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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Cook Hee Kim (Principal Researcher, K-Bio NDDC)
김국희 책임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Bio Cook Hee Kim has 15 years of experience for process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r of Biological drug and 3 
years of experience for QA team leader in GMP & GLP. He had developed the “GreenGene” (recombinant Human 
Coagulation Factor VIII) in-GC pharma. and the “NES-bell” (NESP biosimilar) in CKD pharm.

GC녹십자에서 재조합단백질 혈우병치료제인 “그린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종근당에서 바이오시밀러인 “네스벨”의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구축과 QA팀장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신약센터의 QA및 GLP 실험실인 “임상시험검체분석
실”의 신뢰성보증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Summary QbD is not mandatory for licensing. However, parts recognized as important by QbD's experience in implementation 
have already been revised and strengthened in legislative and GMP regulations. The requirements of ICH Q/8/9/10, 
which may be of interest to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drug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 intended to be more 
specific. Most of the activities required for QbD are under the recently strengthened GMP regulations including 
guidelines. It is only integrated and not connected. Drug development by QbD is like sewing jewelry from each 
individual activity to complete a jewelry necklace.

QbD에 의한 의약품 개발은 허가 시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QbD의 실행 경험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부분들은, 이미 법규 및
GMP 규정에서 수정되고 강화되었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의 현업의 실행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ICH Q/8/9/10에서 요구하는 것
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최근 강화된 GMP규정에서 QbD에 필요한 활동은 대부분 하고 있다. 
단지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QbD에 의한 의약품 개발은 각 개별활동의 보석들을 꿰어서 보석목걸이를 완성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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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에 의한 의약품 개발
-ICH Q trio Q&As 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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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국희 책임연구원



본 발표자료는 ICH Q Trio (Q8, Q9, Q10) 및 그에 대한
Q&As (R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10여년 변화된 환경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제기관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bD에 의한
의약품 개발방법은 개발 제품과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유
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In August 2002,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r the Agency) announced a 
significant new initiative, Pharmaceutical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s) for 
the 21st Century, to enhance and modernize the regul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and product quality





고객만족경영
디자인경영

식스시그마경영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



TPP, QTPP
FMEA, Fishbone, DOE, 통계, SPC
TPP  QTPP  CQA 
CQA   CPP, CMA 

Design Space 

마케팅 용어, Niche Buster 개발에서 최초 사용

Generic Drug 개발에서 최초 사용

Control Strategy, Life-Cycle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 Risk Assessment를 통해서
다음단계를 설정함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허가증에 기입되는 내용
- 적응증, MoA
- 제형, 완제형태, 강도(함량) 
- 용법 및 용량, 용기 및 마개
- 투여경로
- 생물학적 활성
- 약효
- ADME, PK
- 안전성, 부작용
- 안정성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Characterization

QC
IPC

Process Control, PV

Control of Materials, PV

Process Control, PV

Process Control
Process Validation

CTD Module 3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작성되고 있던 항목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QbD 접근법에서 추가된 것

: Risk Assessment를 통해서
다음단계를 설정함

Why?

각 단계의 설정 근거를
Risk Assessment의 결과로 제출



의약품 개발허가과정
개발사 규제기관

Dialogue



Q&A – QbD는 허가 시 필수인가?

그러나

허가자료의 요건이 QbD 접근방식에 의해 학습된 위험요소를

이미 반영하여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QbD 접근법에 의한 리스크 평가 자료가 없을 때는 근거설정의

설득력이 낮다

그리고

최소한의 방식으로 허가 시에는 규제 유연성을 요청할 수 없다

아니다. 
“최소한의 방식” (베이스라인 혹은 전통적 방식)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QC의 기준 설정근거
- 과거의 지식, 규제정보
-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활용한

In-vitro, In-vivo 모델링 시험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

허가 시 TPP에서 QTPP를 선정한 RA는 제출할 필요가 없
음. 하지만 의약품 허가에서 어떤 CQA를 만족하는 제품이
허가할 TPP에 적합한지를 확인 증명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RA를 거쳐 TPP에 만족하는
QTPP와 CQA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알프스에 오르는 나폴레옹

이 산이 아닌가보다!
저 산인가보다! ㅜ ㅜ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개발본부

연구본부

생산본부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Risk Assessment 는 관련 부서간 Communication 으로서 중요



Q&A – QbD에서는 Design Space가 필수인가?

Design Space를 인정받았다는 제품도 일부공정에서만 DS를 제출하였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DS를 꼭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지, CPP의 설정근거로서 DOE에 의한 모델링 및 Scale-up study 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있다.

