험자의 

현재 상태와 과거 상태를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질

환이 80%에서 치명적이고, 통용되는 치료가 없다면, 성공

할 가능성이 높은 실험적 치료를 모든 적합한 피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경우 추적 조는 그릇된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위생 상태와 생활 방식의 변화 및 기존 치료의 변화가 

질환 경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6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연구가 기록 검토, 관찰, 조사 혹은 인터뷰를 통해 이

루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심사 면제나 신속 심사에 

해당하는가?

2) 연구 설계가 적합한 결론을 가져올 만큼 과학적인가? 

표본집단의 크기는 적당한가? 피험자 선정이나 치료

군으로의 배정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는가?

3) 연구자가 이해관계의 갈등을 가져올 만한 위치에 있

는가?

4)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가 민감한 종류인가? (예: 성행

위나 물질 남용, 혹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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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누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 피험자

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책이 있는가?

6) 피험자와 접촉하는 방식이 그들의 사생활과 거부권을 

존중하는 방식인가? 만약 역학 연구라면, 피험자와 

그들의 가족은 부적절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

는가?

7) 피험자 모집 과정에서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은 없는

가? 피험자에게 지불되는 액수는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 불편함, 불쾌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가?

8) 만약 휴약 기간이 연구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복용

하던 약물을 중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취

약한 피험자를 연구에서 제외할 계획이 있는가?

9) 취약한 피험자(예: 질환이심각한 환자)의 이해와 권

리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10)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과정에서 다음 요소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가. 동의 서류가 연구 설계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

고 있는가? (무작위 배정, 위약 사용 등을 포함) 

눈가림이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눈가림을 해

제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나. 동의 서류가 실험적 치료와 조적 치료 각각의 

위험과 이익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가? 

다. 동의 서류를 통해 연구 참여로 인해 여타 치료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범

위에 관해서도 고지하고 있는가? 

라. 연구 과정 중 새로운 정보를 피험자에게 제공하

거나, 지속적인 동의를 피험자에게 구하는 방침

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11) 동의 과정이 잠재적 피험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

로 결정을 내릴 만한 조건 하에 이루어졌는가?

12) 만약 연구가 임상 시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

링이 이루어지는가? 독립적인 데이터 안전성 감시 위

원회(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가 필

요한가? 연구 중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 얼마의 간격을 두고 IRB의 지속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각 용어의 정의 (glossary)

부작용(Adverse Effect): 치료나 다른 치료  개입의 결과로

서, 의도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며, 상 가능한 

것까지 포함한다( : 척수 천자 이후 생기는 두통, 아스피

린 투여 후 발생하는 장 출 ) IRB는 연구에서 부작용을 

모니터링 할 차와 정책을 확립해두어야 한다.

환자 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 특정 조건 혹은 질

환 하에 있는 집단과 그러한 조건 혹은 질환이 있지 않는 

집단을 비교하고 선행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후향  연

구를 볼 것)

임상 시험(Clinical Trial):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통

제된 연구. 신약이나 신기구 혹은 행동 조 (begavioral 

intervention)의 효과  안 성을 측정하기 해 설계된 

연구.

코호트(Cohort): 하나 이상의 특징으로 기에 분류되어 시

간을 두고 추  찰되는 그룹.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같

은 시 에 태어나 공통된 역사  혹은 문화  경험을 공

유하는 그룹을 의미함

조군(Control): 비교 상으로 연구 상 치료가 주어지지 

않거나 연구의 목 인 조건, 배경, 험 인자가 주어지지 

않는 피험자 군. 조 조건은 환자 조건과 동시에 일어나

거나 앞서 일어날 수 있다. 재 피험자의 조건과 이  

치료  투약의 조건을 비교해야 추  조할 수 있다.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두 변수 간의 상 도의 

통계  지표. 상 계수의 값은 -1.00에서 +1.00의 범 를 

가진다. 상  계수 값이 -1.00 혹은 +1.00에 가까우면 변수

간의 강한 련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가지 변수 간의 

인과 계에 한 추론은 아무리 높은 상 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상  계수로부터 성립될 수는 없다.

교차 설계(Cross Over Design): 피험자가 시차를 두고 실험 

치료와 조 치료를 함께 받는 형태의 임상 시험. 를들

어, 피험자의 반이 한번은 조 치료, 다음에는 실험 치료

를 받는 동안 다른 반은 역 순서로 치료받는다.

데이터안 성감시 원회(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과학자, 의사, 통계학자 등으로 구성된 원회이

며 임상 시험 과정  축 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부작용이나 다른 지표( 를 들어 약 조가 포함된 임

상시험에서 하나의 치료가 다른 것보다 월등함을 나타내

는지)를 감시함으로서 임상시험의 수정이나 단 혹은 

피험자에게 임상 시험의 지속  참여에 향을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지 등을 결정한다.

의존 변수(Dependent Variables): 실험에서 측정되는 결과. 

의존 변수는 실험  조작 결과로 변화할 수 있다. 

기술(記述)  연구(Descriptive Study): 실험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연구( : 유사 실험  연구, 상 계 연구, 기록 

검토, 사례 연구, 찰  연구)

양측 가림 설계(Double-Masked Design): 연구자나 피험

자 둘 다 각각 피험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있는지 모르도

록 설계한 연구

민족지 연구(Ethnographic Research): 민족지는 민족과 그 

문화에 한 연구이다. 민족지 연구는 지 조사라고도 

불리는데, 그 민족 고유의 환경 내에서 장기간 찰, 조사

하게 된다.

실험  연구(Experimental Study): 피험자가 무작 로 그룹

화되어, 논리에 근거, 실험자가 이들에게 신 하게 치료

를 조작(操作, manipulation), 치료 효과에 한 인과  추

론을 얻는 연구

지조사(Fieldwork): 사회학, 인류학, 행동학 연구에서 특

정 환경 내 사람이나 그룹을 조작(manipulation)없이 수행

하는 연구(실험실이나 통제된 환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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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조군(Historical Control): 재 치료되고 있는 피험

자와 비교할 목 의 조 피험자(과거로부터 추 되거나 

과거기록이 남아 있어야 함). 피험자의 재 조건이 과거

의 투약이나 치료 시의 조건과 비교될 때 연구는 추  

조되었다 할 수 있다.

인간 피험자(Human Subject): 연구에서 신체 , 생물학  

변화  심리, 행동 등의 반응이 연구의 상이 되는 개

인. 미국 연방 규정 하에 인간 피험자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생존해 있는 개인으로서, (1) 연구자가 각 개인에게 개입 혹

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2)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그 상

이 되는 사람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s): 연구자에 의해 제어 가

능한 실험 조건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 시간에 따라 연구 상을 

추 하도록 설계된 연구

가림 연구 설계(Masked Study Design): 연구자, 피험자 

혹은 둘 다 각 피험자가 어느 그룹에 치했는지 모르도

록 설계된 연구

귀무가설(歸無假說, Null Hypothesis): 실험  개입이 ‘효과

없음’을, 즉 치료군과 조군이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연구자는 보통 개

입으로 인해 ‘효과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원하므로, 

null hypothesis를 거부하게 된다.

노출 설계(Open Design): 연구자 피험자 모두 피험자가 어

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아는 연구 설계

약(Placebo): 심리  효과를 해 만든, 시험약을 모방한 

비활성 물질. 조 임상 시험에서 상상이나 기 의 효과

를 차단하고 약의 실제 효능을 측정하기 해 쓰인다.

향  연구(Prospective Studies): 피험자를 분류한 후 순

차 으로 일어나는 결과 혹은 사건을 찰하도록 설계된 

연구. 향  연구는 조작이나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순

수한 찰과 데이터 축 만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계획(Protocol): 실험 혹은 연구 활동 설계 혹은 계획: 

특히, 연구 지원 기 이나 IRB에 심사를 목 으로 제출되

는 계획. 연구 계획은 연구 설계의 기술 혹은 방법, 상

되는 피험자나 조군의 합성 여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 Study): 실제 실험  

연구와 비슷하나 피험자의 무작  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작 , 무작  배정, 무작 화, 무작  조건, 무작  

시험(Random, Random Assignment, Randomization, Ran-

domized Conditions, Randomized Trials): 피험자를 각각 

다른 치료, 조건 하에 배정할 때 체계 으로 결정하지 않

고 우연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 실험  연구에서 피험자

의 무작  배정이 요한 까닭은 이를 통해 피험자 군 사

이의 차이가 실험  개입의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향  연구(Retrospective Studies): 과거로부터의 기록(출

생-사망 증명서, 의료 기록, 학교 기록, 고용 기록)을 조사

하는 연구 혹은 인터뷰나조사를 통해 과거 사건의 정보

를 얻는 연구. 환자 조군 연구는 이 종류의 연구에 속

한다.

단측 가림 설계(Single-Masked Design): 통상, 연구자만 

피험자가 받는 치료의 종류를 알고 피험자는 모르게 하

는 연구 설계. 간혹 피험자는 알지만 연구자는 모르는 설

계도 있다. A.k.a “single-blind design”

통계  유의미(Statistical Significance): 귀무가설이 참이라

는 가정하에 얻어진 데이터에서 가설을 반박할 가능성이 

있을 때. 만약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가능성이 정해진 값

과 같거나 을 때 유의미한 수 에서 귀무 가설을 거부

하게 된다.

제2장 특수한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IRB 심의

레빈은 “연구 윤리는 스캔들을 통해 태어나고 보호주의 

속에서 자라난다.”라고 말했다. 2차 세계 전 당시 나치 의

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인체 실험에 한 반성의 

결과로 탄생한 뉘른베르그 강령은 연구 윤리의 본격적 출발

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큰 희생을 치룬 나치의 만

행이후에도 피험자를 제 로 보호하지 않는 비윤리적 연구

는 끊이질 않았고, 특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즉 취약한 피험자들( vulnerable subjects)이 

그 일차적인 상이 되었다. 취약한 피험자들이란 그들 자

신의 이익을 상 적으로(또는 절 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지

식, 교육, 재산, 힘 또는 다른 특성들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51) 취약한 피험자에 표적

인 사람들로 소아, 수감자, 임산부, 정신지체인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의과 학이나 간호 학의 학생, 병원과 

실험실의 직원, 군인,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소수 인종, 

난민, 불치병 환자 등 매우 다양하다.

2.1 태아  신생아52)

인간 태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아는 모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맺고 

있으며, 연구 피험자로서의 동의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이

런 조건은 태아 연구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51) The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CIOMS) in E. 

Emanuel, R. Crouch, J. Arras, J. Moreno, and C. 

Grady (eds.)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Clinical Research: Readings and Commentary 

(Johns-Hopkins U. Press, 2003), p. 73.

52) OPRR. IRB Guidebook, Chapter VI-A, “FETUSES 

AND HUMAN IN VITRO FERTILIZATION”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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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태아 연구에 해 IRB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특별 

연방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태아가 간접적 연구 피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상이 된다.53)  

2.1.1 개요

1970년  초, 미국에서는 태아에 한 의료적 개입과 태아 

연구의 윤리에 한 국가적 관심이 촉발하였다. 1974년 미국 

의회는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를 설립, 미 복지부(DHH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게 태아 연구에 관하여 자문

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에 근거하여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태아 연구에 한 연방 지원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였다. 미 

복지부는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규제안을 만들었다. 미

국 의회는 태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현재 보다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몇몇 미국 주 정부는 법으로 이를 금

지한다.

위원회는 태아를 ‘인간’이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았지만 유

전 정보를 지닌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생존 가능성과 무

관하게 일종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태아 연구가 중요하며 합

법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연구 과정 중 

태아에게 부과되는 위험은 초음파 혹은 모체 식이의 변화같

이 최소한의 위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연구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상이라면, 모체와 태아에게 돌아갈 이익이 

이를 정당화할 만 해야 한다.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 개념은 객관적이기보다

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며,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

다 객관적이기 위해 최소한의 위험은 성인 피험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겪는, 혹은 병원 내에서 통상 하는 신체 혹은 심

리 검사에서 겪는 위험보다 크지 않은 위험으로 정의 내리

고 있다. 그러나 태아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위험’을 정의 내

리기는 쉽지 않다. 태아에게 부과되는 위험이 최소 수준 이

상이거나 모체나 태아에게 기 되는 의학적 이득이 없는 경

우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 

2.1.2 IRB 고려사항 

IRB는 태아 연구를 심의할 때 동물 실험 결과와 가능하

면 임신하지 않은 인간을 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위험-이익 평가를 하게 된다. 태아 연구는 여타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만

약 낙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구자는 낙태 결정이나 그 과

53) 45 CFR 46 Subpart B

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낙태 과정을 변

형하여 태아나 모체에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돈이나 무상 치료 등의 유인책을 이용함으로써 임신

한 여성이 유산하도록 유인해서도 안 된다. 

2.1.2.1 자궁내 태아를 직접 상으로 하는 연구

태아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태아를 직접 상으

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임신한 여성을 상으

로 할 수 있고(태아가 간접 상이 됨), 태아만을 상으로 

할 수 있으며, 둘 다 상으로 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직접 상으로 할 경우, 각각에 한 규제가 필

요하다. 

IRB가 자궁 내 태아를 직접 상으로 하는 연구

(Research Directed Toward the Fetus In Utero)

를 승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목적이 태아의 건강과 연관이 있으며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 (예: Rh 

부적합 태아의 새로운 제 수혈) 

2) 연구가 태아에게 최소한의 위험만 부과할 경우(모체 

식이의 작은 변화 혹은 초음파), 여타 방법으로는 얻

을 수 없는 중요한 생의학 지식의 발전이 기 되는 

경우. 

태아 치료에 관한 연구 계획에서 연구의 위험은 생존 기

회의 증가 혹은 심각한 장애의 예방과 같이 태아에게 이득

이 될 가능성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2.1.2.2 자궁 외 태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

자궁 외 태아가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 적절한 

치료 하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시점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아로 간주한다. 이 경우 IRB는 소아를 다

루는 규제나 정책을 따라야 한다. 적절한 치료 하에서도 독

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시점까지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태아는 생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된다. 인공적으로 생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혹은 호흡이 정지될 수 있는 생존 불가

능한 태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금지된다. 윤리적으로, 

연구자는 죽어가는 태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고, 죽어가

는 과정에 연구 목적으로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2.1.2.3 사망한 태아, 태아 산물, 태반을 상으로 하는 

연구

미국에서는 사망한 태아, 태아 산물, 사망한 태아의 세

포, 조직, 기관 등을 이용하는 연구 활동(Research With 

Dead Fetuses, Fetal Material, and the Placenta) 

역시 규제의 상이 된다.54) 미국 국가 위원회는 사망한 태

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죽음에 한 존엄과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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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기본법] 

상에는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에 관한 부분이 없는 실정

이다. 

