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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1. 서론
1.1 목적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통증 치료제 수요가
확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되는 등 통증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증 치료 약물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해 통증 치료 약물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물질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약물의 제형 변경, 이성질체 또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등 안전성 유효성
및 유용성 개선에 초점을 두어 부작용을 줄이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유효성을 증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량신약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 동향 및 개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증 치료 약물 개발 시 임상
시험의 설계 및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품목
허가를 위한 자료 요건 및 통증 치료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신약뿐만 아니라 기허가 의약품의 새로운 투여경로,
새로운 적응증 등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개발 및 평가에도 참고
할 수 있다.
1.2 배경

통증(pain)은 삶의 질을 상당히 저해하는 주된 건강상의 문제이다. 국제통증학회
에서는 통증을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쾌한

(IASP1))

감각 및 감정적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증의 분류 기준에는 지속 기간, 원인, 중증도가 있다.
통증은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 통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 통증(acute

은 원인이 되는 손상이 회복되면 통증이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pain)

수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통증으로 정의된다(예: 수술 후 통증 또는 급성 근골격 통증).
만성 통증(chronic

은 원인이 되는 손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pain)

되는 통증 또는 지속 기간이

1

개월 이상 지속

개월 이상인 통증을 의미한다. 만성 통증에는 말기

3

환자의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성 통증(예: 외상후 통증, 골관절염), 또는 주된 발현 증상으로
1)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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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3

이상 지속되는 통증(예: 만성 요통, 척수 손상,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질환
이나 상태가 포함된다.
통증은 원인에 따라 통각수용기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혼합형(통각수용
기성/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세분할 수 있다.

통각수용기성 통증(nociceptive

은 체성(somatic) 또는 내장성

pain)

체가 자극되어 나타나는 통증을 의미하며, 내장 통증(visceral
(nonvisceral

통(renal

(visceral)

pain)

통각수용

과 비내장 통증

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장 통증 모델에는 췌장염(pancreatitis), 신산

pain)

수술후 내장 통증(postoperative

colic),

에는 수술후 정형외과적 통증(postoperative
격 통증(other

musculoskeletal pain)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visceral

이 있고, 비내장 통증 모델

pain)

orthopedic

pain),

골절(fractures), 기타 근골

등이 있다.
은 일차성 병변이나 기능장애가 신경계에 있는

pain)

통증이다. 신경병증성 통증 증후군(neuropathic

pain

syndrome)

은 발병 과정, 관련

경로, 생리학적 경과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증후군은
말초성(병소나 기능 장애가 말초신경계에 있는 경우)과 중추성(병소나 기능 장애가 중추신경
계에 있는 경우)으로 나눌 수 있다.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증후군 모델에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diabetic
neuralgia),

peripheral

neuropathy),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증(HIV-associated
통증(postspinal

neuropathy)

injury

regional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pain

syndrome),

HIV

관련 신경병

등이 있다.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는 척수손상후

과 뇌졸중후 통증(poststroke

pain)

pain)

등이 있다.

통증의 중증도(severity)는 경증(mild), 중등증(moderate), 중증(severe)으로 표현한다.
통증은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의료전문가와 환자 모두 흔히 중증도를 사용하여 통증을 표현한다.
통증의 중증도는 임상 평가 상황에서 대체로 통증 점수(pain

와 상관관계가

score)

있지만 발치 환자가 표현하는 중증과 복부 수술 환자가 표현하는 중증은 질적
특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통증 강도(pain

는 원인이 되는 통증

intensity)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적응증 설정
2.1 신약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하고자 하는 통증 치료 약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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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을 명확히 설정한다. 적응증의 확립을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예상되는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하고, 의약품의 위해성 대비 가중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갖추어 적절히 설계된 임상시험
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반영해 최종 적응증을 설정한다. 효능
효과는 적절하게 설계된 임상시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투여 경로, 유익성-위해성 평가가 다른 새로운 환자군, 위해성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군에 투여되는 경우 제한된 적응증이 부여된다. 제한적인
치료 상황에서만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었거나, 안전성이 우려되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수용 가능한 유익성-위해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약물에는 상대적
으로 제한된 적응증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하다.
서방형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과량투여, 오남용, 중독 등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제한된 범위의
환자군을 반영하여 적응증을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1회 투여 용량에 많은 양의 오
피오이드(opioids)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과량 방출(dose-dumping) 여부를 면밀히 평가
한다.
2.1.1 급성 통증

