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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관리위원회
MedDRA
관리위원회

감사담당자

사무국 코디네이터

전문가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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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회원 (6) 상임회원(2) 회원(8)

규제
당국

유럽위원회(EC)
미국(FDA)
일본(MHLW/PMDA)

캐나다(Health Canada)
스위스(Swissmedic)

한국(MFDS), 중국(NMPA), 싱가포르(HSA)
대만(TFDA), 브라질(ANVISA)

업계/
기관

유럽제약협회(EFPIA)
일본제약협회(JPMA)
미국제약협회(PhRMA)

국제제네릭·바이오시밀러의약품협회(IGBA)
바이오기술혁신기구(BIO)
세계대중약협회(WSMI)

상임(2) 규제당국(12) 지역조화이니셔티브(6) 국제제약업계기구(1)
ICH 가이드라인

규제대상국제기구(6)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제약협회
연맹(IFPMA)

호주, 러시아,
멕시코, 쿠바,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인도, 
콜롬비아, 
몰도바, 터키,
아르메니아,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걸프협력회의(GH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라틴아메리카연합(PANDRH)

원료의약품위원회
(APIC)

빌&멜린다게이츠재단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EDQM)
미국약전위원회(USP)
국제의학기구협의회
(CIOMS)
국제첨가제위원회(IPEC)
의약품실사상호협력
기구(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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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제 검토) 전문가위원회 활동, 계획 검토, 승인 및 대면회의 여부 결정, 신규주제 검토

및 권고

 (정책 검토) ICH 총회 운영, 관리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Subcommittee) 진행상황 검토, 

연례 및 다개년 계획, ICH 회원 및 옵서버 신청 검토, ICH 예산 및 재정

 (그룹별 소위원회 운영) 현안에 따라 ICH 주요 활동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하여 활동

현재 활동중인 소위원회 : 1) ICH 가이드라인 이행 소위원회

2) 교육 소위원회

3)신규주제 소위원회

창립회원 상임회원 회원

규제
당국

유럽위원회(EC)
미국(FDA)
일본(MHLW/PMDA)

캐나다(Health Canada)
스위스(Swissmedic)

한국(MFDS)
중국(NMPA) 
싱가포르(HSA)

업계/
기관

유럽제약협회(EFPIA)
일본제약협회(JPMA)
미국제약협회(PhRMA)

국제제네릭·바이오시밀러
의약품협회(IGBA)
바이오기술혁신기구(BIO)

상임옵서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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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APEC 지역대표로
KFDA 참여

2009. 
APEC 지역대표로
AHC의 자격으로
총회 참여

2008.6
KFDA, 규제당국
옵서버로서 참여

2016. 
MFDS, ICH
규제당국회원 가입

2018.6. 
MFDS, ICH MC 
관리위원 선출

APEC 지역대표로서
ICH 회의 결과를 APEC에서 발표

2011.6
전문가위원회(EWG)
전문가 참여

누적 23개 ICH EWG 참여
개발 완료(9), 참여 중(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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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작성Step 1

2b. 규제당국회원 가이드라인(안)채택
2a. 기술문서→가이드라인(안)마련

Step 2

외부의견 조회 및 조회 결과 논의Step 3

ICH 가이드라인 채택Step 4

가이드라인 이행Step 5

ICH 총회 규제당국회원

승인 주체

EWG 전문가위원 중,
규제당국소속전문가위원

2b. ICH 총회규제당국회원
2a. 모든 ICH 총회 회원

국가별 도입

Step 1 이전 : 주제 제안 및 채택 ICH 총회/MC

모든 EWG 전문가위원



최종 제안서 및 활동계획 승인

최종 제안서 및 활동계획 작성

비공식 전문가위원회(informal WG) 구성

제안서 초안 승인

신규 주제 승인

신규 주제 제안서 제출

ICH 총회

ICH 총회

비공식
전문가위원회

관리위원회(MC) 

ICH 회원 및
옵서버

관리위원회(MC) 



 Step 1 : 합의 구축

1) 전문가위원회 기술문서(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2) 기술문서 초안 MC에 제출 및 승인

