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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been conducting QA and QC work in biopharmaceutical R&D and manufacturing companies for about 15 years. I was primarily
responsible for QA of vaccines and antibody drugs. I have been serving as the CEO of a QbD and GMP advisory company at BnP Care Co.,
Ltd. for 6 years from 2014.
약 15년간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회사에서 QA, QC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6년간 ㈜비앤피케어에서 QbD 및 GMP 자문회사의
대표 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Summary

Design-based quality based on ICH's Q8(R2) “Pharmaceutical Development”, Q9 “Quality Risk Management”, and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Based on (Quality by Design, hereinafter QbD), it will be described including the concept of the Product Life Cycle to
establish an understanding of product quality and process in a systematic approach.
의약품국제조화기구(ICH)의 Q8(R2) “의약품 개발 (Pharmaceutical Development)”, Q9 “품질 리스크 관리 (Quality Risk Management)”, Q10
“제약 품질 시스템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에 의거한 설계기반품질 (Quality by Design, 이하 QbD)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품
의 품질과 공정 이해를 확립하도록 제품 수명 주기 (Product Life Cycle)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Strategic interpretation
of ICH Q8, 9, and 10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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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Chapter
ICH Q8, 9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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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는 무엇인가?

The term ‘Quality by design (QbD)’ is a concept first outlined by
Juran
ICH – Concepts
1.

Quality by Design 설계기반품질고도화

2.

Design Space 설계 공간

3.

Design of Experiments (DoE) 실험계획법

4.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QA) 중요 품질 특성

5.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PP) 핵심 공정 변수

6.

Control Strategy 제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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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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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QbD가 적용될 것인가?

Lifecycle concept, but QbD is at the start of the product lifecycle, i.e.
product design, R&D
(QbD는 제품생명주기의 시작점에서의 개념설계)
FDA 공정 밸리데이션 (Process Validation) - 3 stages
1.

공정설계 (Process Design) =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QbD)

2.

공정 적격성평가 (Process Validation)

3.

지속적인 프로세스 검증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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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QbD in ICH

• Practical approach to implementation of
– ICH
– ICH
– ICH
– ICH

Q8
Q9
Q10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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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QbD in ICH

•Q8(R2) = Pharmaceutical Development (Step 5)
•Q8 Core Guideline : 2005.11
•Q8(R1) added Annex : 2008.11
•Q8(R2) corrections : 2009.08
•Europe adoption : 2009.06
•Japan adoption : 2010.06.28
•US adoption : 2009.11
•Content : Quality by Design (Q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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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QbD in ICH

• Q9 = Quality Risk Management (Step 5)
• Q9 Core Guideline : 2005.11
• Europe adoption : 2006.01
• Japan adoption : 2006.09
• US adoption : 2006.02.02
• Content : Principles and tools for quality risk management. Including
development,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inspection and
submission/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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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QbD in ICH

•Q10 =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Step 5)
•Q10 Core Guideline : 2008.06
•Europe adoption : 2006.01
•Japan adoption : 2006.09
•US adoption : 2006.02.02
•Content : Quality management system concepts for API and final drug
products (including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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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QbD를 채택해야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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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Q9, Q10
Nov 2005 & Nov 2008

 High level guidance
(not prescriptive, 규제는 아님)
 Science and risk-based
과학적, 위험기반
 Encourages systematic
approaches
체계적 접근

May 2012

 Applicable over entire product
lifecycle
전체 제품수명주기에 적용가능
 Intended to work together to
enhance pharmaceutical product
quality, although these were
designed as separate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Q8,Q9,Q10,Q11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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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 trio ( Q8, Q9, Q10 )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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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CH Q8 “Pharmaceu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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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Pharmaceutical Development”
 의약품 개발에 대한 조화. 부록 포함 총 3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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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 목적