2.1.2.3.1 태아 조직 이식 연구

태아 조직 이식 연구(Fetal Tissue Transplanta-

tion Research.) 는 파킨슨병이나 소아 당뇨 같은 질환의 

환자에게서 유산을 유도하여 얻은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연

구로서, 의과학계 내에서 강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의 태아 조직 이식에 관한 연구는 1988년 복지부 차관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에 의해 연방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1993년 1월 22일 통령의 지시에 

의해 재개되었다.55) 이에 NIH 패널들은 태아 조직 이용 

연구에 한 윤리적 우려를 정리하여 권고안을 보고서로 마

련하였다. 이 보고서는 NIH에 의해 1998년 12월에 승인

되었으며, 연구 지원 및 수행에 관한 일시적 지침으로 사용

하게 되었다.56) 이 일시적 지침은 패널의 권고사항을 충실

히 따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연구와 유산의 분리

◦임신 종결과 낙태 결정은 태아 조직 이용과는 무관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낙태의 시기와 방법은 연구에 영향 받지 말아야 한다.

② 보상이나 기타 유인책의 금지

◦회복, 준비, 조직 저장 및 운반에 드는 합리적 비용

을 제외하고 태아 조직 제공과 연관해서 돈이나 여

타 다른 형태의 보상은 금지된다. 

③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조직의 수혜자는 조직의 출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낙태에 한 결정 및 동의는 태아 조직의 이용에 

한 논의나 동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로 생긴 태아 조직이 

의학 연구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태아 조직 기증

에 한 동의는 태아 부(父)의 반 가 있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의 동의로 충분하다. 단, 근친상강

이나 강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직접 기증의 금지

◦임신한 여성은 태아 조직의 이식 수혜자가 될 수 없다.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 익명이어야 한다. 기증자는 

누가 조직을 기증받을지 몰라야 하고, 기증자의 정

체는 수혜자나 이식팀 둘 다에게 비 로 붙여져야 

54) 45 CFR 46.206

55) Federal Register 58:7457 (February 5, 1993)

56) NIH Guide for Grants and Contracts 22 (No. 11, 

March 19, 1993)

한다.

◦가족, 친구, 혹은 아는 이의 낙태로 태아 조직을 얻

어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 연구 윤리 심사

◦통상적인 심사 절차가 태아 조직 이식 연구에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⑥ 임상 연구 진행 결정 시기

◦인간 임상 시험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동물 

실험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예비 데이터

가 PHS(Public Health Service) 지원을 받기 

전에 IRB, NIH 초기 심의 위원회와 국가 자문 평

의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에 제출되

어야 한다.

2.1.2.4 유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유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Research 

in Anticipation of Abortion)에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

한다. 어떤 이는 이러한 연구가 이미 그 배경 상 윤리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반면, 다른 이는 이미 임신한 여

성이 낙태를 결정했으면, 약물이나 처치가 실제 태아에 미

치는 위험을 측정함으로써, 비슷한 위험의 다른 태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은 임신 시 

복용하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

천성 장애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가 항상 

인간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효과를 정

확히 측정하기 위해, 실험약이 태반을 통과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유산 이전에는 선천성 기형 등의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유산될 태아의 경우 이 과정이 유산 

그 자체보다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이 적다. 그러나 여기에

는 두 가지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임신한 여성이 

실험약 복용 이후 유산에 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며, 둘째로 생명 여부와 상관없이, 태아는 동의할 수 없는 

피험자라는 것이다.

미국의 생의학과 행동과학에 있어서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는 이 문제를 두고 숙고한 끝에 

1975년 태아연구에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유산이 예정된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출생할 예정인 태아

의 도덕적 지위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향후 출생

할 태아에게 적용 가능한 연구만이 유산 예정의 태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IRB가 출생할 태아에게 적용할 수 있

는 위험이라 결정하면, 유산 예정의 태아를 피험자로 선정

할 수 있다. 실제로, 낙태 시술 와중에 시행하는 연구 시술

이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다(예: 낙태 시작 시 약물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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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태아경으로 관찰).”

2.1.2.5 태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의 동의

태아를 연구 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태아에 관한 

부분은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아버지의 동의 역

시 태아를 연구 상으로 하기 이전에 필요하다. 친부의 동

의가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친부의 신상이 확실치 않은 경우 

2) 친부가 부재한 경우(reasonably available) 

3)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현재 미국 연방 규정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만약 연구가 태아에게만 직접적인 이득이 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친부가 부재하거나

(unavailability), 부적격이거나(incompetence), 일시

적 무능력(temporary incapacity)의 상태에 있거나, 강

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만약 모체나 태아에게 직접적 이득이 없

고, 여타 방법을 통해서는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때 수

행하는 연구에 관해서는 어머니의 동의만이 필요하다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태아에 한 권리를 가

지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 아버지는 

직계 가족으로서, 친모 다음으로 태아의 행복에 해 이해

를 가진다. 2) 아버지는 법적으로 소아의 건강에 책임이 있

으며, 연구 참여는 소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3) 태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서 부모의 동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족이 분열될 수 있으

며, 이것은 태아에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된다.

IRB는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부재”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아버지가 “현실

적으로 부재” 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친부가 불확실해서 IRB나 연구자가 친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친부의 신상이 불확실한 경우

③ 친부가 자신이 태아의 아버지임을 모를 경우

④ 친부가 임신에 책임이 없고 태아의 복지에 책임이나 

이해가 없음을 선언한 경우(친모로부터의 진술로 충

분하며, 사실 확인은 불필요함)

연구자는 친부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이유

를 서술해야 하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확실할 경우 

IRB와 상의하도록 한다.

IRB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의 절차와 의료 치료의 절차

를 구분해서 부모에게 설명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머니

에게 가해지는 위험은 태아에게 가해지는 위험과 구분되어

야 한다. 

2.1.2.6 인간 체외 수정에 관한 연구

레빈은 체외 수정 주제에 관하여 윤리 자문 위원회

(Ethics Advisory Board)가 체외 수정 연구를 윤리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정을 하였지만57) 많은 주제가 이

와 얽혀있을지 예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58) 중요

한 주제 중 하나는레빈이 말한  “남은 배아의 문제”이다. 

IRB는 연구자에게 배아 생성 후 착상시키지 않는, 남은 배

아를 어떻게 할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남은 배

아는 연구 목적으로 쓸 수도,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킬 

수도,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 참가자에게서 

이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가자에게 의료 과정에 

쓰이지 않은 배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실험실 

소유가 되어 부모가 제거할 수 없게 되는지, 생물학적 어머

니의 소유가 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59)

2.1.3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동물 실험이 필수불가결한가? 동물실험이 완료되었

는가? 비 임신 여성을 상으로 연구가 완료되었는

가?

2) 만약 태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연구 결과로 얻

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얻을 수 없는가?

3) 태아에게 가해지는 위험이 최소한인가?

4) 자궁 외 생존 불가능한 태아를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연구적 개입이 사망의 과정을 줄이거나 연장하

지 않는가?

5) 연구와 관련된 낙태에 한 결정(시기와 방법을 포

함)에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6) 연구를 목적으로 낙태를 부추기고 있는가?(예: 무상 

치료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7) 연방, 주, 지방법이 연구를 금지하고 있는가?

8) 누구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한가?

※ 각 용어의 정의 (glossary)

사망한 태아(Dead Fetus): 심박이나 자발  호흡 활동, 자

발  수의근 활동, 혹은 탯 의 박동이 없는 채로 분만등 

과 같은 방법으로 모체방으로 나온 태아. 보통, 사망 이후

에도 몇몇 기 , 조직, 세포는 일정 기간 살아 있다. 

57) Ethics Advisory Board , HEW Support of Research 

Involving Human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Report and Conclusions, 1979.

58) Levine, Robert J. Ethics and Regulation of Clinical 

Research. 2nd ed. (Baltimore: Urban and Schw-

arzenberg, 1986). p. 315.

59) Levine, Robert J. ibid.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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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물(Fetal Material): 태반, 양수, 태아막, 탯

태아(Fetus): 착상부터 분만까지의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수정의 결과물을 일컫는다. 만약 모체밖으로 나온 태아

가 살아 있다면, 이는 아(嬰兒:infant)로 간주된다.60) “태

아” 는 보통 발달의 마지막 단계를 지칭하고, “배아”는 발

달의 기 단계를 지칭한다.

인간 체외 수정(Human In Vitro Fertilization): 불임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자궁 

내에 이식하는 방식

생존 불가능한 태아(Nonviable Fetus): 모체밖으로 나와서 

살아 있다 하더라도, 독립 으로 살아갈 때까지 생존할 수 

없는 태아. 보통 재태 기간이 20주 이하이거나 체 이 

500mg 이하인 경우 생존 불가능으로 간주하지만61) 생존 가

능성(viability)에 해서는 주치의가 각 사례마다 결정한다.

임신(Pregnancy): 수정란이 착상될 때부터 태아가 자궁을 

완 히 떠날 때까지의 기간. 착상은 생리의 지나 임신

테스트 양성 등의 임신 추정 징후을 통해 확정한다. 여기

서 ‘확정(confirmation)’과 사실은 서로 어 날 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반  증거가 명백하기 까지 태아가 살아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비록 수정이 착상보다 1주 에 

일어나나, 수정 혹은 수정란의 존재를 감지해낼 방법이 

재 없기 때문에 착상에 의거하여 임신을 정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생존 가능한 태아(Viable Infant): 독립 으로 살 수 있는 

시 까지 한 의료  지원 하에 생존할 수 있는 태아. 

생존 가능성(viability)은 주치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복

지부의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 은 생존 가능성 결정

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1975년에 

처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재태 연령이 20주 이상이

거나 체 이 500mg 이상인 경우 생존 가능한 것으로 간

주하게 되었다. 이 지표는 차후 기술 발달 수 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

2.2 임산부  여성62)

IRB는 임신했거나 임신할 예정인 여성에게 특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임신기간 중 여성의 건강 문제와 

태아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더군다나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하는 경우 IRB는 언제 아버지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요

한지 결정해야 한다. 제3의 존재인 태아는 연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이는 이후 사회 구성원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통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 이상의 조치가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필요하다. 

60) 45 CFR 46.203(c)

61) Federal Register 40 (August 8, 1975): 33552

62) OPRR. IRB Guidebook Chapter 6-B, ‘Women’ 부분을 

참고하였음

2.2.1 IRB 고려 사항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IRB의 의무는 각 카테고리마다 다르나, 일차적 접

근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가 어머니를 목표로 하는지 태아를 목표로 하는지?

2) 여성에 한 또는 태아 혹은 영아에 한 위험에 

한 평가는 어떠한가?

임신한 여성을 직접 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음의 경우에 

임신한 여성을 피험자로 모집할 수 있다.

1) 모체의 건강 증진에 연구 목적이 있고 태아는 최소한

의 위험에만 노출될 경우 

2) 태아에 한 위험이 최소한일 경우 

2.2.1.1 연구 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기

NIH는 여성과 소수자를 연구 상 인구에 포함시킴으로

써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연구의 혜택을 얻도록 하

고 있다. 이 정책은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된다. 만약 특정 성(性)이나 소

수자가 연구에서 배제된다면, 특히, 인구 기반 연구

(population-based study)인 경우에 납득할 만한 이유

가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 상 인구의 구성은 성별, 인종 

및 민족에 따라 설명하며, 선택의 이유도 아울러 설명하도

록 한다. 성별과 인종 및 민족 문제는 연구 설계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표본 크기는 연구의 과학적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연구가 소수 그룹을 광범위하게 표하는지 신중하게 평

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연구 과제가 모든 인종적/민족적 

소수 그룹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단일 소수 그룹을 다루

는 연구의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연구가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공할 필요가 반

드시 있는 것은 아니나, 연구 가설에서 성별 간 차이가 과학

적으로 예상된다면, 성별 간 차이 평가를 연구에 포함시켜

야 한다. 만약 피험자 건강 등의 이유로, 특정 성별이나 소

수 그룹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한 그룹만 

연구 상 인구로 이용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책임연구자는 매년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숫자를 

민족과 성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IRB 심의 시 피험자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초기 심의와 지속 심의 모두). 그러나 IRB가 여성과 소수 

그룹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심의할 책임이 있는가에 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여성과 소수자를 연구에 포

함시키는 문제와 피험자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문제 사이

에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

하느냐에 따라 고민의 답은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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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여성을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구 참가로 

얻을 이득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 정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또한 이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즉, 만약 여성이 연구에서 제외되면, 

남성 인구에서만 결과가 일반화되어서, 여성은 연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성이 포함된 연구의 경우, IRB는 연

구 크기나 기타 이유로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주

의해야 한다. 보통 성별 차이를 평가할 만한 표본 크기를 연

구자가 얻기는 쉽지 않다.

임신 가능한 여성은 연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태아의 

복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험약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해

(害)에 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성과 (미래의) 태아에 한 보호와 연구 참여의 혜택 사

이에 균형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에 한 해결책이 마련되

기 전까지, IRB는 연구가 피험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

는 가운데 여성을 적절히 연구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한다.

1977년 FDA는 제1상 및 제2상 임상 시험에서 임신 가

능성 있는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이 정책을 재평가, 임신 가능한 여성을 참여시키는 방

향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경우 임신 가능한 여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피험자

가 현재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2.1.2 임신한 여성이 포함된 연구

임신 가능한 여성을 피험자로 하는 연구(Studies in 

Which Pregnancy is Coincidental to Subject 

Selection)는 무의식적으로 임신한 여성을 포함할 수 있

다. 가능하다면 피험자에게 “특정 치료나 절차가 피험자뿐 

아니라 임신 시 배아나 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떤 연구는 비임

신 여성에게 임신이나 수유를 연구 기간 혹은 그 이상 피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험자는 임신 시 연구자에게 즉시 알

리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몇몇 연구는 그 위험으로 인해 임

신한 여성을 특별히 제외하거나 별도로 연구한다. IRB는 

어머니의 참여가 태아나 영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지 결

정해야 한다.

2.2.1.3 모체 건강 연구

많은 여성들이 임신 시 건강 문제를 겪는다. 어떤 문제는 

임신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문

제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신 기간에 발생하는 건

강 문제, 예를들어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을 상으로 많

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실험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보통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연구 (Studies Directed Primarily 

Toward the Mother’s Health)에서 여성의 건강 문제

는 태아의 문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단, 여성의 건강상 혜

택은 최소인 반면 태아의 위험은 높을 때는 제외된다. 만약 

임신한 여성의 상태 개선을 위해 실험 약 투여가 필요한 경

우, 임신한 여성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태아에게 미칠 위

험이 아직 모르는 상태거나 최소한의 위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RB는 태아에게 미칠 위험이 최소화되었는

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2.2.1.4 임신에 관한 연구

많은 수의 연구가 임신, 분만의 정상 비정상 과정에 해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연구는 모체나 태아의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고(예: 임신 유지와 분만 개시의 생

리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 몇몇 연구는 모체와 태아 건강 

모두 다루기 때문에  IRB 심사 시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예: 임신 시 당뇨 조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

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IRB 승인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모체 건강을 직접 개선하는 연구인가 아닌가에 따라 

태아 위험의 허용 범위가 달라지며, 아버지 동의의 필요성 

역시 달라진다. 

