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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임상시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4

김선욱1⦁정희원1⦁박미란2⦁정재용2,3⦁이근욱1,2,4⦁김지현1,4⦁이종석1,2,4⦁김광일1,4⦁김철호1,4

Current State and Future Improvement of the Elderly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Sun-Wook Kim, MD1, Hee-Won Jung, MD1, Miran Park2, Jae-Yong Chung, MD2,3, 
Keun-Wook Lee, MD1,2,4, Jee Hyun Kim, MD1,4, Jong Seok Lee, MD1,2,4,

Kwang-Il Kim, MD1,4, Cheol-Ho Kim, MD1,4

1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2Clinical Trial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3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4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Background: Clinical trials are widely used to approve the efficacy and discover adverse reactions of new drugs. How-
ever, there has been much concern about the unjustified exclusion of the older adults in clinical t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ageism in clinical trials and to find solution to any discovered discrimination.
Methods: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650 experts including doctors, pharmaceutical staff, and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members. An offline inquiry was conducted by 250 experienced professors from a single tertiary 
hospital and other allied professions. The questions covered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participation, possible reasons 
for under-representation, and plans for its solution.
Results: Among 1,900 subjects, 246 (12.9%) individuals completed the survey. We excluded the six subjects who did 
not answer more than 10 questions, and analyzed the remaining 240 respondents. They agreed that there are tendencies
to exclude the aged from clinical trials (69.2%), and that under-representation would cause difficulties for doctors and 
geriatric patients. Most people (84.6%) thought that treating older adults with the results from trials which exclude aged
participants is inappropriate. Because respondents had difficulties explaining the trial process and obtaining informed 
consent, they thought establishing a geriatric clinical trial team would be highly effective. Experts also believed that finan-
cial inducements and legal regulations are required to increase elderly enrollment.
Conclusion: Because the elderly have a unique physiology, the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 clinical research is indi- 
spensable for verifying efficacy and determining potential adverse reactions. Consequently, clinical research professio-
nals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older subjects, and the authorities must begin to care about age dis-
crimination in research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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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약적인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약제와 치료법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임상 연구 방법 

중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임상시험)는 새로운 약제나 치료

법의 효과와 안전을 입증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1). 내실을 기해 진행된 임상시험의 결

과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에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며, 미국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나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같은 관계기관이 

새로운 약제 또는 치료법을 허가하고, 치료의 적응증이나 대

상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2,3). 하지만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지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 방법을 이용하더라

도 치료를 적용할 인구에 대한 외적 타당도가 낮다면 임상 의사

나 의료 정책 입안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그 결과

는 곧바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4). 이렇게 약제

나 치료법의 임상 적용을 좌우하는 연구의 외적 타당도는 해당 

연구에 대한 피험자의 접근성이나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등에 영향을 받으며, 애매모호하거나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엄격한 임상시험 참여 기준은 외적 타당도에 큰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5).

특정한 약물에 의한 치료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서 균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치료 

효과의 부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엄격한 기준을 무리

하게 적용하여 피험자를 선별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모아진 특정한 피험자 집단에서만 임상시험이 이루

어지고 다른 집단들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면,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임상 의사는 신뢰 수준이 낮은 다른 근거

에 기반한 채 불확실성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하며, 임상시험에

서 제외된 집단의 환자들에게 차선의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6).

역사적으로 임상 연구에는 사회적 약자로 대별되는 어린이, 

노인이나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는데, 1997년에 Bugeja 

등7)은 1년 동안 4개의 주요 의학 잡지에 실린 연구 원저들을 

조사하였고, 약 35%의 연구에서 노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한 바 

있다8). McMurdo 등9)은 2004년 다시 같은 방법으로 4개 주요 

잡지의 원저를 조사하였는데, 1997년 당시의 35% 보다는 나

아졌으나, 여전히 15%의 연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을 피

험자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을 임상시험으로 한정한

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여러 진료과의 연구에 걸

쳐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1년부

터 한 해 발생하는 종양 환자의 절반이 70세 이상이며,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노인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암과 관련된 임상시험의 1/4에서만 노인이 피험자로 참여하