 ICH M4 CTD 형식의 제출 서류 가운데 3.2.P.2(의약품 개발)에 기술할 내용을
제시
 제품개발 및 제조공정에 과학적 방식과 품질위해관리를 적용하여 확보한 정보
를 기술
 의약품 개발 항은 심사자와 실사자에게 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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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 의약 개발(Pharmaceutical Development)

 의약품 및 제조 공정 개발을 위한 과학 및 위험 기반 접근법
 설계 공간(Design space) 및 유연한 규제(flexible regulatory) 접근 방식의 개
념(concepts)
 QbD (Quality by Design) 개념 도입 및 QbD 개발 접근법 및 설계 공간
(Design space) 예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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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 개념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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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 의약 개발 접근 방식
Product Profile

CQAs

QTPP (Quality Target product profile, 제품품질목표)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감안하여,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달성해
야 할 의약품의 예측적 품질 특성 요약.
CQAs (Critical Quality Attributes, 핵심품질특성)
-원하는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한도, 범위, 또는 분포 이내에
있어야 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특징이나 특성.

Risk assessment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 핵심공정변수)
변동이 발생하면 핵심 품질 특성 요소에 영향을 주므로 공정이 원하는 품질
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모니터 또는 관리해야 하는 공정 변수.

Design Space

Design space
- 품질 보증과의 연관성이 증명된 공정 변수와 투입 변수(예, 물품 특성 요소)
의 다차원적 조합과 상호작용.

Control Strategy

Continual Improvement

관리 전략 개발 및 수행

제품 lifecycle 관리(지속적인 품질 개선 포함)
ICH Q8(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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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 의약 개발 접근 방식 (Work Flow)
Product Profile
QTPP
CQAs risk assessment

CQAs

Potential CQAs

Product understanding

TPP (Target Product Profile)

Unit operational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Potential CPPs
Risk reduction (DoE etc.)
CQAs & CPPs
Design Space
Risk acceptance

Control Strategy

Control Strategy

Continual Improvement

Risk review

Process understanding

Desig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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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8 - 의약 개발(예시)

Flow chart of
Cell Culture Process

Cause and Effec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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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ICH Q8 - 의약 개발(예시)
Ops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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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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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xperiment (Data Analysis)
Data Analysis Result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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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ICH Q9 “Quality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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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Quality Risk Management

서론
1) 위해(risk) : 위험(harm)발생 가능성 + 위해의 중대성을 종합한 것으로 규정
2)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3)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제품 품질 유지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4) 의약품의 중요 품질 특성이 임상 시험에 사용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5) 효과적인 품질 위해관리
 잠재적 품질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전(proactive) 수단을 제공해 고품질의 의
약품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잠재 위해 관리 능력에 대한 확신을 규제 기관에 심어줄 수 있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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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Quality Risk Management

목적
 체계적인 품질 위해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음
 이 문서는 다른 ICH 품질 관련 문서와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며 제약업계와 규제
경의 기존 품질 절차, 기준,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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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Quality Risk Management

적용범위
 의약품 품질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 위해 관리 원칙과 도구의 예를
제시
 원료 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생물학적 제제와 생물공학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
친 개발, 제조, 유통, 실사 및 허가 신청/검토 절차가 의약품 품질의 다양한 부분
에 포함

품질 위해 관리 원칙 2가지
 품질 위해의 평가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보호
와 연계되어야 함
 품질 위해 관리 절차의 활동, 형식, 문서 수준은 위해 수준에 비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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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Quality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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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Assessment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해 요소의 파악과 위해 요소에의 노
출과 관련된 리스크의 분석 및 평가로 구성된다



품질 리스크 진단은 "잘 규정된 문제점에 대한 기술" 또는 "리스크 질
문"에서 시작한다.
 리스크 진단을 위해 리스크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3가지 기본 질문 중요 함.
1. What might go wrong?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2. What is the likelihood (probability) it will go wrong?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3. What are the consequences (severity)?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정도인가(파급 효과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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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Assessment

 리스크 파악(risk identification)
1.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 질문 또는 문제점 기술에 해당
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것.
2. 리스크 파악 단계에서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중시 함.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도 파악해야 함.
3. 과거의 데이터, 이론적 분석, 합리적 의견,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
이 중요한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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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Assessment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1. 파악된 위해 요소와 관련된 리스크를 추정하는 것.
2. 발생 가능성과 위해의 강도를 연계 시킨 양적 또는 질적 프로세스.
3. 리스크 관리 도구는 리스크 추정에서 위해 요소의 감지 능력(감지 가능성)
을 중요하게 생각.