3) EWG 참여 전문가 서명 후, Step 2a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

 Step 2a : 기술문서 합의

1) 최종 기술문서 MC 검토 및 총회 승인

2) 의견조회 예상 기간을 MC 및 ICH 사무국에 보고

 Step 2b : 가이드라인(안) 채택

1) 규제당국회원의 기술문서 검토 후 Step 2b 가이드라인(안)으로 승인

※  EWG 참여/미참여 회원 모두 검토 필수



 Step 3 : 규제 의견조회 및 논의

1) 지역 의견조회

2) 지역별 의견 논의

3) 규제당국 소속 전문가위원의 서명을 통해 승인

 가이드라인(안) 홈페이지 공개

 Step 4 : ICH 가이드라인 채택

1) Step 3 논의가 완료된 가이드라인(안)을 MC와 협의하여 ICH 총회에서

채택(sign off) 

 Step 5 : 이행

1) 각 지역 상황 및 일정에 따라 가이드라인 이행

 각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보고 및 이행일자를 ICH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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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www.ich.org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단계

} 국가별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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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문가위원회에 ICH 회원 당 2명, 옵서버 1명(MC 승인)

 각 전문가위원회는 평균 25~30명 규모로 구성

* 규모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필요 시, 적절한 규모 유지를 위해 ICH MC에서 규모 조정

 ICH 가이드라인 이행 영향을 많이 받는 규제당국에 우선권이 있음.

*출처 : ICH EWG/IWG SOP(전문가위원회 운영지침)
ICH Assembly RoP(총회절차서)

ICH 회원/옵서버 증가에 따라 전문가위원회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전문가위원회 운영 방침을 논의 중

IFPMA는 ICH 상임옵서버로
ICH 전문가위원회에 전문가(1명)
임명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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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식약처의 ICH 가이드라인 전문가위원회 협의체 참여

: 식약처 참여 EWG 가이드라인 별로 산∙관∙학 전문가 협의체 운영 중

방법 2. ICH 상입옵서버인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의 회원으로서 참여

*  IFPMA 한국 회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전체 ICH 가이드라인 103개 (‘18.9기준)

활동중인 제∙개정 전문가위원회 25개

개발 완료

개발 중

9개 EWG 활동완료

14개 EWG 참여 중

식약처 참여

누적 23개 EWG 참여중신규 개발 예정 2018년 하반기 2개 신규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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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개발단계 가이드라인 명

1 E8(R1) EWG Step 1 임상시험을 위한 일반적 고려 사항
: 초안기술문서(‘19.1)를 E8(R1) 미참여 회원과 공유할 예정(커뮤니케이션 파일럿)
• (계획) Step 2 : ‘19.6, Step 4 : ‘20.6

2 E9(R1) EWG Step 3 임상시험을 위한 통계적 원칙
:목표 추정 값의 부적절한 선정과 목표추정 값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시험설계, 시행, 분석과 관련된 문제와 추론 및 의사결정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해지는 문제 발생에 따른 기준 마련
• (계획) Step 4 : ‘19.6

3 E11A EWG Step 1 소아외삽
: 독립된 소아외삽 가이드라인으로 소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임. 
3그룹으로 나누어 논의(disease similarity, modelling & simulation, statistics)
• (계획) Step 2 : ‘20.11, Step 4 : ‘21.11

4 E17 IWG 교육자료 마련 다지역임상시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일반원칙

5 E19 EWG Step 1 안전성데이터 수집 최적화
: 후기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임상연구에서 안전성 정보 수집 대상 범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 (계획) Step 2 : ‘18.11, Step 4 : ‘20.11

6 M9 EWG Step 3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면제기준
: 생체 외 시험자료로 생동성시험 면제가 가능한 높은 용해도의 약물
성분(계열 1 및 3) 분류 시 필요한 과학적 입증자료 근거 마련
• (계획) Step 4 : ‘19.6

* EWG : 가이드라인 제∙개정 / IWG :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 작성 ■ 식약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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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개발단계 가이드라인 명

7 M10 EWG Step 1 생체시료분석방법 밸리데이션
: 각국의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및 과학적인 논의를 거쳐 국제조화 된
생체시료분석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정
• (계획) Step 2: ‘18.11, Step 4: ‘20.6

8 Q11 IWG 교육자료 마련 원료의약품(화학성분 및 생명공학/생물학적성분) 개발 및
제조에 대한 질의응답

9 Q12 EWG Step 3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
: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해 허가 후 품질 변경관리를 돕기 위한 기준 마련
(적용 대상: 화학의약품, 생명공학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 (계획) Step 4: ‘19.6

