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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지난 5월,식약청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실사를 받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고민했었습니다.그 문제들 중 하나가 논문 주제로 이어져,오늘 이렇게
뜻 깊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찾아뵈었을 때 흔쾌히 허락해주시고,자신감을 갖고 진행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손명세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연구의 큰
흐름을 잡아주시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함께 고민해주신 김소윤 교수님,현실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연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박민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논문 작성의 기본기를 일깨워주신 김인숙 교수님의
가르침과 열정은 언제나 제 연구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잡아주신 이일학 선생님,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겨주신 이경석 선생님,학위논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신 박인경 선생님,
이은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워 한 발 물러나고 싶을
때 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대학원 모든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은 고이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쫓기는 듯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영동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식구들에게

우정어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묵묵히
지켜봐 줘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다른 걱정 없이 논문 쓰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배려 덕분입니다.겸손한 자세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임인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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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임임임상상상 연연연구구구 심심심의의의에에에서서서의의의 '''MMMiiinnniiimmmaaalllRRRiiissskkk'''판판판단단단 기기기준준준

본 연구는 임상 연구의 심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개념인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위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용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최소한의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여러 관련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위험과 관련된 논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그리고 국내/외의 주요 규정 및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최소한의 위험
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국내 현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제안하였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최소한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 방

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종류의 일상생활이나 일상 검사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대적 해석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일관된 위험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최소한의 위
험을 약간 넘는 위험의 개념은 소아 대상 연구에서 적용되며,사회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구의 실험적 특성으로 인하
여 치료적 혹은 비치료적 연구로 이분하여 판단할 경우 피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므로,각 연구가 포함하는 여러 중재 절차들 각각을
고려함으로써 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가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나,대부분의 국내/외 규정과 지침들은 위험과 이익의 평가에 대한
원칙적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국내 주요 기관들의 표준작업지침서 역시
이에 대한 고찰 및 적용이 미흡한 상태이다.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판단이 사회에 따라,또는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

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최소한의 위험과 관련된 개념의 구체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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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리고 어떤 해석 방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를 결정하여 실제 임상
연구의 심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이는 피험자의 안
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단계인 위험/이익 평가가 합리적이고 일
관적으로 수행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임상 연구,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험/이익 평가,최소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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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생명 의학의 진보와 함께 생명의료 연구의 진행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식품
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건수는 총 338건에 이르고 있으며,이 중 131건은 2007년에 새로 승인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임상시험이다.여기에 임상연구자들이 순수 학술적인 목적으
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를 포함하면 총 임상연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국제적 임상시험의 실시 건수가 증가하고,임상시험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부 및 학계,산업계는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 연구를 관리하는 새로운 부서인
임상관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임상연구를 관리하고 있고,학계 및 산업계는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하지만,아무리 뛰어난 시설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면,지난 역사 속에 우리가 겪어
온 연구 부정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때문에 높은 수준의 임상 연구 심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이를 위하여 적절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이 적
용되기 시작하였고,2005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기틀을 마
련하였다.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생명윤리심의위
원회는 임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인 측면을 심의해야 한다.
각종 규정 및 지침들이 연구 참여자의 권리,안전 및 복지의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뼈대를 제시한다.그러나 연구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구의 심의에 혼란을 겪고 있다.
각 기관이 마련하여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 역시 그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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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고 있다.

연구자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피험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
하여 이들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는 연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피험자1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한데,이를 위해서는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과 연구 참여로 인하여 피험자가 얻
게 될 이익의 비율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또한 위험과 이익의 판단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하지만,국내 규정은 위험
과 이익의 평가 및 최소한의 위험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임상연구 심의 시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에 관하여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정의는 미 연
방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최소한의 위험이란 연구에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함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반적인 신체 또는 심리 검사 동안이나 일상생활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정도보다 크지 않은 것을 말한다.2그러나 실제 임상연구 심의 시에
이 정의를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즉,연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위험 및 이익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고,어떤 기준을 최소한이라고 볼

1 인간 피험자(Humansubjects)라 함은,연구자가 중재 또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사적 정보 및 자료를 얻는 연구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2 미국의 연방 규정 원본 CodeforFederalRegulation.
Title45PublicWelfare,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Part46Protection
ofHumanSubjects(2005.6.23개정)SubpartA.BasicHHS policyforprotectionof
HumanResearchSubjects.Section46.102Definitions
Title21FoodandDrugs,FoodandDrugAdministration,DepartmentofHealthand
Human Service Part56 InstitutionalReview Boards.(2003.4.1 개정)SubpartA.
GeneralProvisions.Section56.101Scope
(i)Minimalriskmeansthattheprobabilityandmagnitudeofharm ordiscomfort
anticipated in the research are notgreaterin and ofthemselves than those
ordinarilyencounteredindailylifeorduringtheperformanceofroutinephysicalor
psychologicalexaminationsor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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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때문에 위와 같은 정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의 위험을 판단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미국
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BioethicsAdvisory Commission)의 일부는
요추 천자가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해악의 위험이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반대로 2001년 국가인간연구보호자문위원회(NationalHuman
ResearchProtectionsAdvisoryCommittee,NHRPAC)는 이것이 최소한의 위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하였다.Wendler등(2005)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
원들이 아동 대상 연구의 위험/이익 평가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2년 5-8월 188명의 미국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장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
화 조사를 실시하였다.질문은 총 21문항으로,연구에서의 중재가 연구 참여 아동
에게 직접적 이익을 제공하는지,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연구에서의 위험을 분류할
때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미 연방 규정에서의 정의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그 결과,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allergyskintest)는 이미 일
상 검사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70%의 위원장이 이를 최소한의 위험 이상으로 판
단하였다.자동차 여행과 사망률이 1/100,000으로 같은 약동학 연구에 대해서는 전
체 응답자의 59%가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증가된 위험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은,미국 연방 규정의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정의가 가장 처음 마련된 정의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사용이나 평가의 범위,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기
준을 정하기보다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한다.네팔이나 인도에서는 ‘최소한의 위험’의 관련 요인들에 대한 규정상의 정의
를 내리지 않고 윤리위원회(EthicsCommittees)가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한다.이
런 접근 방식은 분명 최소한의 위험을 정의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애매하게 정해진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또한 임상시험심
사위원회가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단 과정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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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Wendler2005).하지만 규정이 가지는 해석의 모호하여 각각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위험/이익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연구의 승인 여부
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진행에는 커다란 장애물
이 된다.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검토에 대한 신
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직관과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를 내리게 된다.그들은 활동에 대한 친밀감,활동의 관리 수
준 및 가역성을 포함하는,위험의 정도가 아닌 활동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의 잠재적 해악의 정도를 판단한다(Wendler,andEmanuel2005).

구체적인 정의 기준의 부재,위원회마다 상이한 판단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그 주요 내용은 기존의 연방
규정 정의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즉,
연방 규정은 최소한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신체적/정신적 검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일상생활’이라 함은 어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는다.또한 피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최소
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최근 이에 대한 여
러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지
금까지의 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사항들을 검토하
고,각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하며,국내 기관들은 최소한의 위험에 대하여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 개발을 위한 토
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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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위
험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주요 국가의 규정 및 지
침 현황을 파악하며,국내 임상연구 심의 기준에서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다.이를 기반으로 하여 임상연구 심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문제를 인
식하고 적용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1...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최소한의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관련 개념들을 정리한
다.최소한의 위험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본 연구에
서의 의견을 정한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연구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주요 국
가에서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국내 주요 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의 검토를 통하
여 논의 사항들이 규정 및 지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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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역역역사사사적적적 고고고찰찰찰 :::피피피험험험자자자 보보보호호호

222...111뉘뉘뉘른른른베베베르르르그그그 강강강령령령 이이이전전전

기원 전 4세기,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며,치료
의 기회는 빨리 사라지고,실험은 위험하며,의학적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여
기서 “실험은 위험하다”는 말의 뜻은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을 인체
에 시험해보는 것은 위험하며,나쁜 실험은 신체 전체를 파멸시킬 만큼 위험하기
도 하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그의 대원칙은 “Tohelporatleasttodono
harm”즉,연구,진단,치료 등 의료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도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이러한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은 Beauchamp과 Childress가 제시
한 의료 윤리의 네 원칙 중 악행 금지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다.이와 같은 관
점은 개인주의에 입각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18-19세기의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2세기가 지났을 시기에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헤로필루스(Herophilus)와

에라시스트라투스(Erasistratrus)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해
부를 실시하였다.이들이 생체 해부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근거는 첫째,오직 사형
수들에게만 생체 해부를 했고,둘째,당시 생체 해부는 의학 지식의 획득에 필수적
이었으며,마지막으로 소수 죄인의 희생으로 다수에게 상당한 이득이 된다는 것이
었다.의학 지식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
는 공리주의적 정당화는 이후에도 인체 실험의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
났다.당시의 논쟁은 인체 실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체 실험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더욱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들어 프랑스의 생리학자인 클로드 베르나르(ClaudeBernard)는 인체실

험이 행해질 수 있는 윤리적 조건에 대하여 “인체실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인체에 고통이나 어떠한 종류의 해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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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진보는 사람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 한다”고 하
였다.이 후 1900년에 미국에서 <인체에 행해지는 과학 실험을 규제하기 위한 워
싱턴 시의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고,비슷한
시기 월터 리드(WalterReed)가 의사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황열병 인체 실험을
실시하였는데,이에 대하여 의사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는 ‘분명하고 구체
적인 설명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인체 실
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 후 자발적 동의의 원리의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하
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나 원칙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었다.

222...222뉘뉘뉘른른른베베베르르르그그그 강강강령령령(((NNNuuurrreeemmmbbbeeerrrgggCCCooodddeee,,,111999444666)))3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뉘른베르그 강령의 제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의해 온갖 인체실험4들이 자행되었는데,전쟁이

끝난 후인 1945년 10월,전쟁범죄,반평화범죄,반인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
벌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었다.이 국제협약에 따라 인체 실험에 관여한
23명의 독일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뉘른베르그 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인체실험의 적절한 기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는데,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윤리,1803년 영국의사 토마스 퍼시벌이 만든 윤리강령,미국 의사

3 김옥주.2002.“뉘른베르그 강령과 인체실험의 윤리".의료․윤리․교육,5(1):1.에서
저자는 Nürnberg지명의 영어 표기인 Nuremberg에 대하여 독일문화원 번역담당자의
자문에 의거,원 지명인 Nürnberg의 가장 가까운 한국어 발음인 “뉘른베르그”로 표기하
였다.본 연구에서의 표기 역시 이에 따르고자 한다.

4 인체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는 차이가 있다.임상시험은 목적에 따라
사전에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연구이다.실험 역시 가설이나 현상을 증명 또는
반박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그러나 임상시험에서는 사람에게 적용하
기 위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
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행되지만 인체실험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그런 점에서 인체실
험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된다.인체 실험의 용어
는 나치 독일이나 일본의 731부대에서 자행된 무분별하고 무원칙의 실험을 나타내는 용
어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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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버몬트의 1833년 윤리강령,미국의사협회의 1847년 윤리강령,1865년 프랑
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가 제안한 인체 실험 윤리 원칙,그리고 1931년 독일
의 인체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였다.그러나 피고들은 인체실험을 정
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으며,인체실험은 사회에 이익과 선을 가져다
주고,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자신들을 정당화
하였다.이에 대해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부는 도덕적,윤리적,법적 개념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적시하였으며,<허용 가능한
의학실험>이라는 제목의 10개의 조항을 함께 발표하였다(부록1).
이 조항들은 허용 가능한 인체실험에 대한 견고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확립

시키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으로,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
임을 명시하였다.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피험자의 건강
과 복지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적절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적합한 자격
이 있는 연구자만이 연구를 할 수 있으며 피험자는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뉘른베르그 강령은 사상 최초로 국제적으로 채택된
의학연구윤리 강령으로 이후에 마련되는 국제적 윤리 강령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여러 가지 윤리적,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그 중에서도 인

체실험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나치 독일의 인체실험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인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는데,그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모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 건강
을 해칠 우려가 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더불어 고
대 히포크라테스의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다른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에게 돌아갈 피해나 손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
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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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헬헬헬싱싱싱키키키 선선선언언언(((DDDeeeccclllaaarrraaatttiiiooonnnooofffHHHeeelllsssiiinnnkkkiii,,,111999666444)))

세계의사회(WorldMedicalAssociation,WMA)는 1953년부터 인체실험의 문제
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뉘른베르그 강령이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점
을 검토하여 1954년 열린 세계의사회 제8차 총회에서 <인체실험에 관한 결의 :
연구와 실험 종사자를 위한 원칙>을 채택하였다.

․ 실험은 언제나 개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의 원칙을 지키는,자격을 갖춘 과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 의학실험의 결과는 항상 사리분별과 조심성을 가지고 발표하여야 한다.
․ 인체실험의 일차적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건강한 피험자에 대한 실험에서 연구자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뒤 자유의사
에 의한 동의를 구하는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한다.환자가 피험자인 경우는 환
자가 가까운 친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연구자는 실험의 성격,실험의 이
유,실험이 내포한 위험 등을 피험자나 피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에게 알려야 한다.

․ 대담한 수술이나 치료법은 오직 절박한 상태의 환자에게만 행해질 수 있다.

이후에도 세계의사회의 의료윤리위원회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들 5개의
조항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헬싱키 선언>을 마련하였고,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
서 열린 세계의사회 제18차 총회에서 이를 채택하였다.1980년대에 개정된 내용에
서는 윤리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동의 부적격자에 대
해서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은 여섯 번의 개정을 통하여 2000년에 발표된 것이다(부록 2).
뉘른베르그 강령이 법조인에 의하여 마련된 지침이라면 헬싱키 선언은 의사들

에 의한 의학연구의 전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
기 위해서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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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 주요 원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반영되고 있다.

222...444벨벨벨몬몬몬트트트 보보보고고고서서서(((BBBeeelllmmmooonnntttRRReeepppooorrrttt,,,111999777999)))

1974년 7월 12일 미국에서는 국가연구법(NationalResearchAct)이 국회를 통
화하였다.이법은 1972년 미국 공중보건원(PublicHealth Service)의 한 직원이
1932년 이 후 약 40년간 미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 터스키기 매독 연구(Tuskeegee
SyphilisStudy)5를 폭로하면서 촉발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산물
이었다.이 법의 통과와 함께 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ofBiomedicalandBehaviorResearch,이하 NationalCommission)6가
발족되고 이 위원회는 1979년 벨몬트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이 보고서는 시술
과 연구의 구별,세 가지 원칙에 대한 논의,그리고 이 원칙들의 적용에 관한 언급
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3).

5 터스키기 매독 연구(TuskeegeeSyphilisStudy).1932-1972년.
흑인들에 대한 비치료 실험.치료하지 않은 매독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총 412명의 매독환자와 204명의 대
조군이 장기 실험과정에 등록되었는데,실험 참여자의 대부분은 문맹인 흑인들이었다.
정부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유인한 후 실험을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을 뽑고 뇌척수액을
뽑는 검사까지 하였으나,피험자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1943년 매독 치료에 효과적인 페니실린이 나온 뒤에도 피험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병의 경과와 부검 소견을 관찰했는데,그 결과가 1936년부터 1973년까지 정기적으
로 의학 잡지에 보고되었고 수많은 의사들이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실험
의 비윤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이 위원회는 일반시민과 여러 전문 분야(의학,법학,윤리학,신학,생물학,물리학,사회
과학,철학,인문학,보건행정,정부,사회사업)를 대표한 11인의 위원 중 의학 부문은 5
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 의학 이외 부문의 참여를 중요시 하였으며,특히 사회적 약자인
죄수,정신지체인,어린이,시설 아동들을 인체실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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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시술(practice)과 연구(research)
‘시술(practice)’이란,성공에 대해 합당한 기대 수준을 가진 개별 환자의 복지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계획된 의학적 개입을 의미하며,‘연구(research)’는 가설
을 시험하고,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일반화된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하게
끔 계획된 행동을 가리킨다.한 개인에 대한 의료 시술이 타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여 연구가 되지는 않고,시술이 실험적으로 행해진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연구가
되지 않는다.시술과 연구에 가해지는 피험자에 대한 위험이 달라지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환자를 대상으로 시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의
료진은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수행하게 된다.연구에
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그 방법에 대한 기존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어떤 활동에 연구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인간 피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활동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2.4.2세 가지 기본적 윤리 원칙
벨몬트 보고서는 기본적 윤리 원칙으로 인간 존중의 원칙,선행의 원칙,정의의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인간 존중의 원칙이란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취급되어야 하며 자율 능

력이 부족한 사람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야 하며,보호의 수준
은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의 정도에 달려 있다.
둘째는 선행의 원칙이다.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들에게 ‘최선의 판단에 따

라’환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한다.이로써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
당화될 수 있는 경우와 위험 때문에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NationalCommission은 197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선행의 원칙에 대하여
‘사람은 해악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뿐 만 아니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윤리적 방법으로 대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그러므
로 이 원칙에 따라 연구자는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고,가능한 해악을 최소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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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그러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의
과정은 일부 개인들에게는 해악을 가할 수 있으므로,IRB는 ‘위험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하여 연구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어떤 경우에 그
러한 잠재적 이익이 위험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정의의 원칙은 누가 연구에서 생기는 이익을 누리고 누가 그 부담을 감

당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19세기와 20세기에 연구 피험자로서의 부담은 주로 가
난한 병동 환자들의 몫이었으며,반면 연구에 따른 의학적 진보의 이익은 대개 부
유한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2.4.3적용 :위험과 이익의 평가(AssessmentofRisksandBenefits)
‘위험’이라는 용어는 해악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한다.그렇지만 ‘작은 위험’

또는 ‘고위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에 그것들은 대개 그 해악(harm)을 경험할
가능성(확률)과 예상되는 위험의 강도(크기)를 가리킨다.연구의 맥락에서 ‘이익’이
라는 용어는 건강,또는 복지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위험’과
달리 ‘이익’은 확률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위험은 이익의 확률과 대비되며,이
익은 해악의 위험보다는 해악과 대비된다.그러므로 이른바 위험/이익 평가는 가
능한 해악의 확률 및 규모와 예상되는 이익에 관한 것이다.이익과 위험은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우선 연구 전제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
이 있어야 하며,그 다음으로 위험의 본성,확률 및 크기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구
별되어야 한다.위험/이익을 판단하여 연구의 정당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인간 피험자에 대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취급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 이내에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만
한다.

