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Article
Neonatal Med 2014 February;21(1):1-9 
http://dx.doi.org/10.5385/nm.2014.21.1.1 
pISSN 2287-9412 . eISSN 2287-9803

ABSTRACT

The survival rates of high-risk infants and premature infants have increased, and 

the morbidity rates among survivors have decreas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However, in the real neonatal care practice, many 

drugs, medical devices and treatment protocols have been used based on results 

of studies in adults or older children, despite their lack of proven safety and 

efficacy in neonates. In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pediatric 

clinical trials have been activated by several efforts of the government or national 

union, clinical trials targeting newborn or premature infants remains a challenge. 

Recently, political movements and efforts to promote pediatric clinical trials have 

been started in Korea, increasing the number of clinical trials conducted among 

children. However, neonatal clinical trials account for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se trials. Performing neonatal clinical trials has many obstacles in terms of not 

only ethical and technical issues, but also the specific metabolic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onates. Nevertheless, neonatal clinical trials are definitely 

needed to assure that safe and optimal evidence-based-therapies are applied in this 

speci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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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는 최근 50-60년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세계적으로 고위

험 신생아 및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여 생존한 신

생아들의 질병 이환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생아 진료의 현장에서는 많은 약제와 의료기기 및 치료 프로토콜 등이 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채 성인이나 큰 소아 대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보고에 따르면 신생아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55-80%가 신생아에의 사용이 허가

되지 않았거나 허가사항이 없으며, 병원에 입원하는 신생아의 80-97%가 적어도 하나 이상

의 허가 사항이 없는 약물을 투여 받고 있다1-5). 

1968년 Harry Shirkey6)는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임상연구의 피험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약품 허가 이후에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정보가 없거나 부실한 소아 및 신생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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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컬어 ‘치료적 고아(therapeutic orphans)’이라고 명명하였

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장기 발달 

상태나 성숙도가 성인과 다른 소아나 태아에서 예상하지 못한 약

물 이상 반응이나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에 더해7-9),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

면서10), 임상시험의 피험자 대상에서 소아가 제외되고, 결국은 소

아 사용의 허가 약물이 줄어든 1900년대 사회상을 반영한다. 많은 

Figure 1. Developmental changes in physiologic factors that influence drug metabolism in 
neonates and children. Physiological changes in multiple organs and organ systems during 
development are responsible for age-related differences in drug disposition. (A) The activities of 
many cytochrome P-450 (CYP) isoforms and a single uridine diphosphate glucuronosyltransferase 
(UGT) isoform are markedly diminished during the first 2 months of life. (B) Age-dependent 
changes in body composition, which influences the apparent volume of drug distribution. Infants 
in the first 6 months of life have markedly expanded total-body water and extracellular water, 
expressed as percentages of total body weight, as compared with older infants and adults. (C) Age-
dependent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s with hepatic drug-
metabolizing enzymes (A), the activity of CYP1A1 in the intestine is low during early life. (D) The 
effect of postnatal development on the processes of active tubular secretion, represented by para-
aminohippuric acid clearance and the glomerular filtration rate, both of which approximate adult 
activity by 6 to 12 months of age. (E) Age-dependence in the thickness, extent of perfusion and 
extent of hydration of the skin and relative skin-surface area (reflected by body surface area to body 
weight ratio). Although skin thickness is similar between infants and adults, the extent of perfusion 
and hydration diminishes from infancy to adulthood. From Kearns GL, et al. N Engl J Med 
2003;349:1157-67 [11]. Copyright 2013, with permission from the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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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들의 허가사항에는 ‘소아 및 신생아 안전성 미확립’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소아나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의약

품은 극소수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소아 영역의 진료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 허가된 연령 및 적응증에서 벗어나는 치료

를 지속하게 되었고, 1990년대 말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많은 반성과 자각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후 정부나 국가연

합 차원의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장려가 시작되었고, 여러 

노력에 의해 소아 대상 임상시험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신생아나 미숙아는 큰 소아와는 또 다른 질환적인 특수성