급성 통증은 일반적으로 통각수용기성 통증이다. 보통 전반적인 급성 통증(general
acute pain)을 적응증으로 하는 경우, 체성과 내장성 통각수용기성 통증 모델 각각에

대한 임상시험을 모두 실시하여 유효성을 입증한다. 신물질에 대해 하나의 통증 모
델만 시험하였다면 다른 조건으로 외삽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
는 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한 특정 조건(통증 모델 및 통증 강도)에만 적응증
이 주어진다.
아래 표는 급성 통증 모델로 인정되는 예이다.

중등도 ～ 중증
(일반적으로 NRS ≤6, VAS ≤60mm) (일반적으로 NRS ≥4, VAS ≥40mm)
- 매복 사랑니의 수술적 제거 후
- 주요 정형외과 수술 후
체성통증 발치 후, 간단한 피부 수술
- 주요 골격 외상
- 화상 통증에서 드레싱 변경
통증
모델 내장통증 원발성 월경통
- 급성 췌장염
- 신장/담도 산통
체성통증+ - 최소 침습(복강경) 복부/부인과 - 복부/흉부 수술 후
내장통증 수술
* NRS(Numerical Rating Scale): 숫자등급척도, VAS(Visual Analog Scale): 시각통증척도
통증 강도

경증 ～ 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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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만성 통증

전반적인 만성 통증(general chronic pain)을 적응증으로 하는 경우, 전반적인 신경
병증성 통증(general neuropathic pain)과 전반적인 비신경병증성 통증(non-neuropathic
pain)에 대한 임상시험을 모두 실시한다. 이 목적에 적합한 비신경병증성 통증

모델로는 골관절염, 만성 요통, 만성 내장 통증, 암성 통증이 있다. 치료학적 특징을
보다 충분하게 평가하고 치료적 유익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집단을 최대한 파악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질환 모델에 대해 시험할 것을 권장한다.
2.1.2.1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HIV

관련 신경병증성 통증, 외상후/수술후 말초 신경병증, 항암 화학요법 관련

말초 신경병증 등이 있다.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는 척수손상 통증, 뇌졸중후 신경병증성 통증, 다발
성경화증 통증 모델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전반적인 신경병증성 통증(general

neuropathic

pain,

중추와 말초 모두) 치료를 적응증

으로 하는 경우,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 및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 각각에
대해 모두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2.1.2.2 만성 근골격 통증

만성 근골격 통증 모델로서 골관절염, 만성 요통, 기타 특정 근골격 질환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2.2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 의약품의 제형변경, 새로운 투여경로, 적응증, 시험대상자 집단을 포함하는
자료제출의약품은 기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를 참고하여 생체이용률
비교시험, 적절한 대조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속방성제제로 허가된 의약품을 서방성제제로 개발하는 자료제출의약품은 ‘신규
서방성제제 안전성 유효성심사기준[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2.3 부가요법 또는 보조요법

기존의 표준 치료를 받고 있는 시험대상자에게 부가 또는 보조 치료제로 투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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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적응증으로 할 수도 있다. 배경 치료 없이는 임상시험 수행이 불가능한 환자
집단이나 병용요법으로 효과가 예상되는 의약품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조요법으로 유효성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해당 시험 상황에서 보조요법을 적응증
으로 할 수 있다.

3. 초기 단계(early phase) 임상 개발

통증 치료 약물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급성/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노출 기간, 통증 강도 평가의 주관적 특성이다. 의약품의 임상적, 약리학적 특성,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약력학적 양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만성 통증 치료제 개발 시 예상되는 실제 의약품 노출 기간(의학 문헌에 나오는
급성/만성 통증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아니라)을 고려하여 시험기간을 결정한다.