․ 심각한 장애와 같은 중대한 위험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위
험을 정당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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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 관련된 위험과 이익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과정에서 사용된 문서와 절
차에 빠짐없이 열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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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주주주요요요 관관관련련련 개개개념념념의의의 이이이해해해

333...111임임임상상상시시시험험험,,,임임임상상상연연연구구구,,,생생생명명명의의의학학학연연연구구구

3.1.1임상시험(ClinicalTrials)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약물과 같은 특정 방법의 치료 또는 예방 효능을
평가하는 실험적 연구를 임상시험(ClinicalTrial)이라 한다.프리드만 등(Friedman
etal.1981)은 임상시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치료법의 효과와 임상적 가
치를 대조군과 비교․평가하는 전향적 연구’로 정의하였고,포콕(Pocock1983)은
‘특정 질병을 가지게 될 장래의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가려내기 위하여
설계된 모든 형태의 실험적 연구’로 정의하였다.마이너트 등(Meinertetal.1986)
은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환자를 새로운 치료
법과 대조 치료법으로 구분하여 치료한 다음 추적 관찰하여 그 결과를 비교 평가
함으로써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된 실험적 연구’로 정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이 정의한 임상시험(ClinicalTrial)이란,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구

약물에 대한 임상적,약물학적 그리고/또는 다른 약동학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②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구 약물의 유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③ 연구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함께 약물의 흡수,분포 및 대사,배설을 연구하기 위
하여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의
에 따르면 임상시험(Clinicaltrial/study)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
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즉,임상시험은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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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윤리적 문제에 중점
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뉘른베르그 강령이 나온 이후부터이
다.이때부터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발
되었으며,과학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전임상시험이나 이전의 임상 경험

을 통해 그 시험약이 피험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피험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리고 임상시험이 진행되
는 전 과정 동안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피험자의 안전을 점검하고 평
가해야 하며 피험자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연구자와 의뢰자,
그리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Review Board,IRB)의 공동 책임으로 이
루어진다.또한 임상시험은 연구에 관한 과학적 원칙에 의해 설계,수행,분석,보
고 되어야 하며,연구의 가설과 목적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임상시험의 목
적에 따라 과학적으로 적합한 설계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3.1.2임상연구(ClinicalStudy)

임상연구(ClinicalStudy)라 함은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과 임상검
사의 임상시험 및 기기의 임상 적용 또는 임상 시술 연구를 말한다.다시 말해,임
상연구란 병원에서 의료진이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시술법,의료용구 등
을 시험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구영모 2006).임상시험이 주로 신약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임상연구는 건강과 관련된 지
식을 얻기 위하여 인간 또는 인간의 검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역학조사,후향적 연구,설문연구,코호트 연구 등이 모두 포함
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적 연구를 비임상연구(NonclinicalStudy)라

하는데,다음에 제시한 생명의학연구는 임상연구와 비임상연구 두 가지 모두를 포
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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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생명의학연구(BiomedicalResearch)

한층 광범위한 개념인 ‘생명의학연구(BiomedicalResearch)’라 함은 사람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와 개인의 사적 정보를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연구에는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배아연구․역학․설문조사 연구 뿐 아니
라,약물․의료기기․방사선의학․영상의학․수술․의무기록․생물학적 시료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임상연구가 임상시험의 개념을 포함하며,임상연구는 생명의학연구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범위의 연구 범위에
한하고자 하므로,“임상연구”의 용어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333...222임임임상상상시시시험험험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회회회(((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aaalllRRReeevvviiieeewww BBBoooaaarrrddd))),,,
윤윤윤리리리위위위원원원회회회(((EEEttthhhiiicccsssCCCooommmmmmiiitttttteeeeeesss)))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상시
험기관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Review Board,이하 IRB)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르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란,‘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
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
원회’를 말한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이하

ICH-GCP)에서 정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란,‘임상시험(변경)계획서,피험자의 동
의를 얻고 문서화하는 방법과 자료들을 심사,승인한다.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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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리,안전,행복 보호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과학적,비과학적 구
성원으로 이루어진 독립기관’이다.
ICH-GCP에서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IndependentEthics Committee,이하

IEC)에 대해서도 정의내리고 있는데,IEC란 ‘임상시험계획서,임상시험담당자,시
설의 적합성 및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이를 문서화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과
자료를 심사,승인함으로써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권리,안전,행복을 보호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책임을 가진 독립기관’으로,임상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독립적인 윤리위원회는 자격,구성,기능,수행,관련 규정은 국가
마다 다를 수 있으나 IEC의 활동은 GCP를 따라야 한다.
유럽에서는 같은 의미로 IRB보다 윤리위원회(EthicsCommittees,이하 ECs)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유럽연합이 정의한 윤리위원회란,건강관리 전문가 및 비의료
인으로 구성되며 시험에 참여하는 인간 피험자의 권리,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자의 적격성,시설의 적절성 및 시험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특히 서면
동의를 통하여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지를 검토
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원 국가의 독립적인 조직체로
정의된다.ECs의 목적은 생명의학연구의 검토에 있어 모든 실제적 혹은 잠재적
연구 피험자의 존엄성,권리,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인간 피험자를 대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정의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제안된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지속적이며,시기적절한 검토를 수행한다(WHO2000).
IRB는 또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IndependentReview Board)’로 풀이되기도

한다.IRB는 기관 내에 설치되어 기관에서 실시되는 연구에 대하여 심의를 담당
하되,심의 과정에 있어 소속 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그러
나 완벽한 독립적 심의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미국의 경
우 임상연구 심의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이러한 영리 기관은
연구 실시 기관과 완전히 독립되어있으므로 독립적인 검토위원회라는 의미에 충
실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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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치치치료료료적적적 연연연구구구,,,비비비치치치료료료적적적 연연연구구구

뉘른베르그 강령에서는 비치료적 임상연구에서의 동의서에 대한 요구사항만을
언급하였다.반면 헬싱키 선언은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로 구분하여 건강한
피험자에 대한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지키도록 하였다.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에서 1975년에 발간한 태아 연구에 대한 보고서에서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
적 연구의 정의를 명시하였다.
치료적 연구(TherapeuticResearch)란,‘표준 의학 치료와는 구분되지만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수행되는 예방,진단 또는 치료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
피험자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자 하여 설계된 연구’이다.반대로 비치료적 연구
(NontherapeuticResearch)는,‘예방,진단 또는 치료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 피험자
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자 설계되지 않은 연구’를 가리킨다.하지만 ‘연구’라는
것이 ‘미리 설계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찰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
미한다는 점에서 비치료적 의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연구는 다양한 절
차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치료적 요소와 비치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가 치료적 혹은 비치료적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한편,한 연구 안에 포함된 중재들을 치료적 중재와 비치료적 중재로 구분하기
도 한다.치료적 중재(Therapeuticintervention)란,연구 피험자에게 이익일 것이
라는 신념을 정당화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적용될 때를 말하며,비치료적 중재
(NontherapeuticIntervention)는 대중에게 이익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단
지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Wendler,andMiller2007).이러한 구분 방법은 연구가 치료적인가 비치료적인가
의 여부와는 달리,연구 절차에 포함된 각각의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위
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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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EuropeanParliamentandtheCounciloftheEuropeanUnion)의 임
상시험지침(2001/20/EC)은 비 중재적 시험에 대하여 정의하였다.비 중재적 시험
(Non-interventionalTrial)이란,의약품이 허가 사항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
방되는 연구를 말한다.일부 치료적인 절차에 환자를 배정하는 것은 사전에 시험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환자의 치료 과정 속에서 결정되
며,의약품의 처방 역시 연구에서의 피험자 등록 과정과 분명하게 구분된다.환자
에게 추가적인 진단적 절차 또는 모니터링이 적용되지 않으며,수집된 자료의 분
석에는 역학적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ICH-GCP및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제2007-34호)에서는 피험자에 대한 이득이 직접적으로 기대
되지 않는 비치료적 임상시험은 피험자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서 서식에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한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3...444표표표준준준작작작업업업지지지침침침서서서
(((SSStttaaannndddaaarrrdddOOOpppeeerrraaatttiiinnngggPPPrrroooccceeeddduuurrreeesss,,,SSSOOOPPPsss)))

표준작업지침서라 함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즉,특별
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표준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되
게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문서이다.즉,표준작업지침서(SOP)는 임상시험의 일
관성을 유지하여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자료의 품질 관리 체계
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사를 실시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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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며,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IRB의 임
무 수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IRB는 표준작업지침서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문서화된 표
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제반 활동 및 회의에 대한 기록을 유
지하며,이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의 GovernancearrangementsforNHSResearchEthicsCommittees(July
2001)는 7.업무 절차(WorkingProcedures)에서 좋은 표준작업지침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표준작업지침서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지정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윤리위원회의 설립,기능 및 의무,위원 구성,임명 조건 및
용어,사무국의 구성,내부 절차 및 의결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명시한 표준
작업 지침서를 두어야 하며,윤리위원회는 이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작업지침서에 IRB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한 내용,임상시험

의 심사에 관한 절차,IRB가 계획서 등을 승인하기 이전에 피험자를 해당 임상시
험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그리고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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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최최최소소소한한한의의의 위위위험험험(((MMMiiinnniiimmmaaalllRRRiiissskkk)))

444...111철철철학학학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의학 연구자들은 인체 실험에 따르는 위험을 다루기 위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전통들은 18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천연두 접종에 대한 논쟁으로 인
해 인식되기 시작된 “더 적은 해악의 논리(LogicofLesserHarms)”에 기초한다
고 할 수 있다.이 논리는 ‘(연구에서의)위험이 자연 질병에서의 위험보다 낮고
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여 위험한 중재가 도덕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이 논증에는 네 가지 가능성이 가정된다.연구자들은 인체
실험 이전에 동물 실험을 하도록 요구하고,만일 절차의 위해가 너무 크다고 한다
면 사람에게의 사용을 미루거나 중지한다.오직 과학적으로 완전한 실험만이 도덕
적이라고 주장된다,왜냐하면 나쁜 연구는 공공선(CommonGood)에 기여할 수 없
기 때문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첫 실험을 함으로서 인
체 실험을 시작해왔다.이러한 전통은 현재와 과거의 의학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임상 연구자들의 행동 및 진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일부는 오늘날 규
정에 적용되어 있기도 하다.

더 적은 해악의 논리는 ‘악행 금지의 원칙’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악행
금지의 원칙은 상식적 도덕과 의료 전통 내에서의 숙고된 판단들로부터 이끌어내
어진 의료윤리의 네 원칙 중의 하나로,선행의 원칙,정의의 원칙과 함께 도덕적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은 벨몬트 보고서에서
기본적 윤리 원칙으로 제시된 것으로 위험/이익 평가에 대한 철학적 근거가 된다.
현재 이와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들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화 되어 있으며,점
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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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정정정의의의

4.2.1이익(Benefit)

이익이란 가치 있는,바라는 결과(A Valued or Desired Outcome ;an
Advantage)이며,개인 또는 집단의 복지 및 이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
는 것을 말한다.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좋은 결과,연구 피험자 개
인에 대한 이득 또는 장차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에 대한 잠재적 이익으로 표현되
는 것들을 가리킨다.연구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이익은 지식의 증대,서비스 수준
의 상승이나 사람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연구의 전체
적인 잠재적 이익의 평가는 잠재적 이익의 크기와 가능성을 결합하여 고려하게
된다.
IRB는 연구와 관련된 잠재적 이익을 확인해야 한다.일반적으로 IRB는 사회

또는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을 고려한다.연구는 참여자 개인에게 위험
을 가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특히 참여자의 사회에 잠재적 이익을 제공할 수
도 있다.7

① 사회에 대한 잠재적 이익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에 유익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제안된 연구

를 승인할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IRB는 그 연구로부터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
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판단한다.얻어질 지식의 중요성은 의미 있는 새로운
발견이 기대될 때에 증대될 수 있고,새로운 결과물,치료법 또는 다른 사회 집단
에 적용될 수 있을 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얻어질 지식과 관련하여 위험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

7 NationalBioethicsAdvisoryCommission.2001.EthicalandPolicyIssuesinResearch
Involving HumanParticipantsVol.1..69-96.Chapter4.잠재적 이익의 종류에 대한
NBAC(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설명을 번역하여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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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때로 연구의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IRB는 연구로부터 얻어질 것이 무엇
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얻어진 지식이 참여자들을 해악에 노출시키
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위험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연구에
서 이러한 평가는 어렵지 않다.그러나 연구가 참여자에게 사망이나 불구와 같은
중대한 위험을 가할 때에 IRB는 위험과 잠재적으로 얻어질 지식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에 대한 잠재적 이익
개인은 특정 종류의 연구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장차 이

익을 제공할 중재 방법이나 절차를 제공하도록 연구가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치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연구의 일환으로 표준 치료나 중재,상담이나 검사를 받는 것,또는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험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것들이 있다.이러한 이익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차적으로 얻어지도록 의도된 것이다.
반대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예견되지 않은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

다.예를 들어 주사제를 투여하는 연구를 위하여 매일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약물 사용 습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
기도 한다.하지만 IRB는 참여자에 대한 잠재적인 직접적 이익을 확인할 때에,엄
격히 연구 참여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접촉이 늘고,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연구에 참여

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감을 얻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간접적
인 이익은 전형적으로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 설계상으로 계획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의 목적과 관련되지도 않는다.또한 연구 참여 중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비록 IRB가 이러한 이익들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참여에 대한 잠재
적 이익과 위험의 균형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하지만 연구자들은
간접적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
한편,IRB의 검토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 참여에 따르는 지불이나 인센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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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의 잠재적 이익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OPRR 1993).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러한 보상(Compensation)이 연구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그러나 보
상을 잠재적 이익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잠재적 이익으로서 보상을 포함하는
것이 위험과 잠재적 이익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비뚤어진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
문이다.하지만 비록 IRB가 인센티브나 보상을 이익으로 간주하지는 않더라도,연
구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그것을 이익으로 인지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IRB는 인센티브 또는 보상이 너무 높아서 참여할 사람들이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연구에 등록되지는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잠재적 이익
연구기관,사회 집단 또는 지역사회 또한 연구로부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연구기관이 연구 과제의 결과로서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자원을 받는다
거나 연구 수행을 위한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다.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는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IRB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실
상 이러한 잠재적 이익에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

4.2.2해악(Harms)

해악은 개인 또는 집단의 복지 및 이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
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악은 일반적으로 상해(Injury)와 손상(Damage)과 유사하게 사용되며,주로

신체적 상해,물질적 손해,질병에 대한 실재적 혹은 잠재적 영향을 뜻한다.해악
은 크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법적,존엄상의 해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분류는 상호 양립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해악이 한 연구에 포함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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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적 해악(PhysicalHarms)
신체적 해악은 상해,질병,통증,고통 또는 불편함과 같은 것이다.암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가 사망하였다거나,자기공명영상 검사 동안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
안도 포함된다.의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절차들은 대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나 정맥천자로 인한 통증과 같이 약간의 불편함 이상을 초래하지는 않는다.이와
같이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일부 부작용들은 장기간 지속
될 수도 있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진단적,치료적 절차의 효과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라면 일상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위험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새로운 약이나 시술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연
구에서는 최소한의 위험 이상인 중증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② 심리적 해악(PsychologicalHarms)
연구 참여 과정에서 시험 약물이 우울,혼란,환각,죄책감,자존감 저하,스트

레스와 같은 사고 과정이나 정서상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대부분의 정
신적 위험은 미미하거나 일시적이다.그렇더라도 IRB는 연구가 중대한 정신적 해
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하여 검토해야 한다.

③ 사회적 해악(SocialHarms)
사회적 해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나 연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하거나 고용 및 보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알코올이
나 약물의 남용,정신질환,불법적인 행위 및 성적 행동과 연관된 정보는 매우 민
감한 사항이며,HIV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였다거나 정신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했던 개인적 사실이 취업이나 보험 가입,정치적 캠페인 및 사회적인 입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경제적 해악(EconomicHarms)
연구 참여에 따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비용의 부담이다.예를 들어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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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표준 치료를 받을 때 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불해야할 수도 있
다.연구 참여를 위하여 일을 쉬어야 하거나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가 소요되기도
한다.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있을 수 있다.

⑤ 법적 해악(LegalHarms)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일,감금되거나,소송을 당하는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가 법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다.불법 약물을 사용하였거나 성적 남용
(SexualAbuse)혹은 사업장에서의 절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⑥ 존엄상의 해악(DignitaryHarms)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보다는 피험자 자신의 가치,선

호,의무를 가진 존재로 대우받지 못할 때 발생되는 해악이다.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거나 참여자 개인에 대하여 차별을 초래하는 유전자 연구
에 등록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대개 연구의 설계나 심의 과정에서 신체적 해악이 다른 해악들에 비하여 쉽게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IRB 위원이나 연구자는 모든 종류의 해악을 모
두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2.3위험(Risk)

위험(risk)이란,연구에 참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인 해악의 가능성을 의미한다.위험은 해악의 크기와 그것의 발생 가능성,불편함
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그러므로
해악과 동일한 용어이기 보다는 해악의 개념을 활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험과 이익의 평가의 주관적인 특성상 위험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정의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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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악을 경험하고 위험을 해석하며,어떤 사
람에게는 무시할 만한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Shuster1997).
또한 위험과 이익의 평가에 대하여 두 가지 혼동 요인이 존재한다.첫째,용어

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위험(Risk)’은 가능성(Probabilities)을,‘이익(Benefit)’은
사실이나 상태(Fact또는 State)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위험/이익 평가’
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위험/기대되거나 예견되는 이익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옳다.여기에서는 간단히 ‘위험/이익 평가’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둘째,위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점이다.특정 개인

이 바라는 어떤 목표를 위하여 개인이 감수하는 위험과,그 자체로 상황을 위험하
게 만드는 요건들이다.IRB는 후자의 측면에서 위험을 평가한다.IRB는 새로운 지
식의 창출이나 피험자의 건강 증진 등 예상되는 이익이 피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항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하여도 가
해질 위험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반려해야 한다.

4.2.4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

미국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최소한의 위험이란,연구에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상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검진 동안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보다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연구
의 목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일상적인 신체 검
진의 하나로써 수행되는 혈액 채취에서의 위험 정도 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
영국에서는 위험(Risk)에 대하여 명료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최소한의 위

험보다 낮은 것(LessthanMinimalRisk)을 일상생활에서 수용되는 위험의 정도
(LevelofRiskAcceptedinEverydayLife)라고 정의하였다.예를 들어,신장이나
체중을 측정하는 일,소변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모으는 일,성인에서 정맥 혈액 채
취는 일상생활에서 수용되는 정도의 위험이다.이들은 최소한의 위험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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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미한 두통이나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 대수롭지 않은 경
우,비행기를 타는 승객에 대한 위험과 비교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
능성이 적은 경우’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소한의 위험이라는 기준은 많은 연구 규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만

일 해악의 위험이 최소 이하라면 연구가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IRB는 신속심의 동의서 필수 요소의 축소나 면제,건강한 아동과 의사결
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죄수를 포함한 취약한 피험자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에 대하여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반대로,만일 연구에서의 위
험이 최소한의 위험 보다 크다면,IRB는 연구의 사회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피험
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하여 더 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하지만 최소한의 위험이
가지는 중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 분류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즉,사회적 유용성과 효율을 증진시키고,연구의 이익
과 부담을 분배하며,개인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도덕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의 허용 경계를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한다.