을 갖고 있으며,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임상시험이 수행되

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어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의 발전은 매우 미

미하였고, 아직도 ‘치료적 고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의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왜 신생아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신체 구성 장기와 대사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태

어나고 신생아와 소아 시기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하며, 그 

중에서도 출생 후 1년 동안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소아의 생

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

이며, 소아과학은 이 대전제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아 중에서

도 신생아의 대사 및 장기 기능은 큰 소아와는 또 다른 생리학적 

특성을 지닌다(Figure 1). 신생아일수록 모든 장기의 기능은 미숙

하며, 특히 조산으로 일찍 출생한 미숙아나 자궁내 성장지연을 겪

은 저체중 출생아는 그 생리학적 기능의 미숙한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약물의 대사 능력과 결부되어 약동학적, 약력학

적 반응이 성인이나 큰 소아와는 다르게 나타나며, 의료기기나 특

정 치료법에 대한 반응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11). 예를 들

어, 신생아에서는 위액 분비가 적어 위의 pH가 높고, 장 운동이 감

소되어 있어 경구로 투여된 약물의 안정성 및 흡수되는 정도가 성

인이나 큰 소아와는 매우 다를 수 있다12). 또한 약물 대사를 담당

하는 간의 CYP 효소 활성도가 생후 1개월까지 성인의 20-25% 밖

에 되지 않으며11), 약물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 역

시 신생아에서 큰 소아나 성인과 매우 차이를 보여, 만삭아와 미

숙아의 사구체 여과율은 출생 직후 각각 2-4 mL/min/1.73m2, 

0.6-0.8 mL/min/1.73m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이는 생후 2

세까지 서서히 증가한다13). 이렇듯 신생아는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에 관여하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미숙하

며, 생후 나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므로 약물 투약량이나 투

약 간격은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또한 소아는 인체의 각 부분과 모든 장기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

고, 특히 신생아나 태아의 경우는 그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약물이나 의료기기의 치료적 적용이 출생 후 빠르게 성장하는 각 

장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는 이들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인 임상연구를 통해서

만 확인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신생아 및 미숙아는 질환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개존증, 기관지폐이형성증, 뇌실

내출혈, 미숙아 망막증, 뇌실주위 백실연화증 등 신생아에서만 발

생하는 특수한 질환들은 큰 소아나 성인에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상기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소아나 

성인의 임상 연구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 

중 많은 질환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복잡

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대상 임상 연구가 없

이는 질 높은 치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없다. 

소아 및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의 전세계적인 동향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의 현황을 확인하기에 앞서, 소아 대상 임

상시험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인간 대상 연

구의 윤리성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1960년대에 국제적으로도 유

명한 일련의 비인도적 연구 및 실험들이 폭로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연구 윤리에 대한 자각이 시작이 되었다
14). 그 중 1974년에 발표된 ‘인간 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벨몬트 보고서는 이후 모든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나15), 자율성이 결핍된 

취약한 피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적용 지침은 소아 대상 임상 연

구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1년 미국에서 조사

된 약물 편람(Physicians’ Desk Reference)에 따르면, 약물 목록 

가운데 81%가 소아나 신생아의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

고 있었다. 

이에 1998년 3월,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연구 피험자에 소아를 포함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고, NIH의 기금을 받는 연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상시험

의 피험자에 소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그 이후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2001년 ‘소아 보

건법(Children’s Health Act)’에 따라 임상시험에 소아를 위한 추

가적인 보호 규정을 채택하였고16), 2002년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제약회사에게 시장 독점권을 6개월 연장해주는 ‘소아 

약품법(Best Pharmaceuticals for Children Act)’을 제정하였다17). 

