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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대상자 수에 대한 고찰

연구 배경

희귀질환과 같은 소집단 대상 임상연구는 전체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피험자 확보가 어렵다. 때로는 연구 설계단계에서

효과크기 유의수준 검정력을 기반으로 산출한 연구대상자 수가 전체 환자수보

다 많아, 임상시험의 적용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희귀의약품(Orphan drug)의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해외연구는 활발한 반면,

국내의 경우 식약처 권고지침 및 희귀의약품 동향 등을 제외하면 설계단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의 선행연구를 조사

하고, 최신 연구대상자 수 산출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희귀의약품과 관련된 각 국의 주요사항을 비교하고,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위한 권고지침과 선행연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최적

연구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총 3가지의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유의수준 검정

력을 활용한 일반적 방법, Assurance,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검토하며, 특

히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연구대상자 수를 효과적으로 적게 산출할 수 있

는 Decision theoretic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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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파킨슨병의 임상시험 예에서 각 방법으로 계산된 연구대상자 수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 검토결과,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방법으로는

적응형 설계(Adaptive Design), 순차적 설계(Sequential designs), 경계 설계

(Boundaries design), 환자 내 설계(Within-patient designs; 반복측정, 교차시

험, N-of-1시험), 대상선정(Enriched enrollment), 조합설계(Factor design)이

있었다.

또한 파킨슨병의 예제로 최적의 연구대상자 수를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결

과, 일반적 방법(유의수준 5%, 검정력 80%)으로는 총 154명이 산출되었다.

Assurance 방법은 일반적 방법보다 36명 더 많은 190명로 산출되었다. 또한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67명으로 3가지 방법 중 가장 적은

연구대상자 수가 산출되었다.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사전정보의 매개변수

와 임상시험에 투입 가능한 질병 대상인구 크기(N)에 따라 최적 연구대상자

수가 결정되며,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결론

본 연구는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설계에 대한 선행연

구 고찰과 연구대상자 수 계산을 위한 Assurance,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탐구하였다. Assurance 방법은 일반적 방법보다 더 많은 연구대상자 수가 산

출되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고,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앞선 두 방

법보다 훨씬 적은 연구대상자 수로도 동일한 효과크기의 검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Decision theoretic을 위한 효용함수는 임상시험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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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치료비용이나 사회적 이점 등으로 정의할 수 있어, 산출된 연구대상

자 수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추가정보에 대한 분포를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매개변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포가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어 실제 임상시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

핵심어 : 희귀질환, 소집단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수, Sample size, Bayesian,

Decision theor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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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질병관리에 대한 개념이 예방차원으로 확장됨에

따라, 바이오 제약분야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유전자 분

석 등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약 7,000여개로 추정되는

희귀질환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시

간과 비용에 비해 성공확률이 낮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큰 리

스크가 따른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효능이나 기

전을 토대로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한다. 신약 후보물질이 도출되면, 후보물질

의 안전성과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시험

(Pre-Clinical trial)을 수행한다. 전임상시험을 통해 후보물질의 안정성 및 효

과가 입증되면 식약처에 임상시험 허가신청(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의 검증이 완료되면, 식약처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신약 허가신청(NDA: New Drug Application)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시판후안전성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로 임상

시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수행한다(유승준,

2017).

이처럼 각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비용은 상당히 큰 반면 진행과

정에서 그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제껏 투입된 시간과 비용은 제약회사가 온전히 감내해야하는 리스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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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면 투입인력과 매몰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 신약개발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문이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희귀질환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껏 막대한 인력

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잠재적 구매자가 매우 적어 확실한 수익이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을 선정하고, 승인

절차의 간소화, 세금감면 등 적극적인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희귀의약품의 신

약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국가별 희귀질환 정부기관

및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2018년 1년간 허가된 희

귀의약품의 수는 34개에 불과하다. 희귀의약품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

겠지만, 그 중 큰 이유는 임상시험에 적용될 피험자수가 적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수가 한정

적·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규모 임상시험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임상시험 설계단계에서 산출된 연구대상자 수보다 실제 참여 가능한

피험자의 수가 적어 임상시험의 연구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장기화되거나, 임상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집단 대상 임상

시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집단 대상 임상

시험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대상자 수 계산의 최신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특히 임상시험 설계형태 등에 따른 Decision theoretic방법의 적용에 대해 집

중적으로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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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기관명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희귀질환 정의 (환자수) 200,000명 미만 (유병률) 5/10,000 미만 (유병률) 4/10,000 미만 (환자수) 20,000명 미만

지원혜택

시장독점권 7년 10년 최대 10년 -

제도적 혜택

•자문수행

•프로토콜 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이전 환자적용 가능

•자문수행

•프로토콜 지원

•사전 인증 검사 면제

•자문수행

•승인절차 간소화

•재시험 연장(6-10년)

•승인절차 간소화

•지정약의 재시험 면제

표 1. 국가별 희귀질환 정부기관 및 관련내용



- 4 -

구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세금감면 •임상시험 비용의 50% •사안에 따라 상이

• 연구비, 보조금 감면

(법인세의 10% 한도)

• 연구비, 개발비의 6%

-

인센티브

•검토비 면제(NDA/BLA) •프로토콜 검토비 면제

•사전인증검사비 면제

•허가 신청시 50% 감면

•사후승인활동시 1년간

50 % 감면

- •임상시험 제출시,

출원료 50 % 절감

정부기금 지원 - •사안에 따라 상이 •개발비의 50% 지원 -

허가된

orphan

drug

2018년 34 22 24 10

총 계1) 503 1642) 373 243

1) 2018년 12월까지 누적 개발된 희귀약품 수를 의미하며, 각 기관에서 공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함.

2) 2000년도부터 집계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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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위한 관련기관의 권고지침과 임상시험의 설

계, 적용 사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연구대상자 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 방법, Assurance, Decision-

theoretic의 3가지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셋째, Decision theoretic 방법과 관련하여, 임상시험의 설계형태(단일군, 실

험·대조군) 및 질환구분(급성·만성)에 따른 적용방법을 탐구하고, 관련 선행연

구를 고찰한다.

넷째, 대표적 희귀질환인 파킨슨병을 토대로, 앞서 제시된 3가지 방법으로

실제 연구대상자 수 계산에 적용시키고 각 방법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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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주요 권고지침

1.1. 일반사항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약제나 시술방법의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은 윤리적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인권

및 직접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임상시험 수행이전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계획서를 사전 심의함으로써, 연구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윤리

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학적인 연구설계를 위해서는 윤리성의 확보와 함께 정확성, 투명성, 정밀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확성(Accuracy)은 임상시험의 연구 수행 중 편향

(Bias)이 배제된, 체계적인 오류(Systematic error)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대조군을 사용하거나, 눈가림(Blinding), 무작위 선정(Randomization)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자료의 정직성(Integrity)이 확보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밀성

(Precision)은 연구수행 중 무작위 오류(Random error)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

다. 이때 효과크기 검정에 있어 충분한 연구대상자 수가 있다면, 정밀성은 적

정한 통계모형과 분석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



- 7 -

그러나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은 모집 가능한 연구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디자인이나 분석방법을 활용해 확보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2. 권고지침 소개

일반적인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우 통계 원칙에 관한 ICH 가이드라인 E9 임

상시험의 설계 및 분석에 관한 권고지침에 따라 연구설계를 수행한다.

또한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 정밀성,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각 국의 관련기관 및 2011년 유럽위원회와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가 공동 설립한 국제희귀질환연구협회

(International Rare Diseases Research Consortium; IRDiRC)에서는 ICH E9

외에 추가적으로 설계 및 분석과정 전반에 검토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된 권고지침은 각 임상시험의 복잡성을 모두 다룰 수 없는 일반

적인 원칙이며,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규정이나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권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집단 임

상시험은 일반적인 3상 임상시험과 달리 대규모 표본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바이오노이즈(Bio-noise)’를 최소화시키고, 데이터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질적수준이란 대표적으로 정확성, 편향결여, 정밀성 등

을 의미한다. 표본을 구성할 때, 매칭(Matching) 또는 층화(Strati-fication) 디

자인을 이용하면 검정력 개선이 가능하다.

반응-적응성 설계(Response-adaptive design)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

에서, 피험자의 효과유무를 다음환자의 배정비율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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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임상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각 군의 배정비율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해

당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각 군

에 동등하고 일정한 확률로 피험자가 배정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

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일반적인 임상시험의 분석보다 더 복잡할 수 있

다. 반응-적응성 설계는 치료방법에 대한 피험자의 개별적 반응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최적의 용량수준을 찾는 방법에도 활용할 수 있다.

순차적 설계(Sequential designs)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바이오마커나 대리변수

(Surrogate variable)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활용한다.