IRB는 태아의 위험이 ‘최소한’인지 결정해야 한다. ‘최소

한’에 관한 판단은 IRB 위원들이 책임을 갖고 판단해야 한

다. 정상 임신 혹은 합병증을 동반한 임신에서 통상 진행되

는 의료 절차보다 그 위험이 크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위험

이라 간주할 수 있다. 초음파, 직장 및 여가 활동 정도의 활

동, 양수 천자, 좌위(座位) 분만은 부분의 임신에서 최소

한의 위험으로 간주한다. 

2.2.1.5 수유 중인 여성을 상으로 하는 연구

IRB는 수유 중인 영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해

야 한다. 연구자는 모유 샘플 획득, 모체 식이의 변화, 모체

의 약물 투여 등의 연구 개입이 수유 중인 영아의 영양 공급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2.2.1.6 피임이나 임신 촉진 방법에 관한 연구

이들 연구는 임신한 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아

직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IRB는 이들 연구에 특

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험, 이득, 가역성, 안 및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부터의 보호, 또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할 

가능성과 임신한 경우에 한 방안 들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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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모든 연구의 경우 임신한 여성이나 수유 중인 여성을 

제외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선별 기준

(screening measures)은 엄격한가?

2) 임신한 여성을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동물과 비임신 

여성을 상으로 적절한 연구를 하였는가? 특별 동

의가 필요한가?

3) 모체 건강에 관한 연구의 경우 태아의 위험은 연구 

목적 하에서 가능한가? 어머니에게 태아의 잠재적 위

험과 체 치료 및 위험-이익에 관해 설명하였는가?

4) 임신․분만에 관한 연구의 경우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최소한”인가? 아버지의 동의는 필요한가?

5) 수유 중인 여성에 한 연구의 경우 모유가 유아에게 

양질로 공급될 수 있는가?

6) 피임과 임신 촉진에 관한 연구의 경우 위험․이익․

가역성․ 체 방안을 적절히 설명하였는가? 피임 연

구의 경우 실패의 가능성과 의도치 않은 임신 시 

책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7) 연구가 여성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가? 성별 차이

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가?

<<ICH/GCP E8을 근간으로 제시한 식약청의 가이드라

인(2004.12)>>

임부에 한 연구: 의약품이 일반 으로 임신 기간  사

용을 목 으로 하지 않는다면 임부는 임상시험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만약, 피험자가 약물 투여 에 임신하 고 

치료 단으로 안 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치료를 지해야 한다. 임신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목 인 

의약품의 경우 임부를 포함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는 임

신 후, 태아, 유아에 한 추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수유부에 한 연구: 유즙을 통해 약이나 약물의 사체

가 이행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수유부가 임상연

구에 등록된 경우 약물이 유아에 미친 향에 해서 조

사해야 한다. 

<<WHO 권장 임상시험에 한 국제 윤리 기 (The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

가이드라인 17. 임부의 연구 참여: 임부도 생명의학 연

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임상시험자와 윤

리심사 원회는 임신한 상 피험자가 그들 자신과 임신 

상태, 태아, 태어난 아기  그들의 생식력에 한 험과 

이익을 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임부에 한 연구는 임부나 태아의 특별한 보건 욕구나 

임부의 일반 인 보건 욕구와 련이 있을 경우에만 수

행되어야 하고, 특히 최기형성과 유  독성의 험에 

해서 동물실험에서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한 경우에 수행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17에 한 주석: 태어날 아기 뿐 아니라 여성

과 태아 이 두 존재에 있어 험과 잠재 인 이익이 나타

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임부를 상으로 하는 연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다. 비록 동의서를 얻는 과정의 부

분으로 임부가 험을 감수하기로 하 다 할지라도 태아 

건강과 직결되는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태아 아버지의 

의견을 구하는 것 한 바람직하다. 심지어 험과 련

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모호할 때조차, 태아에 

한 험을 감수하는 것에 한 결정은 동의서를 작성하

는 과정의 부분으로써 임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특히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태아가 더 요하다고 

여기는 문화  믿음을 가진 공동체나 사회에서는, 여성

이 연구에 참여할 지 여부를 강요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시술을 통해 태아에게 직 인 이익을 기 할 수 있는 

연구에 임부를 참여시키기 한 부당한 유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안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태아기

형이 유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한 결과로 치명 인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

인 근거가 있는 연구에 임부를 모집해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자는 임부를 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에 임부

의 건강과 어린이의 장ㆍ단기 건강에 하여 임신의 과

정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2.3. 소아와 미성년자

소아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취약한 피험자이다. 소아는 

법적으로나 발달 정도로 보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informed consent)를 할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며, 따라

서 연구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 계층보다도 크다. 

이런 윤리적 위험성 때문에 미국의 경우 소아에 한 약물 

실험이 1962년 이후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헤리 셔키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 “치료적 고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러나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오래된 의학의 명제

처럼 소아에 한 의학연구의 위축은 소아에 발생하는 많은 

질병을 연구할 기회가 없거나 소아에 적절한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

었다. 따라서 적절한 윤리적 규제를 따르는 소아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아 피험자에 한 명확한 규

정은 없는 상태이며, 다만 약사법에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중인 자를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영아

원에 수용중인 소아에 한 임상 시험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인 규정이전에 한국에서는 소아의 승낙

(assent)와 같은 소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개

념 자체가 매우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아에 

한 의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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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소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한 외국의 많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연구에 의한 위험과 이익의 평

가, 연구 참여에 한 소아의 승낙(assent), 부모나 리

인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미 연방 규정을 통하여 

소아 연구 윤리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3.1 45CFR Part46, subpart D, 피험자로 

참여하는 소아에 한 추가 인 보호63)

소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한 미국 연방 규정은 

1983년에 제정되었고 1991년에 개정되었다. 소아가 피험

자로 참여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에 IRB는 제안된 연구

에 내재하고 있는 이익, 위험 그리고 불편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하고, 소아피험자나 사회 전체에 기 되는 이익의 관점

에서 그 연구가 정당한지를 꼭 평가해야 한다. 이익과 위험

의 정도를 계산할 때, IRB는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환경

과 연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의 중요성, 연구에 의해 

피험자나 피험자가 속한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

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연방 규정은 IRB에게 소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를 다

음 네 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연구의 이익과 위험

에 관한 논의에 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최소한의 위험만 있는 연구(Research not invol-

ving greater than minimal risk)

2) 최소한의 위험 이상이지만 개개의 피험자에게 직접적

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구

3) 최소한의 위험 이상이면서 개개의 피험자에게 직접적

인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피험자의 질병이나 상황에 

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지식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

는 연구

4) 달리 승인할 수 없다면, 소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

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이해, 예방, 개선시킬 기회

를 제공하는 연구.

2.3.1.1 위험의 평가

소아가 참여하는 연구에 한 IRB의 고려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한 소아에게 최소한의 

위험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 보통의 처치(procedure)

63) 다음은 OPRR. IRB Guidebook과 E. Emanuel, R. 

Crouch, J. Arras, J. Moreno, and C. Grady (eds.)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Clinical Research: 

Readings and Commentary (Johns-Hopkins U. 

Press, 2003), p53-55을 참고한 것임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소변검사, 소량의 혈

액 채취, EEG, 피부 알레르기 반응 시험, 사소한 식사의 

변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검사, 표준적인 정신과 혹은 교

육적 검사들. 

그러나 환아(sick children)의 경우 위험이 일어날지 

또는 그 정도가 어떨지에 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피

험자의 질병이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혈우병 환아에게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보통

의 소아들과는 달리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

다. 반면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침습적인 처치에 익숙

해져 있는 환아 들의 경우 그런 경험이 없는 환아 들에 비해 

비슷한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위험에 놓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IRB는 고려해야 한

다. 또한 IRB는 환아가 제안된 연구 처치에 익숙해져 있는 

지와 관계없이, 그 처치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지를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최소한의 위험을 넘어서는 처치를 정의하

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를 논의하는 것까지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을 위험을 넘는 처

치에는 내장 기관에 한 생검(biopsy), 척추 천자, 소아

에 한 위험이 확립되지 않은 약물 등이 포함된다. 심리적

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 개입(intervention)

도 최소한의 위험을 넘을 수 있다.

2.3.1.2 이익의 평가

연구에 의해 가능한 이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IRB는 

잠재적인 피험자들 간의 건강 상태가 다양함을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피험자가 건강한 정상 소아일수

도 있지만 특정 질병이나 독소(예를 들면 뇌수막구균이나 

납)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는 소아일 수도 있다. 또한 소아

가 질병의 초기 단계(예를 들면 AIDS 감염 환아)이거나 

실제적으로 질병이나 다른 중요한 의학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IRB는 소아의 현재 건강 상태와 연구에 

의한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더욱 나쁜 상태로 진행할 가능

성을 고려해야 만 한다.

2.3.1.3 동의 절차

소아나 미성년자가 연구에 참여할 때는 피험자의 동의

(informed consent) 신에 소아의 승낙(assent)과 부

모의 허가가 요구된다. 소아가 완전한 지적, 정서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모나 법적 리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IRB는 부모 

모두의 승인이 필요한지 또는 한쪽 부모가 현실적으로 동의

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인지를 결정해야

만 한다.64) 소아가 동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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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는 동의를 요청하는 적절한 조항이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65)

특정한 상황에서는 IRB가 한쪽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정할 수도 있다. 연구가 부모 모두

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부모 중 한명이 사망했거나, 누군

지 모르거나, 무능력자거나 또는 한쪽 부모만이 소아의 보

살핌이나 보호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모 모두가 승인을 해야만 한다. 

소아가 법적으로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

을 지라도 연구의 참여에 한 동의나 이의를 할 능력을 갖

고 있을 수도 있다. 발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소아를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소아에게 연구에 참여할 지 않을지를 반드

시 물어보아야 한다. 특히 연구가 (1)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아니거나 (2) 소아가 타인의 이

익을 위해 자원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

를 인식할 수 있을 경우 소아에게 특히 연구 참여에 해 물

어봐야 한다. IRB는 연구의 성격, 추천된 피험자들의 나

이, 신분, 상황과 같은 요인들에 기초해서 모든 또는 일부 

소아가 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는 지를 각 계획서마다 결

정해야 한다. IRB는 각 사례별로 개별 피험자들에게 반드

시 동의를 구해야 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다. 연방 법률에 

특정한 나이의 소아부터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IRB의 판단에 따라 소아가 동의할 

능력이 된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런 판단을 할 때 IRB는 소아의 연령, 성숙도,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66)

연구가 소아의 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

져다 줄 가능성을 제공하고 오직 연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IRB는 소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67)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IRB의 재량에 따라 실

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소아의 주치의보다 실험에 참여하

려는 부모의 의사가 더 존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암과 같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에 한 실험적 치료와 같은 연구

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고 극심한 불편이 있을 가능

성이 높을 지라도 부모는 무언가 시도하기를 원할 수 있다

는 사실을 IRB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소아가 그

런 실험적인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피험자가 성숙한 청소년이고 죽음

이 임박해 있다면 피험자의 소망이 존중되어야 한다. 

IRB가 소아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결정할 때는 동의를 

얻고 문서화하는 규정이 적절한지 또한 결정해야 한다.68) 

64) 45 CFR 46.408

65) 45 CFR 46.408(a)

66) 45 CFR 46.408(a)

67) 45 CFR 46.408(a)

68) 45 CFR 46.408(e)

제안된 연구 절차는 소아의 나이, 경험, 성숙도, 상황에 알

맞은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 설명에는 연구에 참여했

을 때 소아가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에 한 토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연구 활동에 해서는 동의와 승인 

절차의 과정에서 소아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소아의 선

택을 도와주기 위해 IRB는 IRB 위원이나 소아의 리인이 

배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IRB는 특히 어린 소아가 

심각한 불편함에 노출되거나, 낯선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 부모나 친족이 연구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

록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모의 승인에 관한 요구 사항이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청소년은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자신을 위해 선택된 치료(예를 들면 성병, 약

물 남용, 정서 장애)에 동의할 수 있다. 아동 학 나 방임에 

관한 연구와 같은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익이 소아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IRB는 소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특별 후견인의 임명을 포함한 보완적인 절차를 

궁리해야만 한다. 

부모의 동의는 때때로 소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

할 수 있다. 미성년인 형제 자매간에 골수 또는 신장과 같은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 고통 받고 있는 소아에 한 부모

의 염려 때문에 건강한 공여자의 최선의 이익에 한 고려

를 하는 데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IRB는 법원에 

부모의 결정에 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에 하여 신중히 

생각할 수도 있다.

2.3.1.4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연구에 의해 개별 소아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이 있을 거라는 눈에 띄는 전망이 있는가? 안적인 

방법을 통해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2) 연구에 의해 개별 소아 참여자들에게 위험이 있을 거

라는 눈에 띄는 전망이 있는가? 이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들이 있는가? 최소한의 위

험 이상의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 된다면 확실한 

과학적,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가?

3) 정상 자원자의 포함이 정당한가?

4) 위약 조 시험이 잠재적인 치료 연구 약물이나 시술

에 선택되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소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5) 가능하다면 동물이나 성인을 상으로 먼저 적절한 

연구가 수행되었는가? 더 어린 소아에 앞서 더 나이 

많은 소아가 등록될 것인가?

6)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얼마인가? (what is the 

age of majority in the state?) 소아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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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한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몇 살에 가능한가? 소아를 신하여 부모가 동의

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제한점은 무엇인가?

7) 부모 모두의 승인이 필요한가? 어떤 상황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8) 소아가 어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보증하는 장치

가 마련되어 있는가? 소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조항

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 (a)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적절하다면 그들의 이의를 존중하며 (b)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과 관련된 정보의 비 이 보호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9) 동의 과정 중에 감독자나 변호사가 필요한 특별한 문

제가 있는가?

10) 상담과 기  유지와 같이 청소년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연구 설계에서 설명되어 있는가?