또한 2003년 ‘소아 연구 동등법(Pediatric Research Equity Act)’

을 제정하여 정부가 특정 제약회사에게 소아에 대한 약물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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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18).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 의약

품기관(European Medicines Agency, EMEA)이 주도하여 1997

년에 소아 대상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

었고19), 2002년부터는 소아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제약회사에

게 약물에 대한 시장 독점권을 6개월 연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

기 시작하였다16). EMEA는 2004년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규

율을 제정하여 배포하고20,21), 2007년에는 ‘소아 규율(Paediatric 

Regulation)’을 시작하여 2008년 7월 이후 신규 허가를 받고자 하

는 모든 약물은 임상시험의 대상에 소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

였다22).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부터 소아 대상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초부

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는 321개 이상의 약물이 소아 처방 지침

을 추가로 갖게 되었고24), 유럽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

년간 358건의 소아 처방 관련 허가사항의 변화가 있었다23). 

그러나 허가 사항이 추가된 소아 대상에 신생아가 포함되는 경

우는 거의 없었다. 미국 FDA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 소아 대상 

처방 지침이 추가된 159개 약물 중 11개(7%)만이 신생아 대상 지

침을 포함하고 있었고24), 2000년대 전체를 합쳤을 때에도 새로 소

아 처방 지침이 추가된 321개의 약물 중 오직 15개(4.7%)만이 허

가 사항에 신생아 용량이 명시되어 있었다24). 

2000년부터 시작된 미국 NIH에서 운영하는 국제 임상연구등록

시스템인 ClinicalTrials.gov 웹사이트에 등록된 임상 시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6월 시점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39,731

건의 임상시험 중 9,842건(25%)이 소아 연령의 피험자를 포함하

고 있었다. 그 중 약물 관련 시험은 69% (6,788건)였는데, 신생아

가 약물 투여의 대상이 되는 연구는 오직 6% (418/6,788) 밖에 되

지 않았다24). 유럽의 임상시험 통계의 경우, 2006년 이후 6년간 유

럽에서 소아가 피험자에 포함된 전체 임상시험 1,749건 중 신생

아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임상시험은 455건으로 26%에 그쳤고, 

신생아 단독 대상 임상시험은 8건(0.5%)밖에 되지 않았다25). 또

한 유럽 전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소아 31,783명 중 미숙아는 

2,533명(8%), 신생아는 1,157명(3.6%)로 보고되었다25).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동안 임상시험의 피험

자에 ‘소아’가 포함되어야 하는 강제력만 있었지, ‘신생아’가 포함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신생아’를 피험자에 포함시키면 

시장 독점권을 추가로 연장해준다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

분의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나이 많

은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또한 성인이

나 큰 소아에 비해 환자 수가 적고 전체 인구 대비 발병빈도가 낮

은 신생아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낮기 

때문에 여러 제약회사들은 이를 기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부나 국가연합 차원의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장려

가 부족했고, 제약회사 등 기업에 의한 약물 개발에 있어서 신생

아 영역 임상시험의 발전이 미미한 것에 비해, 신생아 전문 의사

들의 자체 협력을 통해 신생아 및 미숙아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한 전세계의 여러 임상 연구 네트워크는 여러 괄목할만한 성

과를 이루었다. 1986년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지원 아래, 미

국의 18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모여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

고 더 나은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생아 연구 네트

워크(Neonatal Research Network, NRN)를 시작하였는데, 이 네

트워크를 통해 2013년 8월까지 18개의 다기관 관찰적 임상연구

와 34개의 다기관 중재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26). 일본 역시 과학

적인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1998년 일본 신생아 연구 

네트워크(Neonatal Research Network JAPAN, NRNJ)를 시작하였

고, 일본 보건복지부 아동가족부처와 보건노동부 약품안전청의 

지원을 받아 현재 32개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포함된 전국적

인 다기관 네크워크를 형성하였고, 다양한 신생아 질환에 대한 관

찰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27). 