개별 임상시험은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피험자를 임상시험 내에서 제외시키

지 않고, 대상자별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

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관련계획을 세워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

에, 최적의 분석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다소 복잡한

통계 모형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민감성분석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한정적 데이터 수로 인해 데이터의 분포가 특정한 분포(정규분포 등)를

이루지 않는 경우는 비모수(Non-parametric)방법이나 분포 무관(Distribution-free)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베이지안 방법(Bayesian methods)은 선행연구에 의해 입증된 지식을 가정

에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선행가설을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의약

품 규제에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하지만, 연구대상자 수가 적은 소집단 임상

시험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선행연구의 사전지식에

지나치게 의존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소규모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할 경우, 제한적인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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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로 인해 다소 복잡한 설계 및 분석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

임상시험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각 단계

에서 규제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2. 베이지안 추론

2.1. 개요

베이지안 통계는 전통적 통계의 기본 가정인 “모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

정된 것(Unknown fixed)”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료를 활용하여 관심의 대

상이 되는 모수(Parameter)의 불확실성(Uncertainty) 자체를 직관적인 확률로

나타낸다. 베이지안 통계의 추론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수의 사전분포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료와 사전분포

를 활용해 사후분포를 계산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분포를 이용해 모

수를 추론하는 단계이다.

이때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는 모수의 주관적 견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을 의미하며,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

사전분포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모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을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또는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라고 한다.

모수의 사전정보를 추정하려는 시도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빈도론적 관점에서 통계를 바라보는 통계학자들에게는 그 이론 자체가 부정되

어왔다.

그러나 베이지안 관점에서 통계를 접근할 때 다음의 장점이 있어, 해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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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베이지안 통계의 첫 번째 장점은 통계

결과의 해석이 빈도론적 관점에 따르는 전통적 통계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통계에서 95% 신뢰구간의 의미는 100번의

시험을 수행했을 때, 95번이 신뢰구간 내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베이지안 통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을 제시할

수 있어, 통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마코프 연쇄 몬테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방법을 통

해 모수의 사후분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베이지안 통계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수 불변성(Invariance)의 결여를 극복하고자, 사전분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모수값을 동일하게 보는 균등분포를 전제

로 한 무정보 사전분포(객관적 사전분포; 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나

제프리 사전분포(Jeffrey's prior) 등을 활용하고 있다.

2.2.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는 사전정보와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관심 있는 사

건에 대한 확률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베이지안 통계에서 새로운 정보를 토대

로 사후정보를 얻을 때 활용한다. 특정 사건 가 서로 배반이고 반

드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 베이즈 정리의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변수를 이용한 베이즈 정리는 일반적 공식에서 사건을 변수화시킴으로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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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으며, x를 관심 있는 변수라 할 때 y를 x에 관한 정보를 주는 새로

운 변수로 정의한다. 여기서 h(x|y)는 새롭게 알려진 정보인 y를 바탕으로 계

산된 변수 x의 사후정보를 의미하며 사후확률함수라 한다. 이는 일반적 공식

의 에 해당한다. 또한 f(y|x)는 x가 주어졌을 때 변수 y의 정보를 주

는 우도함수로 와 같은 역할을 한다. g(x)는 X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

공하는 사전확률함수로 에 해당한다. x가 연속형일 때 변수 중심의 베이

즈 정리는 다음과 같다.

 




 ∝ 

2.3. 베이지안 추론과 사전·사후 확률분포

베이지안 추론은 베이즈 정리를 활용하여 사후확률분포를 추론하는 과정이

다. 베이즈 정리를 모수와 관측값 x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도함수(Likelihood)는     로

표기할 수 있으며, 관측값

   에 대한 모든 정보, 즉, 표본에서

새롭게 얻은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는 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

하는 사전확률분포로 실제 도출되는 결론 이전에 과거 경험이나 사전 연구를

통해 가정되는 값이다. 는

   에 대한 사후정보인 사후확률

분포로 우도함수와 사전확률분포의 곱에 비례한다. 만약 현재 자료에서 새롭게

얻는 정보가 없다면, 사후확률분포는 과거의 정보인 에만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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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전확률분포와 사후확률분포가 같은 분포족(Distribution family)이라

면, 그때의 사전확률분포를 공액사전확률분포(Conjugate prior; 켤레사전분포)

라고 한다. 이 경우 수학적 계산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모수의 분포는 알지

만 구체적인 형태는 모를 때 해당분포를 사전확률분포로 활용한다. 일반적

으로 자주 사용되는 우도함수, 사후분포 및 공액사전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우도함수, 사후분포 및 공액사전확률분포

우도함수 공액사전확률분포 사후분포

  

     

Binomial  Beta  Beta 

 Gamma  Gamma 

Multinomial   Dirichlet   Dirichlet  

예측분포(Predictive distribution)는 일반적으로 사후예측분포(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정보를 토대로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위 수식에서 알 수 있듯, 사후예측분포는 매개변수의 사후분포 를 가

중치로 한 를 전부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사전예측분포(Prior pred

ictive distribution)와 사후예측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사전예측분포는 사후분포가

아니라 사전분포에 가중치를 주어 적분한 것으로, 수식은 다음과 같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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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라고 표기한다(마쓰우라,

2019).

 

2.4. 특정분포와 베이지안 추론(베타분포, 포아송분포)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인 우도함수가 어떤 사건 A의 발생확률에 관심이 있

는 이항분포를 따를 때, A의 발생확률 p에 대한 사전분포는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를 따른다. 베타분포는 두 개의 모수(a, b)에 따라 분포의 모양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Beta(a,b)의 평균은 a/(a+b) 이다.

또한 실제 시험결과 n개 중 x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확률분포는

사전분포와 우도함수의 곱에 비례하며, p에 대한 예측분포(Predictive dis-

tribution)는 베타-이항분포(Beta-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르게 된다.

◦ 사전분포 : Beta(a,b)의 p.d.f ∝   

◦ 우도함수 : Binomial(n,p)에서 A가 x번 발생할 확률 ∝  

◦ 사후분포 : Beta(a+x, b+n-x) 분포 ∝    

사건의 발생확률 p가 아니라 단위시간동안 사건이 발생한 횟수에 관심이 있

는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에 대한 우도함수를 포아송분포로 가정한다. 이

때 포아송분포의 평균에 대한 사전분포는 감마분포를 활용하며, 감마분포의

확률밀도함수, 기대값, 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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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값  


분산  



감마분포에서 a는 형태 모수(Shape parameter)로 a값이 작으면 0 근방에 많

이 분포하고 a값이 커짐에 따라 점차 좌우대칭형태로 변한다. b는 크기 모수

(Scale parameter)로 b가 커지면 퍼짐정도가 작아진다. 감마분포의 특수 케이

스로     일 때 지수분포를 따르고,      일 때, 카이제곱분포

가 됨이 알려져 있다.

n개의 독립인 확률변수 가 를 따르는 확률변수이고, λ의 사전분포

가 Gamma(α,β)로 주어졌을 때, 사후확률분포는 사전분포와 우도함수의 곱에

비례하며, λ에 대한 예측분포(Predictive distribution)는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

◦ 사전분포 : Gamma(α,β)의 p.d.f ∝  

∝  
  




◦ 우도함수 : 가 일 때   관측할 확률

 ∝  
 



◦ 사후분포 :



- 15 -

3. 선행연구 고찰

3.1.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의 선행연구

3.1.1. 문헌고찰 연구

Gagne 등(2014)은 희귀질환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론을 주제

로 2012년 12월까지 발표된 논문에 대해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PubMed, Embase 등) 관련 주제어로 검색된 5,346개의 논문에서

중복되거나 원문검색이 불가능한 4,904개를 제외하고, 초록 등으로 관련 있는 442

개 논문을 추출하였다. 그 중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나 관찰연구 문

헌은 총 55개였으며,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9개 논문을 제외한 46개 논문을 대

상으로 고찰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의 반복측정, 주평가항

목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해 분석하는 방법, 바이오마커 등의 대체평가지표를 활용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 수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

한 모집군의 대상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설계 디자인적 측면

에서는 적응형 설계, 순계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베이지안 접근법은 특정치료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을 때 더욱 적합한 설계방식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차시험이나 N-of-1시험이 검

토 가능한 설계방식으로 제시되었다.

Gagne 등(2014)은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희귀질환의 종류가 7,000개에 육박하고 고유질환명 등으로 개별

연구가 수행된 경우, 참고문헌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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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임상시험 설계 관련 연구

Lee 등(2008)은 소아과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윤리적

인 제한점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능한 최소한의 표본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고찰연구를 수행하였다. 소집단 임상시험에서 필요 연구대상자

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체가능한 설계디자인으로 순차적 설계(Sequential

designs), 경계 설계(Boundaries design), 적응형 또는 유동적 설계(Adaptive

or flexible design)의 3가지 설계방법을 소개하였다. 순차적 설계는 임상시험

의 진행과정에서 이미 치료·대조군 중 어느 군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 임상시험을 연장하거나 불필요한 피험자를 배정하는 등의 비효율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룹 순차 설계(Group sequential designs)는 Armitage에 의해 1970년 고안

된 방법으로, 중간분석(Intrim analysis)이 설계된 임상시험에서 전체의 제1종

오류(α)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매 단계마다 동일한 α값을 사용하는 Pocock 방

법,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α값을 사용해 통제하는 O'Brien, Fleming, Lan

DeMets 방법 등이 있다. α값을 결정할 때 각 중간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중간

분석만을 고려하며, 미래의 중간분석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중간분

석의 수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임상시험을 설계

할 수 있으며, 효과검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된다면 임상시험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계 설계(Boundaries design)는 그래픽을 활용해 임상시험의 중단 및 효과

크기에 대한 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X축인 V는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양을

나타내고, Y축인 Z는 효과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중앙의 점선은 임상시험 이

전에 설정한 제1종·제2종 오류(α, β)에 따라 설정한다. 이 그래프를 활용해 V

와 Z에 해당하는 점을 업데이트하여 표본의 이동경로를 표시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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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계설계의 표본 이동경로 활용 예(Lee et al., 2008).