고 있다10,11). 심부전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 임상시험 참여를 촉구하는 PREDICT (increasing the PaRti- 

cipation of the ElDerly in Clinical Trials) 연구에 따르면 

251개의 심부전 관련 임상시험 가운데 25.5% 인 64개의 시험

에서 피험자의 나이 상한선을 임의로 정했다12). 또한 총 109

개의 임상시험에서는 나이 이외 다른 제한 조건을 통해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교묘히 막고 있었으며, 생존기간에 상관 없는 

가벼운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임상시험과 상관 없는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객관적인 검사 없이 신체 및 인지 기능 

장애를 규정하거나, 임상시험 진행에 있어 피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나 청력의 저하가 있다는 이

유를 들어 노인을 불합리하게 배제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 또한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2%로 여타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속도보다 빨리 고

령사회로 이행하고 있다13). 소득과 평균 수명이 함께 증가하

면서 노인 의료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진료비 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되며, 2012년 기준으로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14). 노인 인구와 노인 진료비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거친 신약이나 치료법으

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이 노인임에도 불구하

고 정작 노인이 얼마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국내 

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차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나 해

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국내 임상시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이 임상시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떤 점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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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 상

임상시험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으며, online (온라인)과 offline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으로 2013년 9월에 진행하였다. 온라인 조사로 국가임상사업단 

회원 1,070명과 현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280명, 서울

대학교 혈액종양내과 동문 120명, 그리고 임상시험 심포지엄 

참석자 주소록을 활용하여 알게 된 Contract Research Orga- 

nization 관계자 175명 등 총 1,650여명에게 이메일을 발송 

하여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 임상사업단, 대한

항암화학요법연구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제약협회 및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오프라인 조사로 Drug Information 

Association Korea (DIA KOREA), BIO KOREA 학회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였고,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 중 임상시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상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중 임상시험을 많이 시행하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교수를 상대로 다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 설문 조사 내용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이번 연구를 위해 개발하였으며, 크

게 네 파트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나이, 성별, 직업 등 

설문 참가자의 배경 정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 파트는 

현재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노인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들에 대

한 내용이었고, 네 번째 파트는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 네 번

째 파트까지 질문의 선택지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6단계로 나뉘어진 Likert scale을 사용하였

으며, 전체 문항은 총 51문항이었다(Appendix).

3. 통계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PASW Statis- 

tic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설문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분석 방법

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평균을 통해 알아보았고, 6단계 선택지

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이분

화하여 사용하였다. 답변 중 직군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설문 참여 이메일을 보냈던 

1,650여명 중 83명이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약 5.0%였다. 오

프라인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250부의 설문조사지가 배포되

었으며, 이중 163개의 조사지가 수거되었다. 온라인 및 오프

라인 조사에 응한 246명 중, 전체 51개 문항 가운데 10개 이상

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4명과 성별 및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240명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

석을 하였다.

240명의 응답자 중 97명(40.4%)은 남성이었으며, 25세 미

만이 4명(1.7%), 25세에서 34세 사이가 86명(35.8%), 35세에

서 44세 사이가 107명(44.6%), 45세에서 54세 사이가 31명

(12.9%), 55세에서 64세 사이가 11명(4.6%), 그리고 65세 이

상이 1명(0.4%)이었다. 직업별로는 임상 의사가 68명(28.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업계 종사자(64명, 26.7%), 임상시험 

수탁기관 종사자(46명, 19.2%), 보건 공공기관 종사자(17명, 

7.1%) 순이었다(Table 1).

전체 응답자 중 166명(69.2%)이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중 12명(5%)은 매우 동의함, 

71명(29.6%)은 동의함, 83명(34.6%)가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

하였다. 여성(62%) 보다는 남성(81.3%)이 더 노인의 임상시

험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다른 직종들(64.1 

%)에 비해 임상의사(83.8%)가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낮

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각각 p=0.001, p=0.003) (Fig. 1). 