소아 및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의 한국 현황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소아 대상 임상시험의 활성

화에 대한 자각이 늦게 시작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나 움

직임이 최근까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내세울 수 있는 

국내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규정이나 정부차원의 추진 계획

(initiative)은 부재하며, 소아 대상 임상시험을 시행한 제약회사에 

대한 특허권이나 시장 독점권에 연장을 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도 없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은 2002년 12월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

cation) 제도를 시작하여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사

업을 시작하여 정부 차원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민간 센터 9개소와 정부지원 센터 15개소 등 

20개가 넘는 임상시험센터가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소아 임상시험센터가 따로 마련된 곳은 전국에 1곳(서울대학교병

원 소아임상시험지원실, 2012년 1월 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다.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한국의 임상시험을 확인해보면, 

2012년 한해 동안 등록된 총 636건 중 81건(12.7%)이 소아를 피

험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고, 이 중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

은 7건(1.1%)밖에 되지 않았다. ClinicalTrials.gov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된 한국의 소아 대상 임상시험만 분석해보면, 

2000년에 1건을 시작으로 2012년에 8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

으나(Figure 2),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전체 467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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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2.6%)만이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

이나 유럽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Table 1).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도 소아 및 신생아에

서의 임상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아주 최근 정

부 및 학계로부터 여러 발전적인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아 및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지원하는 첫 움직임은 2008년에 시작되었다. 국내 임상시험

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발족된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rea National Enterprise for 

Clinical Trial, KoNECT)은 2008년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약동-

약력학적 모델링 기반 맞춤 세포독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시

험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신생아와 미숙아에서

의 약물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하게 되었

다. 2013년 현재까지 KoNECT이 지원한 소아, 신생아 및 주산기 

집단 대상 임상시험은 전체 59개 과제 중 5개이며, 예산으로 따지

면 10억원 규모로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한국 식약처(MFDS)는 2011년에 소아 환자에게 허가사항 없

이 투여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용

역 연구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7개 분야의 약물에 대한 소아에서

의 허가 초과 사용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연구를 지원하였다. 그

러나 소아 피험자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한 첫 시

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에 전향적 및 후향적 검증을 포함하는 다년도 허가 초과사용 의약

품 연구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3년 2월에는 소아, 신생

아 및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

하여 소아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표준화하고 소

아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

명하였다28,29). 

정부차원의 신생아 연구 활성화 이외에도, 대한신생아학회는 

2012년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다기관 신생

아 연구를 위한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를 발족하였다30,31). KNN은 이제 막 시작하여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신생아 사망 및 주요 합병증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저출생체중아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I)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웹 기

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근거 중심 질병관리기반 및 다기관 연구

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대책

1. 국가의 제도 보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소아 대상 임상시험을 

Fig. 2. Annual change in the number of pediatric clinical 
trials in Korea that were registered in ClinicalTrials.gov 
between 2000 and 2012.

Table 1. Details of the Pediatric Clinical Trials in Korea that 
were registered in ClinicalTrials.gov between 2000 and 2012

Number (%) SIT IIT

PEDIATRICS

Cardiology 10 (2.1) 3 7

Endocrinology 29 (6.2) 26 3

Gastroenterology 32 (6.9) 16 16

Hemato-oncology 101 (21.6) 19 82

Infection 52 (11.1) 41 11

Intensive care 1 (0.2) 0 1

Immunology 7 (1.5) 6 1

Neonatology 12 (2.6) 3 9

Nephrology 15 (3.2) 3 12

Neurology 30 (6.4) 27 3

Pulmonology 32 (6.9) 25 7

SURGERIES

Pediatric surgery 8 (1.7) 0 8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4 (0.9) 0 4