이 표본의 이동경로가 설정된 경계영역 안에 속할 경우, 임상시험 내 대상

의 산입 및 배정을 계속하며, 경계영역을 넘을 경우 임상시험을 종결하고 결

론을 짓는다. 단일군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경계영역이 한 쌍만 그려지고, 표

본의 이동경로가 상위 경계를 넘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반면 하위 경계를

넘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그림 2-a, b, c). 실험·대조군의 임상시험

일 경우, 두 쌍의 경계가 대칭적으로 그려지며, 위 또는 아래쪽 경계를 넘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실험적 치료가 각각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두 쌍의 경계 사이를 넘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그림

2-d). 경계설계는 Wald에 의해 고안된 순차확률비테스트(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SPRT)를 확장한 것으로, 단일군의 비(Ratio)나 평균

(Mean) 혹은 두 군의 비(Ratio)의 비교만 가능하던 것에서 베르누이 시행이나

생존데이터 등 두 개의 독립적인 군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론적으로 SPRT의 경계는 무한하게 연장되는 연속영역이나(그림 2-a),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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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종결을 위해 선택된 대안은 절단된 SPRT(그림 2-b)나 삼각형 테스트

(그림 2-c)이다. 절단되는 시점(L)은 제1종·제2종 오류(α, β)에 의해 설정된 점

선보다 더 커야한다. 또한 L은 임의로 설정하는 값이지만 이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여부를 판단하는 영역도 결정되기 때문에, 설정시 표본크기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구분에 따른 경계설계의 예시(Lee et al., 2008).

적응형 또는 유동적 설계(Adaptive or flexible design)는 순차적 설계와 비

슷하게 중간분석이 있는 임상시험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방법이나, 순차적 설

계와 차이점은 적응형 또는 유동적 설계방식은 모든 단계가 개별적으로 분석

되고, 이전 단계에 축적된 데이터는 새로운 단계의 데이터 분석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사용해 각 단계의 p값이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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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토된다. 이 설계는 표본크기를 다시 조정하거나, 임상시험의 종결시점

의 선택, 치료법의 선택 등에 활용 가능하며, 흔히 알려져 있는 적응 치료배정

설계(Adaptive treatment allocation design)와는 다른 설계방식이다.

Smith 등(2014)은 유병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

을 극대화 시키고 임상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검

토된 설계방식은 환자 내 설계(Within-patient designs; 반복 측정, 교차 시험,

N-of-1 시험), 적응형 방법(Adaptive methods), 무작위 추출·중단설계(Randomised

withdrawal· discontinuation design), 베이지안 시험설계(Bayesian trial design)다.

환자 내 설계는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그 중 반

복측정(Repeated measures)은 임상시험에 배정된 각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 횟

수를 증가시키면서,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높여 필요 연구대상자 수를 감소

시키는 방법이다. 교차시험(Crossover trial) 및 N-of-1 시험(N-of-1 trial)은 임

상시험 내에서 평가되는 모든 치료법을 각 환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차시험

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환자를 임의로 배정하여 관찰기간이 종료되면, 배정받지 않

은 다른 군에 배정되어 효과에 대한 관찰을 시행한다.

N-of-1 시험은 각 환자에게 모든 치료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교차시험과 동일하

지만,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기간이 각기 다르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비

교적 증상의 치료가 빠르거나, 당뇨와 같이 치료 후 안정수치로 빠르게 회복 가능

한 질병에 적용이 적합하다.

교차시험과 N-of-1 시험의 경우 비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치료효과

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나고 증상자체를 경감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 만성질

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또한 1차 치료의 시행 후 다음 치료를

진행할 때, 선행치료 효과의 잠재적인 이월효과(Carryov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도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휴약 등을 통해 선행치료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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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휴약기간(Washout-period)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기가 모호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 효과검정을 위해 치료를

보류하는 것이 비윤리적일 수 있다.

무작위 추출설계(Randomised withdrawal design)는 임상시험 내 환자를 실험군

과 위약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군(적극적인 치료의 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한다.

이때 실험군과 위약을 배정받은 그룹간의 차이는 적극적인 치료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위 추출설계는 윤리적인 사유 등으로 장기간의 위약치료

가 허용될 수 없을 때, 장기간 효과 지속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이하다.

무작위 중단설계(Randomised discontinuation design)는 치료에 대한 지속시간

을 검증하거나 재발을 포함한 해당 질병의 발생시간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용이한 방법이다. 베이지안 시험설계의 경우 소아 류마티즘의 선행연구 결과를 사

전분포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방법론적인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지에서는 생략한다.

Abrahamyan 등(2016)은 앞서 소개된 설계방법 이외에 집중된 대상선정

(Enriched enrollment) 설계, 조합설계(Factor design)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찰하였

다. 집중된 대상선정 설계는 임상시험에 투입된 전체 환자군보다 치료효과의 검출

가능성이 높은 하위그룹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계를 위해서 먼저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는 단계에서 치료에 반응이 있는 환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환자

를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통해 실험·대조군에 배정시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 설계는 해당 치료에 반응이 큰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

문에 해당 연구의 검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치

료법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에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치료효과를 크게 느끼

나 초기반응이 미비한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반응성이

높은 환자를 선정할 때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반응성이 높은 하위그룹

선정된 이후,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된 환자에게서 이전 치료효과로 인한 이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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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설계는 임상시험의 수행 중 두 가지 이상의 개입이 가능한 모든 조합을 비

교하는 방법이다. 이때 총 조합 수는 요인수(비교되는 치료횟수)와 각 요인의 수

준 수(예 : 치료의 사용 또는 사용안함, 치료시 사용되는 용량 등)에 따라 결정된

다. 예를 들어 치료 A와 B, 위약에 대한 2×2 조합설계를 수행할 때, 환자는 다음

의 4개의 그룹으로 무작위 추출된다. 첫 번째는 치료 A와 위약, 두 번째는 치료 B

와 위약, 세 번째는 치료 A와 치료 B 모두, 네 번째는 둘 다 위약만 투약한다. 표

본크기 산정을 위해서는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표본크기를 산정한 후 가장 큰 표

본크기를 선택한다. 해당 설계는 치료 A와 B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고려될

수 있는 설계방법이다.

해당 설계방식이 적용된 임상시험의 사례는 각 논문을 참고하면 확인 가능하다

(Smith et al., 2014; Abrahamyan et al., 2016). 추가적으로 Billingham 등(2016)은

희귀암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임상시험 설계 디자인과 적용이 어려운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3.1.3. 추가 고려사항 관련 연구

임상시험의 설계방법은 아니지만 Abrahamyan 등(2016)은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각기

다른 설계를 접목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과

대상선정설계이다. 예를 들어 치료 A와 위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3단계로 진행할

때, 1단계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실험·대조군으로 무작위 배

정하고, 2단계에서의 치료 반응자를 상대로 실험·대조군에 무작위 배정하여 우선

적으로 실험군에 배정시키는 설계방법을 의미한다(Honkanen et al., 2001). 또한

교차시험과 2단계 순차적 설계를 접목하면, 첫 번째 치료기간 이후 효과의 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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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단일 중간분석으로 교차 단계 이전에 임상시험의 종

결이 가능하다(Cook, 1995).

임상시험의 주평가항목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쉽게 측정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뢰 가능한 지표여야 한다. 또한 질병의 진단 당시

병리학적 손상 상태나 진행상태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대체평가항목(Surrogate end-points)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나 유사 임상시험 등 주평가항목과 대체평가항목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이 입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희귀질환에서 바이오마커는 효과적인 대체적인 결과(Surrogate outcomes)로 활

용될 수 있으며, 생리학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조직학적, 유전적인 구분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질병에 대한 명확한 바이오마커가 존재하고, 또 뚜렷한 검

증방법이 알려져 있다면 임상시험의 결과 측정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바이오마커와 질환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하며, 질병치료에 따른 바이오마커의

매커니즘과 바이오마커의 측정방법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바

이오마커를 활용한 선행연구 및 선행 임상시험 등이 있다면, 무리 없이 바이오마

커를 적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희귀질환의 임상연구의 분석시 베이지안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적합하

다. 첫째, 임상연구 외의 참고문헌에서 사전분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해, 보다 적은 연구대상자 수로 동일 효과크기 검정이 가능하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의 연장선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기존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분포의 활용은 전문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연구 이전에 타당성 및 정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후 활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빈도론적 관점에서의 유의성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

에, 보다 다양한 임상시험의 설계방법이 검토 가능하다.



- 23 -

3.2. Decision theoretic 방법의 선행연구

3.2.1. 문헌고찰 연구

Miller 등(2018)에 의하면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대상인구를 고려해 연

구대상자 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는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Anscombe, 1963; Colton, 1963; Sylvester, 1988; Berry et al., 1994; Cheng

et al., 2003; Kikuchi and Gittins, 2009; Pezeshk et al., 2013; Hee et al.,

2016).