다른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상한선을 어떻게 이해
할지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은 연구자,IRB및 공공의 국제적 연구를 위
한 일관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적절한지
에 대한 과학적,의학적,도덕적,법적 평가를 통합하는 규범적 판단이다.또한 어
떤 연구가 최소한의 위험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밀 보장의 위반,자존감,사
생활,보험 및 다른 심리적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욕,비난,불편함,불쾌
함,당혹스러움,신체적 상해의 가능성,기간 및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범적인 판단이 된다.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것의 사회적,도덕적 목적은 연구자

와 IRB위원들에게 위험이 최소한일 때 잠재적인 가치의 갈등 및 여러 중요한 사
항들에 대해 어떻게 중요성을 결정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 29 -

그러나 피험자에 대한 잠재적 해악이 증가할 때에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
이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더라도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그러므로 IRB에 의하여 최소한의 위험보
다 크지 않다고 분류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있을 수 있
다.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위험 연구는 신속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일반적인 경우 보다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다.또한 최소한의 위험 연구일 때 연구자는 동의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그리고 연구자는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 이익이 없는 연
구에도 건강한 아동,수감자,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Kopelman2004).즉,최소한의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연구의 수행을 제한하려는
의도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윤리적이고 안전한 연구를 분류하여 이들 연구에 대
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측면 또한 있
다고 할 수 있다.

4.2.5위험과 이익 평가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Consent)를 받은 연구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Emanuel등(2000)은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윤리
적인 연구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이들은 임상 연구가 윤리적인지
를 평가하기 위한 일곱 가지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자발적 동의를 받는 것은
이 일곱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네 번째로 제시된 것이 위험과 이익에 관한 것으
로,표준 임상 수행 및 연구 계획 내의 위험/이익 비율이 적절해야 하고,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하며,잠재적 이익은 강화되어야 한다.또한 개인에 대한 잠재적 이
익과 사회에 대하여 얻어질 지식은 위험보다 커야 한다고 설명한다(Emanuel,
Wendler,andGrady2000).

최근의 규정들은 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Commission forthe Protection ofHuman Subj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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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andBehaviorResearch)가 1979년 발표한 벨몬트 보고서의 권고에 기
초한다.인간 존중의 원칙은 취약한 집단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며,선행의 원칙
은 위험 평가와 잠재적 이익의 필요성을 이끌고,정의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연구
피험자 모집 과정에서 취약한 개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게 한다.
연구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위해서는 피할 수 있는 해악으로

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위험과 잠재적 이익에 대한 IRB의
평가는 그 연구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피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한 중심적 판단이 된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IRB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연구의 위험이 연구 참여자나 사회에 대하여 제공할 이익과 관련하여 합당
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할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현재 규정들은 IRB가 연구 승인 과정에서 다음의 요건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NBAC2001).

① 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피험자가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
출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연구 설계가 적절해야 하며,진단 또는 치료 목적
으로 피험자에게 이미 수행되는 절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견되는 이익(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피험자
에 대한 위험이 합당한지 판단한다.위험과 이익의 평가에서 IRB는 오직
연구로부터 얻어질 결과로써의 위험과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연구에 참
여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었을 치료의 위험 및 이익과는 구별하여 생각
해야 하며,연구에서 얻어질 지식의 장기간 적용에 따르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③ 피험자의 선택이 공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IRB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
여야 하며,연구가 수행되었을 때의 상황,아동,수감자,임부,정신질환자,
또는 경제적으로,교육적으로 불리한 사람들과 같이 취약한 피험자를 포함
하는 연구에서의 특별한 문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④ 각각의 피험자들 또는 피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
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연방 규정(45CFR46.116)에 따라야 한다.



- 31 -

⑤ 동의는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연방 규정(45CFR46.117)에 따라야 한
다.

⑥ 연구 계획은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모니터링하
기 위한 적절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

⑦ 자료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피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항
을 두어야 한다.

⑧ 피험자의 일부 또는 전부는 부당한 영향력 또는 강제력에 취약하게 될 수
있으므로,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포함되
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 과제를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왜냐하면
연구에서의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완전히 예견하기 어렵고,종종 부분적 요건에
대한 연방 규정의 특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게다가 IRB의 검토에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이 많지도 않고,많은 지침들이 절차적 요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규정들은 취약한 개인들을 정하고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하여

규정한다.그러나 경제적,교육적으로 불리한 사람들과 같은 취약한 개인들에게 필
요한 보호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또한 연구자들과 IRB는 종종 중요한 윤
리적 결정에 있어 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사소한 변경(MinorChange),최
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MinorIncreaseoverMinimalRisk)과 같은 애매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위험과 이익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위험 또는 이익이 종종 발생되지 않기도 하고,잠재적 이익이 개별 연구 피험자들
에 대한 위험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이런 경우,미래의 특정 사람들
의 복지에 대한 기여가 현재 연구 피험자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다.즉,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부과되는 피험자에 대한 위
험은 피험자와 사회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이 요건은
거의 모든 연구 윤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미국 연방 규정의 기본이 된다.제
안된 연구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IRB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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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ealthandHumanServices(DHHS)의 산하 기관인 OfficeforHuman
ResearchProtections(OHRP)는 IRB가 다음의 여섯 단계에 따라 위험/이익을 평가
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1).

<그림 1>위험/이익 평가의 단계

만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험자가 받게 될 치료의 위험과 구별하여,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확인한다.

⇩

그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연구로부터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

그 위험이 피험자에 대한 이익 및 연구 결과 얻어질 지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잠재적 피험자에게 예견되는 이익과 위험 또는 불편함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설명이 제공될 것인지를 확인한다.

⇩

지속심의의 주기를 결정하고,모니터링과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가
적절하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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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의 확인 및 평가
만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험자가 받게 될 치료의 위험과 구별하여 연

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확인하고,참여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위험이 무
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다.예를 들어,한 연구가 ‘간질 환자에게 수행된 뇌수술이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와 같이 치료적으로 수행된 중재(뇌수술)에 대한 행동적 결
과(기억력)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면,IRB는 기억력 검사를 수행하는 것의
위험/이익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연구 과정에 포함된 치료적인 절
차가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포함하더라도 연구의 위험은 최소한이라고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이때에는 연구와 치료 행위의 구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의 특성에 따라 피험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PotentialRisks)이 존재할 수

있다.무작위배정에 의해 대조군에 포함되는 피험자는 더욱 효과 있는 치료를 받
지 못할 수도 있고,이중 눈가림법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필요한 때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연구 과정 중에 잠재적으로 습득된 지식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나,미 연방
정책은 IRB가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② 그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일단 위험이 무엇인지가 확인되면 IRB는 그 연구가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내

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내포하는 경우 이 사실
은 피험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연구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태아나 임부,수감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이런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은 건강한 피험자가 일상적 의학적/심리적 검진 또는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위험으로 정의된다.따라서 IRB는 제안된 연구의
피험자가 보다 민감하고 취약하지 않은지를 결정하여 최소한의 위험인지 그 이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런 사항들은 다른 피험자들에서도 동일하게 고
려해야 한다.혈우병 환자에서 혈액을 채취하거나 발치하는 것,공기가 오염되었거



- 34 -

나 알레르기 유발 인자가 가득한 외부 환경에 천식 환자를 두는 것,당뇨병 환자
의 식이를 조절하는 것,임부에게 과용량의 약을 투여하는 것 등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따라서 어떤 연구가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내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감소되거나 관리될 수는 있다.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보호 수단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악의 중등
도,기간 및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IRB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을 최
소화해야 한다.
연구의 검토 과정에서 IRB는 연구 설계 및 이전에 시행하여 얻은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 및 통계적인 자료를 받아야 한다.그리하여
IRB는 기존 치료 방법의 효과와 연구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효과,그리고 전혀 치
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여 그 위험과 이익을 분석하여야 한다.또한
발견되고,예방할 수 있고,치료될 수 있는 가능한 해악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있을지 모르는 기저 질환의 위험 및 합병증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본연의 업무 수행과 함께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상 피험자의 수가 유효한 결과를 내는
데에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잘 설계된 연구는 피험자에 대
한 위험을 줄이기 때문이다.

③ 연구로부터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연구의 이익은 크게 피험자 개인에 대한 이익과 사회에 대한 이익의 두 가지

로 나누어질 수 있다.질병이나 비정상 상태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
는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혹은 상태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한편 환자나 건강한 개인이 진단
적,치료적 이익이 아닌 인간의 신체나 행동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는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은 사회에 이익을 제공한다.IRB는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연구 피
험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그리고 IRB는 피험자가 연구
참여의 대가로 받게 되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형태의 보상은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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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얻어질 이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④ 그 위험이 피험자에 대한 이익 및 연구 결과 얻어질 지식의 중요성과 관련
하여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위험과 잠재적,직접적인 이익이 확인되고 나면,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IRB는 그 위험들이 잠재적 이익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주 어렵다.왜냐하면 IRB
는 연구 안의 다양한 위험과 잠재적 이익의 중대한 정도를 비교해야 하는데,때로
그 정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artinetal.1995)더구나,위험과 잠재적 이
익을 어떻게 비교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다.
IRB는 잠재적 이익과 관련하여 위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연구를 승

인해야 한다(NationalCommission1979).이런 판단은 IRB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
운 판단일 수 있다.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했을 때에 합리
적인 선택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각한 위험을 가진 연구는 만일 그 잠재적 이익이 크다면 위험/이익 평가 후

에 승인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의 결정에 대한 상한
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위험/이익 평가는 IRB가 연구의 검토 중에 해야 하는 중요한 윤리적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IRB는 위험/이익 평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위험/이익 평가
는 관련 정보뿐 아니라 그 지식에 관한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각각의 사람들은 위험과 이익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다르다.노인들은 탈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나,10대라면 그렇지 않다.따라서 IRB위원들은 위
험과 이익에 대한 각 피험자의 판단이 주관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즉,위험/
이익은 그 연구가 연구 피험자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할만한 중재를 포함하고 있
는지,아니면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연구인지에 따라 평가된다.연구가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를 포함하는 경우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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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위험은 정당하다고 본다.즉,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에 대한 효
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위험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나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이익
의 비율은,가능한 대체 치료에서의 그것과 비슷해야 한다.한편,피험자에게 예견
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연구의 경우,IRB는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에 따르는 위험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단,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내하는 위험의 한계는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IRB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연구 결과로 얻어질 지식의 중요성도 인지해
야 한다.

⑤ 잠재적 피험자에게 예견되는 이익과 위험 또는 불편함에 대한 정확하고 공
정한 설명이 제공될 것인지를 확인한다.즉,피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
에 이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지속적 심의의 주기를 결정하고,모니터링과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가 적절
하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각종 규정들은 적어도 일 년에 1회 이상의 지속적 검토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연구의 주기적 검토는 위험/이익의 비율이 변하였는지,피험자에서 발
생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피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위험/이익
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연구의 초
기 심의에서 IRB는 독립적인 ‘자료 및 안전성 검토 위원회’또는 위원회가 필요한
지,그리고 연구의 재심의 날짜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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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미미미국국국 연연연방방방 규규규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학학학설설설상상상 논논논의의의 쟁쟁쟁점점점

의학의 역사와 더불어 연구는 끊임없이 수행되어 왔고,크고 작은 윤리적 문제
들은 있어 왔다.일반적으로 연구 윤리의 가장 큰 전환점은 뉘른베르그 강령으로
보고 있다.1946년 뉘른베르그 강령 이 후,1962년에 미국에서 식품,의약품 및 화
장품 법(Food,DrugsandCosmeticAct)이 시행되고,1964년에 헬싱키 선언이 발
표되었으나 이때까지는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974년에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규정(45CFR46)이 마련되고,여기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정의를 내
림으로써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그리고 대부분의 논의는
연방 규정에서의 정의를 기초로 삼는다.

(i)최소한의 위험이란,연구에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정
도가 일상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검진 동안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보다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8

4.3.1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

미국 연방 규정의 정의는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those ordinarily
encounteredindailylife)’위험과 ‘일상적 신체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동
안에 경험하는(during the performance ofroutine physicalorpsychological
examinationsortests)’위험의 두 기준을 사용한다.‘또는(or)'으로 연결되어 있다
는 점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 되면 최소한의 위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이 두 가지의 기준
각각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방법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845CFR46.102(RevisedJune23,2005/EffectiveJune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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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lman(2004)은 미국 연방 규정의 정의를 크게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검사’
에서의 위험으로 나누고,일상생활 기준을 절대적 기준,상대적 기준,최소 위험
해석 기준 및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해석 기준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일상적인 검사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도 절대적 기준,상대적 기준,최소 위험
해석 기준으로 나누었다.Kopelman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9

<표 1>Kopelman의 해석 기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최소한의 위험은 연구에서 예견되
는 해악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Kopelman은 이와 같은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① 절대적 해석(AbsoluteInterpretation)
절대적 해석은 일상생활의 위험을 우리들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종류의 위험

으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이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
를 검토하는 경우,일부 사람들만 경험하는 위험은 연구에서 허용될 수 없다.질병
상태에 있거나 위험한 주거 환경,전쟁 근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위험을 고려하
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치료의 기

9KopelmanL.2004."MinimalRiskasanInternationalEthicalStandardinResearch".
JournalofMedicineandPhilosophy,29(3),351-378.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기준 일상검사에서의 위험 기준

1. AbsoluteInterpretation AbsoluteInterpretation

2. RelativeInterpretation RelativeInterpretation

3. Minimal-RiskInterpretation Minimal-RiskInterpretation

4. Socially-AllowableInterpre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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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하고,연구에서의 위험과 이익을 공정하게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
나 이 기준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이 왜 위험 정도가 낮은 연구를 도덕적으로 정
당화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모호하며,일상생활에서의 위험 전부의 크기와 가능성
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② 상대적 해석(RelativeInterpretation)
상대적 해석에 따르면 위험은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
움이 적다.하지만 이 기준은 일상에서 높은 위험을 가지는 잠재적 피험자에게는
고위험의 연구가 허용되게 된다는 문제를 가진다.군인이나 경찰,운동선수,환자
등과 같이 위험에 직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의 역치가 높아지게 된다.또한 생활환경이 비교적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사
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연구가 허용될 수 있다.이는 부담과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일상생활 위험 해석(Minimal-RiskInterpretation)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기준의 최소 위험 해석은 규정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인

다.즉,모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최소한의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실제
임상연구의 검토 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④ 사회적 허용 해석(Socially-AllowableInterpretation)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 해석 방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허용 기준에

따른 해석 방법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실상 연구에 참여할지의 여부
를 부모가 결정하게 된다.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이 경험하게 될 위험을
감안하게 되는데,그 동안 아동이 경험해 온 위험의 정도와 비교하여 판단한다.연
구 참여에 따르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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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다.하지만 개념적으로 보아 부모가 허용할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따른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따라서 연구 이외의 상황에서 부모가 동의할 만한 위험과
같은 수준의 위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해석 방법은 사회에 따라 혹은 부모에 따라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

구의 허용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거나 너무 낮아질 우려가 있다.또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그 의미를 법적
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부모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최
소한의 위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에 대한 기준은 최소한의 연구 위험이 무엇인지를 정하
기 위해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일상 검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최소한의 위험은 연구에서 예견되
는 해악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상적 신체 또는 심리 검사에서 경험하
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보다는 그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 기준에 따르는 경우
IRB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좀 더 쉬울 수 있다.그러나 일상 검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매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일상 검사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일상적인 검사인지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준에서의 인식론적인 문제의 일부는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검사의 기준도 급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이 방법 역시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① 절대적 해석(AbsoluteInterpretation)
일상 검사에서의 위험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도의 것

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따라서 이 기준은 건강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심리
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다.건강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검사 종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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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해악의 신체적 위험이 최소한인지
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좀 더 분명할 수 있다.그러나 일상 검사나 검진 과정에서
경험하는 해악은 신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
양한 심리적,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상대적 해석 방법(RelativeInterpretation)
상대적 해석 방법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검사에서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

와 비교하는 것이다.이 경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연구가
고위험의 검사를 빈번히 받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최소 위험 해석 방법(Minimal-RiskInterpretation)
모든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최소한의 위험을 일상 검사의 측면

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으로,일상에서의 검사에 대한 최소 위험 해석은 또 다
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므로 일반적 적용 방법으로 고려하기
에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NationalBioethicsAdvisoryCommission(국가생명윤리자문
위원회,이하 NBAC)는 일반 대중 기준(GeneralPopulationStandard)을 제시한
바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IRB는 위험의 정도가 최소한인지 그 이상인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일상생활의 위험과 관련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이 기준은 일부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특정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퇴근이나 길을 건너고,혈액검사를 받고,전화로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과 같은 보통의 위험으로 최소한의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따라서 일반 대중
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보다 크지 않은 위험의 수준일 경우에 최소
한의 위험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일반 대중 기준은 건강한 개인을 기
준으로 판단할 때 보다 덜 엄격하나,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위험을 더 정확
히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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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lman이 제시한 각 해석 방법의 장점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어느 한 방
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상대적 해석 방법은 일부 개인이나 집
단에 대하여 가해지는 더 큰 위험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
고,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최소한의 위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용어 해
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적용되기 어렵다.일상생활이나 일상 검사에서의 모든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절대적 해석 방법이 가장
높은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Wendler등(2005)은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미국 연방 규정의 정의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과 최소한의 위험을 약간 넘는 위험(MinorIncrease
overMinimalRisk)으로 나누어 논하였다.최소한의 위험은 모든 피험자에게 적용
되는 개념인 반면,최소한의 위험을 약간 넘는 위험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다.10전자에 대한 해석 방법은 크게 실제적 해석,상대
적 해석,객관적 해석으로 나누었으며,후자에 대해서는 주로 아동에 대한 연구에
의 적용을 위하여 수적 기준,가변적 기준,환아의 검사 기준,성실한 부모 기준,
사회적 수용 기준의 다섯 가지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1045CFR46.406Researchinvolvinggreaterthanminimalriskandnoprospectofdirect
benefittotheindividualchildsubjectsinvolvedintheresearch,butlikelytoyield
generalizableknowledgeaboutthesubject'sdisorderorcondition.
In orderto approve research in this category,the IRB mustmake the follow
determinations:
(a)theriskoftheresearchrepresentsaminorincreaseoverminim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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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Wendler의 해석 기준

먼저,최소한의 위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Wendler등이 제시한
세 가지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제적 해석(ProceduralInterpretation)
걸어서 등교하거나,심리 검사를 받는 것과 같은 활동 등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기준에 따르면 위험이란,연구에서 수행
되는 중재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예를 들어 PET
검사11는 최소한의 위험 이상으로 간주된다.하지만 이 해석 방법은 연구 과정이
피험자에게 심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때문에 이 해석
방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활동 종류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여부가 아니라 위험
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최면술을 예로 들면,일상에서 최면술

11PET(PositronEmissionTomography,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은 여러 기본 대사물질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하여 인체에 투여한 후 양전자와 물질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소멸방사선(annihilationradiation)을 체외에서 검출하여 단층촬
영 영상을 얻는다.PET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6시간 금식 후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인
FDG를 주사한다.대기실에서 누운 상태로 45분-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원통형
PET 기계 안으로 들어간다.기계 안에서 본격적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이며 아프지 않고 마취나 입원도 필요없다.이 때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극미량인
데다 반감기가 110분으로 매우 짧아 체내에서 금세 소멸되므로 부작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위험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

1. ProceduralInterpretation NumericStandard

2. RelativeInterpretation UncertaintyStandard

3. ObjectiveInterpretation Ill-childExaminationsStandard

4. - ScrupulousParentStandard

5. - SociallyAcceptabl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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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최면술의 위험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도의 위험보
다 큰 지 아닌 지에 따라 최면술이 최소한의 위험 이상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이다.