시판 후에 예상되는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범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만성 요통과 같은 재발성 질환 환자에게 반복해서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의약품은 장기 안전성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3.1 임상약리 시험

임상약리 시험에서는 건강자원자 또는 비교적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동학적
특성과 내약성을 연구한다. 목표 치료용량이 확실하지 않은 초기 임상시험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은 통증 자체가 상당한 활성화 자극(activating

이라는 점이다.

stimulus)

통증이 있는 시험대상자가 내약할 수 있는 용량의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을 건강한
시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과도한 진정효과를 나타내거나 호흡작용이 억제되
기도 한다. 따라서 중추신경계나 호흡억제 징후가 나타나는지 초기에 관찰하며,
임상시험 전에 적절한 의학적 중재 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시험계획서에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용량 증가 중단 기준이나 환자 별 투약 중단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3.1.1 약동학 시험

약동학은 의도하는 적응증, 치료 기간, 투여 경로, 약물전달시스템 및 목표 집단에
따라 적절한 시험을 수행한다. 통증 자체가 위장관 운동과 조직 관류(perfusion)에
영향을 미쳐 약물 흡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목표 환자군에서 약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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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충분히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혈중 반감기가 긴 약물은 체내 축적과 관련
된 잠재적 안전성 문제도 평가한다.
강력한 마약성진통제를 서방성 제제로 개발할 경우, 약물의 과량방출(예. 경구용
서방제제: 알코올 관련, 경피전달시스템: 열 노출 관련)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3.1.2 약력학 시험

통증 치료를 위한 작용기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작용기
전의 약물에 좀 더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약물유전
학적 측면의 탐색이나 통증 종류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생체표지자, 특정한 통증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이 권장된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차 중추신경계 효과(예, 진정,
불안 또는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고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3.1.3 약물 상호작용 시험

관련 가이드라인(약물상호작용연구 및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약동학과 약
력학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임상에서 병용투여 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과 병용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적절히 평가한다. 알코올 및 다른 중추신경계 활성물질
과의 상호작용이 관련될 수 있다.

3.2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가능하면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에 대한 천장효과(ceiling

를 확인

effect)

하는 것이 향후 시험을 설계하고 의약품 허가사항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용량 범위에서 유효성에 대한 노출-반응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치료적 확증 임상
시험에 적용할 투여 용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평행군 설계 임상시험이 요구된다. 대상
환자군에 치료효과의 감지 예측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환자가 포함되도록 선정/
제외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작위배정, 평행군 설계가 일반적으로 선호
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시험대상자가 필요하다. 시험의 탐색적인 목적을 고려하
여 적절한 경우, 시험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임상설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관된 중증도를 보이는 만성통증 또는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통증은 이월
효과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적절한 경우 교차설계(cross-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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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design)

금단증상(예: 마약성진통제)으로 평가가 혼동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만성통증에서
무작위 중단(randomized

withdrawal)

연구도 가능하다.

3.3 용량 반응 시험

용량 반응 평가에서 다양한 범위의 투여 용량을 조사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
정보를 확보한다. 이상반응에 의한 중도탈락은 자료 수집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결과 해석 및 적절성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시 이상반응, 특히 용량 적정 시에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 기간에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예: 적정 기간을 늘려 이상반응 발생을 최소화)를
확보하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용량-반응 및/또는 노출-반응 프로파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용량 반응 시험은
적절한 시작용량과 용량적정 일정, 효과 발현 시작 시간,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 강도 및/또는 치료 기간(예. 마약성진통제와 함께 투여) 때문에 최고
내약용량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천장효과(ceiling
가변용량 시험(flexible

dosing

를 평가해야 한다.

effect)

은 용량-반응 정보를 생성하는 데 불충분할 수

trial)

있으나, 전통적인 방법인 고정용량 시험으로 용량 반응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히 강력한 마약성진통제를 이용한 만성 통증 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내성 발생과 통증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용량이 적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용량 반응 시험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적응증(예: 뇌전증, 우울증)으로 개발된 약물을 진통 목적으로 쓸 경우 용량 반응
관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타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약력학,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 별도의 용량 반응 시험이 필요하다.