특히 Hee 등(2016)은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Desition theoretic

방법을 주제로 문헌고찰을 시행했다. 관련대상은 2014년 10월까지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나 소집단 임상시험으로 설

정하였으며, 총 8,751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중복되는 문헌과 실제로

Desition theoretic 방법이 활용되지 않은 문헌을 제외한 결과, 총 67개의 문헌

이 검토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27개는 2상 임상시험을 주제로 하였고, 나

머지는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다루었다. 각 문헌은

크게 임상시험의 형태와 효용함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분석을 1회 수행하는 단순 임상시험(Single-stage trial)에서 효용함수는 대

부분 피험자 모니터링, 치료비용, 환자의 지불금액 등 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나, 미래 환자가 얻는 사회적 이점 등으로 설정하였다. 효용함수를 금액으로

적용할 때, 화폐가치 단위 등으로 인해 공통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hen 등(2009)은 효용함수로 비

용대비 효용비(Benefit-cost ratio)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간분석을 수행하는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Multi-stage trials) 역시 효용함

수를 비용 기반으로 설정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발병률로 예측되는

질병 대상인구를 토대로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논문과 효용함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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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통계 오류율(Error rate)간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 논문도 있었다(Cheng,

2013; Nixon, 2009).

Hee 등(2016)은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베이지안 방법을 활용한 참고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기에, 최적 연구대상자 수 관련연구뿐 아니라 설계 디자

인, 최적 용량 파악 등에 대한 논문도 다수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또한 베이지

안 방법에 선제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사전분포는 베르누이분포, 베타분포로

주로 가정되었으나, 평가항목(Endpoint)이 여러 개인 경우 다리클레 분포

(Dirichlet distribution)를 가정하기도 했다(Chen, 2009; Stallard, 1999;

Pezeshk, 2013). 평가항목이 생존자료일 경우 이변량 감마분포(Bivariate

gamma distribution)를 가정한 논문도 있었다(Thall, 2013). 사전분포의 초기값

에 대한 검토논문은 67개의 문헌 중 2개로 조사되었다(Trippa, 2012; Claxton,

2001).

Grouin 등(2007)은 순차적 설계가 아닌 임상시험에서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

할 때 베이지안 추론을 활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정을 기각

할 확률에 주목한 검정력 예측 방법(Predictive power methods), 관심 매개변

수의 사후분포에서 구간길이를 활용해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구간길이 방

법(Interval length methods), Decision theoretic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앞의

두 방법은 높은 검정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 임상시험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Miller 등(2018)은 급성질환(Acute disease),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실

예제를 기반으로 질병의 형태에 따라 연구대상자 수 계산에 있어 Assurance,

Decision theoretic의 최신방법을 적용시켰다. Stallard 등(2017)은 질병 대상인

구 크기가 무한으로 가정될 때, Geometric discounting 변수를 활용해 기대되

는 “gain”을 최대화시키는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사전 데

이터 분포로 관점을 이동시켜, 단일군 및 실험·대조군의 임상시험을 베르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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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포아송분포로 가정하고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적용시켰다. Ondra

등(2016)은 Decision theoretic 방법에서 활용되는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환자의 건강 및 호전에 초점을 둔 공중보건적(Public health) 측면과, 치료비용

에 초점을 둔 후원자(Sponsor)의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Pearce 등(2018)은 임

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치료비용, 대상 모집비용 등을 고려한 효용

함수를 고려해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적용시켰고, 비용의 질병 대상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가변비용과 효용함수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

해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소집단 임상시험에서 Decision theoretic 방법이 질

병 대상인구 크기를 고려해 연구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

임을 재확인했다.

3.2.2. 초기값 설정에 관한 연구

Decision theoretic 방법에서 효용함수뿐 아니라 초기에 투입되는 사전정보

값도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사전정보는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나, 임상시험 수행자의 주관에 의해 매우 크게 변동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분포를 p0 = 0.3, delta = 0.2, alpha = 0.1, beta = 0.3로 가정하

고 사전평균(Prior mean)값이 0.3, 0.5, 0.7 일 때, weight(2-20)에 따라 계산되

는 최적의 연구대상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 그 결과 초기값의 변동에

따라 추정되는 연구대상자 수가 각기 다름이 확인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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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전평균에 따른 최적 연구대상자 수(Stallard et al., 2017).

이러한 초기값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 Elicitation of expert를 검토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Kinnersley 등(2013)은 사전분포 초기값을 설정할 때,

통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조율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R의 SHELF 패키지를 활용해 각 전문가의

의견을 베타분포에 적합시켜 초기값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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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대상자 수의 계산방법

1. 빈도론적 관점

1.1. 일반적 방법

3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우, 차이를 판별하

고자 하는 특정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유의수준과

검정력을 결정해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한다. 이때 검정하고자 하는 두 군의

효과크기가 클수록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적고, 반대로 적은 효과크기를 검

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대상자 수가 필요하다. 두 군의 평균을 비교한

다고 가정할 때, 효과크기에 대해 표준화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 d)를

계산한 후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 수(n)을 도출한다. 그에 대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 

여기에서 Cp,power는 설정한 유의수준과 검정력에 대한 상수를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유의수준이 5%일 때 Z0.05 =1.96, 검정력이 80%일 때 Z0.2 =0.84이므로

Cp,power= (1.96+0.84)
2=7.9 로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효과크기가 평균에 대한 차이가 아닌 두 군간의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는 경우도 연구대상자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표준화 차이(d)

를 위한 표준편차는 두 비율()의 평균[   ]을 이용해 구한다. 표

준화 차이(d)와 연구대상자 수(n)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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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연구대상자 수는 효과크기와 유의수준, 검정력에 영향을 받는다.

효과크기와 유의수준이 작을수록, 검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구대상자 수

가 필요하다.

1.2. Assurance 방법

Assurance 방법은 power(δ) = P(reject H0 |δ) 로 목표로 설정한 효과크기

(Targeted effect; δ)를 활용해, 설정한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검정력으로

설정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정보가 참이라 생각되는 효과(True effect)와

사전에 결정된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 π)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정할 때,

기대되는 검정력(Expected power)은 주어진 연구대상자 수와 사전정보(Prior)

에 의해 계산된다.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성공에 대해 기대되는

확률이 바로 Assurance이다. 상기내용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ssurance(π) = Eπ[P(reject H0 |δ)]= ∫P(reject H0 |δ)π(dδ).

위와 같이 계산된 Assurance가 특정 값(80%-90%)의 범주에 있을 때 계산

된 연구대상자 수를 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치료효과에 대한 선행연

구 결과를 토대로 초기값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선행연구가 없다면,

Assurance는 “Skeptical”, “Optimistic”한 Priors나 전문가의 조언 등을 초기값

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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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지안 관점 : Decision theoretic 방법

2.1. 기본 개념

임상시험 설계시 효과크기 검증에 필요한 적정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것은 임상시험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연구대상자

수가 불필요하게 많을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임상적으로 효

과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반대로 적은 연구대상자 수로 임상시험을 수행한다면, 실제로 효과차이가

있음에도 효과를 검정할 만큼 충분한 연구대상자 수가 확보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적정한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피험자수가 제한적인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는 적정 연구

대상자 수를 도출하는 것이 때때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산출된 연구대

상자 수가 모집단인 전체 질병 대상인구나 실제 모집 가능한 연구대상자 수보

다 훨씬 많아, 임상시험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방법은 유의수준과 검정력 또는 Assurance를 활용해 임

상시험이 최종 종결된 이후 효과크기의 유의성에 대해 검정하는 빈도론적

(Frequentist properties)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유병자의 전체

대상인구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현실적

으로 실행할 수 없거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의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할 때, 질병 대상인구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는 Decision theoretic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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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 방법은 유의수준이나 검정력을 이용하지 않고, 기대되는 효용함수

“gain”(Expected gain)을 최대화 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적 연구대

상자 수 역시 각 연구대상자 수에 따라 기대되는 “gain”을 비교한 후, 이를 최

대화시킬 때의 값을 연구대상자 수로 채택한다.

여기서 “gain”은 환자, 후원자, 규정,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등의 관점에서

넓고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즉 치료에 따라 환자가 얻는 이득이나, 해당치

료 비용의 절감 등 어느 형태로든 정의가 가능하다. 임상시험 내에서 “gain”은

치료방법이나 In/Out-trial의 유무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Assurance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정보를 활용해 현재의 최신정보를 추론한다.

이론적으로 Decision theoretic은 일반적 방법, Assurance 방법보다 더 적은

연구대상자 수로 효과크기를 검정할 수 있기에,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

상시험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2. 질환의 특성에 따른 적용(급성·만성질환)

급성질환은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병상이 진행되며, 조기의 적절한 치료로

쉽게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의미한다. 반면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

가 필요하고 완치도 쉽지 않은 질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희귀질환은 만성

질환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Miller 등(2018)은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을 구분하여 적용방법을 달리했는데,

급성질환에서의 “gain”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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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1, δ2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효과크기를 의미하며, h함수는 어떤 치료를 받

을지 이미 배정된 In-clinical trial에서의 환자 각 한명에게 기대되는 “gain”을

의미한다. 반대로 g함수는 잠재적인 임상시험 대상자로, 아직 어느 치료를

받을지 결정되지 않고 대기 중인 Out-clinical trial에서 기대되는 “gain”을

의미한다. 1[]는 괄호 안의 값이 참일 때 1을 가지고, 거짓일 때 0을 가지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의미한다. 이때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한

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대되는 “gain”을 최대화시키는 n1, n2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에서 “gain”은 관찰기간과 각 환자마다 다른 치료기간을 추가변수

로 고려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Miller et al., 2018).

