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peaker Hyun Cheol Kim (Director, Hanmi Pharm.)
김현철 이사 (한미약품)

Bio 2017.10.~ Hanmi Pharm.Co.,Ltd., Bioplant QA director
Operation of QMS for clinical trial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biopharmaceuticals, Validation of new bio plant construction, Conduct 
inspection by many of regulatory agencies including US FDA
2016.01.~2017.09 LG Life Sciences (now, LG Chem.), Head of CQA
Corporate level quality management system planning and coordination
2010.01.~2015.12. LG Life Sciences (now, LG Chem.) Head of Osong Plant QA
GMP control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ew bioplant, development of bio-similars and vaccine products, and quality management 
for commercial production
2008.01.~2009.12. LG Life Sciences (now, LG Chem.) Planning of Corporate QMS
2000.01.~2007.12. LG Life Sciences (now, LG Chem.) Head of Iksan Plant QA
Supervised QA of US FDA approval process for Korea's first self-developed new drug
1997.01.~1999.12. LG Life Sciences (now, LG Chem.) Iksan Plant QC
Set up of test method and initial laboratory management system for 1st generation biopharmaceuticals

2017.10.~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QA임원(이사)
임상약,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의 제품 품질 관리, 바이오 신공장 건설 밸리데이션, US FDA 포함 선진 규제기관의 실사 수검
2016.01.~2017.09 LG화학. 생명과학본부 CQA팀장
Corporate level 품질관리 시스템 기획 및 운영
2010.01.~2015.12. LG생명과학 오송공장 QA팀장
신규공장의 건설 및 운영주관, 바이오시밀러 및 백신제품 개발 및 상업생산 지원
2008.01.~2009.12. LG생명과학 품질경영 기획
2000.01.~2007.12. LG생명과학 익산공장 QA팀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신약의 FDA 승인 과정의 QA 주관
1997.01.~1999.12. LG생명과학 익산공장 QC팀
1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시험법 및 초기 시험실관리 시스템 set-up

Summary ICH Q-trio (Q8, 9, 10), which presents the latest guide for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all stages of drug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s to be interpreted in terms of industry implementation. Also,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we would 
like to share our experiences of robust and efficient operation for PQS.

의약품 개발 및 제조 전 단계의 최신 품질 운영 시스템에 대한 최신 규정을 제시한 ICH Q-trio (Q8, 9, 10)를 산업계 적용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규정의 해석에 기반하여 견고하면서 효율적인 적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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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바이오QA이사
김 현 철

산업계 관점에서 ICH Q-trio의 해석 및 실행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ICH Q-trio from the industry perspective)



발표에 앞서…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의 개선을 위해 2000년대 초/중반 부터 시작된 ICH Guideline Q8, Q9, 

Q10에 대해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 실제 품질 관리 업무의 적용 측면을 고찰해 봄으로써

 규정에 대한 실질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가 된 PQS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도 유연한 품질 시스템 디자인 및 적용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함



Regulatory Perspective: 규제의 변화



Base: J. Ramsbotham, Solvay Pharm. NL / EF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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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의약품 품질시스템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이란?

- 품질을 고려하여 제약회사를 감독(direct)하고 관리(control)하는 경영시스템

• 필요성

- 공중 보건을 향상 위하여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품질과 이용성을 높이고자 함

- 규제기관 및 제약산업계에서 독려함

- “ICH Q10 의약품 품질시스템”이 2008년에 발효, 품질시스템 운영이 공식화 됨

철수개발 기술이전 제조

경영책임

수단
•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
• 품질 위험 관리 (Quality Risk Management) 

의약 품질 시스템 요소
• 공정 성능 및 제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 시정 및 예방조치(CAPA)
• 변경 관리 시스템
• 경영검토

임상 제품용 GMP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ICH Q10

 제조현장에서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국한

 초기 개발 및 출시 시기에 검증된 자료의 지속적 유지/관리

 제출된 허가 자료에 준한 사후 관리

 원료 구매에서 판매관리까지 제품수명관리의 전 단계

 위험성 관리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 (QbD)