리스크 평가(risk evaluation)
1. 리스크 기준(risk criteria)에 대비하여 리스크(파악 및 분석을 거친)
를 비교하는 것이다.
2. 리스크를 양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치적 확률을 활용 (Risk Score)
 "높음(high)", "중간(medium)", "낮음(low)" 같은 질적 단위 표현 가능
 평점 과정 중에 중간 단계에서 양적 리스크 추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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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Control

 리스크 통제 (Risk Control)
1. Risk 통제의 목적은 Risk를 허용 가능 수준까지 감축 시키는데 있음.
2. 의사결정자는 비용-효과 분석을 포함하여 최적 수준의 Riks 통제를 위해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음.
3. 리스크 통제는 다음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1)
2)
3)
4)

리스크가 허용 가능 수준 이상인가?
리스크를 감축 또는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효과, Risk, 자원 사이의 적정 균형점은 어디인가?
파악된 리스크의 통제 결과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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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Control

 리스크 절감 (Risk reduction)
1. 품질 리스크가 허용 가능 수준을 넘어설 때 품질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또는 완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리스크 절감에는 위해 발생 확률과 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
될 수 있음.
3. 리스크 감소 조치의 추진을 통해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되거나
다른 리스크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리스크 감축
프로세스를 추진한 다음에, 리스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 리스크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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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Communication

 의사결정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리스크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의미
 품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결과도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문서
화해 함.
 커뮤니케이션 대상 정보는 품질 리스크의 존재 여부, 그 특성, 형태, 확률, 강도,
수용 가능성, 통제, 처리, 감지 가능성 등에 관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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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Reviews

 리스크 관리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중요 사안의 검토 또는 모니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결과를 검토
 계획된 것이건(예, 제품 검토, 실사, 감사, 변경 관리의 결과) 계획에 없던 것이
건(예, 사고 조사, 리콜의 근원), 최초의 품질 리스크 관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에도 품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계속 적용해야 함.
 검토 주기는 리스크의 수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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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9 – Risk Management Tools

•
•
•
•
•
•
•
•
•

Flowchart, Check sheet, Process Mapping, Cause and Effect Diagram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 (FMEA)
– Break down large complex processes into manageable steps
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 FMEA & links severity, probability & detectability to criticality
Fault Tree Analysis (FTA)
– Tree of failure modes combinations with logical operators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Systematic, proactive, and preventive method on criticality
Hazard Operability Analysis (HAZOP)
– Brainstorming technique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 Possibilities that the risk event happens
Risk ranking and filtering
– Compare and prioritize risks with factors for each risk
Supporting statistica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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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Ops Risk Assessments

38

ACADEMY

Unit Ops Risk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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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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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문화

의약품의 품질 완성
Q8

Q9

Q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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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문화 기반

41

ACADEMY

ICH Q10 – 품질의 방향 / 목표

Drug product lifecycle
Why Quality Control?
GMP regulations
ICH Guidelines
Quality Risk Management
Quality Systems
Quali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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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10 – 의약 품질 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프로세스 성능 및 제품 품질에 대한 관리 상태를 수립하고 유지 관리하는 주요 시
스템에 대해 설명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
 제품 수명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의약성분 및 의약품에 적용
 관리 전략(Control Strategy)
 PQS(Q10)와 의약 개발(Q8)의 결합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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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10 – 의약 품질 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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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10 – 의약 품질 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경영진 책임
 FDA Guidance for Industry “Quality System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
* cGMP 규제 기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Quality System을 설명함
Quality System의 4대 주요 요소
경영자의 책임