    

 

 

d는 임상시험 내 배정된 각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기간을 의미하고, H

는 환자치료를 위한 전체 관찰기간으로 단위는 년(Year)이다. 전체 관찰기간

(H)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추가로 연구대상

자의 모집속도를 고려한 임의의 시점 S를 고려한다. S는 전체 관찰기간(H)내

의 한 시점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S=S(n1+n2)=t0+t1(n1+n2)이다. 여기서 t0는

임의의 상수로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하는 기간과 평균적으로 임상시험이 종결

되는 기간(관찰이 종료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다. H, S와 동일하게 단위

는 년(Year)이다. t1은 n1, n2의 표본 모집속도를 의미하는 상수로, 1년에 모집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수를 나눠 계산한다(year/number of patients). 예를

들어 1년에 40명의 환자가 모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t1은 1/40으로 계산된다.

만성질환에서의 최적 연구대상자 수 역시 기대되는 “gain”을 최대화시키는 n1,

n2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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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상시험 설계에 따른 적용(단일군, 실험·대조군)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기본적으로 “gain” 함수를 최대화시킬 때의 연구

대상자 수를 최적 연구대상자 수로 결정한다. Cheng 등(2003)은 별도의

“gain”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각 환자의 치료성공 횟수를 베르누이 분포로 가

정하여 이를 임상시험의 주평가항목으로 설정했다. 즉, 추가되는 임상시험의

정보를 분포화 시킨 후 그 매개변수를 “gain” 함수로 활용한 것이다.

먼저 각 환자의 성공 횟수를 로 가지는 베르누이 분포로 가정한다. 단일

군으로 구성된 임상시험에 적용하기 위해, δ1에 대한 공액사전분포를 a1, b1을

매개변수로 가지는 베타분포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실험군 정보에 해당되는

성공 횟수는 y01 = a1/(a1+b1)이고, 전체 시행횟수는 n01 = a1+b1이다. 단일군이

기 때문에 대조군에 해당하는 δ2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 가정하고, 대조군

의 성공 횟수는 y02 = ∞, 대조군의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n*2 = 0으로 가정한

다. 실제 관측값으로 구성된 실험군의 성공 횟수는  ,   이

고, 이때 사후분포는 베타
  



   
  



이다. 또한 
  



의 사전

예측분포는 베타-이항분포를 따른다. 앞서 치료에 따른 각 환자의 성

공여부를 “gain” 함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In-clinical trial과 Out-clinical trial

의 “gain” 함수 모두 성공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로 표현된다. n2 = 0이므로, “사전 기대 gain”은 다음과 같다.

Prior expected gain   max   

이때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max  

 
  



- 33 -

실험·대조군의 2개의 군으로 설계된 임상시험에서 Decision theoretic 방법

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관찰기간 중 성공 횟수를 포아송분포로 가정시

킨다. 즉, 각 사건이 임상시험 관찰기간 내 모두 발생한다는 전제하고 를

기간 내 각 군에 기대되는 발생사건이라 할 때,  를 매개변수로 가지는 분

포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exp
이고, 의 평균은 이고, 

는 각각의  로 구성된 독립의 사전감마분포를 따른다.

또한는 감마분포의 확률밀도함수로 표현가능하다.


  




exp



감마분포의 특성에 따라 의 사전평균(Prior mean)은  이고, 사전분산

(Prior variance)는 
의 값을 가진다. Y가 주어졌을 때 의 사후분포 또한

감마분포를 따르며, 사전예측분포는 음이항분포를 따른다.

 ~ Gamma
  



  , 
  



 ~ NegBin  


  ′ 
  

   일 때 최적화 된 
은 다음

과 같다.


 

 


 





이처럼 임상시험이 어떻게 설계되던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포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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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을 활용한 연구대상자 수 계산

1. 개요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적 연구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Miller 등

(2018)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일반적·Assurance·Decision theoretic의 방법으

로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하고 각 방법을 비교하였으나, 이후 각 방법의 비교

검토 수행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희귀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에 대한 임상시험을 새로운 예제로 선정하고, 3가지 방

법을 적용해 직접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와 함께 대표적인 신경퇴행질환으로 정확한 발병원인

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도파민 분비저하로 인한 근육경축, 평행성의 이상 등

에 따른 보행장애와 치매 등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환각, 자율신경장애와 같

은 비운동장애를 그 증상으로 가진다. 이지은 등(2017)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코

호트 자료를 통해 도출한 국내 파킨슨 환자의 발생률은 100,000명당 2004년도

는 20.2명, 2013년도는 53.1명으로 파악되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파킨슨병의 뚜렷한 치료방법은 없으나, 병의 진행속도를 완화시키

거나 완치시키기 위한 관련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의 각 치료법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연구대상자 수 계산을 위한 특정변수의 수치를 차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또한 파킨슨병과 관련한 국내 임상시험 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부득이 국

외 연구사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Hauser 등(2015)은 드록시도파(Droxidopa)가 파킨슨병의 증상 중 하나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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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저혈압(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을 완화시키는지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해, 이중맹검(Double-blind), 위약조절(Placebo-controlled), 병행집단

(Parallel-group), 무작위(Randomized)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2주간 드록

시도파와 위약의 적정량을 투입하고, 8주간 각 환자마다 최적의 용량

(100-600mg thrice-daily[TID])을 유지시킨다. 주평가항목은 기립성저혈압의

체감정도로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설문내용은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단·

장기간 서있거나 걷는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하였고, 피험자가 1주

단위로 각 항목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해 종합점수를 도출한다. 파킨슨병 환

자에 대한 임상시험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파킨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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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수 계산 결과

2.1. 일반적 방법

일반적 방법은 효과크기(Effect size), 검정력, 유의수준만 설정하면, 해당하

는 표본크기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Hauser 등(2015)의 연구에서 각 변수를

발췌하였으며, 두 군의 차이인 효과크기는 1.5 unit, 표준편차는 3.3 unit, 검정

력은 80%, 유의수준은 5%로 적용하였다. R프로그램의 “pwr”패키지를 이용해

군당 연구대상자 수가 77명(≈76.94921)로 도출됨을 확인하였고, 두 군의 1:1

배분을 가정했음으로 총 연구대상자 수는 154명(≈153.8984)이다(그림 5).

그림 5. 일반적 방법으로 도출된 연구대상자 수.

2.2. Assurance 방법

Assurance 방법은 유의수준 대신 사전정보를 이용해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

한다. Chen 등(2017)의 연구에서 표준편차를 알 때 정규분포에서 Assurance

를 구하는 함수(ANDks)를 활용하였다. ANDks 함수에 추가한 부분은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군에 배분되는 연구대상자 수에 따라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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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를 예측하고, Assurance가 80%를 초과하는 순간의 n을 찾는

Repeat 함수부분을 추가했다. 두 번째로 연구대상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Plot부분을 추가시켰다. 사전분포를 활용

하는 Assurance 방법이 일반적 방법보다 더 많은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한다

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나, Assurance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 일반

적 방법으로 계산된 77명보다 적은 40명을 임의의 초기값으로 두었다. 그 결

과 연구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Assurance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그림 6), Assurance가 80.5%일 때 군당 연구대상자 수

가 95명임이 확인되었다. 일반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군이 1:1로 배분됨을

고려했을 때 계산되는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총 190명로 도출되었다(그림 7).

그림 6. 연구대상자 수에 따라 추정된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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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ssurance 방법으로 도출된 연구대상자 수.

2.3. Decision theoretic 방법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기존의 빈도론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효용함수

와 분포화된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gain”을 최대화시키는 최적 연구대상자 수

를 도출하는 베이지안 관점의 방법이다.

Miller 등(2018)은 “gain” 함수를 임상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용

으로 산정하였다. 질병의 치료비용이 임상시험 설계자에게 관심도가 높고, 임

상시험을 지속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3

가지 이유로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함에 있어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화폐의 가치가 상이해, 이를 공통으로 적용

시키거나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둘째, 동일화폐더라도 보험청구비용을 임상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볼 것

인지 등에 따라 비용의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마

지막으로 실제 임상시험의 데이터와 무관한 치료비용이 연구대상자 수 산정에

있어 고려되는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 또한 다른 임상시험 관계자를 설득하기

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용으로 “gain”을 산출하지 않고, 임상시험 데이터 자

체를 활용하여 “gain” 및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기로 한다. 즉, 임상시

험 진행과정 중 발생한 데이터를 단위시간동안 발생하는 사건수를 매개변수로

하는 포아송분포로 가정시키고, 임상시험 주평가항목에 대한 “Bad ev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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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시킬 때의 연구대상자 수를 최적 연구대상자 수로 결정하고자 한다.

실제 수행된 임상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한

전체 연구대상자 수는 171명이며, 드록시도파를 투여 받는 실험군에는 89명,

대조군에는 82명이 배분되었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에서 관심이 있는 어지러

움을 경험했다고 응답자는 실험군은 89명 중 9명, 대조군은 82명중 4명이었다.