11) 아동 학 나 십 의 성적 습관에 관한 민감한 연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기  유지나 보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12) 소아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다른 가족들의 건강 상태

와 접한 관련이 있다면, 더 큰 가족 구성원들을 다

룰 적절한 장치가 제안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유전

적 위험 또는 HIV 감염)

13)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서 부모가 연구 수행 과정 중에 

함께 할 것이 요구되는가? (제안된 피험자가 너무 어

린가? 연구에 관련된 시술이 고통스러운가? 피험자

가 병원에서 꼭 자야하는가? 등등)

2.4. 정신질환자  인지기능이 손상된 자69)

인지기능장애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인간 

상 연구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인지기능장애를 앓는 사람의 경우 의사결정능력(decisio-

nmaking capacity) 역시 손상되었다고 간주해야 하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정신질환자들을 

실험에 포함시킬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항 중 오직 하나

일 뿐이다. 정신질환자들을 상으로 하는 인간 상 연구

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고려 상이 된다.

69) 다음은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Research Involving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That May Affect Decisionmaking Capacity (Dece-

mber 1998) 중 “An Overview of the Issues”

(http://www.georgetown.edu/research/nrcbl/nbac/c

apacity/Overview.htm#Nature)을 참고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질환은 보통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stigmatized)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들은 종

종 소외의 상이 된다. 특히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

는 그 특수한 상황과 배경 때문에 사실상 매우 취약한 피험

자의 입장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환자를 담당하

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상으로 연구도 병행하는 경우, 

연구 목적에 혼동이 생길수도 있다. 이런 점은 다른 모든 인

간 상 연구에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인지기능장애 내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제 로 된 동의를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

게는 특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게다가 이러한 종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기금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다

른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 현재 인지

기능장애와 판단결핍의 상관관계는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2.4.1. 증상  질병별 분류

2.4.1.1. 치매 

치매(Dementias)는 복수개의 인지기능장애로 특징 지

워진다. 그 중 기억력의 손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치매 중 

제일 잘 알려진 유형은 알츠하이머병(AD: Alzheimer’s 

disease)이다.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그 원인이 알려져 있

지 않지만, 확실한 점은 일단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불가능

한 병이라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4%와 85

세 이상의 20%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연령과 

함께 병에 걸릴 확률은 증가한다. 치매는 뇌경색(vascular 

infarcts), 두부 손상(head trauma), HIV 감염과 파킨

슨씨병과 헌팅톤씨 병 과 같은 신경계 질환과 함께 오기도 

한다.

2.4.1.2. 섬망ㆍ환각

치매와 마찬가지로 섬망(Delirium)은 인지 기능 장애

를 동반하나, 지속시간은 몇 시간에서 며칠로 한정된다. 섬

망이 의사결정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체적

인 연구결과이나, 직접 뇌 기능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는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2.4.1.3. 정신분열

정신분열은 환각, 섬망, 말과 행동의 붕괴, 감정 및 의욕

의 감퇴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심각한 정신병이다. 여러 종

류의 인지기능장애가 정신분열과 결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기 초반에 발병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증세도 

기복이 심하다. 항(抗)정신병제(antipsychotic me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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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으나, 완치는 어렵고 병세의 

재발도 자주 일어난다.

2.4.1.4. 우울증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무가치의 느낌, 활동에 한 흥미

와 즐거움 감퇴, 식욕․수면 패턴․에너지 레벨의 변화, 집

중 장애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보 처리 및 논리적 추론에

서 인지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확실히 알려

진 바 없다. 한 연구에 의하면 병원에 수용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약 25% 정도가 의사결정에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

2.4.1.5. 그 외 질병들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조울증(bipolar 

disorder), 약물남용(substance abuse) 등은 이 외에 

판단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이다.

2.4.2.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와 단 장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행함에 있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떤 개인은 판단능력에 있어 변화의 기복이 심하다. 

정신분열이나 조울증, 우울증, 어떤 종류의 치매를 

앓는 환자의 경우 판단능력이 좋다가 나쁘다가 할 수 

있다는 점을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어떤 종류의 환자의 경우 판단장애를 예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초반보다 후반기에 

판단능력이 심하게 저하된다. 

3) 판단 장애가 동반된 환자라도, 연구 참여를 반 하거

나 승낙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

다. (예: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단계)

4) 판단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여 반사적 결정도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해야 한

다.(예: 알츠하이머 병이나 심각한 치매의 후반기)

2.4.3. 정신질환자 상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해

야 하는 사항들

2.4.3.1. 의약품 개발의 한계

현재 정신질환자 상 의약품 개발 연구는 다른 일반 의

약품과 다르게 피험자를 연구의 초기단계부터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동물실험으로 이를 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4.3.2. 질환의 주관적 경험

모든 환자들이 질환을 주관적으로 경험하지만, 정신질환

자의 경우는 연구에서 보다 특별히 다루어져야 한다. 질환

의 증상, 혼동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종종 그들이 실제

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있다고 인지한다. 정신질환자의 지

각(perception)은 정상인이 신체적 상해의 통증으로 생기

는 지각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연구자는 다른 연구보

다 개별화된 위험-이익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2.4.3.3. 정신질환과 관련된 보건문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어떤 시기에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을 무시하거나, 학 하

거나, 미신적으로 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낙인을 찍기도 

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선진국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 연구는 다른 의학연구들에 우

선권을 종종 빼앗겨오기도 했다. 또한 정신질환의 경우 현

재 의료보장제도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1992

년 발표된 연구결과70)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

통 받는 성인 환자들의 21%가 사회적으로 극빈층(below 

the poverty threshold)에 속한다. 전체 성인사회의 

9%가 극빈층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

반인의 인식 및 이해부족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

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그것이 유일한 치료기

회라고 생각한 나머지 연구 참여에 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도 한다.

2.4.3.4. 환자에 한 비공식적인 치료71)

미 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는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고통스

런 경험담을 듣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한정된 자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돌

보는 문제이다. 현재 의료보장제도는 만성 질환에 한 적

절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간호, 장기간 간호 등에 부적합하

다. 두 번째는 의료진과 연구진,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

들의 세 그룹 간에 환자에 한 정보소통이 충분하지 못하

다는 문제이다. 일례로, 다수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 치료 그

룹에서 환자의 가족을 배제하고 있다. 미 생명윤리자문위원

회(NBAC) 소속 패트리샤 배클러(Patricia Backlar)위

원에 따르면, 현재 많은 정신과 병원에서 비공식적 치료자

70) Peggy R. Barker et al., “Serious Mental Illness and 

Disability in the Adult Household Population: United 

States, 1989,” in Ronald W. (eds.), Advance Data 

from Vital and Health Statistics of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o. 218; Manderscheid 

and Mary Anne Sonnenschein, ibid.

71)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치료받는 것을 일컬음(informal 

care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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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환자의 가족과 환자에 한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고, 

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문의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

동안 많은 생명윤리 이론들이 환자의 치료 근저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과 돌봄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는 것을 반 하여 왔다. 왜냐하면 연

구에 비공식적인 치료그룹을 포함시키는 경우, 자율성이나 

기 유지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공식적 메커니즘 역시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

요하며, 미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이런 비공식적 치료

그룹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4.4. 연구 설계의 윤리

양질의 연구 설계라 하더라도 과학적 고려와 윤리적 고려

를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다. 교과서에 있는 연구 및 임상 시

험 방법이 윤리적 지침과 과학적 지침 모두를 준수하는 경

우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의 윤리성은 과학적 중

요성과 유용성과 맞닿아 있으며, 인간을 상으로 하는 과

학 연구는 윤리적 원칙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

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증세 유발

(challenge), 휴약 기간(washout period), 위약(pla-

cebo)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2.4.4.1. 증세 유발

증세 유발(challenge study)은 심리적․약물적 수단

을 통해 증세를 유발시키는 연구를 의미한다. 심리적 증세 

유발의 주된 과학적 근거는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증상 기

저의 정신병리학적 기전에 관하여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보

통은 질환 이해 및 치료를 위해 통제된 상황에서 증상 발현

을 조절하게 된다. 

이에 해선 두 가지의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첫 번째, 

증세 유발에 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두 번째는 위험-이익 관계를 따져보았

을 때 여타 상황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연구에 인간 피험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이다.

2.4.4.2. 휴약

때로 ‘drug holiday’라고도 불리우는 휴약(washout)

은, 의약품의 연구를 위해 실험 상의 피와 간(肝)에서 기

존의 약을 모두 사시킨 뒤, 혈중 약물농도가 0인 상태로 

만들어 인체를 약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medication- 

free baseline)로 초기화시키는 연구방법이다. 휴약은 기

존의 약물 효과 없이 행동을 관찰하거나 신약의 효능을 측

정하거나 약물의 적정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

된다. 만약 기존 약물 농도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감소

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종종 연구 하나에 휴약과 유발을 동

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2.4.5.3. 위약

보통 눈가림법(blind test)으로 행하는 연구에서 자주 

취해지는 연구방법으로 어떤 것이 실제 약이고 어떤 것이 

위약(placebo)인지 연구자만 알게 행해지거나 (single 

blind) 또는 연구자와 실험 상 모두 알지 못하게 행해진

다(double blind). 위약-눈가림 연구가 윤리적이려면 피

험자는 자신이 위약을 투약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

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는 이런 

사실-일부는 효능이 있는 약을 투여 받고 일부는 그렇지 않

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들에 해서는 위에 언급한 바 로 과학

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IRB의 위원들과 연구자들은 모두 이 점을 잘 숙지

해야 한다.

2.5. 교도소 수감자72)

국내에서는 수감자를 상으로 하는 의학적 연구가 사실

상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수감자 상의 의학 연구의 윤리 

문제를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

감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학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

종 질병들이 수감자는 물론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감자는 자율적인 결정과 동의를 할 수 없

다는 전통적인 생각도 최근에는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에서도 수감자를 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윤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수감자가 연

구 피험자가 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신

약을 내놓기 위한 제 1상 임상시험의 부분이 일반인들을 

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감자가 연구 피험자가 

되는 사례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분명한 척도도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능력이나 분명한 강압이 없다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작지만 교도소 내에서는 큰 보상(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숙박 시설로의 이동, 담배)이나 심지어 

형량의 감소, 의료적 지원,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같은 분명

한 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험자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72) Julio Arboleda-Florez, “The Ethics of Biomedical 

Research on Prison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8: 514-517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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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교도소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수감자들은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는 취약한 집단이며 따라서 그들이 진정한 자율

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가에 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게다

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감자의 경우 자발적인 의사 결정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감자의 신분인데다가 정신질환 때문

에 그런 능력 자체가 손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

으로 취약한 피험자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수감자들이 연구 피험자로 오용된 많은 사례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 부분의 수감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

가 교도소내의 자살 문제와 같은 특정하고 교정 가능한 주

제에 집중하는 기관 내 연구(in-house researcher)의 영

역으로 후퇴하였다. 이것은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

는 교도소 내 주요 감염질환의 증가 때문에 이런 감염의 특

징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험하고 수감자들 사이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의 임상적, 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불행한 일이다. 게다가 교도소 내 정신 질환자

들의 증가 때문에 교도소 환경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 그들의 적응 방식 등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수감자들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가 연구에 참여

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또한 공

공선에 기여한다는 이타심과 이를 통해 여전히 쓸모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감자를 상으

로 하는 연구의 실현성과 한계에 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

을 제안한다. 

2.5.1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한 외부의 보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적절한 의료 지원과 음식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부의 보

호 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므로 연구 참여를 위

한 물물교환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형량의 감소, 

매점이나 방문 허가의 증가 등이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전적 보상은 다른 수감자들

이 노동의 가로 받는 일반적 임금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

며, 통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정도의 노동 시간에 한 

보상만을 해야 한다.

2.5.2 치료  연구는 비치료  연구와 구분되어야 

한다.

치료적 연구에 관해서는 수감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비치료적 연구와 구분이 필요하다. 즉, 수감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치료적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치료

적 연구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인 상

황에서 법률이 신중하게 허용하기 전까지 수감자를 상으

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할 

경우에는 보상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교도소 내부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가에 해 세 히 조사해

야 한다. 그리고 연구로 기 하는 이익의 가능성을 검토하

고, 해당 지역 법률을 적용, 피험자 적합성(competence)

을 검토한다.

2.5.3 IRB의 요성

교도소는 수감자나 때로는 교도관에 한 건강상의 특별

한 위협이 널려 퍼져 있는 매우 독특한 환경이다. 약물 남

용, 뇌 손상, HIV 나 C형 간염, 폭력적 행동, 전염병 등 

집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 난잡한 성행위나 

성적 학 , 비인격적 우에 한 정신적 충격, 의존성과 자

유의 상실 등이 교도소 내에 존재한다. 수감자들에게서 연

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다면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있어서 취약성과 감수성

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온정적 간

섭주의(paternalism)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교도소에 

고유의 IR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행정과 연구자들

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의 IRB로부터 세심한 검토를 받는 것

이 바람직하다.   

2.5.4 효율  외부 감시의 필요성 

교도소 내 환경 때문에 생기는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취약

성과 수감자의 발달 장애,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수감자를 상으로 하는 연

구는 더욱 더 조심해야만 한다. IRB는 연구 계획서의 과학

적, 윤리적 타당성과 연구자의 자격, 위험의 평가 및 비교, 

연구 참여자의 등록 및 계약, 기  유지와 연구 결과 출판 

시 자료의 보호의 의무, 연구자 간 발생하는 이해 갈등 방지 

등에 해 면 히 평가하고 검토한다. 그러나 IRB는 연구

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연구 계획에서 벗어나서 연구 참여자를 

남용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형식적으로 승인기간 내 

정기보고 주기에 제출하는 보고서 이외에는 예정 외에 현장

에서 연구를 검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감시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IRB는 피험자

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야 하며 이를 통해 침습적 이고 논란이 많은 연구를 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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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IRB는 미리 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일이 터지면 그

에 응하는 경향이 있다. 교도소 환경에서는 감시를 소홀

히 하면 문제가 확 되므로, 교도소 관리자에게 외부 기관

과 협력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2.5.5 결론

심각한 감염성 질병과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

은 수감자들을 교도소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수감자를 상으로 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교도

소 내 연구 역량 강화와 학 및 병원 IRB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외부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해야 하며, 연

구 과제와 연구자를 교도소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부록 1. UN 규정

United Nations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에서

Principle 22 

구류 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설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어떠한 의학  는 과학  

연구와 실험의 피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No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shall, even with his consent, be subjected to 

any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which may be 

detrimental to his health.) 

※ 부록 2. 미 연방 규정

미국 연방 규정은 수감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의 참여와 

동의에 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

도소와 같은 환경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동

의의 자발성과 피험자가 연구 내용과 그 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추가 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참여가 수감자의 가석방에 한 고려에 

어떤 향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한 

연구에 한 정보는 피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

명되어야 한다.