자원

(Management Responsibilities)

(Resources)

• 리더십
• 조직 구조 결정
•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시스템 구축

• 작업자
• 시설 및 설비
• 아웃소싱 관리

제조 작업

평가 활동

(Manufacturing Operations)

(Evaluation Activities)

• 제조 및 공정 설계, 개발, 문서화
• 투입물(Input) 검사
• 작업 수행 및 모니터링, 부적합 처리

• 경향분석
• 내부 감사 실시
• 품질 Risk 관리, CAPA 등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의 일관된 생산을 보장하고, 품질 활동의 지속
45 가능성 보장

45

ACADEMY

ICH Q10 – 의약 품질 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공정성능 및 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 (전주기 단계별 목표)
 제제 개발
 제제개발의 목표는 의도한 성능을 일관되게 제공, 규제 기관 및 내부 고객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과 제조공정 설계 (ICH Q8참고)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목표는 제품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과 제조 상, 제조 사업장 내부나 사업장 사이
에 제품 및 공정지식을 이전
 시판용 제조
 제조의 목표는 제품실현, 관리상태 확립과 유지, 지속적 개선 촉진
 바람직한 제품 품질을 항상 충족, 적합한 공정 성능 달성, 관리 세트가 적절, 개선 기회를 파악
하고 평가
-> 지속적 지식 확장

 제품 종결
 의약품 전주기의 마지막 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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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ISO 품질개념을 기반으로, GMP 규정을 포함하며 ICH Q8 “Pharmaceutical
Development”와 ICH Q9 “Quality Risk Management”를 보완하는
PQS(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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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전 주기(Life cycle)

의약품의 개발
(Pharmaceutical
Development)

• 원료의약품 개발
• 제제 설계
• 임상시험용 제품 제조
• 전달시스템 개발
• 제조공정 개발 및
Scale-up
• 분석방법 개발

기술 이전
(Technology Transfer)

• 개발 및 제조 단계의
신제품 이전
• 시판 제품의 제조시설
과 시험 시설 간 또는 내
부 이전

상업적 제조

제품의 종결

(Commercial
Manufacturing)

(Product
Discontinuation)

• 원자재 구입 및 관리

• 문서 보관

• 시설, 유틸리티 및
설비 구비

• 검체 보관

• 생산 및 포장

• 지속적인 제품 평가 및
보고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 출하승인
• 보관
• 유통(도매 활동 제외)

품질경영 활동은 의약품 전 주기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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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반품질(Quality by Design)과 제품 개발
미리 설정된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달성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사용될 제품과 관
련된 제조 공정의 설계와 개발을 의미

 품질 위험관리 (RA)
 GMP, 품질관리 및 품질리스크 관리를 통합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설계하고 올바르게
시행
 품질 위험 관리는 의약품 제조 공정 변수와 규격 설정을 관리하고, 공정 또는 규격의 변경의 위험을
평가하고 경감시키며, 일탈 조사와 시정 조치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 (CAPA)
 확인된 문제의 교정
 일탈의 원인을 이해하고 유사 문제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근본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
 잠재적인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변경관리 (Change Control)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잘 알려진
GMP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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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개발, 그리고 제품과 공정의 문서화
2. 원료 및 자재의 입고검사
3. 작업의 수행 및 모니터링
4. 부적합 처리
5. 경향 분석 (모니터링결과, 불만사항 분포, 제조지원 시스템, 제품생산 수율 등
OOT, OOC)
6. 내부 감사 (감사계획, 시작회의, 인터뷰, 종결회의, 보고)
7. 공급업체 관리 (제조업체, 단순 공급업체, 의약품유통 업체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
8. 품질 위험 관리 (신규 품목, 신규장비, 신규 공장, 변경 공장, 변경 원자재 등)
9. 시정 조치
10. 예방 활동
11.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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