4.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4.1 시험설계
4.1.1 단독요법 설계

일반적으로, 무작위배정 대조 평행군 시험이 통증시험에서 유효성의 확증을 위해
가장 적합한 설계이다. 통증 임상시험은 위약 반응이 높고 다양하므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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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대조 우월성 시험이 필요하다.
위약 대비 효과 크기가 알려진 활성대조약을 사용할 경우 효과크기 차이의 임상적
의미를 평가하는데 용이하므로, 활성대조군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활성대조
군에 대한 시험약의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통 필수적이지 않지만, 시험약
과 활성대조약 간 효과크기 차이의 추정값과 신뢰구간, 활성대조약과 위약 간
효과크기 차이의 추정값과 신뢰구간을 보고한다. 활성대조약과 그 용량 선정은 신청
적응증, 통증의 중증도, 임상 현실에 기반한 적절한 근거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활성대조약 대비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임상시험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
도 신약의 절대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하기 위해 위약군을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증 치료 약물의 우월성 시험에서 어려운 사항 중 하나는 높은 중도 탈락율
이다. 활성치료군의 시험대상자는 이상반응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에
위약이나 용량-대조 치료군의 시험대상자는 유효성 부족으로 탈락하기 쉽다. 이
러한 비무작위적 탈락 양상으로 인해 유효성 분석 시 결측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하여 구제약물 사용, 부가요법 설계,
적절한 약물 적정기간, 유효용량까지 적정 설계, 강화 설계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유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제약물(rescue

을

medication)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통증 평가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제약물 투여 전에 통증을 평가하고, 이들 자료는 예정된 다음 평가
시간에 반영하거나 구제약물을 제한하여 통증 평가 전 사전에 명시된 시간 동안
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4.1.2 부가요법 설계

부가요법 설계(add-on

design)

시 시험대상자는 기존의 통증 치료요법을 계속하면서

시험약이나 위약을 기존의 치료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병용투여하지
않는 다른 임상시험 결과가 있지 않는 한, 그 적응증이 부가요법으로 한정된다.
4.1.3 용량 적정(titration) 설계

용량 적정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특히 마약성진통제는 내약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천천히 적정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중요한 안전성 관련 증상 또는 징후
를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유효용량까지 적정 설계(Titration-to-effect

는 비교를 위해 치료군 전체에서 미리

design)

정한 다양한 용량들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 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효과적인 용량까지 적정하거나 별도의 약력학 시험을 실시할 때 용량
- 8 -

반응 평가에 주의한다.
4.1.4 강화설계

강화설계(Enrichment

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조기 탈락을 줄이는데 유용할 수

design)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활성 치료군 및 위약군 모두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내약용량
(tolerable

까지 적정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시험대상자에게 시험약을

dose)

내약할 수 있는 용량까지 적정하여 유효성 평가 기준을 만족하고, 내약성이 있는
시험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시험약이나 위약군에 무작위배정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다.

4.2 단회 및 반복투여 임상시험 자료
4.2.1 단회투여 (single-dose characteristic)

통증 치료 약물의 유효성을 충분히 분석하기 위해 단회투여 후 통증 강도 변화,
통증 완화 발현 시점, 구제 약물 사용 또는 재투여 시점을 포함하여 통증 강도 변
화를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별도의 단회투여 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반복
투여 시험에서 첫 투여 후 이러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통증 완화가 감지되는
시점, 의미 있는 통증 완화 시점을 모두 측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험 기간 동안
통증 강도와 통증 완화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최대 효과 발현 시점을 규명
한다. 일반적으로, 진통 지속 시간은 구제약물 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재투여 요
청 시점의 중앙값

(median)

으로 정의한다. 진통 발현 시점, 진통의 지속 시간, 진통

강도 크기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자 집단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2.2 반복투여 (multiple-dose data)

단회투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면 시간 흐름에 따른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해 반복투여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4.3 환자군 및 선정기준

유효성은 일반적으로 진단이나 중증도에 있어 동질한(homogeneous) 집단을 대상
으로 시험한다. 통증의 지속 기간(급성 통증 또는 만성 통증), 통증의 중증도, 전반적인
유익성-위해성 균형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정한다. 임상시험계획서의 선정 및
제외기준에서 개발 중인 적응증을 입증할 수 있는 환자군의 특성을 설명한다.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환자 집단은 가능한 한 약물이 시판 후에 그 약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을 대표해야 한다. 전반적인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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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을 목표 효능 효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첫 번째의

pain)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선정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심층연구를 허용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일한 적응증에 대한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선정기준을 두면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bility)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약물이 효과적이고 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상황들이 적
절히 탐색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통증 치료 약물로서