203명(84.6%)의 응답자가 젊은 성인의 연구 결과를 추론하여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 비율은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205명

(86.1%)의 응답자가 “노인의 저조한 임상시험 참여는 노인을 

진료하는 임상의사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대답

하였으며, 188명(78.3%)의 응답자가 낮은 임상시험 참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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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n=240)
Characteristic No. of respondents
Age (yr)
  <25   4
  25–34  86
  35–44 107
  45–54  31
  55–64  11
  ≥65   1
Gender
  Male/female 97/143
Occupation  
  Clinical doctor  68
  Pharmaceutical industry  64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46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  17
  Research administration  12
  Institutional Review Board   3
  Others*  30
*Quality assurance auditors, pharmacists, reporters, statisticians 
were included.Fig. 1.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clinical trials.

Fig. 2. Would under-representation of the elderly in clinical trials cause difficulties for doctors and geriatric patients ?

노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2).

노인이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는 135명(56.3%)이 다약제 사용을 꼽았으며, 123명(51.3%)은 

동반질환이 많아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기대 여명이 짧기 때문에 피험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응답자 대부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Table 2).

노인 피험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노인의 경우 모집과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연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및 ‘노인의 경우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관심도

가 낮다’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Fig. 3).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은 피험자 모집, 

임상시험 의뢰자, 그리고 연구 설계 및 진행 측면에 따라 구분

하였다. 우선 피험자 모집 부문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모집 요건

이 있는 경우’ 또는 ‘노인을 피험자로 모집하는 것이 임상시험

의 필요 조건인 경우’라면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노인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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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ason why the elderly are not suitable for clinical 
trial
 Agree Disagree
Polypharmacy 135 (56.3) 105 (43.7)
Multimorbidity 123 (51.3) 117 (48.7)
High adverse reaction rate during 
clinical trial

 87 (36.2) 153 (63.8)

Decreased physical function  82 (34.2) 158 (65.8)
High drop-out rate  81 (33.7) 159 (66.3)
Decreased cognitive function*  72 (30.1) 167 (69.9)
Old age*  55 (23.0) 184 (77.0)
Short life expectancy  54 (22.5) 186 (77.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onresponse: 1.

Fig. 3. The difficulties in enrollment of older participants.

Fig. 4. Inducements to enroll more older participants.

적인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응답자들

이 공감하였다. 임상시험 의뢰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에 노인을 꼭 포함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인의 적절한 참여가 있었을 경우 ‘약물의 특

허 연장’이나, ‘해당 약물의 보험 적용 강화’ 등의 유인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연구 설계 및 진행 측면에서

는 ‘임상시험을 간단하게 설계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가장 많

은 지지를 받았으며, ‘임상시험 수행 직원이 노인을 안심시키

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내원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해 주는 

경우’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Fig. 4).

고   찰

이번 설문조사에서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저조한 임상시험 참여가 노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우려하였고, 그것이 임상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있어 어려

움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신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임상시험 피

험자 제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으나, 노인을 

피험자로 모집하는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젊은 성인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등 더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피험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노인으로 등

록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그 기준을 맞추는 연구자에게 잠재

적인 추가 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답변하였다. 또한 임상시험 의뢰자에 대한 

유인책으로 노인이 일정 비율 이상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면 해

당 약물의 특허를 연장해주거나, 보험 급여 기준의 완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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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데도 상당수가 동의하였다.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도 노인이 이해하고 따르기 쉽게 임상시험을 설

계해야 하며, 노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가족들을 면담하는 전담 연구 부서 또

는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는데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였다. 

더불어 노인들은 대중교통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 

능력이 제한되므로 유연한 추적 관찰 간격이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노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분포, 배설 등 전반적인 대사 과정이 

젊은 성인과 다르며,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많고, 다양한 동반 

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15-17). 

동반 질환이 많고 다약제 사용 빈도가 높아 치료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으며, 주목받는 연구 결과가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

로 도출된다 하더라도 노인에서 그 효능이나 안정성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하여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다18). 그러므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구는 임상 현장에서 그 약물이나 치료

가 행해지는 대상을 반영해야 하며,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막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19).