10 S1(R1) EWG Step 1 설치류의 발암성 연구
: 의약품의 인체 발암성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설치류 발암성 시험 개정 ,
발암성평가문서(CAD) 마련
• (계획) Step 2: ‘19.11, Step 4: ‘20.11

11 S5(R3) EWG Step 3 의약품의 생식독성 탐색
: 의약품의 생식독성평가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다양한 시험전략, 시험 종
및 용량설정, 위해 평가 등에 대한 내용 개정
• (계획) Step 4: ’19.11

12 S11 EWG Step 3 소아용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비임상 안전성 시험
: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뒷받침을 위한 발육기동물 비임상시험
설계의 조건 기준을 권고하는 지침의 마련
• (계획) Step 4: ’19.11

■ 식약처 참여



20

코드 가이드라인 명

1
E2B(R3) 
EWG/IWG

임상적 안전성 정보 관리: 개별 사례 안전성 보고(ICSR)의 데이터 요소

2
Standing
Paediatric

상임 소아 논의그룹(소아 관련 논의에 자문)

3 M1 PtC WG 국제의약용어(MedDRA) 고려사항 문서 작성

4 M2 EWG 규제정보전달 전자표준

5 M8 EWG/IWG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Step 4 : ‘18.11)
: eCTD v4.0 실행패키지 v1.3, 질의응답 및 규격 변경 요청 문서 v1.2, eCTD v3.2.2 
질의응답 및 규격 변경 요청 문서 v1.31, CTD v1.2 제출 양식 규격 마련

 상시 진행(Ongoing) 그룹

코드 가이드라인 명

1 M11 정형화되고 조화된 전자임상시험계획서(CeSHarP)

2 Q2(R2)/Q14 분석절차 개발 및 분석 밸리데이션 개정

3 Q13 의약품 연속생산공정

 비공식 워킹그룹(신규주제, 활동 제안서, 활동계획 작성 중) ■ 식약처 참여

■ 식약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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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가이드라인 명

1 M7(R2) EWG
잠재적 발암 위해를 제한하기 위한 의약품 내 DNA 반응성(변이원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 (계획) Step 2: ‘19.11

2 Q3C(R7) EWG

불순물 : 잔류용매 가이드라인
: 2-methyltetrahydrofuran, cyclopentylmenthylether, tert-butanol 용매의
일일섭취허용량(PDE) 개발 및 ethyleneglycol의 일일섭취허용량 오류 수정
• (계획) Step 2: ‘18.11, Step 4: ‘19.6

3 Q3D(R1) EWG
금속성 혼재물 가이드라인
: 카드뮴 흡입 일일섭취허용량 개정
• (계획) Step 4: ‘18.11

Q3D(R2) EWG
금속성 혼재물 가이드라인
: 경피투여 일일섭취허용량 논의
(계획) Step 2: ‘18.11

4 M4Q(R1) Q&A 인체용 의약품 등록을 위한 공통기술문서 : 품질 질의응답
: 현재 추가 질의사항 없어서 활동중단(dormant) 상태

 유지보수(Maintenance) 워킹그룹 : 가이드라인 내 물질 정보 추가 및 수정 등

 논의그룹 (Discussion Group) : 해당 주제에 대해 가이드라인 논의 주제, 개정 필요 등 논의

코드 가이드라인 명

1 E14/S7B DG QT/QTc 간격연장에 대한 임상 및 비임상 평가 논의그룹

■ 식약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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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절차 개발 및 분석 밸리데이션(Q2(R2)/Q14) (일본규제당국)

2. 의약품 연속생산공정(Q13) (미국규제당국)

3. 정형화되고 조화된 전자임상시험계획서(M11) (미국제약협회)

1. 약물 상호작용 연구(M12)

2. 적응적 임상시험(E20)

19년도 논의 신규 주제

제안 접수 중(~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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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EU가
중심국가로 활동하는

ICH가입으로
의약강국과 대등한
국제적 위치 확보

신약 등 세계 의약품 시장
선점의 유리한 고지 마련 및

수출산업활성화 계기

양질의 의약품
제공기회 증대

국가신뢰도 향상
국제수준의 규제제공

국내 안전관리 수준 제고
수출장벽 낮아짐

국민
정부

제약업계

안심과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