’First-in-class’

신약일

경우 광범위한 범위의 통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이 권장된다. 시험 환자
군에는 약물의 적응증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적절한 환자 집단을 증명할 수 있는
통각수용기성 체성통증 및 내장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을 가진 시험대상자를 포함한다.
통증이 전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 원인이 되는 전신질환 범위와 중증도를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기간
동안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임상시험 기간에 기저질환의 치료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한다. 임상시험
이외의 치료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례보고서에 그러한 변경 사유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 치료 약물의 유효성시험을 설계할 때 약물남용 이력이 있는 환자 또는
유효성 평가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activity)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의 포함
여부를 고려한다. 약물남용 이력이 있는 환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 약물의 남용
이나 오용에 대해 특수한 모니터링을 시험에 포함한다.
통증 치료 약물 임상시험에서 통증 관리를 위해 병행되는 병용약물도 고려한다.
치료군 간 병용약물의 불균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병용약물 층화를
고려한다.
선정 및 제외기준에 비약물 요법(예: 물리치료, 경피신경전기자극 장치 및 침과 같은 대체요법)의
사용도 고려한다. 허용되는 비약물 요법은 시험 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이어야
하고, 시험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4.4 무작위 배정, 층화 및 눈가림

무작위 배정은 중요한 예측인자의 측정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군 간에 균형을
보장한다. 임상시험계획서에 무작위 배정방법과 최종 결과보고서에 무작위 배정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층화, 적응적 할당(adaptive

allocation),

또는 그 외

시험군 간의 변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임상시험계획서에 그 분석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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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배정, 층화 및 눈가림에 관해 통증 치료 약물 임상시험에서 특히 고려해
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 중요한 베이스라인 특성이나 병용약물에 대해서는
층화를 고려할 수 있다. 마약성진통제와 같이 금단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증 치료 약물 시험에서 약물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포함되
어야 하므로 무작위 중단 설계는 적절하지 않다.
통증 치료 약물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 측정은 주관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유효성
결과 측정에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중눈가림 설계가 바람직하다. 시험에서
눈가림의 성공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한다(예: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이 끝날 때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한다).

4.5 용량

약물의 특성과 예상되는 병용약물을 고려하여 용량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중추
신경계 억제제인 경우, 초기 단계 임상시험에서는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의
병용을 최소화하고, 만약 실제 임상 환경에서 병용투여가 예상되면 추후 신중하게
조사한다. 임상시험계획서에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적정기간을 포함한다. 신약은 금단증후군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며 시험 종료 시점에
적절한 감량 기간을 포함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임상시험에서는 신장
기능과 관련하여 투여용량을 고려한다.

5. 유효성 고려사항
5.1 통증 강도 (pain intensity)

통증 강도는 통증 치료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기본적인 평가변수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없다. 환자평가결과로서 통증강도는 숫자등급
척도(NRS,

numerical

척도(categorical

rating

scale),

시각통증척도(VAS,

visual

analog

scale),

또는 범주형

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환자군과 시험하는 임상 환경에 적절한

scale)

평가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VAS
mm

는 ‘통증이 없음’부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사용하는 연속형 척도이며,

는

NRS

에서

0

까지의 숫자로 통증 수준을

10

설명하는 이산형 척도이다. 일련의 통증 기술어로 구성된 구두평가척도(VRS,
rating

는

scales)

VAS

나

NRS

100

verbal

와 비교할 때 통증 강도 변화를 검출하는데 민감도가

부족하다.
- 11 -

단일-항목 통증 등급 척도(Single-item
quality)

pain

rating

의 단점은 통증 특성(pain

scale)

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성통증 임상시험에서는 추가적

으로 다차원적인 결과 측정이 권고된다. 다차원적인 평가도구는 통증 강도 뿐만
아니라 감각적(sensory), 정서적(affective)인 통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및 검증
되었다. 만성통증 평가에는

McGill

통증 질문지(MPQ,

대한 치료 효과 평가에는 신경병증성 통증 척도

(NPS,

증성 통증 증상 목록(NPSI,

Neuropahic

SF-MPQ),

신경병증성 증상에

Neuropathic

Pain

Scale),

신경병

이 사용될 수 있다.