② 상대적 해석(RelativeInterpretation)
이 방법은 연구에 참여하게 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정도를 판단한다.이 해석에 따르면,폭력적이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연구 참여에 있어 그
만큼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가정환경,주거 지역 및 생활양식에 따라
일상 중에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가 각기 상이하므로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예를 들어,비록 사회가 아동들이 위험 주거 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사회는 이들 위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그
러므로 이익이 없는 아동 연구의 위험의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 이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③ 객관적 해석(ObjectiveInterpretation)
이 해석은 불행한 환경의 아동들이 높은 위험의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하게 되는 해석 방법이다.여기서는 ‘보통의 건강한 정상 아동’
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건강한 아동들은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축구,목욕,
자동차를 타는 것 등의 일상생활의 위험을 경험한다.연방 규정이,그 정도 보다
‘크지 않은’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연구에서의 위험은 이러한 범위 내의 위험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건강한 아동이 일상 중에 경험하는 위험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본다.
임상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자 1970년대에 구성된 National
Commission은 임상연구에 대한 보고서에서,최소한의 위험 기준은 ‘평균의,건강
한 보통 아동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신체,심리 검사에서 경험하는 정
도의 해악 또는 불편함의 정도’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위험을 정의하는 객관적 해
석(ObjectiveStandard)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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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MinorIncreaseoverMinimalRisk)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WendlerandEmaneul2005).

① 수적 기준(NumericStandard)
건강한 아동의 일상에서의 위험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증가된 정도까지로 정

하여 나타낸다.우선 최소한의 위험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해져야 하고 이는 사망
률과 같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숫자로 표현된다면
분명한 역치 기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결정된 역치 기준이 모두 윤리적 원칙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어,최소한의 위험보다 5%까지는 약간 큰 위험으
로 받아들여지나 6%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따라서
이 기준은 모호하고 정당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가변적 기준(UncertaintyStandard)
건강한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한 현재의 자료에 따르는 가변

적인 수준을 기반으로 정의한다.예를 들어,일상생활의 위험에 대한 각 평가점에
서 95% 신뢰 구간에 해당된다고 표현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한 많은 양의 자료가 축적되

어 있어야 한다.일상생활에서의 명확한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쌓일수록 위
험의 기준점은 낮아질 수도 있다.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여전히 허용 기준
을 정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으며 숫자에 따른 해석으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환아의 검사 기준(Ill-childExaminationsStandard)
연방 규정은 건강한 아동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반면 이 기준은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에 대하여 환아가 시행 받는 검
사에서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더 큰 위험을 경
험하는 아동들에게는 더 큰 위험을 허용하는 주관적 해석일 수 있다.특히,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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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법은 연구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조차도 이러
한 아동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결과로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아동들은 그들이 일상에서 더 큰 위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큰 연구에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일상에
서의 더 큰 위험의 존재는 그들을 더 많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려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Institute of
Medicine(IOM)은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심각한
상태의 환아 일수록 약간 큰 위험(MinorIncrease)의 수용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
다고 하였다.

④ 성실한 부모 기준(ScrupulousParentStandard)
이 기준은 가장 유력한 시도로서,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새로운 활동에 참

여시킬지 아닐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Freedman등(1993)은 ‘성실한’부모들이 ‘그 위험이 내 아이의 매일의 삶에서

겪는 바와 충분히 유사한지’를 평가함으로써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한다.만일 어떤
새로운 활동이 이전에 아동이 경험한 바와 충분히 비슷한 정도라면 성실한 부모
들은 그 활동을 허락하게 될 것이나,만일 그 활동이 이전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면 부모들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
하였다.
아동이 연구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지는 그 절차가 아동들에게 심리적 위험을

가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하다.아동들,특히 소아에게 있어 연구 과
정은 새로운 경험이고,이전의 경험과는 크게 다르므로 겁을 먹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그러나 성실한 부모들은 비록 그것이 위험 평가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
동들이 경험하였던 활동의 특성이 아이들을 위한 위험의 근원을 없애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위험들도 있다.방사선 촬영,MRI,PET검사와 같이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위험 요소를 내포한 검사도 있고,낮은 위험에도 불구하
고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위험을 가진 검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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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부모는 허락에 앞서 아이들이 경험할 모든 위험에 대해 고려한다.IRB
에게도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연구 절차에 따르는 전반적인 위험의
정도가 건강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충분히 유사한 정도일 때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이 접근 방법의 문제점은 여
기서 ‘충분히 유사한 정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⑤ 사회적 수용 기준(SociallyAcceptableStandard)
이 기준은 일부 아동들은 건강한 아동들과 비교하여 일상에서 더 큰 위험을

경험한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사회적 수용 기준은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를 넘
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NationalCommission에 의해 옹호된 이 기준은 아동들에
대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사회가 고려하는 정도를 넘는 위험은 금지시킨다.따
라서 사회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위험의 기준은 달라진다.연구
자와 IRB 위원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이들 모두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사회적 수용 기준을 반영했다고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때문에 이 기준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인정하
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얻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을 정하는 데에 있어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
고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
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한편 최소한의 위험에 대해서는 일상 검사나 일생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

험하는 위험보다 가능성과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즉 절대적 해석 방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전반적 검토 과정
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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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평가 과정에 대한 논의

① 전체로서의 연구에 대한 접근 방법(WholeProtocolApproach)
위험과 잠재적 이익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관된 개념의 틀이 필요하다.1975년

NationalCommission은 연구 전체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치료적 연구인지 비치료
적 연구인지를 구분하여 위험을 분석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 이상의 치료적 절차를 포함한다면 치료적인 연구로 분류된다.일단 분

류되고 나면,치료적인 의도 없이 연구 피험자에게 어떤 절차가 적용되더라도 별
다른 제한을 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 접근 방법은 혼동을 낳을 뿐 아니라 피험
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또한 치료적 연구라는 용어는 서로
모순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NationalCommission은 이듬해인 1976년과 1977년 수감

자 및 아동 피험자 보호를 위한 보고서에서는 연구를 치료적 또는 비치료적인 것
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하지만 전체로서의 연구를 평가하는 것
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적 모델에 대해서는 고수하였다.아동 연구에 대한 보고서
에서 NationalCommission은 연구를 ‘최소한의 위험보다 크지 않은 위험을 포함
하는 연구’,‘최소한의 위험의 한계를 넘는,치료적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그리고
‘최소한의 위험의 한계를 넘는,비치료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의 세 가지로 구
분하고자 하였다.이러한 구분 역시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연구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 역시 단지 과학
적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며,이익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요인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기틀을 포함하는 지침들은 연구를 구성 요인들의 부분적인
종류를 포함하는 전체로서 보기 때문에 여러 지침들이 어떻게 일제히 전체 연구
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비록 이 모델이 전체로서 연구를 평가
함에 따르는 언어적 혼란은 피한다 하더라도,그것이 치료적/비치료적 요인들과
분리되어 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분석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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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의 개별 구성 요소에 기초한 접근 방법(Component-basedApproach)
이 접근 방법은 연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의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새로운 해열제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한 위약 대조,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해열제를 투여 받게 되는 피험자들은 직접
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가진다.하지만 위약군에 배정받게 되는 피험자 자신
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그러나 이러한 연구 절차는 공공의 지식을 얻기 위하
여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료적인 절차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즉,
치료적 절차는 피험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반면 비
치료적인 절차는 일반적 지식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에 의하여 정당화된다.이러한
두 가지 형식의 이익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한 가지 연구에 함께 존재할 수 있고,서로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연구에서의 중재가 치료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료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연구 중재가 임상적 동등성(ClinicalEquipois
e)12을 만족하는지를 정한다.만족한다면 승인될 수 있고,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여
질 수 없다.한편 연구 중재가 치료적이지 않은 경우에,위험을 최소화한 후 연구
로부터 얻어질 지식의 중요성과 견주어 합당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얻어질 지
식의 중요성이 위험보다 크다면 그 연구는 승인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전체로서의 연구에 대한 접근 방법(WholeProtocolApproach)

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즉 치료적 연구 또는 비치료적 연구로 이분하여

12연구의 동등성(ResearchEquipoise)은 2001년 NBAC의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
로,주로 임상적 동등성(ClinicalEquipoise)으로 간주된다.전문가 집단에 의해 인정된
한계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해 연구 중재의 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
게 된다.중재의 위험 및 잠재적 이익이 수적으로 동등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
이의 대략의 평형을 요구한다.즉,임상연구자가 환자에게 위약 또는 열등할지 모르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임상연구자와 환자
모두 어떤 시술이 더 나을지 실제로 알지 못할 때이다.만일 연구자들이 시험약이든 위
약이든 특정한 치료법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면 사심 없이 그 방법을 배정해야 할 윤리
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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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평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설계된 연구 과정에 포함된 여러
절차들 각각이 치료적인 치료적 근거나 치료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인지를
살피고 이익이 위험보다 클 때에 정당화될 수 있게 한다.치료적 의도가 없는 절
차 즉,비치료적인 절차일 경우에라도 얻어질 지식과 비교하여 그 위험이 합당한
정도일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Weijer(2001)는 이 방법이 임상 연구가 종종 치료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는

것과 연구의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한 절차의 여러 가지를 혼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또한 같은 연구의 치료적 절차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익
에 의하여 위험한 비치료적 절차가 정당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접근 방법에도 한계점이 있다.즉,치료적 절차가 임상적 동등성 판

단 결과 정당화되어 승인되더라도,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
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그리고 비치료적 절차가 얻어질 중요한 지식
이 예상됨에 따라 비치료적 절차가 정당화되어 승인될 수 있으나 피험자 자신에
게는 이익보다 위험이 클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치료적/비치료적의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오

로지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하여 설계된 중재라면 그것이 치료적 요소
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비치료적인 것이 된다.또한 치료적인 중재는 ‘연구 피험자
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라고 정의되는데,그렇다면 비치료적인 중재는 과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된다.하지만 연구는 과학적 물음에 따라 설계되고
대개 연구자의 여러 의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치료적인지 비치료
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마지막으로 건강한 피험자에 대한 단순 방
사선 촬영과 같이 연구에서 비치료적 요소라고 판단되더라도,질병의 발견과 같은
치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치료적인 측면과
비치료적인 측면 둘 다를 가진 연구들이 많은데,이런 연구에서 치료적 중재에 대
해서만 임상적 동등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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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구에서의 위험과 잠재적 이익의 윤리적 검토 과정

*출처 :NationalBioethicsAdvisoryCommission.2001.EthicalandPolicy
IssuesinResearchInvolvingHumanParticipants.Vol2.P-18Fig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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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순 위험 평가(NetRisksTest)
피험자에 대한 위험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Wendler와 F.G. Miller(2007)는 ‘순 위험 평가(NetRisksTest)’의 방법을 제안하
였다.
순 위험이 존재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연구 중재의 위험

이 잠재적인 임상적 이익을 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연구를 위해 혈액검사를 하
는 것은 참여자에게는 아무런 잠재적 이익이 없으므로 채혈에 따르는 순 위험을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다른 가능한 대체 치료 방법에 비하여 피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이익의 비율이 덜 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시판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A약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이고 B약은 최근에 개발
되어 시판 된 약이다.B약은 A약에 비하여 ‘오심(Nausea)’을 유발하지 않는다.이
두 약제의 안전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A약을 투여 받는 피험자는 B약을 투여
받는 군에 비하여 ‘오심’이라는 유해사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A약 투여
군에 대한 순 위험으로 본다.A약을 투여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지의 여부는 위험
이 최소화 되었는지,이익이 극대화되었는지,연구 참여자에 대한 순위험이 충분히
낮은 정도인지,그리고 연구에서 얻어질 가치가 순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윤리위원회는 참여자가 직면할 위험에 초점
을 두고 연구에서의 순 위험의 가능한 원인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중재의 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우선 연구에 포함된 각 중재 방법을

확인한다.각각의 중재에 대하여 참여자에 대한 잠재적 임상적 이익과 위험을 비
교한다.그리고 각 중재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방법들과 위험/이익
평가 결과를 비교한다.적어도 다른 가능한 대체 방법과 같은 정도의 위험/이익
비율을 가져야 한다.
순 위험을 가하는 각 연구중재의 위험이 충분히 낮은 정도인지13,그 방법을

13충분히 낮은 정도라 함은 아동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 또는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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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지식의 사회적 가치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
다.이 과정에서 같은 연구에서의 다른 중재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익이 일부
중재의 위험을 정당화하는 식의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즉 약물 투여에 따르는 의
학적 이익이 생검(biopsy)을 실시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Wendler와 Miller(2007)는 이 방법이 임상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며,윤리위원회

를 위한 더욱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연구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Weijer와 P.B.Miller(2007)14는 순 위험 평가 방법이 연구의 개별 구성
요소에 기초한 접근 방법(Component-basedApproach)을 대체하기에는 문제가 많
다고 지적하였다.위험과 잠재적 이익의 윤리적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던
다섯 가지 요건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IRB는 연구 중재의 순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과도한 위험’의 정의를 내
리지 않았고,연구에서 얻어질 지식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
아 피험자의 복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피험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따라
서 연구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또한 순 위험 평가 초기에 이루어지는 여
러 가지 판단에 대한 기준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
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순 위험 평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험과 잠재적 이익 평가에 있어 어떤 과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까
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평가 과정의 논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연
구의 개별 구성 요소에 기초한 접근 방법(Component-basedApproach)이 가장 합
리적이라고 사료된다.

14CharlesWeijer는 2001년 NBAC에서 발간한 보고서(Vol.2)에서 연구의 개별 구성 요소
에 기초한 접근 방법(Component-basedApproach)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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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아동 연구에서의 논의 결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의 경우,인간이 자율적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Consent)를 근거로 연구가 시행된다.
반면 아동이나 취약한 개인에 대해서는 자율성 보다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Troug2007).

Shah등(2004)은 아동 연구에 대한 미국 연방 규정에서의 위험과 이익 분류를
정리한 바 있다.우선 아동 연구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최소한이면 부모의 동의와 아동의 승낙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위
험이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경우 또는 그 이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아동의 승낙에 더하여 그 위험이 예견되는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며,위험/이익의 비율이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과 유사한 정도여
야 한다.반면 아동 연구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보다 크지 않을 때에 부모의 동의와 아동의 승낙을 조건으
로 연구가 승인될 수 있다.만일 연구에서의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 정도라면 연구에서의 중재가 피험자의 실제적이고 기대되는 경험과 비교하
여 적합한 정도여야 한다.또한 이러한 중재는 피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일
반화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물론 부모의 동의와 아동의 승낙은 필요
하다.아동 연구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가능성이 없고,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의 정도를 넘어서는 위험을 가하는 연구는 IRB에 의하여 승인될 수
없다.

미국의 아동 건강법(Children'sHealthActof2000)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를 검토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Section1003(b)),
NHRPAC는 이것들을 고려함에 있어 지침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최소한의 위험이 아동이 학교에 오가는 동안,일상적 진료를 위하여



- 55 -

병원이나 치과에 방문하고,친구들과 혹은 집에서 놀이하는 동안에 보통의 건강한
아동들의 매일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불편함,대우의 정
도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또한 일상생활(DailyLife)이란,건강한 아동의 일상
생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일상적이지 않은 종류의 위험
이라도 일상생활의 익숙한 위험의 정도보다 그 가능성과 정도가 크지 않으면 최
소한의 위험이라고 본다고 하였다.즉,일상적인 일회적 진단적 방사선 촬영은 최
소한의 위험보다 크다고 고려되지 않는다.또한 이 위원회는 건강한 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최소한의 위험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질
병 상태의 아동에 대해서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Fisher등(2007)은 최근 직접적 이익의 가능성이 없는 소아 연구에서의 위험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 졌음을 설명하였다.National
Commission,NHRPAC,IOM,SACHRP(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HumanResearchProtection)와 같은 미국의 주요 위원회들이 연방 규정에서의 최
소한의 위험은 ‘안전한 환경에 사는 건강한 아동들’이 경험하는 위험의 가능성과
크기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한편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은
주관적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그러므로 대상 집단
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연구자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IRB가 판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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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국국국내내내///외외외 규규규정정정의의의 검검검토토토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규정 및 지침
들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주로 위험/이익 평가와 관련된 조항 및 개념,구체
적 지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우리나라 규정이나 지침의 구체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것이다.

555...111국국국제제제적적적으으으로로로 통통통용용용되되되는는는 지지지침침침

5.1.1국제연합(UnitedNations)

OfficeoftheUnited NationsHigh CommissionerforHuman Right(이하
OHCHR)15에서는 1976년 “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를
발표하였는데,제7조에 ‘누구도 고통을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특히 당사자의 자율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
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이는 헬싱키 선언 이후에 선포된 것이기는 하나,국
제적으로 가장 상위 기구인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Educational,Scientific,and CulturalOrganization,
UNESCO)는 2005년에 법적,사회적,환경적 차원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 문
제를 다루고자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UniversalDeclaration on
BioethicsandHumanRight)”를 선포하였다.이 선언은 총 28개의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초점을 두고 의학,생명과학 및 인간에게 적용

15OfficeoftheUnitedNationsHighCommissionerforHumanRight(이하 OHCHR)은
국제연합 헌장에서 세워진 모든 권리의 완전한 이해 및 권리 보장을 보호하고 증진시키
기 위한 국제연합 사무국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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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술들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적,법적,환경적 차원에서 고
려함으로써 개인,집단,사회 전체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원칙 제4조 ‘이익과 해악’에서 ‘기술과 관련되는 과학적 지식 및 의학적 수행을

적용함에 있어 환자,연구 참여자 및 다른 영향을 받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간접
적 이익은 극대화되어야 하고,해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또한 제7
조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항에서는 ‘연구는 대상자의 직접적인 건강상
의 이익을 위하여만 수행되어야 하며...같은 범주 내에서 그 연구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최소한의 위험만을 내포하는 피험자에 대
한 건강상 직접적인 이익의 가능성이 없는 연구는 최대한 제한되어 예외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윤리위원
회(EthicsCommittees)가 운영되어야 하며(제19조 윤리위원회),의학,생명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위험의 적절한 평가와 관리가 촉구됨을 제시하였다(제20조 위험의
평가와 관리).

유네스코가 발간한 지침인 “BioethicsCommitteesatwork:Proceduresand
Policies”(GuideNo.2,2006)는 연구 윤리위원회가 미래의 환자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이익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해악의 위험 및 과학적 이익을 다루어야 한다
고 하였다.연구 피험자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그러므로 피험
자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되도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인류(사회)에 대한,그리고 피험자 자신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이
해해야 한다.

5.1.2세계보건기구(WorldHealthOrganization)

1970년대 후반,세계보건기구(WHO)산하의 국제의학기구협회(theCouncilfor
InternationalOrganizationsofMedicalSciences,CIOMS)는 생명의학 연구와 관
련된 윤리 문제에 관한 작업에 착수하여 1982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
학 연구에 관한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InternationalEthical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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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을 제안하였다.이는 헬싱키선
언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 연구의 수행에 지침이 되는 윤리적 원
칙을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에 대하여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 가이드라인
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2002년 1월 발표된 것이다(Biomedical
ResearchEthics:UpdatingInternationalGuideline.A Consultation).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상시험자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위험이 최소화
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
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 또는 심리 검사에 따르는 위험과
유사한 정도여야지 더 커서는 안 된다.