이에 미국노인병학회와 유럽노인병학회, 미국 FDA, 그리고 

European Medicine Agency는 2008년 미국 노인병 연례 학회

에 모여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

며, 노인의학계, 제약업계 그리고 관계 당국이 취해야 할 입장

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20). 그 내용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재정리 해보자면, 우선 임상시험 피험자에 대한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에 흔하게 사용되는 ‘건강한’, ‘성인’ 또는 ‘인지 기

능 장애가 없는’ 같은 말은 사실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묘하게 노인을 배제하

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21).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불식간

에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노인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차별에 악용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들은 제거해

야 한다. 두 번째로 좀 더 많은 노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참여한 노인의 중도 하차율을 낮추기 위해 노

인관련 교육을 받은 연구자나, 노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

팀이 필요하다. 노인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변 친족이나 친구

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스로 자신

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위임하는 경우

가 많다22,23). 또한 노인은 인지기능저하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

족 및 지인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24). 셋째

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나 다약제 사용을 객관

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교란 변수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젊은 성인

에게서 유용한 결과 지표가 노인에게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의 자립도나 재입원의 감소, 또는 

인지 기능 및 노쇠의 개선 등을 결과 측정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25).

식약처같은 관계 당국이나 제약회사 등 임상시험 의뢰자 

또한 노인의 임상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 감독 당국은 임상시험 참여 제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당하게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비율을 노인 피험자로 

등록한 연구에 한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임상시험 및 신약 

등록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등의 유인책도 함께 고려해 볼

만 하다. 제약회사는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귀찮은 일이나 

단순한 규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

는 약물을 임상시험 단계에서부터 검증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

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노인에서 약물 사용의 근거를 만들

어 놓는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나 윤리위원회에서도 피험자의 안전과 권리 이 외에 정당화되

지 않는 피험자 차별 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부당한 피험

자 배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26).

본 연구는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시행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실제로 노인의 임상시험 참

여율이 얼마나 낮은지, 어떤 이유로 임상시험 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 정량적으로는 알 수는 없었다. 또한 온라인 설문

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선택 편견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상의사의 경우 일개기관의 임상교수로 조사 대상이 

편중되어 있어 국내 임상시험 관련 직종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 

전문 종사자를 통해 현재 실태와 그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고, 

임상시험 및 노인 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도와 피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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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이유,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 본 국내 첫 

번째의 체계적 조사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자와 제약계, 그리고 관계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 노인 임상시험 참여를 좀 더 유도한다면, 좋은 내·외적 

타당도를 가진 임상 연구가 국내에서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결과물들은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데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연구배경: 새로운 약품이 개발될 때 그 효과나 안정성을 입

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돋보이게 하거

나 연구 진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노인 

임상시험 참여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의사, 제약 업계 종사자, 임상시험 수탁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1,650여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또한 노인 관련 임상시험 경험이 많은 일개 종합병원의 

내과, 신경과, 정신과 교수 250명을 상대로 오프라인 설문 조

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246명 중 20% 이상의 문항에 무

응답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69.2%가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낮은 편이

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직종들(64.1%)에 비해 임상의사(83.8%)

가 더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p=0.003).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노인의 저조한 임상시험 참

여율이 치료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86.1%), 노인들에

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78.3%) 대답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추론하여 곧바로 노인에게 적

용할 수 없다는데 84.6%가 공감하였다. 전문가들은 노인 피험

자 모집에 있어 ‘임상시험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

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피험자 중 일정 비율을 노인으로 

할당하는 방법’과 ‘노인 피험자 모집에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 

‘노인 전담 연구 인력 충원’, 그리고 ‘임상시험 추적 관찰 시 교통 

편의나 유연한 일정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었다.