Pain Symptom Index)

5.2 유효성 평가변수

통증은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측정 도구의 선택이 통증 치료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하다. 기존에 잘 정립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
도구가 존재하는지 또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또한,
해당 임상시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개발되어 있는지, 임상시험 시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변화를 측정하는데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통증 치료 약물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변수는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대상자 자신이 통증 강도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충
분히 규명된 신뢰성 있는 ‘환자평가결과(PRO,

patient-reported

outcome)’

를 이용하여

통증 강도를 측정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환자평가결과로 통증 완화(pain
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증 완화 평가 시 시험대상자는 전반적인

relief)

경험을 다시 되새겨 현 상태와 과거 상태를 비교하여 완화 정도를 보고하게 되는데
통증 완화는 단순히 통증 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의해 유효성이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는 자가 보고가 가능하지 않은 시험대상자의 경우, 관찰자(예, 부모, 보호자)가
관찰자평가결과(ObsRO,

‘

observer-reported

outcome)’

측정을 통해 질병이나 건강 상태의

관찰 가능한 지표를 보고할 수 있다. 이 측정 도구에는 관찰자의 감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증상, 행동 등이 포함된다(예, 움츠러드는 행위, 울음, 몸부림). 그러나 관찰자가
시험대상자의 통증 강도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자평가도구는 충분
히 규명된 신뢰성 있는 도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험자가 작성하는 의사
평가도구(clinician-reported

도 역시 비슷한 한계를 가진다.

outcome instrument)

통증 치료 약물 임상시험의 일차 평가변수로 ‘다중영역(multidomain) 복합 척도
(composite

scale)’

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점 변화는 동일하더라도

개별 영역 점수에 대한 반응 패턴은 다를 수 있어 해석이 어렵다. 특정 영역의
다항목 척도(multi-item

는 유용할 수 있다. 반면에 ‘반응자(responder)‘의 정의에는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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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강도, 구제약물 사용, 시험 완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일차 유
효성 평가 지표로 적합할 수 있다.
‘

통증 강도’는 일반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24

시간을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최악의 통증에 대해 시험대상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도구를 권장
한다. 통증 강도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경우에 이차 평가변수로서 구제약물
사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5.3 통증 평가 시점

간헐적 또는 돌발성 통증의 경우 통증 강도는 비교적 일정하나, 대체로 통증
수준은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지므로 만성 통증에서는

일

1

회 (아침/저녁) 평가

2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필요하다면 야간 통증도 평가한다.
임상적 상황에 따라 통증은 휴식 때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또는 적절한 자극을
준 후 평가한다. 움직일 때 통증(movement
휴식 때 통증(rest

은 기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반면

pain)

은 편안함과 더 상관성이 높다. 특정 기간 동안 최악의 통증과

pain)

평균적인 통증을 적절히 평가한다.
장기 임상시험에서는 환자가 통증 점수를 기록하는 일지(diary) 사용을 권장한다.
전자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상 기간(recall

은

period)

충분히 짧아야 한다.
일차 유효성 분석에는 특정 시점에서 평균 통증 강도 차이나 장기간 임상시험의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일일 측정치의 주 평균(weekly

averages)

이 주로 사용된다.

통증 강도에 대한 시간-진통 효과 곡선하면적 또는 통증 완화에 대한 시간-진통
효과 곡선하면적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약 측정값은 치료에 대한
누적 반응은 반영하나 진통 효과의 발현 시점이나 최대 시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
하지 않는다.
통증 측정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분석 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통계 분석 계획에 잘 정의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위약군과 활성군
의 구제약물 사용은 다르므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미 있는 통증 완화 시점과
그 지속시간 같은 통증 치료의 시간적 측면에 대한 측정값을 이차 변수로 고려
할 수 있다.