Otorhinolaryngology 2 (0.4) 0 2

Neurosurgery 2 (0.4) 0 2

Orthopedics 11 (2.4) 2 9

Ophthalmology 18 (3.9) 2 16

Urology 12 (2.6) 6 6

DERMATOLOGY 7 (1.5) 4 3

PSYCHOLOGY 29 (6.2) 14 15

EMERGENCY MEDICINE 6 (1.3) 0 6

RADIOLOGY 9 (1.9) 2 7

REHABILATORY MEDICINE 13 (2.8) 6 7

ANETHESIOLOGY 25 (5.4) 0 25

TOTAL      467 205 262

Abbreviations: SIT, sponsor initiated trial; IIT, investigator initiated 
trial



6 Juyoung Lee, et al. 
Current Status of Neonatal Clinical Trials in Korea

활성화시키고자 시행하였던 여러 가지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앞

으로 나아갈 방향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

험의 대상에 소아 및 신생아를 포함시킨 제약 회사에게 시장독점

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아나 신생아 대상을 포

함시켜야만 약물에 대한 승인을 허가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

되지 않으면, 시장성 및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소아 대상, 심지어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또한 이미 허가 초과 범주로 신생아에게 상용화되고 있는 많은 

약물과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경제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생아에서의 허가를 위한 전향적 임상시

험이 부재하나, 오랫동안 임상적 경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

물들은 임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허

가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또는 비급

여가 되는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오래된 약물이나 

의료기기인 경우 제약회사가 앞서서 이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행

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연구자에게 이에 대

한 임상시험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허가사항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약물에 국한하지 않고 신생아용 의료 기기, 특정 질환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적정 치료

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신생아 전문 

의사인력 외에도 약리학자, 통계학자, 의공학자, 보건 관련 전문인

력 및 공직자 등의 다각적 방면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연구가 필

요하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제도적 보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2. 임상시험 방법의 개선

약물의 개발 단계뿐 만 아니라 약물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

는 약물의 동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생아의 경

우, 성인이나 큰 소아와 달리 빠른 성장 및 발달 과정으로 인해 

약물 동태의 개인간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신생아에서는 약

물 동태나 약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하

거나 적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

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집단 약동학(population 

pharmacokinetics)을 신생아 약물 요법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유

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조명을 받고 있다32). 집단 약동학은 체중, 

나이, 재태연령, 신장기능, 간기능 등 약동학에 중요하게 연관되

어 있는 변수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연구 대상이 되는 피험자의 수

나 채혈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수를 

모으기 어렵고 일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채혈을 하기 어려운 신생

아 및 미숙아 대상 약동학 임상시험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

럽연합(EU)에서도 2007년 ‘소아 규율(Paediatric Regulation)’을 

제정할 때,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집단 약동학의 역할을 언급하였

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연

구진은 신생아와 미숙아에서 약물의 집단 약동학을 적용한 임상

시험 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를 시작하여 신생아 약물 요법에

서의 집단 약동학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였고33), 이후 2013년

까지 5가지 약물에 대해 집단 약동학을 적용한 임상시험을 수행

하였다. 집단 약동학은 재태 기간 및 출생 체중, 출생 후 나이에 따

른 적절한 약물 용량이나 간격 등 투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신생아 영역에서 신약 및 허가 초과 사

용 약물에 대한 약물 동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리라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허가 초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

해서는, 다시 인력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보

다는, 체계적인 후향적 연구를 디자인하여 약물의 유효성이나 안

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향적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구하기 위해

서는 많은 환자수가 필요하므로, 단일 기관 연구보다는 다기관 연

구가 도움이 된다. 2012년 발족한 KNN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잘 마련하고, 더 나아가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이

는 향후 다기관 대규모 연구를 주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유

의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세세한 방법론적

인 고려도 필요하다.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려

면, 신생아에게 투여하기에 적절한 약물 제형이나 의료기기의 신

생아용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구된다. 신생아에게 약물을 투여하

는 경우 적절한 용량 계산이 어렵거나 소량을 희석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고, 성인이나 큰 소아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약품 첨가

제는 신생아에서 독성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령에 맞는 제형과 함량이 개발되어야 하고, 

시험약의 염이나 화학적 골격이 신생아의 적절한 전해질 농도 유

지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29). 또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미숙아 대상의 경우, 임상 시험 약은 경관 투여