다음은 미국 연방 규정인 45 CFR 46 SUBPART C - 

ADDITIONAL DHHS PROTECTIONS PERTAINING TO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INVOLVING 

PRISONER AS SUBJECT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목

∙수감자들은 감  상태로 인해 연구 참여 여부를 자발

으로 는 강압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subpart의 목 은 연구에 참여한 수감자

를 보호할 추가 인 안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의

∙수감자(Prisoner) ; 교도 시설에 비자발 으로 갇히거나 감

된 개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민법 는 형법상 그러

한 시설에 선고받은 개인, 형사 소추나 교도 시설에 수감

되는 것에 신하여 법이나 탁 차에 의해 다른 시설

에 감 된 개인, 계류 인 공소, 공 , 선고 과정에 감

되어 있는 개인을 포함할 목 으로 사용된다.

∙최소한의 험(Minimal risk) ; 일상생활에서 는 건강한 

사람이 일상 인 의학 , 치과 , 심리  검사에서 정상

으로 마주치는 육체  는 심리  험과 같은 정도

와 개연성을 갖는 험을 말한다.

IRB의 구성

∙ 원회의 다수(수감자 원을 제외하고)는 연구와 연

된 교도소와 계가 없어야 한다. 

∙ 원  최소 한 명은 수감자이거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수감자 표자이어

야 한다. 

IRB의 추가 인 의무

∙일반 인 교도소 내 생활 조건들, 즉, 의료, 좋은 음식, 편

의 시설, 감옥에서의 소득의 기회등과 비교했을 때 연구

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advantagement)은 해당 피험

자가 연구의 험과 이익(benefit)을 비교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 이득이어서는 안 된다.

∙연구와 련된 험은 수감자가 아닌 자원자에 의해 받

아들여질 수 있는 험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

∙교도소에서 피험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모든 수감자에게 

공정해야 하고 수감자 표나 수감자에 의한 임의의 개

입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책임연구자가 어

떤 다른 과정을 따르는 이유를 문서로 정당화하지 않는 

한, 조군은 특정 연구 과제에 필요한 특성에 부합되는 

수감자 그룹으로부터 무작 로 선택되어야 한다.  

∙정보는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석방 원회가 수감자가 연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가

석방과 련된 결정을 할 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

실에 한 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 각 수감자는 연구

에 참여하는 것이 가석방에는 어떤 향도 없다는 것을 

사 에 분명히 공지 받아야 한다.

∙ 원회가 연구의 참여가 끝난 후에 추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는 각 수감자의 형량을 고려하여 

그런 검사나 치료에 한 한 조항이 있어야 하고 이

런 사실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IRB는 복지부 장 이 할당한 다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 은 복지부 장 에게 IRB가 의무를 수했다는 보증

을 해야 한다.

교도소 수감자 상 연구의 허용 범

∙IRB의 심의를 통해 승인된 연구

∙연구가 최소한의 험 이상의 해가 없고 피험자에게 불

편함 이상의 해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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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이나 범죄 행 의 원인, 효과, 과정에 한 연구

∙교도소 기 의 구조에 한 연구. 수감 조건에 있는 개인

에 한 연구

∙수감자라는 특정 집단에 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한 

연구( 를 들어 수감자사이에서 보다 유발하는 간염에 

한 방 백신 연구나 그 밖의 연구, 그리고 알코올 

독, 약물 남용, 성폭행 같은 사회 , 심리  문제에 한 

연구들) 이 경우 복지부 장 이 형벌학․의학․윤리학의 

문가들이 포함된 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연방 등기

물을 통해 연구 승인을 공고한 후에야 해당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 신 인 치료나 재 통용되는 치료에 한 연구로써 

피험자의 건강이나 복지를 증진시킬 가능성과 의도가 있

는 경우 허용된다. 만일 연구로부터 직  이익이 없는 

조군에 수감자를 할당하고 이를 IRB가 승인한 경우, 복

지부 장 이 형벌학․의학․윤리학의 문가들을 포함

한 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연방 등기물을 통해 연구 

승인을 공고한 후에야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부록 3. 수감자 련 국내 규정 

약사법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수입등

       제1  의약품의 제조업 

제26조의4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의약품등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

품의약품안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상시험계획서

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한 같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

용 인 자(이하 이 항에서 “수용자”라 한다)를 임상시험

의 피험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수용자를 피험자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6. 외상을 입었거나 혼수상태인 환자 (응  

환자)73) 

외상을 입었거나 혼수상태인 환자, 즉 응급 환자란 적절

한 치료를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치명적

인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를 가리킨다. 최근 응급 의학

의 발전으로 응급 환자의 생존과 치유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이 긴급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73) OPRR IRB Guidebook Ch VI-F. “Traumatized and 

Comatose Patients” 참고

Waiver of informed consent requirements in certain 

emergency research, Federal Registry 1996;61 

(192):51531-533

Marco and for the SAEM Ethics Committee. “The 

Society for Academic Emergency Medicine Position 

on Informed Consent for Emergency Medicine 

Research.” Academic Emergency Medicine 11 

(2004): 1090-1091

주는 임상적 자료는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통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몇몇 치료법에 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 환

자를 상으로 한 잘 설계된 연구가 필수적이며, 실제 이러

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응급 환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환자의 상당수에서 동

의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환자 자신으로

부터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법적 리인의 동의를 기다리

기에는 상황이 긴박한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한편으로는 응

급 환자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응급 

환자에 한 올바른 임상적 정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응급 환자는 취약한 피험자(vulnerable 

subject)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심의하

고 승인하는 데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2.6.1 응  환자에 한 연구와 련된 규정

응급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상황에서의 임상 연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흔히 피

험자의 동의 능력(capacity)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 동의

를 할 수 없거나, 상황이 매우 촉박하여 피험자 신 법적 

리인이 연구 참여 여부에 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자의 의식 수준은 혼란, 혼미에서 심한 경우 혼

수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의식 수준의 저하는 물리적 

사고, 쇽, 감염, 불안, 통증, 또는 약물 부작용과 같은 응급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

응급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된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미 복지부 규정과 연방방침(federal policy)은 

최소 위험(minimal risk)을 보이는 연구에 한해서 동의

의 면제를 허용하며74), 미 FDA 규정은 피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시험 품목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효과를 가

진, 입증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동

의의 면제를 허용한다.75)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주치

의의 판단을 중요시하여, 만약 동의할 능력이 없는 응급 환

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험적 응급치료가 환자에게 적

용 가능한 치료 중 가장 유망한 치료라고 주치의가 판단한

다면 그 연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기의 미 

복지부 규정에서는 이들 규정이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의사

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다.76)

피험자 보호와 연구윤리를 토의하는 일부 국가위원회에

서는 법적으로 보장한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제한하지 않

74) 45 CFR 46.116

75) 21 CFR 50.23

76) 45 CFR 46.1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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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에서만 동의의 면제를 허락하고 있다.

2.6.2 험-이익에 한 평가

응급 진료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위험과 이익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중 한 장애나 사망이 예견되는 응급 상황

에서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중 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예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험과 이익의 정도가 동등한 정도로 위중하여 어

느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우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외상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여되는 신약이 생명은 

유지시키지만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비침습적 기구를 이용해 응급 환자를 심사하

는 경우처럼 응급 진료가 중 한 위험은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후 유사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도 있다.

IRB는 연구로 인해 유발되는 위험이 최소인지, 기 되

는 이익을 정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지, 위험-이익 비가 적

절한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2.6.3 응  환자로부터의 동의 획득

2004년 미국응급의학회(Society of Academic Em-

ergency Medicine)는 응급의학 연구에서 동의에 관한 입

장선언(Position on informed consent for emer-

gency medicine research)을 다음과 같이 9 가지로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77)

1) 응급의학 연구자는 응급 환자의 근본적인 취약함을 

이해해야 하며,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경우라도 피험자의 복지를 연구 

목적을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2) 동의서(informed consent document)가 환자 

교육의 유일한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위험과 이익에 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야 한다.

3) 동의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토의 중에 사용되는 언

어는 피험자의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부합해야 한다.

4) 동의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연구 목적과 기간, 예상

되는 위험과 이익,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 비

유지, 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한 배상계

획, 연구 내용과 피험자의 권리 등에 해 질문했을 

77) Marco and for the SAEM Ethics Committee. “The 

Society for Academic Emergency Medicine Position 

on Informed Consent for Emergency Medicine Rese-

arch.” Academic Emergency Medicine, 11: 1090- 

1091.

때 답해 주거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

는 연구진과 그 연락처, 연구 참여가 자발적임을 밝

히는 진술문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피험자를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참여

를 독려하거나, 동의하기 전까지 치료를 보류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면 좀 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

고 암시하거나, 지나치게 후한 보상을 제공하여 강제

적으로 연구 참여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6) 모든 잠재적인 피험자들에게 연구 참여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7)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잠재적인 피험자를 위

해 피험자의 법적 리인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국가 및 국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8) 어떤 경우에는 동의 획득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

며, 동의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동의 면제

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 인체를 상으로 한 연구에 한 모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6.4 동의 획득의 면제

미 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IRB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

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제할 수 있다.78)

1) 연구로 인해 유발되는 위험이 최소(minimal risk)

일 경우 

2) 동의의 과정을 면제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3) 동의의 면제가 피험자의 권리나 복지에 어떤 부정적

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4)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할 때 피험

자 또는 피험자의 법적 리인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미 복지부 규정과 연방 방침은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법

적 리인의 동의 없이는 최소 위험 이상의 위험을 유발하

는 연구의 수행을 제한한다. 그런데 이때 IRB와 연구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next of kin)과 법적 리인(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의료진은 혼수 상태와 같이 환자 자신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어떤 의학적 결정이 필요할 때 가

장 가까운 가족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 가족을 

법적 리인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또한 가장 가까

운 가족이 법적 리인일 경우 응급 상황으로 인해 유발되

78) 45 CFR 46.11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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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격한 감정 상태로 인해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법적 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맞게 

리인의 동의를 얻는 일이 응급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미국 FDA 규정에서는 연구자 자신과 연구에 관여하지 

않는 한 명의 의사가 다음과 같이 문서로 확인한 경우에 한

하여 동의 과정을 면제하고 있다.79)

1) 시험 품목(test article)의 이용이 필요할 정도로 

피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일 경우

2) 피험자와 화가 가능하지 않아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동의를 피험

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경우

3)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피험자의 법적 리인으로부

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4) 피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시험 품목과 동등

하거나 우월한 효과를 가진, 입증 된 또는 일반적으

로 인정된 치료 방법이 없을 경우. 

만일 시험 품목을 이용할 경우 관련 자료는 5일 이내에 

해당 IRB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 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IRB가 동의 획득을 면제하지 않았다면 연구자는 

해당 환자를 연구로부터 즉각 제외시켜야 하며 표준적 진료

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응급 진료의 필요성을 예견할 수 있

고 피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IRB와 연구자는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 응급 진료에 연구가 포함된다면 IRB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관

련 규정에 따르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80) 응급 진료에 연구가 포함되는 

경우 IRB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없이 연구의 실시를 허가하

지 않는다.81) 이 경우 응급 진료는 연구로 간주할 수 없으

며 진료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 결과로 보고할 수 없다82)

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반면, 미국 FDA 규정은 관련 조건을 만족하고 시험 품

목의 이용 후 5일 이내에 해당 IRB에 보고할 경우 IRB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없이 시험 품목의 응급 이용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후 시험 품목의 이용은 IRB의 사전 심의 및 승인

을 필요로 한다.83)

또한 IRB는 연구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지식이 동의하

79) 21 CFR 50.23

80) 45 CFR 46.116(f)

81) 45 CFR 46.103(b); “Emergency Medical Care,” 

OPRR Reports (May 15, 1991)

82) OPRR Reports (May 15, 1991)

83) 21 CFR 50.23; 21 CFR 56.104(c)

지 않은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은 ‘사생활의 침해’

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

는지에 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동의를 면제하

지 않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면 히 검토해 보아야 하며, 만약 동의를 면제하지 않고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연구 계획을 연구자

에게 추천해야 한다.

동의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IRB의 회의록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2.6.5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IRB 구성

가. IRB 구성원에 응급 의학, 손상 의학, 신경학 전

문의 또는 심폐소생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야 하는가?

2) 위험-이익에 한 평가

가. 최소 위험 이상의 위험이 예견되는가?

나. 예상되는 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만으로 피험

자로부터 동의 없이 진행하는 연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3) 동의의 획득

가. 환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

것으로 충분한가?

나. 만약 예비 동의 과정을 도입한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 후에 정당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해당 피험자

를 연구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는가?

4) 모니터링

가. 동의 과정이나 연구 진행 자체에 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2.7. 고령자 84)

2.7.1 서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화 과정 및 노인 질환

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임

상 연구 참여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피험자와 관련하

84) OPRR IRB guidebook 중 Ch IV-H ‘Elderly/Aged 

Person’ 참고

American Geriatrics Society Ethics Committee, 

Sachs, Greg A. et al. Position Statement Informed 

Consent for Research on Human Subjects with 

Dementia, Jan 1, 1998

Annas, George J., and Glantz, Leonard H. “Rules for 

Research in Nursing Hom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No. 18, October 30, 1986): 

115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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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목해야 할 점들이 IRB 심의 및 승인 과정에서 드러나

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노인 피험자들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

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결국 고령자를 상

으로 한 연구의 심의와 승인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한편

으로는 어떤 경우에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

명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상 연구에서 고령자의 목

소리가 적절히 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고령자는 취약한 피험자(vulnerable 

subject)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심의하

고 승인하는 데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2.7.2 연구와 련된 고령자 인구의 특성

1) 현재까지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의 배제된 

인구 집단이다. 결국 노인 인구에 한 임상적 판단

과 치료 계획은 보다 젊은 인구 집단의 결과로부터 

유추해서 얻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 

자체를 상으로 한 연구는 노화의 원인과 노인 질환

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 생애

에 미치는 질병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적이다.

2) 다수의 동반 질환과 약물 사용, 신기능이나 간 기능

의 저하 등으로 인해, 연구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생

물학적 제제로 인한 위험이 가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

다(cumulative risk).