5.4 통증 평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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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급성 통증

급성 통증은 통증 강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변하여 임상시험 설계가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 투여 기간 동안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 통증에 사용하는 주사제의 일차 유효성 평가기간은 1차 시험에서
이상,

차 시험(필요시)에서

2

시간

24

시간 이상 평가한다. 가능하다면 긴 기간 동안 평가

48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얻기 위해 시험대상
자가 주사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최대한 시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구용 통증 치료 약물은 더 긴 기간의 유효성시험이 권장된다. 반복투여 치료
기간에 약동학적 특성과 효과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여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시험설계 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은 효과크기와 재투여
시 구제약물의 사용 효과, 유효성 결과 측정이다.
급성 통증 치료에 적합한 통증 치료 약물이 종종 만성, 간헐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성의 지속 여부 및 사용의 안전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은,
만성이나 간헐적 사용, 특히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24

에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평가의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투여 후,
시간 동안 시험대상자가 필요 시 시험약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24

추가적인 유효성 분석은 통증 감소가 지속되느냐 여부로 평가 가능하다.
5.4.2 만성 통증

만성 통증에서의 진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기간은 최소 3개월이 권장된다.
말기 암성통증과 같이 임상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개월 기간 동안의 임상시험이

3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짧은 시험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유효성은 시험기간
내내 그리고 종료 시의 통증 평가를 포함한다. 회상 기간 및 통증의 정의도 명시
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지난

시간 기간 동안 가장 심한 통증을 평가하도록

24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통증 치료 약물의 만성적 사용 시 일관되고
지속적인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기저치부터 이중눈가림 시험기간의 종료 시까지의 통증
강도 변화로 평가한다. 시간 가중 분석을 이용한 통증 강도의 분석은 매우 유용
할 수 있으므로, 이차 평가변수로 권장된다.

5.5 기능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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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 환자는 종종 신체적 또는 정서적 기능 측면에서 통증의 부정적 효과를
경험한다. 이외에도 약물 관련 이상반응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만성 통증 적응증에서는
기능에 대한 치료 효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대상자의 장애를
감지하기에 충분히 민감하고, 시간에 따른 임상적 유의한 변화를 검출 가능한
기존의 잘 규명되고 신뢰할 만한 척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6 건강관련 삶의 질 (HRQ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건강관련 삶의 질은 다중 영역 개념으로서 질병에 대한 효과와 치료에 대한
시험대상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은 최소한 신체적, 심리적(정서적 및

HRQL

인지적 포함) 및 사회적 기능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HRQL

도구는 부적절한 측정

항목(예: 재정적 안정), 치료 효과와 거리가 먼 측정항목 등의 이유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부적절하며, 이차 평가변수로도 부적절할 수 있으나 탐색적 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5.7 구제약물 (rescue medication)

구제약물이 허용되는 임상시험의 경우, 구제약물 사용에 대한 기록, 정량화 및
분석이 중요하다. 임상시험기간 동안 허용되는 구제약물의 유형, 투여량, 구제 약물
투여 시기(예: 구제약물이 투여되는 통증 정도), 구제약물 사용 관련 통증 측정 시기
등을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한다. 통증 강도 또는 통증이 완화되는 변화 측정은
구제약물 사용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없다. 구제약물 정보가
없는 경우, 이상반응 발현율도 잘못 해석될 수 있다.

5.8 전반적 단일 항목 평가 (global single-item assessment)

전반적인 단일 항목 평가는 잘 규정된 신뢰할 만한 유효성 평가변수로 간주되지
않으며, 치료적 유익성에 대한 효능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권장되지 않는다.
전반적 단일 항목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험대상자의 치료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점수화하는 범주형 척도 또는

를 사용하는 단일 질문에 의해 측정된다.

VAS

전반적 단일 항목 평가는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추가 평가라기보다는 통증
치료 약물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환자의 입장에서
본 유효성과 안전성의 효과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나 단일 항목에 대한
해석은 환자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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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마약성 진통제 절감 효과(opioid sparing effect)

일부 만성 통증 적응증이나 통증 과정의 결과 측정변수로 비-마약성진통제 사용
으로 인한 마약성 진통제 절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 관련 이상
반응 감소와 같은 이점을 입증하여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한다.