결론: 노인은 약물의 작용 및 대사 과정이 젊은 성인과는 

다르며, 동반 질환이 많고 다약제 사용이 흔하므로, 성인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임상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임상 

적용에 있어 유용하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노인 친화

적인 연구 설계 및 진행에 힘쓸 필요가 있다. 감독 당국이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는 피험자 선정 과정에서 노인을 부당하

게 차별하지 않는지 살펴야 하며, 제약업계 또한 노인에 대한 

효능 및 부작용 검증이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

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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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노인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Part 1. 개인정보처리  설문작성 지침 

1. 개인정보처리지침

아래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만으로 중복설문을 예방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충실히 응해주신 응답자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본 조사의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면 이를 회신 드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유통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 종료 후 보안을 유지한 채 삭제될 것입니다.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 메 일:

소속기관:

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과 처리절차에 동의합니다.

2. 설문작성지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택 상자에 표시하거나 문장 형태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선택 상자에 선택하는 방식의 질문에서

는 해당하는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모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rt 2. 설문 참가자 배경정보 

다음은 여러분의 배경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연령 

25세 미만   25-34   35-44   45-54   55-64   65-74   75세 이상

2. 성별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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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분야

임상연구의사

제약업계종사자

임상시험 수탁기관 종사자(CRO)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임상연구윤리위원회 

기타 (             : 구체적으로 기술)

Part 3.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율에 한 질문  

다음은 노인임상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3.1 귀하는 노인의 임상시험(특히 의약품시험)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3.2 노인의 저조한 임상시험 참여가 결과적으로는 노인 스스로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임상시험

을 통해 새로이 시도되는 치료 기술 및 신약물에 대한 기회로부터 배제되므로 젊은 피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를 덜 

받게 될 수 있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3.3 노인의 저조한 임상시험참여가 임상의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Part 4.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 

4.1 다음의 항목들은 임상시험 디자인 단계에서 연령의 상한선을 두는 이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래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4.1.1 노인은 동반이환비율이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2 노인은 다중약물사용 비율이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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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노인은 기대여명이 짧기 때문에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4 노인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5 노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므로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6 나이가 많은 것 자체가 임상시험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7 노인의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8 노인의 경우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9 65세 미만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로 노인에게도 예측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노인을 등록하여 

임상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10 노인의 경우 동의서 취득이 어렵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11 노인의 경우 가족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걱정하거나 반대 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 다음은 임상시험계획서에 연령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도 임상의가 노인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4.2.1 노인은 동반이환비율이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2 노인은 다중약물사용 비율이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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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노인은 기대여명이 짧기 때문에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4 노인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5 노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므로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1.6 노인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7 노인의 경우 임상시험참여를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8 노인의 경우 모집과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9 노인의 경우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10 노인의 경우 연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4.2.11 노인의 경우 모집이 어렵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Part 5.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한 방안 

5.1 다음은 임상의가 노인 피험자를 활발히 모집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5.1.1 노인을 임상시험에 참여시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추가 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1.2 노인을 피험자로 모집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특정 필요조건인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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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나이와 관련된 특이적인 모집 요건들이 있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 다음은 노인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5.2.1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상 이익이 있을 경우 (예, 기대여명의 증가, 삶의 질 개선 등)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2 노인 피험자가 임상시험참여를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3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치료나 추적조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4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교통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5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이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갖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6 임상시험에 참여하더라도 가족부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를 의미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7 피험자의 스케쥴에 따라 시험 일정 및 약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8 임상시험이 가능한 간단하게 설계된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9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10 전문가가 피험자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였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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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긴밀한 가족구성원 또는 절친한 친구(또는 중요한 다른 인물)가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할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2.12 추적 평가가 집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3 다음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노인 피험자를 활발히 모집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5.3.1 약물 특허의 연장 또는 해당 약물의 보험적용 등의 적절한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5.3.2 임상시험에 반드시 노인을 포함하여 모집하여야만 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Part 6. 노인 상 임상시험과 련 규정 

6.1 귀하는 임상시험 수행에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2 귀하는 노인 임상시험에 대한 현재 방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 

6.3 귀하는 현재 임상시험에 대한 국내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 

6.4 귀하는 본인 스스로가 임상시험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