․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하는 부담과 연구에 참여하는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
록 군 또는 집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1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 및 과
학적 유효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과학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연구는 이익의
가능성 없이 피험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학적 원칙을 준수하고,타당한 과학적 문헌의 적절한 지식
에 기초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어떤 연구가 과학적으로 유효한
지의 여부는 연구가 끝나고야 알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여기서는 타당하고 유
효한 결과를 냄으로써 피험자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검토
할 수 있는 사항들,예를 들어 연구자의 자질,연구 방법의 적합성,기존의 문헌
등을 철저히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8에서 연구 참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사람을 대

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학 연구의 경우,임상시험자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이 합
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위험이 최소화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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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피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진단적,치료적 또는 예방적 이익을 제공하는 시
술 또는 절차는 예측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의 측면에서 다른 가용한 대안만큼
개별 피험자에게 적어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이
러한 ‘유익한(beneficial)'시술이나 절차의 위험은 개별 피험자에게 기대되는 이익
과 관련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또한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적,치료적 또
는 예방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주지 않는 시술의 위험은 사회(일반화될 수 있는
지식)로의 기대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이러한 시술에 의해 나
타나는 위험은 습득된 지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8에서는 연구 참여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연구를 정당화할 수 있

는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반면 가이드라인 9에서는 위험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개별 피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의
기대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용 시술로 인한 위험은 일반적인 의료 또는 심리 검사
에 따르는 위험과 유사한 정도여야지 그 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또한
이러한 ‘위험의 약간 혹은 경미한 수준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과학적 또는 의
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IRB의 승인 여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IRB가 일상적인 의료 혹은 심리 검사와 관련된 위험 정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경우,다음의 네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한다.첫째,연구가 예상 피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또는 피험자에게 특히 감수성이 있는 조건에 반응하도록 설
계되어 있는 지에 관한 사항,둘째,연구 치료법의 위험이 시험 중인 임상 환경의
조건 또는 세트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료 및 심리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
험보다 단지 약간만 초과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셋째,연구의 목적이 피험자를 증
가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넷째,그
시술이 연구 중인 상태와 관련하여 피험자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
는 임상 시술과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약간 또는 경미한 증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치된 의

견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이 가이드라인은 질병 또는 상태와 관련하여 최소한
의 위험을 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만 건강한 피험자에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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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피험자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
도를 기준으로 연구에서의 부가적인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000년에 발표된 “OperationalGuidelineforEthicsCommitteesThatReview

BiomedicalResearch”는 국가와 기관 등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윤리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함을 명시하였다.윤리위원회는 연구
피험자 및 관련된 지역사회의 예상되는 이익에 견주어 예견되는 위험과 불편함이
정당화되는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5.1.3국제 임상 연구 윤리 기준
(InternationalConferenceonHarmonization-GoodClinicalPractice,ICH-GCP)

GoodClinicalPractice(이하 GCP)는 정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Clinicaltrials)에 대한 규정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1990년 4월 미국,유럽,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의 대표들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회의인 International
ConferenceonHarmonization(ICH)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다.
GCP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인권 의식의 발달과 함께 탈리도마이드와 같

은 대형 약화 사고16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
면서부터이다.이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되었고,1964년 헬싱키 선언이 발표되면서 오늘날 GCP의 기본 골격
및 내용의 기초가 되었다.
1996년 만들어진 이 지침은 미국,유럽연합,일본 3개국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

16탈리도마이드 사건(theThalidomideExperience),1962년
탈리도마이드는 임신 기간에 입덧을 막기 위해 1950년대에 사용되었던 약물로서,미국
에서 사용되었을 당시에는 환자에게 약물치료의 임상시험적 성질에 대해 알린다는 기준
이 없었다.이 약을 복용하였던 임부들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심각한 기형이 나타났는
데,이 사건을 계기로 임상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Food,Drug,andDomesticAct”를 개정하
기 되었고,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연구수행에 대한 특별한 윤리적 기준을 제정하고 집행
하도록 하는 과정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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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 부처에서 임상연구 자료를 상호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GCP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새로 개발되
는 의약품의 안전성(Safety)과 유효성(Efficacy)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임상시험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임상시험 의뢰자,임상연
구자 및 모니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규제한다.
현재 ICH-GCP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다 국가에서 시행되는 임

상시험의 수행 기준이 되고 있으며,세계 각국에서 마련되는 임상시험 관련 규정
에도 반영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 들어오면서 GCP법제화를 추진하
여 1987년 12월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처음으로 공포하였으나,임상시험에
대한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인식 미흡,임상시험실시기관의 수용 여건 미비 등
으로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이 후 1991년 약사법(법 4486호)개정 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1
호)에서 임상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1995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임상시험관리기준(KoreanGoodClinicalPractice,이하
KGCP)이 시행,적용되기 시작하였다.이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외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적 기준(ICH-GCP)과 조화시켜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계,의료계,관련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을 2000년 1월 4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ICH-GCP는 기본 원칙으로 ‘2.2임상시험은,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측할 수 있

는 위험과 불편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임상시험으로 인하여 피험자 개개인과 사회
에 예상되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작하
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피험자,배아,태아 또는 유아에게 예측 가
능한 위험이나 불편,예상되는 이익.피험자에게 임상적인 이익이 없을 때,피험자
에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피험자에게 수행되는 치료의 절차와 과정 및 그것의 주요한 잠재 이익과 위
험성에 대한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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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이익이 없는 연구의 수행은 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적고,피험자의
복리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IRB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치료적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4.8.13-14).

555...222주주주요요요 국국국가가가의의의 규규규정정정

5.2.1미국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소아 연구에서의 위험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연방 규정은 IRB에게 위임하여 아동 연구
에서의 세 가지 위험/이익 범주를 승인하도록 하였으며,세 번째에 범주에 해당되
는 연구는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① 참여 아동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연구
② 직접적 이익은 없으나 최소한의 위험만을 내포하는 연구
③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최소한의 위험보다 약간 큰 위험을 내포하는 연구

반면,1977년 NationalCommission은 최소한의 위험을 ‘건강한 아동들의,일상
적인 의학적 또는 심리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해악이나 불편함의 가능성
과 정도’라고 하여 ‘건강한 아동’을 기준으로 삼고자 함을 명시하였다.National
Commission은,피험자에 대한 직접적이 이익이 없고,최소한의 위험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는 IRB의 결정에 따라 승인하도록 하였다.
NationalHumanResearchProtectionAdvisoryCommittee(NHRPAC)17는 아

17현재 Secretary'sAdvisoryCommitteeonHumanResearchProtection(SACHRP)
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s의 장관과 차관에게 연구 피험자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조직된 위원회이다.(20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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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의 최소한의 위험 판단에 있어,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절대적 해석을 명시
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건강한 아동의
일상생활의 평균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NHRPAC,2001).
NBAC역시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상대적 해석을 거부하였다(NBAC,2001).18

임상연구 전반에 대하여 NBAC가 제시한 최소한의 위험의 정의에는 일상생활에서
의 위험만 명시할 뿐 일상 검사 위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연방 규정에서는 ‘healthyperson’이나 ‘subjectsoftheresearch’의 표

현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동은 지속된다(Fisher,Kornetsky,andPrentice
2007).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s(이하 DHHS)는 일상 검사 기
준의 절대적 해석을 거부하였는데,1981년 DHHS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
적인 해악의 위험이란 연구의 피험자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2001년 이러한 DHHS의 해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DHHS내의 U.S. Public Health Service(PHS)의 산하 부서인 National

InstitutesofHealth(NIH)내에 있는 OfficeofHumanSubjectResearch(OHSR)에
서는 IRB심의를 위하여 위험/이익 평가에 관한 평가 도구를 두고 있다(그림 3).

또한 다음과 같은 분류로 피험자에 대한 위험/이익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① 피험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나,피험자가 가진 질병이
나 상태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② 피험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나,연구로 인하여 사회의
질병이나 상태를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보는 연구
③ 피험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연구

18NBAC(2001)Recommendations2.5와 4.2:
Minimalriskshouldbedefinedastheprobabilityandmagnitudeofharmsthatare
normallyencounteredinthedailylivesofthegeneral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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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정은 전 세계의 임상연구 관련 규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연방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켜 왔
다.수십 년에 걸친 논의는 소아 연구에 대한 여러 관련 기관의 의견을 하나로 모
으는 데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본다.하지만,건강한 성인과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여러 관련 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여전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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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위험/이익 평가 Risk/BenefitAssessment(2007.3.20개정)

[[[위위위험험험 RRRiiissskkk]]]
정의 :최소한의 위험이란,연구에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반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검진 동안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45CFR46.102(h)(i)).

해당 항목에 표시하시오.
1.______연구가 피험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2.______연구가 피험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포함한다.

○ ______위험은 최소한의 위험에서 minorincrease를 나타낸다.
○ ______위험은 최소한의 위험에서 minorincrease이상을 나타낸다.

[[[이이이익익익 BBBeeennneeefffiiittt]]]
정의 :연구에서의 이익이란,개별 연구 피험자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심리
사회적,혹은 다른 어떤 가치,또한 일반화된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어떤 것
으로 간주된다.피험자에 대한 금전적이거나 다른 보상 방법은 연구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며 이익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하시오.
1.______피험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나,피험자가 가
진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을 창출할 것이다.

2.______피험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나,연구로 인하
여 사회의 질병이나 상태를 이해가 증진 될 것이다.

3.______피험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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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제시한 검토 목록은 연방 규정의 내용에 충실하여,연구에서의 위
험과 이익에 대한 표면적 분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실제 IRB위원이 위
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 과정에 필요한 지침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토 목록만으로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5.2.2유럽연합

유럽 의회(EuropeanParliamentandoftheCouncil)의 임상시험지침(Directive
2001/20/EC)은 새로운 중재가 적용되는 임상 시험의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
다.연구 피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으로,예견되는 위험과 불
편함과 다른 현재와 미래의 환자들 및 개별 연구 피험자들에 대해 예견되는 이익
이 비교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윤리위원회가 예견되는 치료적이고 공공에
대한 이익이 위험을 정당화된다는 결론을 낸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유럽연합(EuropeanUnion,이하 EU)에는 크게 두 가지의 관련 위원회가 존재

한다.CouncilofEurope,BioethicsDepartment(이하 COE)19와 EuropeanGroup
onEthicsinScienceandNew Technologies(이하 EGE)20이다.COE는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 관한 인간 존엄성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협정 :인권 및 생의학에서
의 협정(Convention fortheProtection ofHuman RightsandDignity ofthe
Human Being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Biology and Medicine:
ConventiononHumanRightsandBiomedicine)”(Oviedo,4.IV.1997;European

19COE는 EuropeanConventiononHumanRight을 기반으로 47개 회원국의 민주주의 원
리를 발전시키고자 1949년 세워졌다.

20EGE는 Europeancommission에 의하여 임명된 15명의 여러 분야(생물학,유전학,의학,
약학,농학,법학,윤리학,철학,신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의 독립적이고 다원적
인 집단(group)이다.이 group의 임무는 법률이나 정책의 마련 및 적용과 관련하여
EuropeanCommission의 의견에 대하여,과학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여러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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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Series-No.164)에서 생명과학 연구에서의 기본 원칙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였으며,연구는 관련된 개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 및 최소
한의 부담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5장 제17조).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으며,연구에서의 잠재적 이익이 발생될 위
험보다 켜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연구의 목적,윤리성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를 포
함하여 과학적 이점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후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개인의 승
인을 받아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작성된 “생명의학 연구와 관련된 인권 및 생의학에서의

추가 협정(Additional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ConcerningBiomedicalResearch)(EuropeanTreatySeriesNo.195,
2005)”제2장 제6조에서 연구 피험자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및 부담보다
크지 않다면 연구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고 하
였다.제8조는 모든 연구는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하고,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그러나 제6조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과 위험’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5장 제17조는 최소
한의 위험과 최소한의 부담을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연구 중
재의 특성과 크기가 최소한의 위험으로 간주된다면,그 위험은 사람에게 많아야
약간의 일시적인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고 하였다.
불편함이 일시적이고 미약한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최소한의 부담을 야기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EGE가 2003년 2월에 마련한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의 윤리적

측면(EthicalAspectsofClinicalResearchinDevelopingCountries)”에는,연구
계획서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예견되는 위험/이익 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8.Ethical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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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영국21

우리나라의 약사법과 유사한 성격의 영국의 “의약품 법(MedicinesAct,1968)”
은 임상시험에 관한 간략한 언급만 하고 있고,자세한 규정은 “인간에 대한 의약
품 사용에 대한 규정(The Medicines for Human Use(Clinical Trials)
Regulations)(2004No.1031)”에 나타나 있다.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임상시험지침
(2001/20/EC)이 적용된 것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제3장에서 윤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예견되는 이익과 위험을 평가하고 이것
이 연구의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이 규정의 부칙(Schedule1.

Part2.)은 ICH-GCP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유럽연합의 임상시험지침의 내용을
적용하여,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예견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함은 개별 연구 피험
자 및 다른 현재와 미래의 환자들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과 견주어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피험자의 권리,안전 및 복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만일 윤리위원회와 허가 당국이 기대되는 치료
적,공중 보건적 이익이 위험을 정당화한다고 결정한다면 철저한 관리를 요건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이 규정은 위험/이익 평가의 필요성 및 연구 수
행 요건 정도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NHS연구윤리위원회의 관리(GovernanceArrangementsforNHS

21DepartmentofHealth산하의 NationalResearchEthicsService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
존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윤리적 검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NationalHealthService(NHS)내에서 수행되는 윤리적 연구의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DepartmentofHealth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NHS내에서,연구 윤리위원회는 연구
에 대한 의견을 당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NationalHealthandSocialServices는
NHS의 일부로써 질 높은 연구의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연구윤리위원
회(ResearchEthicsCommittees)는 이러한 의무를 공유한다.
영국,England:GovernancearrangementsforNHSResearchEthicsCommitees,July
2001.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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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thicsCommitees)(July2001)”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준작업지침서에
서 정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규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또한 “영국의 연구윤리위윈회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Research Ethics Committees in the United
Kingdom)(version3.4,September2007)”에서는 규정에서 언급하지 못한 보다 구
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나,최소한의 위험 혹은 위험/이익 평가에 대한 직접
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5.2.4프랑스

건강 및 생명과학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NationalConsultativeBioethics
CommitteeforHealthandLifeSciences,이하 CCNE)는 1983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구성되었고,1994년 7월에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으며,현재는 2004년 8월의
새로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생물학,의학 및 건강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는 자문기구이다.CCNE가 마련한 여러 지침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인간에 대한 새로운 치료의 적용에 대한 의견 :고려사항 및 제안

(OpinionontheTestingofNew TreatmentsonHumans:Considerationsand
Proposals)(N°2-October9,1984)”은 전임상의 실시,연구의 과학적 가치,자율
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윤리위원회의 검토와 함께 중요한 조건으로
위험/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위험/이익에 대한 점검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환자는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여되어야 한다.치료 및 평가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이 두 가지 요건은 특히 비교 연구에서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또한 연구의 이익과 무해함은 그 치료 방법이 완전히 검증되
지 않았더라도 표준 치료와 동등한 정도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간 행동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보고서(Opiniono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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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ofresearchinthesciencesofhumanbehaviour.Report)(N°8-October
14,1993)”는 심리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위험
이란,사건 결과의 중등도 및 그 가능성이라고 하였으며,최소한의 위험과 최소한
의 위험이 아닌 것(non-minimalrisk)은 1978년 미국의 NationalCommission의
것을 따른다.위험이 없다(zerorisk)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최소한의 위험’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과
같은 정도의 크기의 위험으로 정의한다.

5.2.5일본

PharmaceuticalsandMedicalDevicesAgency(PMDA)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시판 후 관리를 위하여 2004년 4월에 조직되었다.Pharmaceutical Affairs
Law(1996)을 기본법으로 하며,임상시험 관련해서는 PMDA와 Ministry of
Health,Labor,and Welfare(MHLW)가 관련되어 있다.(Regulatory Authority)
MHLW는 Good ClinicalPractice Guidelines(1997)및 Ethicalguidelines for
ClinicalResearch(2003)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5.2.6캐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지침(Tri-CouncilPolicy
Statement:EthicalconductforResearchInvolvingHumans,TCPS)”22은 윤리

22 “Tri-Council Policy Statement : Ethical conduct for Research Involving
Humans(TCPS)”:CanadianInstitutesforHealthResearch(CIHR),National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NSERC),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ResearchCouncilofCanada(SSHRC)의 세 기구를 아우르는 지침으로 1998
년 처음 만들어졌고,2005년까지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지침은 SSHRC의 ‘EthicsGuidelineforresearchwithhumansubject'와 Medical
research councilofCanada의 지침 ’Guidelines on research involving human'과
‘Guidelinesforresearchonsomaticcellgenetherapyinhumans'를 통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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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칙으로 해악과 이익의 균형,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예견되는 해악은 연구에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BalancingHarmsandBenefits),악행금지의 원칙,피해 회피의 원칙에 의하
여 해악을 최소화해야 하며,선행의 원칙에 따라 이익을 최대화 할 의무가 있다.
피험자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최소한의 위험에 대하
여는 연구윤리위원회(REBs)가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검토할 때의 표준 절차로써
도 제시되어 있다.
최소한의 위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잠재적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입게 될지 모르는 해악의 가능
성과 크기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될 수 있다면,그 연구는 최소한의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전향적 피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더 큰 준비,더 높은 정도
의 감시는 연구를 정당화한다.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특히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되는데,특히 환자가 치료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중재
가 포함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때에 그러하다.이런 연구에서 피험자는 질병
에 대한 직접적 치료나 X-ray촬영,혈액 채취,내시경 검사 등 치료의 적
절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노출되게 된다.따라서 임상시험에서의
위험은 ‘치료적’과 ‘비 치료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수술,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일부 치료 방법들은 치료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해악의
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치료적 위험은 환자에게는 최소
한의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이는 그들의 현재 생활의 일
부로서 수행 될 치료 본래의 것이기 때문이다.기존의 치료 방법과 견주어
보아 위험/이익의 균형이 다르지 않다면 실험적 절차라도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고려는 비 치료적 연구에서는 적용
될 수 없으므로 연구윤리위원회는 모든 연구 과제의 검토 시에 이를 분명
히 구분하여야 한다.또한 해악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지,연구로부터 얻어
질 지식에서 기대되는 이익과 이들 해악의 비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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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호주23

1999년에 제정되고 최근 2007년 개정된 바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지침(NationalStatementon EthicalConductin Research
InvolvingHumans)”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제2장에서 위험/이익 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연구의 위험
과 이익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로써,다른 윤리적 고려 사항에 앞서 설명하였다.연구의 잠재적인 이익이
위험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윤리적인 수용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전
제 아래 위험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위험이란 해악,불편함 및 불안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의미하며,해악의 중등도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위험의 평가는 ① 위험을 확인,② 위험의 확률과 중등도
를 평가,③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를 판단,④ 연구의 잠재적 이익에 의하
여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⑤ 위험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정
하는 5가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이 지침은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개념
을 들어 설명하기 보다는,위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그것을 어떤 과정에 따라
평가할 것인지에 더욱 무게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지침”의 좀 더 구체적인 해

석 및 적용을 위하여 2001년 10월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에 관한
핸드북(Human Research Ethics Handbook-Commentary on the National
StatementonEthicalConductinResearchInvolvingHuman)”이 마련되었다.이

23 호주에서는 1992년 NationalHealthandMedicalResearchCouncilAct(No.225of
1992)을 제정, 이를 근거로 하여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NHMRC)을 설립하였다.NHMRC는 국민,전문가 집단 및 정부에게 건강 관련
조언 및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
는 핵심적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AustralianHealthEthicsCommittee(NHEC)는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NHMRC에게 건강 관련 윤리적 이슈에
대한 조언 및 지침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산하 기구인데,여기에서 여러 가지 관련 지
침들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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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는 임상 연구에 대한 전반적 윤리적 이슈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을 돕
는다.여기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선행의 원칙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해악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책임을 의미’하며,‘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익과 부담의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임상연구에서,환자를 돌보
는 일은 의학 지식의 증진과 구분하기 어려우나,연구 참여의 위험은 참여자에 대
해 의도한 이익의 가능성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지식의 증진만을 위하
여 수행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는 이익이 없는데,이는 최소한의 위험만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 된다’고 명시한다.