3) 약물을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는데, 영양 및 활동 정도에 따라 약물 사

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동반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

물을 복용함으로써(polypharmacy)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7.3 연구의 참여에 있어서의 평가

연구에 한 참여 및 등록에 있어서 노인차별(ageism)

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1997년 BMJ에 발표된 한 연

구 조사에 의하면 주요 의학지에 개제된 논문의 1/3에서 특

별한 이유 없이 노인의 연구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노인 인구의 적절한 참여는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 과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 없이 노

인 피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연

구 참여에 연령 상한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험

자 모집에 있어 노인 피험자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부가적으

로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의 연구에서 노인 피험자

의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한 이유로

는 상당수 노인들이 보이는 임상 시험 참여에 한 주저 및 

오해, 연구 비용 및 노력이 더 소요되는 데 한 연구자의 

부담감, 노인들에 한 연구자의 관심 부족 및 연구 참여에 

한 적절한 설명 부족, 엄격한 선정 기준(inclusion 

criteria), 동반 질환, 시험 기관에의 접근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매체

에 연구 참여 공고를 내거나 시험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7.4 고령자로부터의 동의 획득

인간을 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에 바탕을 

둔 동의를 얻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 피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를 시작하거나 동의를 부적절하게 받고 연구

를 진행한 경우를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유 인 만성질환병원 연구

1964년 미국 뉴욕 루클린에 치한 유 만성질환병원

(Jewish Chronic Disease Hospital)에서 슬로언 터링 암연구

소(Sloan-Ketterin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의 제안을 받

아 들인 일단의 의사들이 다수의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 

환자들을 상으로 면역학  연구를 시행하 다. 당시 이 

의사들은 노인 환자들의 면역학  반응을 찰하기 해 

피하에 살아있는 암세포를 주사하 으며, 환자들에게는 주

사 후 피부에 종괴(lump)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어

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당시 환자들은 자신들이 실험 상

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로부터  듣지 못했으며 

하물며 살아있는 암세포가 주사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듣

지 못했다. 다행히 이 실험으로 심하게 앓거나 사망한 환자

는 없었으나, 이 실험을 기획하고 수행한 의사들은 이후 

계당국에 발되어 ‘의료에 있어서 사기와 허 (fraud and 

deceit in the practice of medicine)’라는 결을 받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 연구를 기획한 Dr. Southam은 살아있는 암세

포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노인환자들에게 숨겼던 이유를 

환자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고 보고하 다.

부분의 고령자들은 인지기능이 정상이고 요양원과 같

은 수용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발적인 동의가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 계획서에서 

동의 능력 및 동의의 자발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만

약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동의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해와 기억과 

같은 인지기능은 연령 자체보다는 교육 정도, 건강 상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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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의 충분한 설명 여부 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적절한 설명을 하며, 쉽고 글자

체가 큰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 등이 이해도와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의 감퇴는 일부 노인 피험자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IRB는 노인 피험자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에 다소 

장애가 있더라도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피험자의 이해와 기억에 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동의 과정을 수행하도

록 권고하고여야 한다. 이 때 뒷부분의 동의 과정은 앞부분

의 동의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에 한 이해와 기억을 검사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검사는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검사 과정을 통해 이해와 기억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험자는 연구에 참여시키지 말

아야 한다.

2.7.5 인지기능에 장애(치매)가 있는 노인

2.7.5.1 치매 노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의 조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과 요양원과 같은 수용 시설

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해서는 특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의 특별한 주의는 이런 상태에 

있는 다른 연령 의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

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인지기능이 정상인 피험자가 연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피험자에게서만 보이는 문제

에 한 연구일 경우

3) 연구로 인해 유발되는 위험이 최소(minimal risk)

일 경우

2.7.5.2 치매 노인으로부터의 동의 획득

치매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각한 문제는 인지기

능의 장애로 인해 환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질환이 진행되면서 초기에 어렵게 얻은 

동의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매 노인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고령자 연구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

한 부분 중 하나다.

1998년 미국노인병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는 치매가 있는 연구 상자의 동의와 관련된 입장 선언

(position statement informed consent for research 

on human subjects with dementia)을 다음과 같이 

10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치매 환자를 연구 목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과학

적, 임상적, 윤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치매 이외의 

상태(예를 들어 욕창)를 연구하기 위해 환자를 모집

할 수도 있다.

2) 의사 결정 능력(decision making capacity)은 

특정 작업 수행(task-specific)과 관련이 깊기 때문

에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더라도 상당수의 환자들은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그러

므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각 개인 별로, 각 연

구 계획 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인지기능의 저하가 올 때를 비하여, 환자로부터 연

구와 관련된 사전 지시(advance directive)를 포

함한 사전 동의(advance consent)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4) 연구와 관련된 사전 지시가 없을 경우 환자의 희망과 

가치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리인(surrogate)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5) 연방 및 주 당국은 치매 연구와 관련된 해당 법률과 

규정을 본 입장 선언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비

하거나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한다.

6)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가능성이 없고, 최소 위험 

이상의 위험을 환자에게 노출시키는 연구의 경우 결

정을 내리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이런 연구

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사전 지시를 통해 표시한 

피험자에게만 참여를 허락해야 한다.

7) 해당 기관의 IRB가 연구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을 평

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8) 연구의 참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거나 환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경

우, 리인은 환자가 내린 사전 지시의 결정과 상반

된다 하더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이미 참여한 

연구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9) 일반적으로 환자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

야 한다. 단 다음 4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가. 위험-이익 비가 매우 낮은 경우(이익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이익에 접근하는 유

일한 방법인 경우

다. 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라. IRB가 마련한 추가적인 보호장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10) 치매와 관련된 연구 수행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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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7.6 수용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과거 서구에서는 노인 피험자가 필요할 경우 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연

구에 많이 참여시켰다. 그러나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

면 자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구자가 강제로 연구

에 참여시키거나 부당한 영향(undue influence)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한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예를 

들어 수용 시설에 특이한 질환이나 상태, 수용 시설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 상, 또는 수용 시설 자체에 초점을 맞

춘 연구설계)를 제외하고는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윤리학자인 안나스(Annas)와 글란쯔(Glantz)는 시설 노

인들로 구성된 요양원 자치회를 조직하여 이 자치회가 연구

를 심의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에

게는 극히 사소한 위험, 불편감, 또는 비인간적 처사가 이들

처럼 취약한 이들에게는 상 적으로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는 것이다.

2.7.7 동의 능력(capacity)의 평가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한 연구에 고령자의 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먼저 의무기록(medical records)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의학적 및 정신과적 상태의 파악과 인지기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 질환 및 동반 질환에 한 

검토

2) 가족, 친지, 동거인 등의 주변인 조사를 통한 장애의 

진행 여부 및 정도 파악

3) 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도입

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는 다수 있으나 외견상 드러난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능력까지 평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의 능력

의 평가는 평가 당시 정서상태, 평가 환경, 평가 도구 자체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85)

동의 능력에 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정신과 전문의 또

85) 다수의 평가 도구가 있으며, Folstei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cArthur Competence Assessment, 

Hopkins Competence Assessment (HCAT), Executive 

Interview (EXIT25) 등이 표적인 평가 도구이다. 이 중 

EXIT25는 평가에 15분 정도가 소요되며 다른 검사법보다 민감

도와 특이도가 높다고 평가 받고 있다.

는 심리학자에 의한 직접적인 평가일 것이다.

미국의 피험자보호국가위원회에서는 수용 시설에 거주하

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경우 IRB가 동의 

사정관(consent auditor)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추후 질문, 동의 획득 과정

의 녹화나 녹음, 3자 의견 청취, 동의서 전문가 활용, 가족

의 동시 승낙 여부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2.7.8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동의 과정 및 동의 능력 평가

가. 동의 과정을 통해 피험자의 인지기능(이해력 및 

기억)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

나. 어떻게 피험자의 동의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2) 정신상태 평가

가. 동의 능력에 한 정신상태 평가의 적당한 절차

가 고려되는가?

나. 이 절차가 피험자 집단과 연구의 성격에 부합되

는가?

3) 수용시설 노인 피험자

가. 연구가 요양원과 같은 수용 시설에 거주하는 노

인들을 상으로 하는 것인가?

나. 만약 수용 시설 노인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

고 한다면 강제성(coercion)와 부당한 영향

(undue influence)을 충분히 최소화하였는가?

2.8. 정상인, 학생, 피고용인

2.8.1 정상인86)

정상 건강인 피험자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선행과 인간에 한 존중이다. 이 중 인간존중에 한 기본 

원칙은 피험자는 가능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

고, 스스로 결정할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동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동의서에는 연구에 해 관련되어 있

는 위험-이익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피험자가 바르게 이

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참여에 한 동의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즉, 동의 협상은 강제적이지 않아야 하며, 참여를 유

도하는 필요 이상의 권유 또한 없어야 한다. 

정상 지원자가 관여된 연구, 특히 최소한의 위험 이상이 

존재하는 연구에 있어서 IRB 는 피험자에 한 금전적 지

86) OPRR. IRB Guidebook Chapter 6-J, ‘ STUDENTS, 

EMPLOYEES AND NORMAL VOLUNTEER’ 부분을 참

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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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필요 이상의 연구 참여를 유도하는가를 검토해야 한

다. 이러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피험자는 항상 그

들의 시간과 고통을 보상하려하기 때문에 IRB는 신중하게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보상 지급 계획이 시

간과 고통, 위험 등에 상응하는 가인지를 면 히 검토해

야 한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심각한 불편함이나 실제 위험

의 가능성이 연관되어 있으면,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금전적인 이유로 연구에 참

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IRB는 연구에 참여하도록 계획

된 상자가 강압이나 불필요한 영향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인구(예를 들어 교육적이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상 참여자는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부탁보다는 일반적인 

공고나 광고를 통해 모집되어야 하는데, 개별적 부탁은 연구 

참여가 부당한 외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연구자와 IRB는 만약 정상 참여자가 연구 과정 중 아프

거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 이에 해 신중히 고려해야한

다. 피험자가 참여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동의서에 분명히 기술되어야 하고, 실험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는 또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 예로 만

일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의학적 치료가 제공되고, 그것

이 무엇으로 구성되며, 상해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

야 하고, 언제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이 동의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와 관

련된 상해나 지병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에 해서도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건강한 자발적 참여

자가 임상 실험 과정 중 어떠한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연

구와 관련 없는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87) 

2.8.2. 학생과 피고용인88)

학생과 피고용인은 주변의 압력에 의해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는 취약한 피험자로, 이들은 연구 참여를 요구하는 연구자

가 지도교수나 고용주 혹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장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압력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RB는 연구책임자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학생이나 고용자를 피험자로 하는 실험은 원칙적으

로 승인하지 않으나 피험자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

87) Fazackerley, E.J., Randall, N.P.C. and Pleuvry, 

B.J. “Three Cases of Illness During a Drug Trial in 

Healthy Volunteers.” British Medical Journal 294( ): 

562-563.

88) OPRR. IRB Guidebook Chapter 6-J, ‘ STUDENTS, 

EMPLOYEES AND NORMAL VOLUNTEER’ 부분과 

UCSD의 IRB 운영 지침을  번역, 정리 

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승인 할 수도 있다.

2.8.2.1 학생

학에서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표적인 예

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의과 학생의 경우 병원이나 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에 참여하도록 요구됨 

2) 심리학과 수업에서 연구 참여가 수업시간의 한 요소

로써 포함됨 

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에서 있어서 학생참여와 연관된 

문제는 피험자의 연구 참여 동의과정이 본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학생

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교수진에게 좋은 평가 (좋은 학점, 

추천서 등)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연구에 불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련된 연구자나 교수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러한 생각 없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강압에 의한 

연구 참여를 피할 수 있는 안책은 연구자가 각각의 학생

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험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집광고는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취약한 피험자 집

단과 연관되어있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 IRB는 잠재적으로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undue influence)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고, 착취의 가능성이 감소 혹

은 제거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수업의 일환으로 연구 과정의 참여 요구는 사회학과 행동

연구에서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것에 한 많은 의견이 있

다. 연구 수행에 있어서 학생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연

구 참여가 교육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89) 분명히 학

생 참여는 교내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피

험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연구의 경우 학생

들이 수업 혹은 보충 수업시간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

구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구 참여는 의무적

일 수도 있고 추가 수업 과정일 수도 있다. 한 예로, 심리학 

수업의 경우 첫 수업시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피험자로써 일

정 시간이나 일정 수의 과제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부가

적인 수업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IRB는 수업 과정의 일

환으로 학생들의 연구 참여할 경우 강압적인 면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책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갬블

(Gamble)은 연구자가 다른 피험자에게 하는 것처럼 학생 

피험자에게도 연구 참여에 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연

89) Gamble, H. F. “Case Study: Students, Grades and 

Informed Consent.” IRB 4(5): 7-10; Cohen, Jeffrey 

M. “Extra Credit for Research Subjects.” IRB 4(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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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학생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

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90) 코헨(Cohen)은 만일 학생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91) 

1) 자유롭게 참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2) 다수의 연구 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3) 특정 연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지 않아야 함 

4) 연구 위험은 최소(minimal risk) 이상이어서는 

안 됨

5) 학생은 아무런 손해 없이 언제든지 연구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함

학생이 피험자로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또 다

른 고려사항은 기 유지로, 학의 폐쇄적인 환경이 기 유

지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 

결과들을 학생을 평가할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

다. 또한 연구계획서 상에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때 IRB는 학생 구성원의 포함 문제와 이러한 학생 구

성원의 포함이 적정한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2.8.2.2. 피고용인 피험자

연구 피험자로써 피고용인이 연구에 참여시 강압, 부당한 

영향 및 기 유지의 문제가 야기되며 이는 학생 피험자에서 

나타나는 바와 동일하다.

의과 학생이 생의학연구자에게 이상적인 피험자처럼 보

이는 것처럼 제약회사의 고용자 역시 연구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과정의 적합성에 해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피험자처럼 보일 수 있다. 

마이어(Meyers)는 고용자 연구 참여 프로그램의 구조

에 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했다. 학생의 연구 참여가 학점

이나 참여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해 자유

로운 의사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고용자 연

구 프로그램 역시 참여 결정이 업무수행 능력 평가나 승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피험자

가 특히 의료재단의 고용자 일 때, 의무 정보나 연구 데이터

의 기 유지 역시 어려울 수 있다92).

90) Gamble, H. F. “Case Study: Students, Grades and 

Informed Consent.” IRB 4(5): 7-10.

91) Cohen, Jeffrey M. “Extra Credit for Research 

Subjects.” Ibid.

92) Meyers, K. “Drug Company Employees as Research 

Subjects: Programs, Problems, and Ethics.” IRB 

1(8): 5-6.

제3장. 연구종류에 따른 IRB 심의

3.1. 다국가 공동연구의 심의93)

다국가 공동연구는 특히 논쟁이 심한 영역이다. 가령 다

음과 같은 윤리적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선

진국에서 온 연구자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국제적

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피험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다면, 이것은 피험자에 한 착취가 되는가? 개발도상국가

에서 피험자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과정에서는 어떤 수준에

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인가? 