Hauser 등(2017)은 본 임상시험 이전에 51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문헌 내 기재되지 않았기에, 총 171명

을 대상으로 응답한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51명에 해당하는 각 군의 발생건수

를 계산했다. 실험군 내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비율은

0.1011(9/89)이고, 대조군 내 응답비율은 0.0488(4/82)이었다. 51명을 1:1 배분

을 가정해 각 군당 25명씩 배분했고, 계산된 응답비율을 토대로 각 군의 응답

발생건수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실험군의 응답 발생건수는 3명(≈2.5275)이고,

대조군의 응답 발생건수는 2명(≈1.22)이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gain”을 최

소화시키는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 실제 임상시

험 종료 후 관찰기간 내 발생 가능한 “Bad event”는 -13.60412이고, 사전에

예측된 “Bad event”는 -13.53518로 두 값이 매우 근사함이 확인된다. 또한 도

출된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실험군에 24명(≈23.6137), 대조군에 43명(≈

42.8036)으로 일반적 방법 및 Assurance 방법과는 달리 단 67명으로도 동일한

효과크기의 검정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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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ecision theoretic 방법으로 도출된 연구대상자 수(실험·대조군).

2.4. 계산 결과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기존 방법, Assurance 방법과 비교해 훨씬 더 적

은 연구대상자 수로 효과크기를 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표 3). 5%의 유의수준, 80%의 검정력, 1.5 unit의 효과크기를

일반적 방법으로 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154명으로 계산되

었다. 또한 Assurance가 80%일 때 계산된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190명으로

일반적 방법보다 36명이 더 필요했다. 새롭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포아송분포

로 가정하고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Bad event”를 최소화시키는

Decision theoretic 방법으로 계산된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67명으로, 일반적

방법보다 87명이나 더 적은 연구대상자 수로 검정이 가능했다.

표 3. 파킨슨병의 연구대상자 수 계산 결과

구분 활용정보 계산결과(명)

1. 일반적 방법 유의수준, 검정력, 효과크기 154

2. Assurance 검정력, 효과크기의 사전정보 190

3. Decision theoretic
효과크기의 사전정보, 효용함수, 총 환자수

- 효용함수 : Bad event를 최소화
67



- 41 -

3. Decision theoretic 방법의 추가 적용

3.1. 단일군에서의 Decision theoretic 방법

Hauser 등(2017)은 실험·대조군 2개의 군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하여 진행하

였다. 설계된 임상시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최적 연구대상자 수

의 비교는 어렵겠지만, 초기 임상시험의 결과를 베르누이 분포로 가정하고 단

일군에서의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대조군의 응답비율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 후, 단일군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로 설정하며, 나머지 항목은 실험·대조군에 적용된 수치 그대로 차

용한다. 즉,     이다. 이에 따라 계산된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으며(그림 9), 동일 임상시험이 단일군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65명이 최적 연구대상자 수로 산출되었다. 또한 각 연구대상자 수에 따라 예

측되는 “gain”값(점선)과 실제 “gain”값(실선)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그림 10). 그래프 내 십자표시(+)는 최적 연구대상자 수로 산출된 65명 의

미한다.

그림 9. Decision theoretic 방법으로 도출된 연구대상자 수(단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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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구대상자 수에 따라 기대되는 “gain”값(단일군).

3.2. 각 군의 매개변수가 달라질 때, Decision theoretic 방법

일반적 방법으로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도출할 때, 검정하고자 하는 효과크

기가 클수록 검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도 커진다.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효과크기에 대한 임상시험의 사전정보와 총 연구대상자 수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최적 연구대상자 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먼저 사전정보의 변화에 따른 최적 연구대상자 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군에 해당하는 베타분포의 매개변수를 변화시켜보았다. 초기의 각 분포가

B(3,25), B(2,25)로 설정되었으나, 대조군의 분포를 B(6,25)로 변화시켜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도출한 결과 각 군당 57명(≈56.1254), 15명(≈14.7525)으로

총 72명이 필요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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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군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초기내용과 달리, 실험군의 분포를

B(9,25), 대조군의 분포를 B(3,25)로 변화시킨 후 계산한 최적 연구대상자 수

는 실험군에 7명(≈6.5368), 대조군에 76명(≈75.4255)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따

라 최적 연구대상자 수는 해당 효과크기의 사전분포를 결정하는 매개변수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표 4. 초기값 변화에 따라 계산된 연구대상자 수

구분
초기값 계산결과(명)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합 계

기존값 B(3,25) B(2,25) 24 43 67

초기값

변화

B(3,25) B(6,25) 57 15 72

B(9,25) B(3,25) 7 76 83

3.3. 질병 대상인구 수(N)에 따른 Decision theoretic 방법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표본에 투입 가능한

전체 질병 대상인구를 고려한 최적 표본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대

상인구 수가 171명인 파킨슨병 예제에도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했다.

추가적으로 전체 질병 대상인구 수(N)에 따른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파악하

기 위해, N을 500명부터 200,000명까지 변화시켜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해보았

다. 실험 대조군의 분포는 각각 B(3,25), B(2,25)로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질병 대상인구 수(N)이 커짐에 따라 최적 연구대상자 수 또한 증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특히 투입 가능한 질병 대상인구 수(N)가 920명일 때, 필요한 연구대상자수

는 154명으로 유의수준, 검정력, 효과크기로 계산된 일반적 방법으로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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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수와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연구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질병인구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보다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전체 질병 대상인구 수(N)에 따라 계산된 연구대상자 수

구분 대상인구 수(명)
계산결과(명)

실험군 대조군 합 계

기존값 171 24 43 67

대상인구

변화

500 41 74 115

920 55 99 154

1,000 58 104 162

10,000 181 327 508

100,000 571 1,035 1,606

200,000 808 1,464 2,272



- 45 -

Ⅴ. 고 찰

1. 임상시험 설계와 연구대상자 수 계산

임상시험 설계단계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크기 검정을 위한 적정한 연구대상자 수를 산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질병 대상인구가 적은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

상 임상시험에서는 효과크기·유의수준·검정력을 활용해 산출한 연구대상자 수

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및 주요 대안으로 제시된 최신방법 2가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먼저,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 적용 가능한 설계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적

응형 설계(Adaptive Design), 순차적 설계(Sequential Design)는 각 단계에서

수행된 중간결과에 따라 임상시험의 조기종결 등이 가능하다. 투입된 연구대

상자 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시점

을 파악하는 경계 설계(Boundaries design) 역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효과적

인 설계방식이다.

또한 대표적인 환자 내 설계(Within-patient designs) 방법으로 검토된 반복

측정, 교차시험, N-of-1 시험은 환자의 개별적인 결과에 집중하여 관심변수

이외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변수를 최소화시키고, 측정값 자체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교차시험과 N-of-1 시험은

각 환자에게 모든 치료방법을 적용시킨 후, 환자마다 최적의 치료법을 파악할

수 있어 질병의 증상 완화가 목적인 만성질환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설계방

식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소개된 대상선정(Enriched enrollment)과 조합설계(Factor desig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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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의 빠른 검정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방식이며, 바이오마커는 유전자

정보 등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그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희

귀질환과의 뚜렷한 연관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주평가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 수 계산을 위한 최신방법으로는 Assurance와 Decision theoretic

이 검토되었다. Assurance 방법은 효과크기에 관한 사전분포를 활용해 연구대

상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임상시험의 성공확률을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수가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일반적인 통계방법의 검정력은 1에 수렴하는 반면, Assurance 방법은 1보다

작은 특정값으로 수렴한다. 또한 효과크기에 대한 사전분포를 고려하기 때문

에, 사전값(Prior)에 의해 연구대상자 수가 크게 좌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당방법의 활용 이전에 후원자, 임상시험 수행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hen, Chen and Ho, 2017).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Assurance 방법과 마찬가지로 효과크기에 대한

사전정보를 활용함은 물론이고, 추가로 효용함수와 전체 대상인구 크기를 변

수로 고려해 기대되는 “gain”을 최대화시켜 최적 연구대상자 수 결정한다. 이

때 계산된 연구대상자 수는 앞서 소개된 2가지 방법에 비해 더 적은 연구대상

자 수를 필요로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연구대상자 수를 산정할

때, 전체 대상인구 크기를 고려하는 Decision theoretic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

다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전체 질병 대상인구 수가 클 때, Decision theoretic 방법은 일반적

방법보다 더 많은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 수 산정에 필요변수인 기대되는 “gain”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각 군에 배정된 연구대상자 수(n1, n2) 및 기대되는 효과크기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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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필요하다. “gain” 함수(h, g)는 임상시험에 투입되는 비용, 이점 등 설

계자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어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아울러 베르누이·포아송분포 가정을 통해 “Bad event”의 최소화를

“gain” 함수로 설정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분포에 더욱 적합할 수 있

어 실제 임상시험에 적용하기 이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1개씩 존재하고 주평가항목(Primary endpoint)을

하나만 가지는 기본적인 임상시험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복수

의 평가항목(Endpoint), 3개 이상의 비교군, 군당 배정비율, 중간분석 수행 등

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기 때문에, 복잡한 임상시험에서도 적용해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 평가항목(Endpoint)이 생존관련 자료라면 추가되는 정보를

와이블 분포로 가정하고,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료비용으로 “gain” 함수를

산정할 때 각 국의 화폐가치 등으로 동일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 비용에 통

화가치를 나누는 등 해당 수치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중 Hee 등(2016)이 수행한 Decision theoretic 고찰문헌의 경우, 연