5.2.8인도

인도의 의학 연구 위원회(IndianCouncilofMedicalResearch,이하 ICMR)는
관계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학 관련 위
원회이다.ICMR이 발간한 여러 지침 중 “인간 참여자에 대한 생의학 연구 윤리
지침(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ResearchonHumanParticipants,2006)”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위험이란,일반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또는

일반 신체 또는 심리 검사나 검진 동안에 경험하는 것 보다 크지 않은 불편함이
나 해악이 예견되는 것으로 정의된다.그러나 ‘수술,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와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 자체에 커다란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이는 현재
의 매일의 일상의 일부처럼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재를 받는 연구 참여
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의 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약품 및 화장품 법(DrugsandCosmeticAct,23of1940,2005.6.30개정)에

의하여 임상시험관리지침(GoodClinicalPracticesforClinicalResearchinIndia,
2001)이 제정되었다.인도의 GCP는 WHO,ICH-GCP,유럽의 GCP및 인도의 의
학 연구 위원회의 지침 등을 반영하였다.법률에서 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들
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인도의 GCP는 위험,부담,해악,이익,또는 최소한의 위
험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설명을 두고 있지는 않다.다만,본문 곳곳에서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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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구계획서를 제출 할 때에는 그 내용에
위험과 이익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2.3.1.2).헬싱키 선언에서 제시된 선
행의 원칙에 따라 이익은 최대화하고,해악은 최소화해야 한다.기본적 윤리 원칙
에 따라 연구에 따르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2.4.1).아동을 피험자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개별 아동에 대한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연구는 연구의 결과로 얻어질 지식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연구에서의 위험이
낮아야 함을 제시하였다(§2.4.6.2).

5.2.9네팔

네팔의 건강관련 연구에 대한 평의회(NepalHealth Research Council,이하
NRHC)는 건강 관련 연구에 대한 평의회 법(HealthResearchCouncilAct,No.
29,1991)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네팔의 건강 관련 연구의 질을 높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감시
를 담당한다.NRHC산하의 윤리위원회(EthicalReview Board,ERB)는 네팔의 다
른 모든 윤리위원회를 감독하며,의약품 임상시험은 NRHC의 윤리위원회 및 의약
품 관리부(DepartmentofDrugAdministration,DDA)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NRHC는 의학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지침들을 두고 있다.
WMA의 CIOMS가이드라인과 헬싱키 선언을 기반으로 작성된 “건강관련 연

구를 위한 지침(NationalEthicalGuidelinesforHealthResearchinNepal,2001)”
은,연구가 최소한의 위험을 넘지 않고 그 위험이 일상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 검
사에 따르는 위험보다 크지 않을 때에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선행의 원칙에 따라 연구는 합당한 위험/이익 평가에 기초하
여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한다.여기서 위험이란,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
다.이익은 건강이나 복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한다.연구 참여자에 대한 대부분의 해악(Harm)은 신체적 통증이나 상해,
심리적인 영향을 가리키나,법적,사회적,경제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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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익 평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위험/이익의 평가를 위해서는 제안된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정
보와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연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에 대하여 제시한다.

․ 연구가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무자비하고 잔인한 치료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위험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 연구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연구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당위성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 관련된 위험과 이익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취득 과정에 따라 명확하고
철저하게 설명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건강관련 연구의 기관 윤리위원회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sforHealthResearchinNepal,2005)”은 헬싱키선언,CIOMS,
ICH-GCP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위험(Risk)’을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법적,경제적 위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정의는 미국 연
방 규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이 지침은 윤리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위험/이익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개개인 및 사
회에 대한 이익뿐 만 아니라 예견되는 이익이나 불편함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5.2.10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법률은 국민 건강에 관한 법률
(NationalHealthAct,No.61,2003)이다.이 법은 국민 모두가 고루 의료 서비스
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건강 체계를 세우고,건강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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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규정하며,건강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이 법 제72
조에서 건강 연구 윤리위원회(NationalHealth Research Ethics Council,이하
NHREC)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73조에서는 각 기관이 윤리위원회(Health
ResearchEthicsCommittee,이하 HREC)를 두도록 하고 있다.NHREC는 HREC
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점검을 실시하며,윤리적 이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
를 수행한다.24임상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와 관련한 위험/이익 평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관리지침(GuidelinesforGoodPracticeintheConductofClinicalTrials
inHumanParticipantsinSouthAfrica,이하 SA-GCP)에 보다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SA-GCP의 10가지 기본 원칙 중 네 번째가 ‘해악과 이익의 균형(Balance of
Harm andBenefit)’에 대한 것이다.

“연구의 위험/이익 평가는 연구 수행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위험/이익
평가는 연구 자체의 해악과 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여 수행되어야 하
며,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적인 상태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그러므로 연구에 따르는
해악의 가능성과 이익의 가능성은 구별되어야만 한다.연구책임자는 부당한
위험에 처할 참여자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모든 임상시험은 이 SA-GCP를 준수하여야 하며,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MedicinesControlCouncil(MCC)25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강관리 부처(DepartmentofHealth)는 “건강 연구에서의

윤리 :원리,구조와 절차(EthicsinHealthResearch:Principles,Structuresand
Processes,2004)”를 마련하였다.기본원칙에서 위험과 이익에 관해 제시된 내용은

24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NationalHealthResearchEthicsCouncil(NHREC)를 주축으로
각 지역마다 ResearchEthicsCommittee(REC)를 두게 되는데,각 지역의 REC는 정부
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25MCC는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 차원의 규제 기관이다.MCC는 임상시험의 승인 및
중단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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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CP에서 제시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2.9위험과 이익).제4장 윤리위원회
에 대한 조항에서,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연구 참여 예정자
에게 독립적인 견지에서 통역을 제공하여 연구의 ‘최소한의 위험’을 설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최소한의 위험’등에 대한 다른 구체적 명시 조항은 없다.
이 외에,1969년 국회제정법(No's19of1969and58of1991)에 의하여 구성

된 “남아프리카 의학 연구 평의회(South African MedicalResearch Council,
MRC)”는 자율적인 기구로서 건강 관련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법에 따른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위원회에서
는 연구와 관련된 여러 지침들을 두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2002년의 의학연구 윤
리의 기본 원리 지침(Guidelines on Ethics in Medical Research General
Principles)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 지침에서는 위험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첫째,무시할만한 위험(NegligibleRisk,가장 작
은 가능한 위험)이다.위험의 정도가 너무 작아서 무시될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있
다.때때로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지는 위험의 종류와 같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은 각기 다른 한계를 가
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지는 위험과 같다고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무
시할만한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미 경험한 위험에 비례하여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두 번째는 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으로,이 용
어는 두 가지 상황 즉,경미한 두통이나 피곤을 느끼는 정도와 같이 그 자체로 미
미한 반응을 경험하였을 때와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마지막 범주는 최소한의 위험 이상(More than
MinimalRisk)인 경우이다.입원을 요하는 생검,요추천자,심리적 스트레스를 야
기하는 행동적 중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몇몇 국가들의 규정 및 지침들을 살펴보았다.검토한 대부분의 국가 규정이 헬
싱키 선언이나 벨몬트 보고서,ICH-GCP등의 반영을 통하여 위험과 이익의 평가
에 대한 기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그 내용의 구체성에는 국가들마다 혹
은 각 지침들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비교하여 정당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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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지침들이 언급하고 있으나 위험이란 무엇인지,이익은
어떤 범위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허용의 한계를 결
정하는 데에 중심적인 개념인 최소한의 위험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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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국외 관련 규정 및 지침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조항

a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명시 조항이 있는 경우 +로 표시함.
b위험/이익의 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경우.
cKopelman과 Wendler가 제안한 해석 기준 중 어느 기준에 따르는지를 표시함.
d위험/이익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정의a 원칙b
해석 기준c

평가과정d

절대적 해석 상대적 해석

유네스코 - + - + -

세계보건기구 - + - +(CIOMS) -

ICH-GCP - + - - -

미국 + +

+
(NHRPAC;
NBAC;
National

Commission)

+
(DHHS) -

유럽연합 - + - - -

영국 + + - - -

프랑스 + + + - -

일본 - + - - -

캐나다 + + - +(TCPS) -

호주 + + - - -

인도 + + - +(ICMR) -

네팔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M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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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33국국국내내내 규규규정정정 및및및 표표표준준준작작작업업업지지지침침침서서서26

5.3.1국내 관련 규정

임상 연구와 관련된 국내 규정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약사법,그리고 식
품의약품안전청고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이하 KGCP)27를 들 수 있으며,임상
연구의 수행과 관련된 주된 지침은 KGCP이다.2000년에 ICH-GCP의 내용을 대
폭 반영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ICH-GCP와 크게 다르지 않다.
KGCP에는 최소한의 위험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고,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

준 제1장 제3조 제2항에 ‘임상시험으로부터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에 대한 충
분한 고려를 통해 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의
기본 원칙을 두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한편 제17조에서 비치료적 임상시험
은 피험자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서 서식에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한 경우
에만 실시되어야 하며,피험자의 복지가 침해될 가능성이 미미하고 낮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동의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비치료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하지만 비치료적 임상시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다만 제17조와 제19
조 제13항에서 ‘피험자에 대한 이득이 직접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비치료적 임상시
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미 논의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치료적 임상시험
과 비치료적 임상시험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문제가 있
다.또한 동의에 의하여 비치료적 임상시험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

26 주요 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또는 표준운영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의 분석은,SOP가 해당 기관의 website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다운받
아 사용하였고,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전달받아 사용
하였다.

27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7년 의약품임상시
험관리기준이 제정되었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피험자의 인
권 보호와 임상시험 보증 체계의 도입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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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모든 결정을 맡김으로써 잘못된 신념 등에 의하여 위험한 연구에 참여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상 연구에의 참여 여부

를 결정할 수 있고,피험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연구
중재의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상인 경우 IRB와 연구자는 어떤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국가 규정이 이런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면 각 기관의 지침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2006년 보건복지부 과제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표
준정립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연구 결과의 하나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표
준운영지침이 작성되었는데,이것이 국내 여러 기관들이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
는 데에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23조 (초기심의의 수행)
...각각의 위원회는 연구를 승인하기 전에 해당 연구가 다음의 필요조건들
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피험자에 대한 위험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적절한 연구 설계와 이에 합당한 시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피험자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다.적절하다면,진단 또는 치료목적으로 이미 피험자에게 시행되는

시술을 사용한다.
2.임상연구로부터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
해,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3.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정당하여야 한다.
4.연구로부터 오는 위험과 예상되는 이익을 평가할 때,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치료의 위험 및 이익과 구분하여 단지 그
연구로부터 연유되는 위험과 이익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5.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적용하여 발생하는(지식의 적



- 82 -

용에 따른)파급효과(예를 들어 공공정책에 미칠 연구의 효과)가 크게 기
대된다고 하여 피험자가 당장 그 연구에서 닥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또한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40조(신속심의)에서 신속심의의 대상으로 최소한
의 위험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다.여기에서 정의 내린 최소한의 위험은 연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위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강도가 정상적인 건강인의 일상생
활이나 일상적인 신체검사나 심리검사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미국 연방 규정의
정의에 정상적인 건강인을 기준으로 함을 추가 명시한 것이다.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

침서”는 피험자에 대한 주의와 보호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한다.

① 기관위원회는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에 대한 주의와 보호를 면밀히 심
의해야 한다.
ⅰ)연구계획서 등을 신청한 연구자들의 자질과 경험의 적합성
ⅱ)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a)피험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여부
b)피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위험 감
수가 정당화 되는지 여부
c)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 등의 파급효과(예를 들어,공공정책
등에 미칠 연구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피험자에게 위
험을 감수하도록 하는지 여부
d)비교 대조 또는 위약 대조 시험이 포함된 경우,이들 시험의 필
요성 및 과학성,통제군과 시험군에 사용될 치료제 또는 위약에 대
한 설명과 무작위 배정의 경우 각 군에 배정될 확률

5.3.2C병원

C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는 제4장
심의과정 제33조 신속심의의 대상을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간략한 설
명을 하였다.이 기관이 정의한 최소한의 위험은 ‘연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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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강도가 정상적인 건강인의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신체검
사나 심리검사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생물학적 검체를 연구 목적의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일상적인 진료에서 행해지며 이미 사용이 허가된 의료
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X-ray촬영은 신속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MRI는 포함된다고 하였
다.

5.3.3K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2006년 3월 4일)는 KGCP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기본원칙’에서 위험/이익 평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제7조에서 심사위
원회의 검토 시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제4조 (기본원칙)
2.임상시험으로부터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사의 원칙)
1.연구계획서의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윤리적 검토
(1)피험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ㄱ.실질적인 연구계획에 적합하고 불필요하게 피험자를 노출
시키지 않는 절차를 이용한다.
ㄴ.가능한 한 피험자에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표준 진단법
및 치료 방법을 이용한다.

(2)만약 피험자에 대한 위험이 예측될 경우,피험자에게 예측되는
이점과 연구 결과로 기대될 수 있는 지식의 중요도가 조화를 이루
도록 하여야 한다.심사위원회는 계획의 심사에 있어서,연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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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피험자에 대한 위험과 이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식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
아야 한다.

5.3.4K부속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 지정심사전문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sion 1.0,2007년 5
월)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거쳐야 할 단계로써,‘피험자 검
토’의 항목을 두고 있다.여기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위험 및 피험자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득을 검토하도록 한다.검토된 내용은 평가 양식에서,연구계획서
가 피험자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큰 제목 하에,“피험자가
노출될 위험성이 연구결과의 유용성에 비해 타당한가?”등의 항목으로 표시하게 된
다.

5.3.5S서울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f
InstitutionalReview Board,Version2.2August1,2007)는 제6조에서 심사평의회
(IRB)가 연구 계획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최소한의 위
험에 대한 정의를 표준운영지침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이 기관에서
발간한 임상시험 연구 핸드북(Edition2006-2007)에 제시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신속심사(ExpeditedReview)요청서’는 신속심사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소위험(MinimalRisk)’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최소위
험이란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진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이나 위험의 정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연구를 위해 피험자의 추가적인 방문이나 추가 채혈을 요하
는 경우까지는 최소위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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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기준)
① 연구계획서의 심사에 있어 심사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윤리적 검토
가.피험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a)실질적인 연구 계획에 적합하고 불필요하게 피험자를 위험
에 노출시키지 않는 절차를 사용한다.
(b)가능한 한 피험자에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표준 진단법
및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나.만일 피험자에 대한 위험이 예측될 경우,피험자에게 예측되는
이점과 연구 결과로 기대될 수 있는 지식의 중요도가 조화를 이루
도록 해야 한다.심사평의회는 계획의 심사에 있어서,연구에 참여
한 피험자에 대한 위험과 이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연구
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에 따른 장기적 효과 (예를 들어,그 연구
의 공공 정책에 대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다.대상자의 선정은 공정해야 한다.특히 어린이,죄수,임산부,신
체 또는 정신 장애자와 같은 특수 집단 또는 경제적,교육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피험
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측되는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비치료적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기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3.6S대학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sion1.2Dec1,2006)의 제1장 총
칙 제3조(윤리원칙)를 기술하고 있으며,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23조(초기심의의
수행)에서는 연구를 승인하기 전에 연구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과 관련하여 피험
자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피험자 연구와 관련된 윤리원칙

을 준수하고,피험자동의,위험-이익 분석 및 피험자 선택 등 모든 연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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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는 데에 헬싱키 선언의 윤리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위원회는 연구의 초기
심의 및 지속심의,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관
련 법규 및 표준운영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그리고 각각의 위원회는 연구를 승
인하기 전에 해당 연구가 다음의 필요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피험자에 대한 위험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적절한 연구 설계와 이에 합당한 시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피험자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다)적절하다면,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이미 피험자에게 시행되는 시
술을 사용한다.

2.임상연구로부터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3.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정당하여야 한다.
4.연구로부터 오는 위험과 이익을 평가할 때,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
더라도 받게 되는 치료의 위험 및 이익과 구분하여 단지 그 연구로부터 연
유되는 위험과 이익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5.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적용하여 발생하는(지식의 적용
에 따른)파급효과(예를 들어 공공정책에 미칠 연구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
다고 하여 피험자가 당장 그 연구에서 닥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6.강제 또는 부당한 영향에 취약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피
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가 연구에 포함되어
야 한다.
...
14.피험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연구계획의 수정은 정규심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신속심의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위원들이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사용하는 평가 양식에 대한 세부 지침은,위
험-신체적/정신적/사회적,이득-피험자에 대한 이득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득
을 고려하도록 한다.또한 연구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받을 이익 및 연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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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구계획서 평가지에 기록되게 되는데,위원은 해당 연구의 위험/이
익 비를 고려하여 연구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5.3.7Y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Version2.02007)는,용어 정의에서 최소
한의 위험에 대하여 미국 연방 규정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표준작업지침서 ‘임
상연구 심의-신규과제 심의’분류 내에서 임상연구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위험/이익 평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벨몬트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임상연
구 심의에서 피험자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보다도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과
임상연구의 모든 피험자는 알려진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또한 연구 승인을 위해서 IRB는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1)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1)적절한 연구 설계와 이에 합당한 시술을 사용한다.
(2)피험자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3)적절하다면,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이미 환자에게 시행되는 시술
을 사용한다.