의료윤리학자 엠마뉴엘(Emanuel)과 그레이디(Grady) 

등은 아프리카, 타이랜드,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행

해진 위약을 사용한 실험을 예시로 사용하여, 다국가 공동 

연구에서 논쟁이 되는 표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다국가 공동 연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윤리적 

주제에 한 표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1.1 루리(Lurie)와 울 (Wolfe)의 견해94)

최근 윤리학자들의 다국가 공동 연구의 문제에 한 논

쟁은 루리(Lurie)와 울프(Wolfe)의 공저 논문을 중심으

로 일어나고 있다. 루리와 울프는 논문에서 최근 위약을 사

용하여 진행된 국제적인 모체-태아 HIV 수직감염 예방 연

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 AZT나 지도부딘(zidovudine)과 같은 일

반화된 치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ZT나 다른 AIDS 억

제제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약을 사용하여 임상시험

을 한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HIV에 감염된 임

산부에게 AZT를 투여할 때,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투약

이 이루어지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단시간 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단기투여요법

(shorter regimen)은 보다 저렴하고 보다 쉽게 투약이 

가능한 방법이다. 현존하는 데이터들을 토 로 살펴보면, 

의사들은 단기투여 되는 AZT가 위약보다 더 효능이 있다

고 믿고 있다. 이 사실에 의거하여 루리와 울프는 굳이 위

약을 사용한 실험을 행한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였

93) 이 부분은 E. Emanuel, R. Crouch, J. Arras, J. 

Moreno, and C. Grady (eds.)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Clinical Research: Readings and Comm-

entary (Johns-Hopkins U. Press, 2003), 280-283쪽

을 편역한 것임.

94) 이 부분은 P. Lurie and S. M. Wolfe, “Unethical Trials 

of Interventions to Reduce Perinatal Transmission of 

the HIV in Developing Countri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7: 853-856에 한 Emanuel과 

Grady 등의 재해석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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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그들은 현재 개발도상국가들의 의료관행에 충분

한 치료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공공보건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극심한 빈곤이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계획서이, AZT 요법과 같이 연구자들 본국의 

일반화된 규정에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연구계획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되어 연구자

의 본국과 가난한 개발도상국가인 실험 국가에서 이중기준

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루리와 울프는 

문제의 연구가 윤리적으로 더 적합하게 진행되고자 했다

면,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AZT를 

조약으로 사용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3.1.2. 아나스(Annas)와 그로딘(Grodin)의 견

해95)

의료윤리학자인 아나스(Annas)와 그로딘(Grodin)은 

앞선 학자들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 이들 역시 위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는 입장96)을 반 한다. 하지만 그

들의 반  논거는 위약을 사용하는 실험이 개발도상국가의 

여성과 소아와 같은 약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첫째, 아나스와 그로딘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연구 종료 후에 표준적인 에이즈 억제제로 사용되는 AZT를 

투여받는다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표준적인 

치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을 투여받은 가난한 후진

국의 임상시험 상자들은 사실상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부

당하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는 

터스키기 매독 연구처럼, 임상시험에서 연구자들이 윤리적 

기준을 간과하였고, 신 그러한 연구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합의(consensus)를 통해 임상시험을 진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아나스와 그로딘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제3세계의 사람들을 상으로 자율적으로 충분한 설명

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임상연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95) 이 부분은 G. Annas and M. Grodin, “Human Rights 

and Maternal-Fetal HIV Transmission Prevention 

Trials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560-563에 한 에마뉴엘과 그레이디 등의 재해석을 정리

한 것임.

96) 이러한 입장은 placebo orthodoxy라고 불리운다. 이에 해선 

다음의 3.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97)

미국 공 보건청(Public Health Service, PHS)에서 실시한 터

스키기(Tuskegee) 매독 연구(1932~1972)는 앨라배마주 터스

키기 주변에 거주하는 400명의 가난하고 부분이 문맹인 

흑인 소작농들을 상으로 수행된 매독의 자연  진행경과

와 그것의 치료에 한 임상연구 다. 이 연구는 피실험자

들에 한 한 치료 차도 없이 수행되었다는 사실로 

악명 높았으며, 이 때문에 임상 연구에서 환자들을 보호하

는 방법에 해 주요 변화들이 생겼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

의 상이 된 개인들은 자신들의 병에 한 진단도 듣지 못

하 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제

공하지도 않았다. 신 그들은 자신들이 “나쁜 피”를 갖고 

있으며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해 들었었다. 

1947년에 이미 페니실린은 매독에 한 표 인 치료법이 

되었으나 터스키기의 과학자들은 페니실린으로 매독환자

들을 치료하고 연구를 종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지에 한 연구를 계속하

기 해 페니실린의 사용과 그것에 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매독 치료 로그램을 피험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

록 하 다. 이 연구는 1972년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계속되

었고, 언론에 서특필되며 그 비윤리성에 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단되었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임상연구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에 한 가장 큰 윤리  반의 사

례 의 하나로 자주 인용된다. 이 충격으로 벨몬트

(Belmont) 보고서가 나왔으며, 의료 기 내 기 생명윤리심

의 원회(IRB)의 의무  설치가 시작되었다. 

3.1.3. 크라우치(Crouch)와 애러스(Arras)의 

견해98)

크라우치(Crouch)와 애러스(Arras)는 위의 두 부류 

학자들의 견해에 모두 반 한다. 크라우치와 아라스는 위약

을 사용한 AZT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을 세 가지로 전개하였

다. 첫째, 임상적 동등성(clinical equipoise)은 연구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제공하지 않을지를 알고 있는 상황

에서 수반되므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빈

혈(anemia) 증세가 있는 여성은 AZT가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한 안전성(safety)의 고려, 태아를 출

산하기 전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관행

(prenatal care)이 없는 문화권에 거주하는 피험자에게 

AZT를 장기간 장기 투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

97) http://en.wikipedia.org/wiki/Tuskegee_Syphilis_ 

Study의 발췌 및 편역. 더 자세한 사항은 김옥주, ｢터스키기의 

진실: 터스키기 매독연구에 관한 재조명｣, “과학사상” 제39호 

(2001): 260-270참조.

98) 이 부분은 R. Crouch and J. Arras, “AZT Trials and 

Tribulationgs”, Hastings Center Report 28(6): 26-34

에 한 에마뉴엘과 그레이디 등의 재해석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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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장기간 AZT투여 치료를 실시할 경제

적 여유가 절  없다는 점이다. 크라우치와 애러스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에서 이 연구가 행해졌다면 임상적 동

등성이 무시된 것이지만,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음

을 잘 지적하였다. 

둘째, 크라우치와 애러스는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도 

HIV의 수직전파(vertical transmission)를 감소시키는 

고가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antiretroviral)을 투여받아

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정부가 당면한 문제점은 고가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항레트

로바이러스약인지 아니면 그보다도 원초적인 공공의료제도 

및 치료혜택이 더 시급한지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들에 

한 윤리적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선진국의 연구자가 이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지, 아니면 연구자가 속

한 선진국 정부의 의무인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

로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이 고가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을 

투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약을 사용한 연구에 참여하여 이

를 성공적으로 종료했을 경우이다. 그리고 위약을 조약으

로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도 더 나

은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선진국으로부터 제

공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 크라우치와 애러스의 주장이다.

셋째, 크라우치와 애러스는 위약을 사용한 해당 연구가 

여성을 착취한다는 주장에 반 한다. 먼저 크라우치와 애러

스는 착취 의도(exploitative intention)와 착취 수행

(exploitative execution)을 구분하고, 해당 연구의 연

구자들은 착취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

가 크라우치와 애러스는 해당 연구가 연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착취적 성격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

지 경험적이고 표준적인 지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가 공동 연구는 복잡한 윤리

적 주제를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위의 AZT와 위약을 

사용한 실험을 사례를 통해서 다국가 공동 연구의 올바른 

심의를 위해서는 연구의 윤리적 기준 뿐 아니라 정치․경제

적 사항들, 지정학적 고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관계, 

자국과 해당국가의 위상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살펴보

았다.

3.2. 약(Placebo) 사용의 심의99)

99) 다음은 E. Emanuel and F. Miller, “The Ethics of 

Placebo-Controlled Trial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5: 915-91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 

Emanuel, R. Crouch, J. Arras, and C. Grady (eds.) 

최초로 위약을 사용한 시험은 1931년에 실시되었다. 당

시 위약 사용 시험은 결핵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

노크리신(sanocrysin)과 증류수를 비교하였다. 그 후 위

약을 사용하는 시험은 끊임없이 논란의 상이 되었다. 특

히 실제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해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는 경우는 더욱 논란이 되었다. 최근 이 논쟁

은 양극화현상을 보인다.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

장(placebo orthodoxy)’은 위약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하

다고 주장한다. 반면 ‘효험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active-control orthodoxy)’은 전자의 입장이 윤리

적 규범과 환자의 권익 및 복지에 위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다. 최근 수정된 헬싱키 선언은 후자 입장을 지지한다. 한편 

의료윤리학자인 엠마뉴엘과 러(Miller)는 이 두 입장의 

중간에서 수정주의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확실하

게 검증된 치료 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

시키면 위약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위약에 관한 조적인 두 입장과 중립적 견

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2.1.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 

(placebo orthodoxy)

위약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주장하는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에는 세 가지 윤리적 결함이 있다. 첫째, 

위약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범위와 조건을 명료하게 정의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의료상황이 

꾸준히 변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 피험

자가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 지나치게 신체적인 

위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

윤리학자인 템플(Temple)과 엘렌버그(Ellenberg)는 항

우울제를 시험하는 위약 임상시험에서 토론되는 유일한 위

해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뿐이고 우울증 자체로 인한 사회

적 심리적 위험-심리적 고통, 고용 상실, 인간관계의 단절- 

등은 무시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은 신체적인 위해를 제

외한 심리적․사회적 위해를 고려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3.2.2. 효험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

장(active-control orthodoxy)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은 앞서 지적한 결함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에 응하는 

개념으로 ‘효험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은 헬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Clinical Research 

(Johns-Hopkins U. Press, 2003), 140-14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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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키 선언 2000년판에서 언급되고 있다. 효험있는 약이 존

재하는 질병을 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는, 최선의 치료

(가장 효험있는 약 사용)와 신약을 비교 조한 시험을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헬싱키 선언 2002년 보완판

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효험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사

람들은 조군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이 발견된다

면 임상시험 중 언제라도 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위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새로운 의

약품이 위약(녹말가루나 증류수 등 전혀 약효가 없는 물질)

보다 치료효과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약품보다 

새로운 약품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험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 한 과학(rigorous 

science)과 윤리적 보호의 이분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

냐하면 과학적 정당성은 그 자체로 근본적인 윤리적 보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연구가 윤리

적일 수 없다. 둘째, 때때로 위약의 사용에 수반되는 부작용

이 매우 미미한 것이어서 윤리적 요구를 지나치게 받아들이

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머리

의 치료약이나 가벼운 두통약의 효과를 시험하는데 윤리적 

문제를 지나치게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

다. 셋째, 위약사용을 반 하는 입장은 위약의 효용에 충분

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30~50퍼센트

의 우울증환자나 30~80퍼센트의 후두염환자는 위약을 투

여 받았을 때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시

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환자는 질병 상태에 해 충분한 

의료진들의 집중된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추후 환자의 상태

를 호전시키는데 이 자료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하고 있다.

3.2.3. 도  입장(middle-ground)

이상 언급한 두 입장의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엠마뉴엘과 

러 등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양측 진영 

모두 특정한 형태의 위약 임상시험이 비윤리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만일 효과가 있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나, 혹

은 최소한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알려져 있

을 때, 환자가 그 방법 신 위약을 투여받 는 것은 금지되어

야 한다. 둘째, 엠마뉴엘과 러는 효험 있는 약을 조약으

로 사용하자는 입장의 옹호자들도 위약사용에서 환자가 받

을 수 있는 고통이 매우 경미하거나 거의 없다면 위약을 사

용하는 것을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중도적 입장은 효험 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을 따르되, 위약사용이 방법론

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한다면 제한적으로 위약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위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 환자에게 죽음이

나 회복 불가능한 증세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약을 사용하

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효험있는 약을 조약으로 사용하자

는 입장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알려진 상황에서 위약사용

을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한다. 중도적 입장의 학자들은 이 

두 입장은 모두 절 적인 기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옹

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중도적 입장은 방법론적인 상

황에서 위약사용이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위약 임상시험을 실

시하되, 위약을 투여 받는 환자가 큰 위해를 입지 않는다는 

엄격한 윤리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3. 2차 피험자 혹은 제 3자를 포함하는 연

구100)

인간 상 연구에서 어디까지를 피험자로 정의할 것인가? 

피험자 개인을 통해서 가족력에 하여 상세한 정보를 취득

하는 연구의 경우,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알지 못하

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연구를 위해 유출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보의 주체는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암에 한 유전 

연구에서 유전되는 양식을 추적하기 위해 질병의 상세한 가

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가계의 구성원에 한 정보는 어

떻게 IRB와 연구윤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 

연구자와 IRB 모두 해당 가계의 일원으로부터 얻는 정

보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가를 가

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연구자와 

IRB는 그 가족과 친족을 모두 연구 피험자로 등록시켜야 

한다. 따라서 2차 피험자 혹은 제3자(해당 가족․친족원)

로부터 받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1차 피험자로부

터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취득되어야 한다.101) 2차 피험자

(secondary subjects) 혹은 제3자(third party sub-

jects)라는 개념은 유전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생명과학 분

야에서 부각되었다. 유전학의 경우 가족․친족의 병의 역사

와 가계도․혈통도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유전학 연구 이외에도 피험자로부터 자세한 가

족사․친족사에 한 정보가 연구목적을 위해 수집될 경우 

100) 이 부분은 C. M. Dunn & G. L. Chadwick, Protecting 

Study Volunteers in Research: A Manual for 

Investigative Sites (Thomson Center Watch, 2002)

의 14장을 참고하였음

101)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서가 이들을 

위해 면제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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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친족 역시 2차 피험자가 된다. 누구까지 연구 피

험자로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결정은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IRB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2차 피험자 혹은 제3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

의를 구하는 것의 여부는 유전학 연구와 다른 유사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보건성의 규정102)과 

“Common Rule”103)는 연구 피험자(research subject)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 피험자(human subject)란 살아있는 개인으로

서 연구자104)가 다음 두 가지를 취득하기 위해 연구

를 행하는 상을 의미한다.

(ⅰ) 해당 개인에게 개입(intervention)을 하거나 

그와 상호작용(interaction)함으로서 데이터를 

취득함

(ⅱ)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적 정보(ident-

ifiable private information)를 취득함

◦개입(intervention)이란 신체적인 조작을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는 것과105) 피험자 혹은 피험자의 환경을 

조작(manipulation)하는 것이 연구목적으로 행해지

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interaction)이란 피험자

와 연구자간의 의사소통 혹은 개인적 접촉을 의미한다.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는 특정인에 한 

관찰이나 기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행

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정보는 특정목

적을 위해 제공된 것이어야 하며, 이 때 해당 정보가 

공공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 된다.106) 

사적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즉 

피험자의 신원(identity)이 해당 정보와 이미 관련되

어 있거나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이 이루어진 것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는 인간 피험자를 포함하

는 연구에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02) 45 CFR 46.102(f).