구대상자 수 산정을 포함하여 설계방식, 최적용법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활용

된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는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에서 Decision theoretic 방

법을 활용한 연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

제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활용해, 최적 연구대상자 수를 산정·적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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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데이터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할 때,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검토하면 보다 많

은 연구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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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희귀질환 등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최적의 연구대

상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전정보를 활

용하는 Assurance 방법은 일반적 방법보다 더 많은 연구대상자 수를 요구하

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구대상자 수 측면에서 비용이나 편익, 총 대상인구의 크기를 고려하

는 Decision theoretic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아울러 후원자나 제약회사의 입장

에서 투입비용 등 재무적인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재무적

요소를 연구대상자 수 산출을 위한 변수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의 검증 측면에서는 재무적 요소가 변수로 고

려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Decision theoretic 방법을 적용하되 두 군으로 구성된 임상시험 중 새

롭게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아송분포로 가정하고, 연구대상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Decision theoretic 방법에 대한 국내연구나 실제

사례에 적용시킨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소표본 대상 임상시험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권고지

침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 적용

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설계단계에서 고려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을 차례로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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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ANDks = function(nsimu,prior.mean,prior.sd,prior.size,post.size){

sim.pow = rep(0, nsimu)

for(i in 1:nsimu){

prior.sdm = sqrt(2/prior.size)*prior.sd

post.sdm = sqrt(2/post.size)*prior.sd

Delta = rnorm(1,prior.mean,prior.sdm)

s i m . p o w [ i ] = p n o r m ( q n o r m ( 1 - 0 . 0 5 / 2 ) * p o s t . s d m ,

mean=Delta,sd=post.sdm,lower.tail=FALSE,log.p=FALSE)

}

mean(sim.pow)

}

# 최적표본수 계산

n=40; result=0;i=1

부 록

1. 일반적인 방법

R code

library(“pwr”)

delta <- 1.5

sigma <- 3.3

d <- delta/sigma

pwr.t.test(d=d, sig.level=.05, power = .80, type = 'two.sample')

2. Assurance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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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dk=data.frame(n,result)

plot(dk, xlim=c(40, 100), ylim=c(0.4, 1), main=“추정된 표본수에 따른

assurance 값”, xlab=“표본수”, ylab=“계산된 assurance”)

repeat{

result=ANDks(1000,1.5,3.3,n,n)

result=as.numeric(result)

dk$n=n

dk$result=result

if(result>=0.8) break

points(n,result)

n=n+1;

}

abline(h=0.8, lty=2, col=“red”)

abline(v=n, lty=2, col=“red”)

print(result); print(n)

R code

geometric.sum <- function(lambda,n,N){

if (lambda == 1) sum = N-(n-1)

else sum = (lambda^n - lambda^(N+1))/(1 - lambda)

sum }

alpha1 =3; beta1= 25 # 실험군의 매개변수

alpha2 = 2; beta2 = 25 # 대조군의 매개변수

simulate.gain <-

functio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1,n2,N,nsim){

n01 = beta1; y01 = alpha1/beta1

3. Decision theoretic 방법(실험·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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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theta1 = rgamma(nsim,shape=alpha1,rate=beta1)

S1 = rpois(nsim,n1*theta1)

n02 = beta2; y02 = alpha2/beta2

theta2 = rgamma(nsim,shape=alpha2,rate=beta2)

S2 = rpois(nsim,n2*theta2)

g3min =

apply(rbind((n01*y01+S1)/(n01+n1),(n02*y02+S2)/(n02+n2)),2,min)

-n1*y01*geometric.sum(lambda,1,n1+n2)/(n1+n2)

-n2*y02*geometric.sum(lambda,1,n1+n2)/(n1+n2)

-geometric.sum(lambda,n1+n2+1,N)*mean(g3min)

}

#음이항분포

calculate.gain <- functio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1,n2,N){

n01 = beta1; y01 = alpha1/beta1

size1=alpha1; beta1n = beta1/n1; prob1=1/(1+1/beta1n)

mean = y01*n1; variance = y01*n1/prob1

y1 = seq(0,mean+10*sqrt(variance)+1)

probs.1 = dnbinom(y1,size1,prob1)

y1 = y1[cumsum(probs.1)<=0.99999]

e.xi.1 = (n01*y01+y1)/(n01+n1)

n02 = beta2; y02 = alpha2/beta2; size2=alpha2

beta2n = beta2/n2; prob2=1/(1+1/beta2n)

mean = y02*n2; variance = y02*n2/prob2

y2 = seq(0,mean+10*sqrt(variance)+1)

probs.2 = dnbinom(y2,size2,pr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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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y2 = y2[cumsum(probs.2)<=0.99999]

e.xi.2 = (n02*y02+y2)/(n02+n2)

eg3min=0

for (i1 in seq(1,length(y1)))

for (i2 in seq(1,length(y2))){

joint.prob = probs.1[i1]*probs.2[i2]

selected.xi = min(e.xi.1[i1],e.xi.2[i2])

eg3min = eg3min + selected.xi*joint.prob

}

-n1*y01*geometric.sum(lambda,1,n1+n2)/(n1+n2)

-n2*y02*geometric.sum(lambda,1,n1+n2)/(n1+n2)

-geometric.sum(lambda,n1+n2+1,N)*eg3min

}

#bad events의 최소화

g <- function(x) {-x}

h <- function(x) {-x}

approximate.gain <- functio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1,n2,N){

n01 = beta1; y01 = alpha1/beta1

n02 = beta2; y02 = alpha2/beta2

psi.1.vals = seq(0,y01 + 5*sqrt(alpha1)/beta1,length.out=500)

step1 = psi.1.vals[2]-psi.1.vals[1]

psi.2.vals = seq(0,y02 + 5*sqrt(alpha2)/beta2,length.out=500)

step2 = psi.2.vals[2]-psi.2.vals[1]

g.max = rep(0,length(psi.1.vals)*length(psi.2.vals))

dim(g.max) = c(length(psi.1.vals),length(psi.2.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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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psi.1.long = rep(psi.1.vals,length(psi.2.vals))

psi.2.long = rep(psi.2.vals,rep(length(psi.2.vals),length(psi.1.vals)))

for (i1 in seq(1,length(psi.1.vals)))

for (i2 in seq(1,length(psi.2.vals))){

psi.1 = psi.1.vals[i1]; psi.2 = psi.2.vals[i2]

sigma.1 = sqrt(psi.1); sigma.2 = sqrt(psi.2)

mean.1 = (n01*y01 + n1*psi.1)/(n01 + n1)

mean.2 = (n02*y02 + n2*psi.2)/(n02 + n2)

a = sqrt( (sigma.1^2/n1)*(n1/(n01+n1))^2 +

(sigma.2^2/n2)*(n2/(n02+n2))^2 )

delta = (g(mean.1) - g(mean.2))/a

g.max[i1,i2] = g(mean.1)*pnorm(delta)

+ g(mean.2)*pnorm(-delta) + a*dnorm(delta)

}

e.g.max =

sum(g.max*dgamma(psi.1.long,alpha1,beta1)*dgamma(psi.2.long,alpha2,b

eta2))*step1*step2

n1*h(y01)*geometric.sum(lambda,1,n1+n2)/(n1+n2)

+n2*h(y02)*geometric.sum(lambda,1,n1+n2)/(n1+n2)

+geometric.sum(lambda,n1+n2+1,N)*e.g.max

}

get.expected.min <- function(alpha1,beta1,alpha2,beta2){

mean1 = alpha1/beta1; var1 = alpha1/(beta1^2)

max.range1 = mean1+100*sqrt(var1)

step1 = max.range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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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theta1 = seq(0,max.range1,step1)

sum1 =

sum(theta1*dgamma(theta1,shape=alpha1,rate=beta1)*(1-pgamma(theta1

,shape=alpha2,rate=beta2)))*step1

mean2 = alpha2/beta2; var2 = alpha2/(beta2^2)

max.range2 = mean2+100*sqrt(var2)

step2 = max.range2/1000

theta2 = seq(0,max.range2,step2)

sum2 =

sum(theta2*dgamma(theta2,shape=alpha2,rate=beta2)*(1-pgamma(theta2

,shape=alpha1,rate=beta1)))*step2

sum1+sum2

}

get.opt.exact <- functio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

N.new = geometric.sum(lambda,1,N)

n1vals = 10^seq(1,log10(N.new),.1)

n2vals = 10^seq(1,log10(N.new),.1)

n1 = rep(n1vals,length(n2vals))

n2 = rep(n2vals,rep(length(n1vals),length(n2vals)))

dim(n1) = c(length(n1vals),length(n2vals))

dim(n2) = c(length(n1vals),length(n2vals))

calculated.gain = 0*n1

for (i1 in seq(1,length(n1vals))) for (i2 in seq(1,length(n2vals)))

calculated.gain[i1,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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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calculate.gai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1[i1,i2],n2[i1,i2],N)

n1opts = n1[calculated.gain==max(calculated.gain)]

n2opts = n2[calculated.gain==max(calculated.gain)]

c(n1opts,n2opts)