가 가능한 액체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고, 약물의 점성과 입자 크

기, 관내 흡착 정도, 튜브를 통해 주입되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

용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29). 의료기기의 경우, 500 g 미만의 초미

숙아에서부터 3-4 kg에 달하는 신생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목

적의 기기 효과를 달성하려면 각 체중과 나이에 맞는 인터페이스

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숙아의 작은 흉곽으로부터 심

전도를 확인하려면 작은 흉곽과 매우 높은 피부 전도율에 맞게 특

수 제작된 심전도 전극이 필요하며, 미숙아의 호흡 보조를 위해서

는 미숙아의 작은 기도와 작은 입, 콧구멍에 맞춰서 개발된 호흡 

전달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미세한 프로

그램도 요구된다. 또한 신생아나 미숙아는 자가 평가의 보고가 불

가능하므로 신생아의 생체 반응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

적인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각 도구는 신생아 평가에서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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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윤리적 고려

가능한 한 모든 임상 데이터는 가장 취약성이 낮은 집단에서 얻

어지는 것이 윤리적이다. 신생아와 미숙아는 기본적으로 취약성

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집단이 없으므로 임

상시험이 필수불가결하여, 임상시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신

생아나 미숙아는 본인 스스로 연구에의 참여를 결정할 수 없으므

로, 법적 자격을 갖춘 부모나 부모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임상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리 동의가 갖게 되는 윤리적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해와 자발성,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충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34).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의 피험자 수는 통계적 

검정력을 충분히 가지면서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

능한 가장 작은 규모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조기

에 입증된다면 조기 종료도 염두에 둘 수 있다. 또한 위약이나 대

조약의 사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위약이나 대조약 사용에 따른 

불가역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료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미리 정해놓은 방법으로 구제 치료를 하거나 미리 정해놓은 

범주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탈락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이에 해

당한다29). 

또한 신생아 임상시험에서는 침습적인 과정이나 통증을 최소

화하는 시험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생아와 미숙아

는 절대적인 혈액량이 적으므로, 혈액 채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micro-assay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혈액 이외에 타액이나 소변 

등 다른 비침습적인 검체 채취방법의 사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혈

액 채취의 반복적 과정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취 간격을 조절

해야 하며,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구용 포도당

이나 국소 마취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상시험에 침습적인 과정

이 포함된다면 안전성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전도, 혈

압, 산소포화도, 호흡, 맥박 등의 생체 활력 징후는 기본적으로 포

함되어야 하고, 중요하고 대사적으로 높은 활동을 갖는 골수, 간, 

신장 등의 기능 또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29). 성장하

는 각 장기에 미치는 장기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현재 한국 식

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는 최소한 취학 연령까지 

피험자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론

신생아에게는 신생아에서의 사용이 과학적으로 평가된 치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임상시험의 부재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과거에 발생되었던 여러 비극적인 사건이 현재에도 얼마든지 재

현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생아와 미숙아는 신체 여러 장기 능

력이 미성숙하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기

술적인 면에서 여러 제약이 있다. 그러나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 및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

진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

정한 의미의 최상의 의료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신생아 임상시험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널리 인

정되어 정부와 기업과 학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이고 윤리적인 신생아 임상시험을 하

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생아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

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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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생아 대상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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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김한석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고위험 신생아 및 미숙아의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생존한 신생아

들의 질병 이환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생아 진료의 현장에서는 많은 약제와 의료기기 및 치료 프로

토콜 등이 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채 성인이나 큰 소아 대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되어 사용되고 있

다. 서구 선진국은 정부나 국가연합 차원의 장려와 노력으로 소아 대상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신생아나 미숙

아 대상 임상시험의 발전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역시 아주 최근에 들어서 소아 대상 임상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며 임상시험 수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은 매우 적은 비

율을 차지한다. 신생아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제약이 있으며, 성인이나 

큰 소아와는 다른 여러 가지 대사적, 생리적 특징을 가지므로 실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 

및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를 바탕으로 신생아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최상의 

의료를 실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