2)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1)위험과 이익의 비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위원회는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았을 때 받는 피험자의 치료에 대한 위험-이익과 비교하여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달라지는 위험-이익의 비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위원회는 연구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제한된 특정 연구 집단의 연구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

Y병원에서 적용하는 ‘임상연구 계획서 심의 평가표’에는 피험자의 충분한 안전
성 고려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시술로 인한 위험성 등의 타당한 정
도를 판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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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본 바와 같이,우리나라의 주요 의료 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는 위험과 이
익의 평가에 대한 원칙적 내용,즉 벨몬트 보고서와 ICH-GCP의 내용에 따른 사
항들만을 명시하고 있다.위험과 이익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어 연구자나 IRB 위원이 연구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하는 데에 있
어 적용할 위험/이익의 개념을 잡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이를테면 연구에 포
함되는 실험적 절차의 위험이 피험자 사례비 지급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또한 위험과 이익을 비교하고 평가한다는 원칙적인 설명은 좀 더 쉽고 구체
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2004년 Shah등이 미국의 IRB 위원장들에게 최소한
의 위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서 같은 중재 절차에 대하여 IRB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지침이 없이 직관적
인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국가적 규정이나 각 기관의
지침은 실제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지금까지의 논쟁 사항들이 도움이 될 것이며,국내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
와 합의 과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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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국내 지침 및 주요 기관 표준작업지침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조항

a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명시 조항이 있는 경우 +로 표시함.
b위험/이익의 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경우.
cKopelman과 Wendler가 제안한 해석 기준 중 어느 기준에 따르는지를 표시함.
d위험/이익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정의a 원칙b
해석 기준c

평가과정d

절대적 해석 상대적 해석

KGCP - + - - -

C병원 + + + - -

K대학병원 - + - - -

K부속병원 - + - - -

S서울병원 + + - - -

S대학병원 - + - - -

Y병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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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44제제제안안안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
을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1.위험/이익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원칙은 벨몬트 보고서 등 제시된 바
를 대부분의 규정 및 지침에서 적용하고 있다.각 규정 및 지침의 서론에 명시된
이들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본 연구 앞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소한
의 위험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위험과 이익에 대한 정의를 내리
고,각 정의에 따라 IRB위원들은 임상 연구의 심의 시 어떤 위험과 이익을 고려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2.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려야 한다.대다수의 지침에서와 같
이 미국 연방 규정의 정의를 따른다면,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또는 각
연구에 참여할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지,아니면 또 다른 기준으로
정할지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연구마다의 상이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판단
하고자 하는 경우에라도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며,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소아 등 취약한 피
험자를 연구 참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별도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3.미국의 OHRP가 제안한 위험/이익 평가의 여섯 단계(그림 1)는 모든 임상
연구의 심의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에 더하여 각각의 단계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IRB 위원들이 일관성 있는 심
의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제4장에서 제시하였던 전
체로서의 연구에 대한 접근 방법(WholeProtocolApproach)또는 연구의 개별 구
성 요소에 기초한 접근 방법(Component-basedApproach)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접근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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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러나 전자의 경우를 실제 임상 연구의 심의 과정에 적용할 경우,연구의
치료적이고 동시에 비치료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가 치료적인지 비치료적인지
를 결정해야 하는 1단계 판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4.위의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은 심의를 수행하는
IRB위원이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자를 위한 검토 목록으로 활용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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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666...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각 나라의 규정 및 지침 분석 및 최근 논의 사항의 검토를 통하여
임상연구 심의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위험’의 기준을 검토하여 제안하기 위한 연
구로,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주요 국가의 규정 및 지
침을 이해한 후에 국내 임상연구 심의 기준에서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여 적용 방
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를 통하여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정립할 수 있으며,각 기관이 지침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임
상 연구 및 임상 연구 심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본 개념을 고찰하였

으며,이를 바탕으로 저널 등 관련 문헌에서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다.논의 쟁점
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련 지침들의 내용 및 국
내/외의 임상연구 관련 규정에 나타나 있는 최소한의 위험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
다.

1.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최소한의 위험을 판단할 기준을 무
엇으로 둘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Kopelman에 따르면,미국 연방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위험(MinimalRisk)’의 정의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 검사
에서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는데,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종류
의 일상생활이나 일상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일관된 위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Wendler등은 소아 대상 연구에서의 최소한의 위험 판단을 위하여 최소한의
위험을 약간 넘는 위험(MinorincreaseoverMinimalRisk)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소아 연구에서의 최소한의 위험에 대해서는 건강한 아동이 경험하는 정도를 기준
으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그러나 최소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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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간 넘는 위험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므로,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최소한의 위험을 평가하고,연구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연

구에서의 위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전체로서
의 한 연구를 치료적 혹은 비치료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정의에 의
하여 모순되기 때문에,각 연구가 포함하는 여러 중재 절차들 각각을 고려함으로
써 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2.유네스코,세계보건기구 및 일부 선진국 집단들이 마련해 놓은 임상 연구에
대한 각종 지침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지침들은 피험자 보
호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위험과 이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위험과 잠
재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개별 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사회에 대한 잠재
적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하나,임상 연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
하고 있다.
국제적 지침들이 포괄적 원칙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각국

의 규정들은 이 지침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들을 마련해야 할 것
으로 본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10개 국가의 규정이나 지침들은 최소한의
위험에 대하여 그 동안 이루어져 온 수 많은 논의의 결과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
하고 있었다.

3.우리나라 주요 기관들 역시 이에 대한 고찰 및 적용이 미흡하였다.검토한
7개 기관들 중 위험/이익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에 덧붙여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3개 기관에 불과하였고,1개 기관에서만 일상생활 및
일상 검사에서의 위험이 정상적인 건강인을 기준으로 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규정상의 명시가 미흡한 이유는 최소한의 위
험 판단이 사회에 따라,또는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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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연구자 편의 위주의 판단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러
나 연구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 주로 영향
을 주는 요소인 대상자의 특성(환자인가 건강인인가)및 연구의 목적(치료적 연구
인가 비치료적 연구인가)에 따라 최소한의 위험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념적이고 절대적인 해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이런 기준은 각 위원회가 최소한의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지침들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위험/이익 평가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에 더하여,위험,이익 및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정의 및 검토 범위에 대한 설
명이 제공되는 것은 위험/이익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고히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또한 각 기관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소한의 위험 기준이 절대적인
지 상대적인지를 결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위험/이익 평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그리고 연구에서의 위험을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각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연구자가 이들 지침을 실제 연구 계획이나 검토 과정에 적용하는 토대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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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 방법 혹은 기준
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2.임상 연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외의 규정 및 지침들이 구체적 지침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고찰을 제언한다.

3.최소한의 위험의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침 항목들을 실제 검
토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 검토 항목의 타당도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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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뉘뉘뉘른른른베베베르르르그그그 강강강령령령(((NNNuuurrreeemmmbbbeeerrrgggCCCooodddeee)))

1.인체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이것은 실험 대상자
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어떠한 폭력,사기,
속임,협박,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여야 한다.또한,이해를 통하
여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주관적 문제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지
식을 제공하고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후자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내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에게
실험의 성격,기간,목적,실험 방법 및 수단,예상되는 불편감 및 위험,실험에 참
여함으로써 올 수 있는 건강 혹은 개인에의 영향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동의의
질(quality)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시작하고 지시하며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이것은 타인에게 법적인 책임 없이는 위임할 수 없는 개인
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2.연구는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
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하며,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연구여서는 안
된다.

3.연구는 동물실험 결과 및 연구 중인 질병이나 기타 문제의 자연 경과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하고,그 예상되는 결과가 실험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연구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도록 수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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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
자신도 피험자로 참여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구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
다.

6.실험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의 인
도주의적 중요성을 넘어서는 안 된다.

7.손상,장애,혹은 사망 등 미미한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하여야 한다.실험을 수행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실험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
된다.

9.실험을 하는 도중에 피험자는 자신이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면 실험을 끝낼 자유가 있다.

10.실험과정 중에 연구책임자인 과학자는 자신의 성실성,우수한 기술 및 주의 깊
은 판단에 의해서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피험자에게 손상,장애,혹은 사망을 초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실험의 어느 단계든지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102 -

<부록 2>

헬헬헬싱싱싱키키키 선선선언언언(((DDDeeeccclllaaarrraaatttiiiooonnnooofffHHHeeelllsssiiinnnkkkiii)))

A.머리말

1.세계의사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서 의사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지
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윤리원칙으로 헬싱키 선언을 개발시켜 왔다.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는 신원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자료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킨다.
2.인류의 건강을 증진,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양
심을 바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세계의사회 제네바 선언에서는 '나의 환자의 건강이 나의 제일의 관심사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서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의료윤리에 대한 국제 강령
에서는 '환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치료에 있어서,의사는 오
직 환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4.의학발달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근거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5.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있어서 그로 인한 과학적,사회적 이익보다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안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제일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절차
를 개선시키고 질병의 발병 원인 및 병리에 대한 이해의 향상에 있다.예방,진단,
치료방법이 이미 증명된 최선의 방법이라 하더라도,그 유효성,효율성,접근성 그
리고 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7.현재의 의료 및 의학 연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방,진단,치료절차에는 위험
부담이 수반된다.
8.의학연구는 인간을 존중하며 이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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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합당하여야 한다.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대상 집단에는 특별한 보호가 요
구된다.경제적,의학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또한,스스로 동의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자,강제에 의해 동
의할 우려가 있는 자,연구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자,그리고 그
연구가 자신의 치료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연구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시 적용되는 국제적 요건 뿐 아니라,자국
의 윤리적,법적,규제 상의 조건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어떠한 자국의 윤리
적,법적,규제 상의 요건에서도 이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모든 의학 연구에 해당하는 기본 원칙

10.의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의 생명,건강,사생활,존엄성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11.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며,과학적 문헌의 충분한 지식이나 기타 관계 공무원,적절한 실험실,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물실험 등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할 경우 적절한 주의가 요구되며,연구에
이용되는 동물의 생활환경도 배려되어야 한다.
13.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각 실험절차의 설계 및 실행은 실험 계획서 내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이 계획서는 고찰,논평,조언 및 적절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위해 특별히 지명된 윤리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이 위원회의 연구자나
후원자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
립성을 유지해야 한다.이 독립된 위원회는 연구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또한 진행 중에 있는 실험의 감독 권한을 가진다.연구자는 위원회
에 감독에 필요한 정보,특히 중대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자금,후원자,연구기관 간 제휴관계,기타 발생할 수 있는 이
해의 충돌,그리고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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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연구 계획서에는 항상 윤리적 문제에 관한 성명을 포함시켜야 하며,선언에 명
시된 원칙에 따를 것을 지시해야 한다.
15.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는 과학적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의학적으로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관리 감독 하에서 행
해져야 한다.연구대상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의학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져야 하
며,연구대상자가 책임질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16.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학연구 사업은 연구대상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예측 가능한 이익과 비교하는 주의 깊은 평가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이것은 의학연구에 건강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배제하자
는 것이 아니며,모든 연구계획은 공개가 가능해야 한다.
17.의사는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확
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의사는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잠재적 이익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
우,또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결과가 확정적일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연구도 중
단해야 한다.
18.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는 그 목적이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부담보다
더 중요할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이것은 연구대상자가 건강한 자원봉사자일 경
우 특히 중요하다.
19.의학연구는 연구대상 집단이 연구결과를 통해 이익을 얻을 만한 합당한 가능
성을 지니고 있을 때만이 정당화된다.
20.연구대상자는 자원봉사자여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연구 사업에 참
여하도록 해야 한다.
21.연구대상자는 본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권리가 있다.연구대상자의 사생활,환
자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그리고 연구가 연구대상자의 육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2.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 예정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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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재원,가능한 이해관계의 충돌,연구자 관련 기관과의 관계,연구에서 예상
가능한 이익 및 잠재적 위험,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쾌한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
히 알려줘야 한다.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연구대상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의사는 연
구대상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고지를 가급적이면 문서로 받아야 한다.문서에 의
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증인에 의
해 증명해 놓아야 한다.
23.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고지 동의를 얻는 경우,의사는 연구대상자가 의사와 종
속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협박에 의해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그러한 경우,고지 동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연구와 관련이
없고 연구와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의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
24.법적 무능력자,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자,또는 법적으로 자
격이 없는 미성년자를 연구대상자로 할 경우,연구자는 적용되는 법에 의거해 법
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고지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이러한 집단은 연구가 집단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하거나,연구대상자를 법적 능력이 있는 자로 대
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연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25.미성년자와 같이 법적 무능력자로 간주되는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찬성할
경우,연구자는 이들 연구대상자의 동의 이외에도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리인으
로부터의 동의에 더하여 미성년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6.대리인의 동의 또는 사전 동의를 포함하여,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는 고지 동의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그 대
상 집단에 필요한 특성일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연구대상자가 고지 동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연구대상자 본인 또는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계
속 연구에 참가한다는 동의를 가능한 한 빨리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27.저자와 발행자에게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연구결과를 간행함에 있어서,연
구자는 그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긍정적 결과 뿐 아니라 부정적
결과도 함께 발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발표되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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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금의 재원,관련 기관과의 관계,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도
간행 시 명시되어야 한다.이 선언에 정한 원칙에 맞지 않는 실험보고서는 간행될
수 없다.

C.치료를 겸한 의학 연구에 관한 부가 원칙

28.의사는 연구의 잠재적 예방,진단,치료의 가치에 의해 연구가 정당화되는 범
위에 한하여 의학연구와 의학적 치료를 겸할 수 있다.의학연구가 의학적 치료와
겸하여 행해질 때,연구 대상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9.새로운 방법의 이익,위험,부담,효과가 현재 최선으로 되어 있는 예방,진단,
치료법과 비교하여 검증되어야 한다.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예방,진단,치료법을
수행하는 연구에서 위약(僞藥)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0.연구 종료 후,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연구에 의해 증명된 최선의 예방,
진단,치료법의 이용을 보장받아야 한다.
31.의사는 치료의 어느 부분이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환자의 연구 참여 거부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32.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검증된 예방,진단,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여겨질 때,환자로부터 고지 동의를 얻은 의사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새
로운 예방,진단,치료법이 생명을 구하거나,건강을 회복하며,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희망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그러한 방법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가능하다
면 이러한 방법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모든 경우에 새로운 정보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적절한 경우에는 간
행되어야 한다.이 선언에 대한 관련 지침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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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벨벨벨몬몬몬트트트 보보보고고고서서서(((BBBeeelllmmmooonnntttRRReeepppooorrrttt)))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

※ 출처 :생명윤리 제1권 제1호(창간호):13-21,2000년 5월

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The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Research),1979년 4월 18일

요약 :1974년 7월 12일,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에 의한 국가연구법(Pub.L.93-148)이 통과되었다.이 위원회의 주장
중 하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의 수행에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확립하여 연구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수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자는 것이다.이를 수행함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와 의약품의 일반적 실제 사용(실무)간의 경계
2)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익
의 범위를 평가하는 역할

3)연구에 참여할 피험자를 선정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4)다양한 연구 환경에서의 동의서의 특징 및 정의

벨몬트 보고서는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에 의해 확립된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요
약하려고 시도한 것이다.1976년 2월에 스미소니온 기관 벨몬트 컨퍼런스 센터에
서 열린 4일간의 집중적 토론의 결과이고,이는 약 4년 동안에 매월 이루어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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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통하여 보완하였다.이 보고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과 관련
한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
한 설명이다.연방정부 공보에 보고서로 출판되고 요청에 따라 재발간물을 제공함
으로써 과학적,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
게 작성하고자 하였다.

목 차

A.실무와 연구의 경계 (BoundariesBetweenPracticeandResearch)
B.기본적 윤리 원칙 (BasicEthicalPrinciples)
1.인간 존중 (RespectforPersons)
2.선행 (Beneficence)
3.정의 (Justice)

C.적용 (Applications)
1.서면 동의 (InformedConsent)
2.위험과 이익의 평가 (AssessmentofRiskandBenefits)
3.피험자 선정 (SelectionofSubjects)

과학 연구는 상당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한다.그러나,이는 몇 가지 골치 아픈 윤
리적 문제 또한 제기해 왔다.특히,제2차 세계대전에서 생명의학 연구를 위해 사
람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뉘른베
르그 전범 재판 과정에서,수용소 죄수를 대상으로 생명의학 실험을 실시한 의사
와 과학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으로 뉘른베르그 강령의 초안이 만들어
졌다.이 강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한 차후의 여러 강령의 원형이 되었다.
이 강령은 시험자나 평가자가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전반적 또는 세부적인 규
칙들로 구성된다.이 규칙들은 복잡한 실제 상황을 다루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종
종 있다.즉,이 규칙들은 때때로 서로 어긋나고,종종 해석하거나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다.보다 광범위한 윤리 원칙은 특정 규칙을 체계화,비평 및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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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기초가 된다.
이 보고서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원칙 또는 일반적인
관례적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다른 원칙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이 세 가지 원
칙은 매우 포괄적이며,과학자,피험자,평가자 및 시민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수준으로 서술하였다.
특정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결하는 데 이 원칙들은 논란의 여지없이 항
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 보고서의 목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 분석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실무와 연구의 구별,세 가지 기본적 윤리 원칙에 대한 논의 및 이
원칙의 적용에 대한 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A.실무와 연구의 경계 (BoundariesBetweenPracticeandResearch)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들 피험자의 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검토해
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생명의학 ·행동학 연구와 이미 확립된 치료법의 실무
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연구와 실무에서의 구분은 부분적으로 모호한데,이는
치료법의 평가를 위해 계획된 연구에서처럼 종종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이고,“실
험”및 “연구”라는 단어가 주의 깊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적 실무와는 상
당히 다른 것도 종종 “실험적”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실무”라는 용어는 개별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계획되고 성공에 대해 합당한 기대 수준을 가진 시술을 의미한다.의학적 또는 행
동학적 실무의 목적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진단,예방적 처치,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와 대조적으로,“연구”라는 용어는 가설을 시험하고,결론을 이끌어내도
록 하고,이로 인해 예를 들어 이론,원리 및 관계에 관한 진술로 표현되는 보편화
될 수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거나 이에 기여하도록 계획된 활동을 의미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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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대개 목적과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는 계획
서 형식으로 기술된다.

어떤 임상의가 표준적인 또는 용인되는 실무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진 방법으로 수
행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방법 자체는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절차가 새롭고,검
증되지 않았으며,색다르다는 의미에서 “실험적”이라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연
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근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절차는 그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검증 받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공식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전에 없던 방법이 공식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
되게 하는 것이 의료실무위원회(medicalpracticecommittees)의 의무이다.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연구가 계획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와 실
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이로 인해 그 활동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의 유무에
대하여 어떠한 혼란도 일으킬 필요가 없다.연구의 어떤 요소라도 활동에 포함되
어 있다면 사람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그 활동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 규칙이다.

B.기본적 윤리 원칙 (BasicEthicalPrinciples)

“기본적 윤리 원칙”이라는 표현은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특정한 윤리적 처방
(prescriptions)및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반적 판단 기준을
의미한다.우리 문화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들 가운데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와 특히 관련이 깊다.인간 존
중의 원칙,선행의 원칙 및 정의의 원칙이 그것이다.