5.10 수면 평가 (sleep)

통증 치료 약물의 효과로서 수면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상적, 통계적으로
수면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유익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면 개선의 효능 효과를
확증하기가 어렵다. 수면의 질과 같은 복잡하고 여러 영역이 얽혀 있는 개념에 대한
단일 평가는 잘 규정된 신뢰할 만한 평가변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면 장애는 잠
들기가 어려운 것, 자주 깨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면에 대한 통증 치료 약물의 효과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잘 규정된
신뢰할 만한 방법(예: 수면다원검사 등)으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6. 안전성 고려사항
6.1 임상시험 요소

통증 치료 약물은 기저질환을 치료 또는 유의하게 개선하거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통증 증상을 치료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
한다.
임상시험 수행 시에 의약품의 특성과 시험대상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모니터링을 한다. 예를 들면, 고용량의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건강한 자원자를 대
상자로 하는

1

상 임상시험 시에 날트렉손 차단제 투여를 고려하거나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서 중추신경억제기전의 통증 치료 약물은 호흡 억제를, 마약성 통증
치료 약물 비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소포화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임상시험에 적합한 중단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확보한다. 특히 ‘기타, 시험
대상자 요구, 시험자 요구’에 해당되는 중단 사유나 기타 비특이적 이유로 중단하는
모든 시험대상자의 경우 실제 중단 사유를 더 자세히 조사한다. 많은 시험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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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결여나 이상반응 때문에 시험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

6.2 안전성 제출자료

품목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안전성 제출자료의 범위는 신약 또는 자료제출의약품,
임상시험의 안전성 결과, 비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급성 통증 임상시험은 대상 질환에 따라 시험기간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사용기간
동안 안전성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한다. 예를 들어 경구 통증 치료 약물의 수술
후 통증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은

1

~

일 시점에 평가할 수 있지만, 안전성은 시험

2

약 투여로 잠재적 유익성이 있는 기간 동안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신약은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질병의 장기간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장기투여 의약품의 임상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
한다. 최소의 자료제출 범위의 권장사항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급성 적
응증만을 대상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만성 용도로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최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약품은 기허가된 의약품과의 차이점과 이 차이로 예상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자료의 범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경구제를 경피 제제로 변형하는 경우 반감기 또는 최고 혈중농도 등의 차이에 따른
안전성 자료를 확보한다. 이미 비통증 치료 약물로서 허가된 의약품의 새로운 효
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전 적응증과 새로운 효능에서의 이상반응 같은 위해성
을 고려하여 안전성 입증을 위한 적절한 시험대상자 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

6.3 약물 계열(class) 관련 안전성 고려사항

개발 중인 신약이 기존 통증 치료 약물 계열에 속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안전성
을 모니터링 한다. 마약성 진통제 또는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신약은 임
상시험에서 호흡 영향, 남용 경향, 약물 내성, 금단 증상 및 의존성, 적절한 주기로
산소 포화도와 활력징후를 모니터링 한다. 호흡 억제는 투여된 진정제의 양과 적
절한 도구(예:

RASS,

Ramsay

점수)로 환자의 각성을 측정한다.

약물 중단 기간 동안에 약물 중단 후 금단(withdrawal), 반동(rebound) 영향을 평가
할 수도 있다.
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특히 서방형/장기 지속형(extended-release/long-acting)
마약성진통제는 남용 억제 특성을 갖추어 제조하는 것을 고려하고, 오용(misuse),
남용(abuse), 중독(addiction), 통각과민(hyperalgesia), 과량투여(overdose), 사망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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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평가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있는 약물은 각성(alertness)과 인지
(cognition)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영향,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새로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심근경색, 급성 심장사(sudden
death),

뇌혈관 사건(cerebrovascular

cardiac

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위험 및 위장관

accident)

독성(예: 천공, 폐색, 출혈) 등을 평가할 수 있다.

6.4 새로운 투여경로 관련 안전성 고려사항

새로운 투여경로 때문에 관련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여경로의
적절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다.
국소 적용 의약품은 피부 독성 평가를 한다. 누적 자극시험, 알레르기 유발성
접촉성 알레르기) 시험, 광독성과 광알레르기(광 접촉성 알레르기) 시험 등도 고려한다.

(

열이 미치는 영향(외부 열과 운동의 영향)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소 적용 의약품 중 전신 독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노출
시험을 고려한다. 패취제는 잔류된 약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노출 위험이 있으
므로 안전한 폐기 방법(예: 부착면을 반으로 접어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서 버린다.)도 고려한다.

비강 투여 의약품은 점막 육안 검사를 하거나, 흡입 투여 의약품은 폐 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흡입/비강 의약품은 개발 초기에 분무 형태와
입자 크기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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