}

get.opt.ass <- functio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

e.min = get.expected.min(alpha1,beta1,alpha2,beta2)

var.integral =

beta1^alpha1*beta2^alpha2*gamma(alpha1+alpha2)/(gamma(alpha1)*gam

ma(alpha2)*(beta1+beta2)^(alpha1+alpha2))

mean1 = alpha1/beta1

mean2 = alpha2/beta2

N.new = geometric.sum(lambda,1,N)

n1.opt = sqrt(N.new * var.integral/ (2*(mean1 - e.min)))

n2.opt = sqrt(N.new * var.integral/ (2*(mean2 - e.min)))

c(n1.opt,n2.opt)

}

#실제 계산

N = 171; lambda = 1; n1 = 25; n2 = 25

calculate.gai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1,n2,N)

approximate.gain(lambda,alpha1,beta1,alpha2,beta2,n1,n2,N)

ass.optima = get.opt.ass(lambda,alpha1,beta1,alpha2,beta2,N)

c(ass.optima[1],ass.optim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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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library(VGAM)

geometric.sum <- function(lambda,n,N){

if (lambda == 1) sum = N-(n-1)

else sum = (lambda^n - lambda^(N+1))/(1 - lambda)

sum

}

simulate.gain <- function(lambda,a1,b1,n1,N,nsim){

n1 = round(n1); eg = rep(0,nsim)

for (sim in seq(1,nsim)){

y1 = rbetabinom.ab(1,n1,a1,b1)

step = 0.0001; p = seq(step,1-step,step)

eg[sim] = sum(g(p)*dbeta(p,a1+y1,b1+n1-y1))*step

}

p0 = get.p.0(); egmax = eg

egmax[egmax < g(p0)] = rep(g(p0), length(egmax[egmax < g(p0)]))

eg3max = mean(egmax)

e.g1 = get.e.g1(a1,b1)

geometric.sum(lambda,1,n1)*e.g1

+ geometric.sum(lambda,n1+1,N)*eg3max

}

calculate.eegmax <- function(a1,b1,n1){

n1 = round(n1); y1.vals = seq(0,n1); eg = rep(0,n1+1)

for (i in seq(1,n1+1)){

y1 = y1.vals[i]; step = 0.0001; p = seq(step,1-step,step)

eg[i] = sum(g(p)*dbeta(p,a1+y1,b1+n1-y1))*step

}

egmax = eg; p0 = get.p.0()

4. Decision theoretic 방법(단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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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egmax[egmax < g(p0)] = rep(g(p0), length(egmax[egmax < g(p0)]))

eegmax = sum(dbetabinom.ab(y1.vals,n1,a1,b1) * egmax)

eegmax

}

calculate.gain <- function(lambda,a1,b1,n1,N){

n1 = round(n1); eegmax = calculate.eegmax(a1,b1,n1)

e.g1 = get.e.g1(a1,b1)

geometric.sum(lambda,1,n1)*e.g1

+ geometric.sum(lambda,n1+1,N)*eegmax

}

approx.eegmax <- function(a1,b1,n1){

n1 = round(n1); n01 = a1+b1; e.p1 = a1/(a1+b1); step = 0.00001

p1.vals = seq(step,1-step,step); g.max = 0*p1.vals

p0 = get.p.0()

for (i in seq(1,length(p1.vals))){

p1 = p1.vals[i]

p1.tilde = g((n01*e.p1 + n1*p1)/(n01+n1))

p0.tilde = g(p0)

a = sqrt ( n1 * p1*(1-p1) * dg(p1)^2 / (n01+n1)^2 )

delta = (p1.tilde-p0.tilde)/a

g.max[i] = p1.tilde*pnorm(delta) + p0.tilde*pnorm(-delta) +

a*dnorm(delta)

}

e.g.max = sum(g.max * dbeta(p1.vals,a1,b1)) * step

e.g.max

}

approx.gain <- function(lambda,a1,b1,n1,N){

n1 = round(n1); e.g.max = approx.eegmax(a1,b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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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

e.g1 = get.e.g1(a1,b1)

geometric.sum(lambda,1,n1)*e.g1

+ geometric.sum(lambda,n1+1,N)*e.g.max

}

get.asy.optimum <- function(lambda,a1,b1,N){

N.new = geometric.sum(lambda,1,N)

p0 = get.p.0()

var.integral = dg(p0)*p0*(1-p0)*dbeta(p0,a1,b1)

step = 0.0001; p1 = seq(step,1-step,step)

e.g1 = sum(g1(p1)*dbeta(p1,a1,b1))*step

max = g(p1)

max[max<g(p0)] = rep(g(p0),length(max[max<g(p0)]))

e.max = sum(max*dbeta(p1,a1,b1))*step

n1.opt = sqrt(N.new * var.integral/ (2*(e.max - e.g1)))

n1.opt

}

get.optima.and.plot.gain <-

function(lambda,a1,b1,N,nsim=0,app=1,plot=0) {

N.new = geometric.sum(lambda,1,N)

n1 = unique(round(exp(seq(log(N.new)/2-log(5)

,log(N.new)/2+log(5),length.out=50))))

sim.gain = 0*n1; calc.gain = 0*n1; app.gain = 0*n1

for (i1 in seq(1,length(n1))) {

if (nsim > 0) sim.gain[i1] =

simulate.gain(lambda,a1,b1,n1[i1],N,nsim)

calc.gain[i1] = calculate.gain(lambda,a1,b1,n1[i1],N)

if (app == 1) app.gain[i1] = approx.gain(lambda,a1,b1,n1[i1],N)

}

n1max.calc = n1[calc.gain == max(calc.gain)]



- 66 -

R code

n1max.app = 0

if (app == 1) n1max.app = n1[app.gain == max(app.gain)]

n1max.asy = get.asy.optimum(lambda,a1,b1,N)

if (plot == 1){

if (nsim == 0) sim.gain = calc.gain # so plotting range is

ok for nsim=0

if (app == 0) app.gain = calc.gain

plot(rep(n1,3),c(calc.gain,app.gain,sim.gain),xlab=expression(n[1]),ylab=e

xpression(E(italic(G))),log='x',type='n')

lines(n1,calc.gain)

if (app == 1) lines(n1,app.gain,lty=2)

if (nsim > 0) points(n1,sim.gain,pch=1,cex=.6)

points(n1max.calc,max(calc.gain),pch=3)

points(n1max.asy,calculate.gain(lambda,a1,b1,n1max.asy,N),pch=1)

}

data.frame(n1max.calc,n1max.app,n1max.asy)

}

g <- function(p) {p}

dg <- function(p) {1}

get.p.0 <- function() {0.0488}

g1 <- function(p) {p}

get.e.g1 <- function(a1,b1) {a1/(a1+b1)}

N = 171; lambda = 1; a1 =3; b1= 25

optima = get.optima.and.plot.gain(lambda,a1,b1,N,nsim=0,app=1,plot=1)

op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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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5. 전체 질병 대상인구 수(N)에 따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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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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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view of sample size calculation

for small population clinical trials such as rare diseases

Hyesu Jin

Department of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mo Nam, Ph.D.)

Background

Since clinical trials for rare disease subjects have a small number of

patients, it is difficult to obtain sufficient size of subjects to test their

effects. In addition, the number of samples calculated based on the effect

size, significance level, and power is larger than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so the application of the clinical trial itself may not be possible.

Overseas research on the clinical trial design of Orphan drug is actively

studied, but in Korea, studies on the design phase are insufficient except

for the guidelines and trends in orphan drugs fr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We will review prior studies of clinical trials for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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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s, and consider additional methods of Assurance, Decision-

theoretic method and their application.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we will compare the main issues of each country related

to orphan drugs, and will review preferentially in the guidelines for issues

and precedent studies in clinical trials for small population. Next, a total of

three methods are explored to calculate the optimal number of samples. We

will study general method that use significance level and power,

Assurance, and Decision theoretic method, and will explore intensively the

Decision theoretic method that calculate the number of samples based on

Bayesian inference away from a frequentist properties. Finally, we will use

the results of clinical trials of Parkinson's disease, which is one of the

rare diseases, to present the optimal sample size calculated by each

method.

  

Results

In previous studies, the design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small

population clinical trials include Adaptive Design, Sequential designs,

Boundaries design, Within-patient designs(Repeated measures, Crossover

trial, N-of-1 trial), Enriched enrollment, and Factor design.

Based on the Parkinson 's disease, a total of 154 persons were

calculated by general method(significance level 5%, power 80%). The

predistribution of the Assurance method i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and the average is 1.5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3.3. As a resul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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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was calculated to be 190 people, 36 more than the general

method. After assuming the observed clinical trial data as Poisson

distribution, the result of applying Decision theoretic method was 67, which

is the smallest among 3 method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optimal number of sample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arameters of

prior information and the total population size N to clinical trials, using the

decision theoretic method.

  

Conclusion

In this study, we explored previous studies on research design applicable

to small population clinical trials and explored Assurance and Decision

theoretic method for calculating sample size. Assurance method can not be

an effective alternative because more sample size is required than the

general method. And Decision theoretic method can test the same effect

size with much fewer samples than the previous two methods. However,

the utility function for the Decision theoretic can be defined as the

treatment cost or the social advantage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linical trial result, and it could be lack of objectivity. In addition,

uncertainty and distribution of initial parameters may not be appropriate,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to apply it in actual clinical trials.2)

Keywords : Orphan drugs, Small population, Clinical trials, Sample size,

Bayesian, Decision theore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