103) “the Common Rule”이란 미연방정부 법의 45 CFR 46을 

지칭하며, 인간피험자 보호에 관한 미보건성 기본 정책을 뜻한

다. 최초 1974년 5월 도입되었고, 1981년 6월 13일 개정, 

1991년 6월 18일 재개정되었다. 현재는 ‘91년 개정판을 사용

하는데, 여기에는 “취약한 피험자들에 한 추가 보호 조항

(Addit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Subparts B-D)”이 추가되어 있다. (현재 “Common 

Rule”은 Departments of Agriculture, Energy, Comm-

erce, HUD, Justice, Defense, Education, Veterans 

Affairs, Transportation, HHS, 그리고 NSF, NASA, 

EPA, AI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IA,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등 연방정부

에 소속된 다양한 기관이 준수하고 있음)

104) 학생과 전문가 모두에게 적용

105) 예를 들면 정맥천자(venipuncture)등이 이에 해당한다.

106) 예를 들면 의료 기록(medical record)으로 남지 않음을 기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상에서 ‘인간 피험자(human subject)’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살아있는 개인

2)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자가 데이터를 취득하는 상

3) 연구자가 개입과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상

4) 위 3)번이 아닌 경우 사적 정보를 취득하는 상

미국 연방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적 정보(identifiable private information)”이란 개

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한다.

1) 관찰 혹은 기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

는 상황 하에서 취득되는 정보

2) 개인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

3)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취득된 정보

4)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확인된 정보.

2차 피험자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를 수

행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가령 정신병, 약물남용, 발작증세 등을 연구하

는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2차 피험자 혹

은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 있는 위해(potential harm)는 해당 연구에 한 위

험-이익 분석과 피험자에 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함께 숙고

되어야 한다. IRB 위원과 연구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연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피험자에 한 신체적 위험 가

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위험과 이익도 반

드시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차 피험자 

혹은 제3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서를 취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4. 인체 시료 (human material)107)

3.4.1. 기본 사항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들은 피험

자의 권리(rights)와 복지(welfare)를 침해하지 않고 과

학 연구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과학 연구 목적 달성과 피험

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급진적

107)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에서 공표한 가이드라인인 

“Research Involving Human Biological Materials: 

Ethical Issues and Policy Guidance (1999)”의 결론 

부분 “CONCLUSIONS & RECOMMENDATIONS”를 

선택적으로 발췌․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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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학문 분야는 좀 더 이러한 문제에 민

감하다. 유전공학이 그 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자금제공기관(Funding Agency), 해당 연구자, 

그리고 IRB 위원들은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 National Bioethics Advi-

sory Commission)는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8개의 영역

에서 모두 23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다음은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8개의 영역

이다.

◦현존하는 인간연구 상에 한 연방정부의 정책의 해

석 및 그 타당성의 검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면제(waiver of 

consent)

◦연구결과를 연구 상에게 알려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 한 위해가능 요소(potential harms)

◦연구결과 출판 및 공표(publication and disse-

mination)

◦전문가 교육과 책임감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의 법률

인체 생체조직을 사용하는 연구에 관련된 문헌들은 다음 

용어를 사용하는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식별가능한(identifiable)” 생체조직은 저장소에서는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구자에게 연구 목적으로 

전달될 때 그 정보를 삭제하고 보내지는 경우에 혼란이 발

생한다. 그 이유는 생체조직의 원제공자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된다면, 그에 한 이익과 손해가 모두 증가하기 때문

이다. 여기서 원제공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burden of 

protection)가 생긴다. 만약 연구자, 병리학자 혹은 둘 다 

생체조직의 원제공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연구

자나 제3자(보험회사, 회사의 고용주)가 생체조직의 제공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령 연구자가 

생체조직의 원제공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추가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는 동의를 획득하여 부가적인 연구를 

제안, 동의자에게 제공된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해

당 생체시료조직의 사용하거나, 동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임상적 가치(clinical importance)를 가진 연

구결과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

가 현재 미국 연방 규정은 인간 연구 상을 “살아있는 개인

(living individual)”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체조

직의 원제공자가 사망한다면 그의 생체조직에 한 법률적 

보호가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4.2. 인체 시료의 구분

◦인간생체조직(human biological material, 예: 표

본)의 저장소 표본들(repository collection)은 다

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식별불가능한 표본(unidentified specimens): 

동일시 할 수 있는(identifiable) 사람에 한 정

보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제

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장소에서 해당 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

- 식별가능한 표본(identified specimens): 해당 

표본이 수집된 사람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 사람을 

이름이나 환자 번호, 혹은 다른 정보(예: 누군지 알

고 있는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로 동일시할 수 있

는 경우

◦연구 시료(research samples): 연구생체시료란 저

장소(repository)에 의해 연구자에 제공되었거나 연

구과정에 연구자에 의해 수집된 인간생체조직(human 

biological material)을 뜻한다. 다음 두 가지로 구

분된다.

- 익명의 생체시료(unidentified samples): 때로 

‘익명의(anonymous) 시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시료는 저장소에 보관된 ‘식별불가능한 표본(uni-

dentified human biological specimen)’에서 

연구자에게 제공된 시료를 의미한다.

- 익명화된 생체시료(unlinked samples): 때로 

‘익명화된(anonymized) 시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시료는 원출처자(혹은 어떤 ‘식별가능한 표본’인

지)를 추적할 수 있는 코드나 식별자(identifier)

가 결여된 자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장소에

서 연구자에게 시료를 보낼 때에는 ‘식별가능한 표

본’에서 추출한 ‘익명화된 생체시료’를 보낸다. 이 

때, 원출처자를 알 수 있는 코드나 식별자는 함께 보

내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생체시료와 함께 

제공되는 치료나(clinical) 인구통계적인(demo-

graphic) 정보(예: 병명, 성별, 연령 등)만을 갖는 

연구자․저장소․제3자(예: 보험사 등) 모두가 해

당 생체시료의 원출처자를 알아내는 것을 극히 어렵

게 만든다.

- 코드화된 생체시료(coded samples): 때로 ‘연결

고리가 있는(linked) 생체시료’ 혹은 ‘식별가능한

(identifiable) 생체시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드화된 생체시료‘는 저장소에 있는 ‘식별가능한 

표본(identified specimens)’에서 추출해 연구자

에게 제공되는 시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생체시



Ethics in Life Science Research

- 111 -

료들은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어

떤 식별가능한 정보(identifiable information)

와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 단 이 시료들은 ‘코드

(codes)’와 함께 제공된다. 이런 경우 저장소

(repository)나 중개인(agent)은 코드를 이용하

여 연구결과를 생체조직의 원제공자와 연결시킬 수 

있지만, 연구자 혹은 연구결과를 읽는 독자는 생체

조직의 원제공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 식별가능한 생체시료(identified samples): ‘식

별가능한 생체시료’는 저장소에 보관된 ‘식별가능한 

표본(identified specimens)’이 이름이나 주민등

록번호 혹은 병록번호 등 개인적인 식별자(pers-

onal identifier)와 함께 제공되어지는 자료를 의

미한다. 이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의 결과로 나온 생

물학적 정보를 해당 생체조직을 제공한 원제공자와 

연결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준다.

3.4.3. 미국 생명윤리자문 원회(NBAC) 권고안

다음 사항은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인간생체조직

을 사용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의 연방 규정을 해석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23가

지 권고안이다.

1) 인간 상 연구를 관리하는 연방 규정(45 CFR 46)

중에 인간생체조직을 포함하는 연구와 관련한 사항들

은 ‘연구위험관리국(OPRR: Office for Protec-

tion from Research Risks)’, Common Rule 

조약가맹기관, IRB, 연구자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한다.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시료를 사용하는 연구는 인간

상연구가 아니다. 따라서해당 연구는 The 

Common Rule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익명화된 시료를 사용하는 연구는 인간 상연구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Common Rule의 적용을 받

는다. 하지만 45 CFR 46.101(B)(4)에 의거하

여 IRB 심의를 통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드화된 생체시료 혹은 식별가능한 시료를 사용하

는 연구는 인간 상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Common Rule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Common Rule의 적용 면제가 불가능하다. 단, 표

본이나 생체시료가 45 CFR 46.101(B)(4)에 명

시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취득가능한(publicly 

available) 자료라면 면제가 가능하다. 소수의 인

간생체조직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적절한 비용(reasonable cost)으로 인간생체조직

을 공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구위험관리국(OPRR)은 부분의 경우 인간생

체조직을 사용하는 연구는 Common Rule의 적용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침에 명확히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구위험관리국(OPRR)은 인간생체조직을 사용하

는 모든 최소 위험 연구(minimal-risk research)

가 그 조직(material) 취득 과정에 상관없이 IRB

의 신속심사 상이 된다는 것을 지침에 확실히 명시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자가 자신이 보유중인 코드화된 생체시료 혹은 

식별가능한 시료를 사용하여 익명화된 생체시료로 만

드는 것을 제안할 경우, IRB 혹은 연구자 소속기관

의 위임된 직원들(designated officials)이 IRB 

심사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생체시료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

◦생체시료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이 불필요하게 연

구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경우

4. 저장소(repository)는 코드화된 생체시료 혹은 누

구의 것인지 알려진 시료를 공개하기 전에 시료를 원

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자가 해당 연구는 적용되는 연

방규제를 준수한다는 문서 혹은 해당 연구가 그 연방

규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IRB가 인간생체조직을 사용하는 연구계획서를 검토

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IRB는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연구 설계에 한 완벽한 정당화. 단, 피험자

(subjects)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에 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해야 함.  

b) 생체시료가 획득되는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

c) 연구 상의 의료기록에 접근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분명한 계획을 제시

d) 의도하지 않게 연구 참여 상자의 비 정보가 공

개되는 데 해 연구 참여 상자를 최 한 보호하

기 위한 메커니즘의 충분한 설명

6. 인간생체조직의 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것은 치료목적을 위해 취득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와는 별도로 다시 취득되

어야 한다.

7. 치료목적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획득하는 

사람(의사 등)은 연구목적을 위한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를 환자가 거부해도, 치료의 질적 저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8. 연구자가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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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전에 획득된 코드화된 생체시료 혹은 식별가

능한 시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이것을 치료나 수

술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 공개(general releases)

하는 경우, 그것이 모든 종류의 연구에 해 무제한의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연구

자와 IRB는 현존하는 동의서들을 참조하여 연구의 

상이 되는 사람이 제안된 것과 같은 연구를 예견하고 

동의하였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현존하는 동의서

들이 충분치 못한 경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면제되지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 상으로부터 현재의 

연구에 한 동의서를 다시 받거나, 아니면 적절한 조

건 하에서 식별자(identifier)들을 제거하여 생체시

료들이 익명화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9. 동의서에는 인간생체조직을 수집․저장․적절한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험자가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options)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험자가 자신의 생체조직을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피험자가 연구에서 익명 혹은 식별불가능한 사신의 

생체조직만을 연구에 사용하도록 부분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피험자가 자신의 코드화된 생체조직 혹은 식별불가

능한 생체조직을 하나의 특정한 연구에만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경우 연구자가 다른 연

구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피

험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

◦생체시료가 취득된 것과 유사한 조건의 경우에 한

해, 코드화된 혹은 식별불가능한 생체시료를 사용토

록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경우 연구자가 다른 

연구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피험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락함.)

◦생체시료가 취득된 것과 관련된 모든 조건에 한해, 

코드화된 혹은 식별불가능한 생체시료를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경우 연구자가 다른 연

구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피

험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락함.)

◦피험자의 코드화된 생체조직을 미래의 어떤 종류의 

연구에 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허가함.

10. IRB는 연구에서 코드화된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 연

구 상에게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구는 개인 정보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충

분히 보호하는 경우

◦연구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제3자에게 한 공개

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연구 상이 된 사람이나 그들의 주치의

에게 연구결과를 알릴지 여부와 알리는 방법에 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단, 연구결과가 그들에게 이

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11. IRB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면제받는 것이 

연구 상의 권리와 복지를 손상시키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면제는 프라이버시나 

비 유지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연방 혹은 주정부의 

법률이나 일반적 관행을 위반하는가?

◦연구가 피험자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측면과 연관

되는가?

◦연구결과가 연구 상이 소속된 집단의 복지를 훼손

할 수 있는가?

12. 만일 현존하는 코드화된 생체시료 혹은 식별가능한 

인간생체조직을 사용하는 연구가 최소의 위험만 유발

한다고 판단되면, IRB는 45 CFR 46.116(d)(3)

을 적용한 필요가 없다. 단, 이 해석은 본 권고사항들

의 적용 이전에 획득된 인간생체조직을 사용하는 경

우에만 해당된다. 이 권고사항들이 적용된 이후 획득

된 인간생체조직의 경우 IRB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

추어 검토를 해야 한다.

13. 연구위험관리국(OPRR)은 동의서 면제의 네 번째 

사항 “필요한 경우, 피험자는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연구 참여 이후에도 제공받아야 한다.” (45 CFR 

46.116(d)(4))이 인간생체조직을 사용하는 연구

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자와 

IRB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14. IRB는 피험자에게 연구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일반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들

에게 이 사항들을 연구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가이드라인들은 연구결과의 공

개가 피험자에게 행해지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다

음과 같다.

a) 발견된 사항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하고 증

명된 경우

b) 발견된 사항들이 피험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

한 사항을 내포하는 경우

c) 피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이 중요한 사항을 해결하

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15.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예기되는 연구결과와 연구결

과를 피험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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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피험자에게 연구결과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한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16. 연구결과가 피험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적절한 의학

적 권고와 추천서(referral)가 제공되어야 한다.

17. 저장된 인간생체조직을 사용하는 연구는, 원 제공자

에게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개

인이 포함된 집단에 잠정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 있다. 연구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위험

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원 

제공자가 포함된 집단의 표자와 연구 설계에 해 

상담(consult)해야 한다. 

18. 어떤 연구계획서가 특정 집단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다면, 이 위험 가능성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

한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 반드시 공지되어야 한다.

19. 인간생체조직에 한 연구결과를 공표하려는 계획은 

연구결과와 연관된 개인 혹은 집단에 가해질 수 있는 

위해요소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20. 학술 단체는 인간 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로 출판할 때, 해당 연구가 Common Rule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정책은 모든 인간 상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 정책은 사적인 연구기금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해

당된다.

21. 보건성(NIH), 전문가집단, 그리고 보건기관은 연

구자들을 상으로 윤리문제 및 인간생체조직을 사용

하는 연구에 연관되는 규정에 해 지속적인 보수 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윤리문제를 모

범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22. 이 보고서에 제안된 권고사항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한다. 모든 연구 의뢰인

들(정부, 개인 사업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은 

이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3. 피험자의 진료기록과 인간생체조직 모두를 이용하는 

연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 주와 

연방의 입법자들은 두 경우에 조화롭게 접근할 수 있

는 법안을 개발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법률은 환

자의 기 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목적에 

한 적절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