1.인간 존중

인간 존중은 최소 두 가지의 윤리적 신념을 하나로 묶는다.첫째,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둘째,자율 능력이 부족한 인간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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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인간 존중의 원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도덕적 요건으로
나누어진다.그 하나는 자율성 인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성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자율적인 인간은 자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검토하고 검토한 대로 행동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다.자율성 존중이란 자율적인 인간의 숙고된 의견과 선택을 그들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막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데도 독립된 인간의 숙고된 판단을 무시하거나,그 숙고된
판단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부인하거나,숙고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능력은 성장과 더불어 증대되며,어떤 사람들은 질병,정신 이상,또는 자유가 심
각하게 제한되는 상황 때문에 이 능력의 전체 도는 일부분을 상실한다.미성년자
와 무능력자(theincapacitated)에 대한 존중은 그들이 성장해 가는 동안,또는 그
들이 능력이 없는 동안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해를 줄지도 모르는 활동들로부터 그들을 배제시키는 정
도로까지 광범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다른 이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
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은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의 정도
에 따라 다르다.누군가가 자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간 존중은 그 피험자가 충분한 정보
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요구한다.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이 분
명하지 않은 상황도 있다.연구 피험자로서 죄수의 참여는 교훈적인 예가 될 수
있다.한편으로는 인간 존중의 원칙이 죄수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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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수감
상황 하에 그들이 그 상태가 아니라면 자원하지 않았을 연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미묘한 압력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그렇다면 인간 존중의 원칙
은 죄수가 보호받아야 함을 요구한다.죄수로 하여금 “자원”하게 할 것이냐,또는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대부분의 곤란한 사례에서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종종 그 원칙 자체에 의해 요구되는 대립 주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이다.

2.선행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에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그들의 복지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이때 후자
의 방식은 선행 원칙의 범주에 포함된다.“선행(beneficence)”이라는 용어는 엄격
한 의무를 넘어서는 친절,또는 자선의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종종 이해된다.이
보고서에서,선행이란,그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로서,하나의 의무로 이해된다.다
음 두 가지의 일반적인 규칙은 이런 의미의 선행에 대한 상호보완적 표현으로 명
확하게 될 수 있다.

(1)해를 입히지 말 것
(2)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상을 극소화할 것

“해를 입히자 말라”라는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은 오랫동안 의료 윤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클로드 베르나르는 이를 연구의 영역까지 확장시켜,타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는 해를 입히지 말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를 입
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손해인지는 알아야 하고,이런 정보를 얻는 과정에
서 사람들은 손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더욱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들
에게 “최선의 판단에 따라”환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한다.사실상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규범이 제기하는 문제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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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와 위험 때문에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를 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의 의무는 개별 시험자와 사회 일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왜냐하면 선
행의 의무가 특정 연구 프로젝트는 물론 연구 행위 전반에까지 확장되기 때문이
다.특정 프로젝트의 경우에 시험자와 그 기관의 종사자들은 그 연구로부터 일어
날 수도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숙고해야만 한
다.일반적인 과학 연구의 경우에 사회 구성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의 발
전 및 새로운 의학적,심리치료적,사회적 과정의 발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이익
과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선행의 원칙은 종종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여러 영역에서 잘 정의된 정당
화의 역할을 수행한다.소아 대상의 연구에서 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소아 질환
을 치료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설령 개별 연구 대
상자가 직접적으로 이익의 수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아 대상 연구를 정당화하
려고 공헌하는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연구를 통해서 이전에 일반적
으로 활용되었던 시술법을 적용하는 것은 보다 자세한 시험을 통해서 위험한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그러나 선행의 원
칙의 역할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예컨대 대상 소아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즉각적인 기대 없이,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나타내는 연구에 대해서 어
려운 윤리적 문제는 남아 있다.어떤 이들은 이러한 연구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해 온 반면에,다른 이들은 만약 그런 연구를 제한한다면 미래의 어린이들
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수많은 연구가 배제될 것이라는 점을 지
적해 왔다.다른 어려운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서로 다른 주장은 충돌을 일으키고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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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의

누가 연구에서 생기는 이익을 누리고 누가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가?이것은
“분배의 공정성”,또는 “합당한 자격”이라는 의미에서 정의의 문제일 것이다.자격
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익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되거나 또는 어떤 부담이
부당하게 지워질 때 불의가 발생된다.정의의 원칙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동
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진술은 해설을 필요로 한
다.누가 동등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불균등한 분배를 정당화하려면 무엇을 고
려해야 하는가?거의 모든 해설자는 경험,나이,빈곤,능력,가치 및 지위에 근거
한 분배가 때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차별적인 대우를 정당화하는 기준을 구성하
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그러면,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동등하게 대우되
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부담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널
리 수용되는 몇 가지 공식이 있다.여기에서는 부담과 이익을 분배하는 기초로 삼
아야 할 관련 속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이러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1)각자에게 똑 같은 몫을 준다.
(2)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각 개인에게 분배한다.
(3)개인의 노력에 따라 각각의 사람에게 분배한다.
(4)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각 개인에게 분배한다.
(5)각자의 가치(merit)에 따라 분배한다.

정의의 문제는 오랫동안 처벌,과세,그리고 정치적 대표제와 같은 사회적 행위와
연관이 되어왔다.최근까지도 이런 문제들은 과학 연구와는 대개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이런 정의가 과학 연구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의 윤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초기에서조차 예견되었다.예컨대,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진보된 의료 관리의 이익은 주로 부유한 환자들에게 돌아간 반면,
의학적 연구 피험자로서의 부담은 주로 가난한 병동 환자들의 몫이었다.다음으로,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구의 피험자가 된 수감자들에
대한 착취는 특히 극악한 불공정의 예로 비난을 받았다.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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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스키기 매독 연구에서는 이 질병이 그들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이의 치료받지 않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불우한 환경에 있는 시골의 흑인 남
성들을 이용하였다.이 프로젝트를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치료 방법이 일반에 널
리 보급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피험자들에게 명백하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빼앗
았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본다면 정의라는 개념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예를 들어,연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특
정 계층(생활보호대상자,특정 인종 및 소수 민족,또는 시설 수용자 등)이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쉽게 이용할 수 있고,처지가 어려
우며 조종하기 쉽다는 이유로 단순히 선택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끝으로,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가 치료 장치나 기술의 개
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편익이 되어
서는 결코 안 되며,그 연구 결과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집단
에서 그런 연구의 피험자를 부당하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의는 요구한다.

C.적용 (Applications)

일반적 원칙들을 연구 수행 과정에 적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서면동의
-위험/이익 평가
-연구 피험자 선정

1.서면동의 (InformedConsent)

인간 존중의 의미에서 피험자가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날,또
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들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이러한 기회는 서면 동
의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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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그 동의의 성질과 가능성에 대해서
는 많은 논쟁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절차가 다음의 세 요소,즉 정보,
이해 및 자발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된다.

정보(information):대부분의 연구 강령에는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음
을 확인할 의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두고 있다.이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연구 절차,목적,위험과 예상되는 이익,대체 절차
(치료법이 포함되는 경우),그리고 피험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제공하며,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피험자들의 선정 방법과 연구 책
임자 등의 추가 항목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항목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어
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의료 실
무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준,즉 전문가가 현장에서 보통 제공하는 정보 정도로는
불충분한데,이는 연구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란 도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해당 법률에서 현재 보편적인 또 하나의 기준은 전문가로 하여금 합리
적인 개인이라면 자신이 받는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알기를 원하는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 역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본질적
으로 자원을 하는 연구 피험자는 필요한 진료를 위해 의사의 손에 맡겨진 환자들
보다 그들이 근거 없이 감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합리적 자원자”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
정보의 범위와 성질은 개인이 그 과정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아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식 발전에 참
여할 지의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이 예상될 때조차도 피험자는 위험의 범위와 참여의 자발적인 성질을 명확하
게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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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관련된 어떤 측면을 피험자에게 알리는 것이 연구의 유효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동의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많은 경우에,피험자
에게 그들이 연구 종료 시까지 일부가 공개될 수 없는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불완전한 공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경우
의 연구는 정당화되려면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불완전한 공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2)최소한도 이상의 위험 가운데 피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없다.
(3)피험자에게 적당한 경우에 시험 후 알려주는 것(debriefing)과 연구 결
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다.

위험에 관한 정보는 피험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유보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공개가 연
구를 망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와 공개가 단지 시험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정도의 경우를 분명하게 구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해(comprehension):정보가 전달되는 방식과 상황은 정보 자체만큼이나 중요하
다.예를 들어 산만하고 빠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숙고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것,혹은 질문할 기회를 줄이는 것 모두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
을 할 수 있는 피험자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험자의 이해능력은 지능,합리성,성숙 정도,언어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피험자
의 능력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필수적이다.시험자는 피험자가 그
정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시험자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피험자가
완전하고 충분하게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항상 있으며,위험이 심각할수
록 그 의무 정도는 커진다.때때로 이해 정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험하는 편
이 적절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이 이해 능력이 상당히 제한될 경우에 특별한 조항이
필요하다.판단 능력이 부족한 각각의 부류의 피험자(예 :영아와 소아,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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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말기 환자나 혼수상태 환자 등)는 그 사람들 수준의 용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차도 인간 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들의 능력 한도
내에서 연구에 참여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른 방
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치료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피험자들의
참여 거부의사는 존중 받아야 한다.또한,인간 존중은 피험자를 손상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허가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므로,이러한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인정받음으로써,그리고 손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제3자를 활
용함으로써 존중 받는다.

선택된 제3자는 능력이 부족한 피험자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피험자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피험자를 대변하여 행동할
것을 위임 받은 사람은 그 행동이 피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 피험자의 연구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으려면 연구의 진행 상황을 관찰할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

자발성(voluntariness):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동의는 오직 자발적으로 응했을 때
만 유효하다.서면 동의에 있어서 이 요소는 강압과 부당한 영향이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강압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순종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명
백한 위협을 가할 때 발생한다.대조적으로,과도한 영향은 다른 사람을 순종시킬
목적으로 지나치거나,부당하거나,부적절하거나,또는 옳지 않은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한다.또한 피험자가 특히 취약한 경우에는 보통으로 받아들여
지는 유인책도 부당한 영향이 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압력은 대개 권한이나 명령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특히 제
재가 가능한 경우에-피험자에게 일련의 행위를 재촉할 때 발생한다.그러나 이러
한 영향 요인은 연속적으로 존재하므로,어디까지나 정당화될 수 있는 설득이며
어디부터가 부당한 영향인지 정확히 서술하기는 불가능하다.가까운 친척의 영향
력을 통제함으로써 또는 연구 참여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의료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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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겠다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조종하는 행위 등은 부적절한 영
향에 포함될 것이다.

2.위험과 이익의 평가 (AssessmentofRisksandBenefits)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
는 대안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수집해야 한다.그러므로 이 평가는 제
안된 연구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모을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나타
낸다.시험자에게 이것은 제안된 연구가 적절히 계획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다.심사위원회에게 이것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예상 피험자에게 그 평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익과 위험의 성질과 전망 :서면 동의를 얻으려는 도덕적 요건처럼 긍정적인 위
험/이익 평가의 기초 하에 정당화되는 연구가 선행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는 요건은 주로 인간 존중 원칙으로부터 나온다.“위험”이라는 용어는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한다.그렇지만 “낮은 위험”,또는 “높은 위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에 그것들은 대개 (종종 모호하게)그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확률)과
예상되는 위험의 강도(크기)를 가리킨다.

연구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익"이라는 용어는 건강 또는 복지와 관련된 무언가 긍
정적인 가치를 의미한다.“위험”과는 달리 “이익”은 확률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
다.위험은 이익의 가능성과 적절히 대비되며,이익은 손상의 위험보다는 손상과
적절히 대비된다.따라서,이른바 위험/이익 평가는 가능한 손상과 예상되는 이익
의 확률 및 크기와 연관이 있다.여러 종류의 손상과 이익이 설명될 필요가 있는
데,예를 들어 심리적,신체적,법적,사회적,경제적 손상과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다.연구 피험자에 대한 가장 흔한 유형의 손상은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고통
또는 상해이지만 기타 가능한 종류의 것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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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위험과 이익은 개별 피험자와 그들의 가족,그리고 사회 전반(또는
사회내의 특정 대상자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전의 강령과 미국 연방 규
정에는 피험자에게 대한 예상 이익과 연구에서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의 형태로 사
회에의 예상 이익의 합이 피험자에게 부과되는 위험보다 더 중요함을 요구하고
있다.이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연구 피험자에게 영향을 주는
위험과 이익은 보통 특별한 비중을 가진다.반면,어떤 경우 피험자를 제외한 타인
들의 이익은 피험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한 그 자체로 연구와 관련된 위험을 정당
화하기에 충분하다.그러므로 선행은 우리가 피험자에 대한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 중요한 이익의 손실에 대
해서도 염려해야 함을 요구한다.

위험과 이익의 체계적인 평가 :이익과 위험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적절한
비율”로 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이 용어의 은유적 성질은 정확한 판단
을 내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연구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하는 데 수량적 기술만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그러나 위험과 이익에 대
한 체계적이고 비자의적인 분석이라는 개념은 가능한 한 시도되어야 한다.이러한
관념에 따라 연구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 연구의 모
든 측면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평가하는데 철저해야 하며,그 대안을 체계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절차는 심사위원회 위원과 시험자 사이의 오해,잘못된
정보 및 상충하는 판단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연
구 평가를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게 만든다.그러므로 우선 연구 전체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며,그 다음으로 위험의 성질,확률 및 크기가 가능한 한 명
확하게 구별되어야만 한다.특히 작거나 미미한 위험 따위의 모호한 범주를 사용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
다.손상 또는 이익의 확률에 대해 시험자가 제시하는 추정치가 합당한 수준인지
의 여부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 또는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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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연구의 정당화 가능성을 평가할 때 최소한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ⅰ)사람 피험자에 대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취급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
화 될 수 없다.
(ⅱ)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사
람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아마
도 위험을 전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위
험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ⅲ)심각한 장애와 같은 중대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의 경우에 심사위
원회는 그 위험을 정당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대개 피험자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또는 드물게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ⅳ)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그들의 참여에 대한 적절성이
증명되어야만 한다.판단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여기에는
위험의 성질과 정도,특정 참여 집단의 상태,그리고 예상되는 이익의 성질과
수준 등이 포함된다.
(ⅴ)관련된 위험과 이익은 서면 동의 과정에서 사용된 문서와 절차에 철저히
열거되어 야만 한다.

3.피험자 선정 (SelectionofSubjects)

인간 존중의 원칙이 동의에 대한 요건에서 표현되고 선행의 원칙이 위험/이익 평
가라는 요건으로 표현된 것처럼,정의의 원칙은 연구 피험자의 선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사항을 제기한다.

정의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두 차원에서 피험자의 선정과 관련이 있다.
피험자의 선정에 있어 개인적 정의는 연구자가 공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따
라서 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몇몇 환자만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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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행해서도 안되며,“탐탁지 않은”이들만을 골라서 위험한 연구를 행해서도
안 된다.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피험자 계층은 특정 종류의 연구에 참여해야
만 하고 어떤 피험자 계층은 특정한 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구분에
그 계층 구성원의 부담 능력과 이미 부담을 진 사람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근거로 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므로,피험자 집단의 선정
에서 선호도가 있고(예 :소아보다 성인),어떤 예상 피험자 집단(예 :정신병원 수
용 환자나 죄수)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피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
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자가 개별 피험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연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했다 하
더라도 피험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될 수도 있다.그러므로 불공정함은 사
회 내 제도화된 사회적,인종적,성적,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따라
서,개별 연구자가 연구 피험자를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지라도,불공정한 사회적 경향은 연구의 이익과 부담의 전반적인 분배에서
나타날 수 있다.비록 개별 연구기관이나 시험자가 사회 안에서 팽배한 그런 문제
를 해결할 수 없긴 하겠지만,그들은 연구 피험자의 선정에 분배적 정의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시설에 수용된 몇몇의 인구 집단은 그들의 질병과 환경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안고 있다.위험만 있고 치료적 요소가 없는 연구의 경우에는
그 연구가 대상 집단의 특정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집단보다 부담을 덜 지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위험을 우선적으로 감수
해야만 한다.또한 공공연구기금이 공공보건기금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가 흔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이익으로 인한 혜택이 그들보다 사정이 더 나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쉽다면 공공보건체제에 의존하는 집단이 연구 대상자 집단
으로 선호되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성의 특정 예는 취약한 피험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때 발생한다.소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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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중환자,그리고 시설 수용자와 같은 특정 집단은 연구가 수행되는 환경에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피험자로서 빈번히 선정될 수 있다.그들의
의존적인 지위와 그들이 자유 동의 능력이 종종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단지 행정적인 편의를 이유로 또는 그들의 질병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
해 조종하기 쉽다는 이유로 그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려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
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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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CCrrriiittteeerrriiiaaaooofff"""MMMiiinnniiimmmaaalllRRRiiissskkk"""
iiinnnttthhheeeRRReeevvviiieeewww ooofffCCCllliiinnniiicccaaalllRRReeessseeeaaarrrccchhh

Lim,Inae
Dept.ofMedicalLaw & Ethics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performedforthepurposeofrecognizingproblemsabout
judging minimalrisk and of suggesting the direction of application,by
examiningtheprecedingresearchandregulationsonminimalrisk,aconcept
appliedintheprocessofconsideringclinicalresearch.Basedonunderstanding
severalrelevantconceptsnecessaryforunderstandingtheconceptofminimal
risk,theissuesofdiscussionrelatedtominimalriskwereexamined.Also,by
arranging issues related to minimal risk,which are reflected in main
regulationsandguidelinesathomeandabroad,insufficientpartsinthecurrent
domesticregulationswerepointedout.
WhentheInstitutionalReview Boards/EthicsCommitteesmakejudgments

ontheexistenceofminimalrisk,severalmethodsofanalysismaybeapplied.
However,followingabsoluteinterpretation,whichjudgesbasedonthedailylife
orroutinetestinamannerweallexperience,oneispresentedwiththemost
consistentriskcriteria,therebybeingabletopreventsomepeoplefrom being
exposedtounfairrisk.Theconceptof'MinorIncreaseoverMinimalRisk'is
applied to research targeting children,and isdesirableto bedecided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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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toalevelthatcanbeacceptedsocially.Givenjudgingbydividing
into therapeutic or non-therapeutic research due to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ofresearch,alimitationoccursinprotectingthesubjects'safety
andwelfare.Thus,itisreasonabletocompareandjudgetheriskandpotential
benefitby considering each ofseveralproceduresthatareincludedineach
research.
Theresultsofthisdiscussionwillbeahelpinestablishingthestandardof

judgmentforminimalrisk.However,mostregulationsandguidelinesathome
andabroadsuggestonlytheprincipalissueonevaluationofriskandbenefit.
Also,eventhestandardoperatingproceduresformaindomesticinstitutionsare
inaninsufficientstateforconsiderationandapplicationonthis.
Whenconsideringthepointthatjudgmentonminimalriskcanbeapplied

mutually and differently depending on society oron research,the specific
applicationtothereview processoftheactualclinicalresearchisrequiredby
specifically defining theconceptrelatedtominimalriskandby deciding on
which methodofanalysiswillbethemostreasonabletobeconformedto.
This willbea help in allowing therisk/benefitanalysis to beperformed
reasonably and consistently,theevaluation being themostbasicstagefor
securingthesubjects'safetyandwelf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clinicalresearch,institutionalreview boards,risk/benefitanalysis,
minimal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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