 지속적인 선행 관리

규제 Trends: GMP의 변화



Chapter 제목 최종 발효일 개정 내용

1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2013.01.31 ICH Q10을 반영하여 내용 전체 수정. 
제목수정(Quality Management → ) 

2 Personnel 2014.02.16 ICH Q10에 따라 내용 개정, 컨설턴트 내용 추가

3 Premises and Equipment 2015.03.01 섹션5 교차 오염 내용 변경에 따른 섹션6 추가 (시설 분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독성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의 시설로
변경)

4 Documentation 2011.06.30 GMP의 전자 문서가 증가함에 따라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와 “문서의
보관”에 해당 내용 반영

5 Production 2015.03.01 생산 시의 교차오염 관리를 위해 17~21번 변경 및 교차오염 방지 부
분을 개선하고 독성학적 평가를 포함시킴. 
활성성분(API)의 GMP의무를 반영 → 27~30번 공급업체 적격정 평가
변경. 35~36 출발물질 시험에 관한 항목을 명확히 함.
71번 공급 제한 시 통보에 대한 추가

6 Quality Control 2014.10.01 시험법의 기술 이전과 OOS 결과 확인 등의 새로운 내용
추가

7 Outsourced Activities 2013.01.31 ICH Q10을 반영하여 기존 위수탁 제조 및 시험에 국한된 사항을 아
웃소싱 전반으로 확대하여 개정. 제목 변경( Contract Manufacture 
and Analysis → ) 

8 Complaint, Quality Defects and 
Product Recalls

2015.03.01 제품 결함을 포함한 불만 등의 조사 시 위험 기반에 따른 조사와 함께
위험 경감, CAPA 내용,규제 기관에 보고 내용 등을 추가함

9 Self Inspection - -

규제 Trends: EU GMP의 변화



최근 GMP key word

 Quality Management : 전사적. 경영진 책임

규제 Trends: Latest GMP 핵심 내용

 Risk based : 판단 근거에 대한 rationale 확보

 Science based : QbD 등 체계적인 관리

 Knowledge management : Tech-transfer 강화

 Continuous improvement : 최신의 기술 및 방법 적용

 Trend analysis : Quality Matrix, in time 대응

 Product Lifecycle : Development ~ Discontinue



Industry Perspective: ICH Guide의 이해와 실행



 제조 방법 / Final release test 검증  단계별 parameter 및 관리 방법 검증

 자료의 제출 요건 및 규정 준수  자료 작성 및 구성 rationale 검증

 IPC 단계에서의 bioburden, 엔도톡신 관리 point / level 관리의 적절성: 최종 여과공정 바로 직

전 point의 level 관리 등

 품질 평가 방법의 적절성: LER (Low Endotoxin Recovery)의 극복

 무균 공정관리의 강화: PUPSIT (Pre-Use, Post-Sterilization Integrity Testing)의 관리

 HVAC 및 차압관리의 적절성  Layout의 design 측면의 검토: 발효/회수 라인의 교차오염 방지

조치 등

 환경 모니터링 결과의 적합성  Material의 이동: 동결 건조 후 capping과정의 이동 적절성, 멸

균 후 제품의 RABS 이동 과정의 관리

 Aseptic PV (MFT)의 적합 결과  Grade A 환경 내 작업 조건의 적절성 집중 검증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 준수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방법의 적절성

Overall: 허가자료 심사 및 실사의 변화

ICH Guide Implementation



 제조 현장  경영진 확장 시 고려할 사항

 정기적 Review Board 구성 필요: Quality Council, GMP위원회, 경영 검토 / 월, 분기, 년

 회사의 경영 목표를 Quality의 언어로 해석: 매출/영업이익  Failure ratio 관리

 단계적 적용

Step 1. : 경영진의 관심 유도, Quality 관리가 경영에 도움이 됨

Step 2. : 관심의 지속 유지, QMS을 통한 Quality 지표의 쉬운 접근 유도

Step 3. : QMS 모니터링과 투자 및 HR 관리 Align

 경영진의 인식 변화: 불완전한 Quality 관리  Pjt. 중단 / Timeline 지연으로 인한 기회/금전적 손실

경영 책임

ICH Guide Implementation



 Comparability Study 평가 강화: ICH Q5E COMPARABILITY OF BIOTECHNOLOGICAL/BIOLOGICAL 

PRODUCTS SUBJECT TO CHANGES IN THEIR MANUFACTURING PROCESS (Nov., 2004)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에 따른 임상의약품 GMP의 Guide 명확화

Product Lifecycle: 임상약 GMP

ICH Guide Implementation

 임상 단계별 품질관리 요소의 적용 수준 선택적 적용

 Change Control 

 Validation/Verification/Qualification

 개발 단계별 지식 관리: 기술 이전 (Tech Transfer)



 제조 업계의 Quality 관리 측면에서 QbD 적용이 필요한가?  Yes

- 기술이전 단계에서 Data가 아닌 Knowledge transfer를 원함

- 기술이전의 실패 위험성과 기간 단축이 필요함

- Scale-up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Deviation, Failure 진행 시 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Change control 진행 시 영향성 검토에 필요함

 QbD 적용을 위해 극복해야 할 hurdle

- QbD 적용 시 benefit에 대한 management의 인지

- Bio 원료의약품에 대한 pilot 구성

- 통계 및 수학적 model에 대한 이해

ICH Guide Implementation

Product Lifecyle: QbD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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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성능 및 제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1): PV

Classical PV New PV

정
의

특정한 공정이 사전에
정한 규격 및 품질특성
에 적합한 제품을
일관성 있게 생산할 것
이라는 것을 보증

공정설계로부터 상업생산까지,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

The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data, from the process design stage through commercial 
production which establishes scientific evidence that a process is capable of consistently 
delivering quality product.

차
이
점

PV 수행: 3로트 이상, 
conformance runs 또는
demonstration batches 
(신규의 PPQ에 해당)

Stage 1 ― 공정설계
(1) 공정 지식/데이터 확보: 공정 특성분석 (DOE, DS, 위험분석, 실험실/파일럿 스케일 실험 등)
(2) 공정control strategy 확립: 변동원인 관리, 변동감소, 제조 중 변동 최적화,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Stage 2 ― 공정적격성 평가
(1) 설비설계, 기기 및 시설의 적격성 평가: IQ, OQ, PQ
(2) 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PPQ): 공정의 복잡도/불확실성에 따라서 결정, 일상적
인 상업생산보다 상위의 샘플링, 시험 추가, 엄격한 공정 관리
 일상적인 샘플링 및 모니터링 주기 설정

Stage 3 ― 지속적인 공정 검증 (continued verification)
- 설계된 공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일탈발생의 처리 시스템
- 진행 중 제품품질 관련된 데이터 수집/분석: 공경경향, 공정 반제품, 완제품
- 통계적 경향 분석
- 기타 변동 검출: 일탈, 부적합, OOS, 제조기록서 등



ICH Guide Implementation

공정 성능 및 제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2): Quality Metrics

 Regulatory

 업체평가  실사 P/G에 활용

 최소한의 지표

 업체간 순위표(×)

 Industry

 지표 detail  효과 (↑)

 회사별 상황 고려 필요

(Product .vs System)

 투입되는 resources (인력/시간) 

고려하여 현실적 지표의 운영



ICH Guide Implementation

시정 및 예방조치 (CAPA)

 Continuous Improvement와 Quality Event의 재발 방지

를 위한 필수 활동

 조사 시 Human Error/Sampling 및 평가 오류  교육

으로 마무리  동일 event의 발생  재교육의 절차

반복: CAPA의 절차 보다는 root cause 도출에 집중

 Root Cause Analysis의 중요성

 유효성 평가: 경향 분석, Qualification/Validation, 자율점검

 Lifecycle별 CAPA적용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