아니다. 
Design Space와 Real-Time Release Testing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설계공간 (Design Space)
: 품질을 보증하는 공정변수와 투입변수의 다차원적 조합 및 상호작용
설계공간 안에서의 작업은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음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Process Control, PV

Control of Materials, PV

Process Control
Process Validation

Optional



의약품 개발허가과정
개발사 규제기관

Dialogue

DS (변경의 사전 승인)를 인정하는 것은 까다롭다

 QbD 자료가 있으면, 변경을 보다 쉽게 해주겠다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Optional) 

Control Strategy 

: Risk Assessment를 통해서
다음단계를 설정함

+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Change Control
Lifecycle Management



Q&A – Design Space를 위해서 모든 변수의 다변량 상호작용 선택?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여 DOE를 한다고 하여,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수를 하나씩 추가할수록, 설계된 실험수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품질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변수를 선별하고

제거하며, 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그 선택한 근거로 제출하면 된다.

아니다. 
위해 평가 결과와 설정된 운영유연성을 근거로, 다변량시험의 변수를 선
택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있다



Q&A – Design Space를 Scale-up에서도 적용 가능

소규모에서의 DS를 설정한 모델이, Scale-up에서 유지되거나 혹은

Scale-up에 의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공정확인, 

Process Verification)가 필요하다.

QbD에 의한 공정설정 근거를 제출하면,

규제기관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변경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다.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Scale에 독립적인 DS의 설정 예시는 “EFPIA Mock P2” 문서에 있다.
이 예시가 규제 기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Q&A – Design Space를 제조소 변경에서도 적용 가능

변경전 DS를 설정한 모델이, 변경후에도 유지되거나 혹은 변경에

의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지속적 공정확인,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가 필요하다.

QbD에 의한 공정설정 근거를 제출하면,

규제기관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변경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다.



Knowledge Space

Design Space

NOR
Normal Operating 
Range



Design 
Space

에러(Error)에 대한 충분한 마진(Margin)을 고려하여
설계공간을 설정하였는가?
Edge of Failure로 충분한가?

1. 충분한 마진 설정



에러 종류 설명 해결 방안

표본의 에러 모델링에 사용한
실험배치의 배경*과
실생산배치의 배경이 다름

비정상치 혼입

실생산 공정에서의 공정확인에 의한 지식을
토대로, 실험배치 모델에서 얻어진 회귀분석
모델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
지속적 공정확인을 거쳐서, 보정을 하거나
공정개선을 실시함
시험 환경의 일관성 통제, 충분한 시험배치
수 확보

모델의 에러 모델의 회귀분석수식이
표본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함

시험반복횟수를 늘이거나, 요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델의 해석력을 높임
실패확률 (Edge of Failure)을 계산하여 마
진을 설정함

측정치의 에러 시험방법에 의한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음

시험방법의 정확성을 높임
마진 설정에 실험에 대한 에러를 포함하여
설정함

* 배경은 DOE 실험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모든 것을 통칭



임상1상에서부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의 정확성 정밀성 기준 삭제

시험방법 개발단계에서 완건성과 SST를 확보 요구



 정확성, 정밀성의 기준은 시험방법과 목적에 맞게
 α-risk와 β-risk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보다 엄격해져야 함)

 의약품의 정량시험인 경우, 정확성과 정밀성은 5% 범위 이내가 적절함
CQA의 경우, 정확성과 정밀성이 DS설정을 고려하여 엄격히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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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의 품질고도화
장비와 센서의 검교정 강화



시험방법 의 완건성과 SST 확보



의약품개발
QbD

QTPP

Design Space

Analytical Method 
QbD

ATP (Analytical Target Profile)

MODR (Method Operable Design Region)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Design Space 

Control Strategy 

Impurity A의 QC 허용기준
공정1 Impurity A의 IPC 허용기준
공정2 Impurity A의 IPC 허용기준

공정2 CPP의 DS (혹은 PAR)
회귀모델의 해석력
Edge of Failure

임상 및 전임상배치의
Impurity A의 결과치들

Impurity A 분석법의 정확성
관련 특성분석과의 상관성

장비의 관리
공정의 관리



Knowledge Space

Design Space

NOR
Normal Operating 
Range

2. Design Space 내에서 Change는 공정지식을 바탕으로
품질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방향이어야 함





사진출처 : 이데일리

타깃의 정중앙을 보고 쏘면, 
모두 10점에 들어갈까?

어떻게 쏘아야
모두 10점에 들어가게 쏠 수
있을까?

Design Space에서의
Change는 공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오조준에

대한 계획을 제공



중량

시간

닭의 성장 모델링 확보

6호

46일

닭의중량 = � 시간,모이종류,모이공급량,물의양, …

닭의육질 = � 시간,모이종류,모이공급량,물의양, …

가장 맛있는 6호 생닭을 얻는 방법



중량

시간

닭의 성장 모델링 확보

6호

46일

고정할 값 : 모이 종류, 물의 양  모델의 편차값을 줄여줌

조절하기 용이한 나머지 CPP 인자(2~4개)들로 모델링
- 최적의 모이 공급 횟수와 양 설정
- 개체별로 차이 나는 중량은 체중 개량을 통해서 선별

 Risk Reduction

살아있는 생물체 = 다양한 인자에 의해서 복잡하게 반응



맛있는 6호 생닭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는 법

중량

시간

닭의 성장 모델링 확보

6호

46일

개체에 따른 편차가 커서, 
성장이 빠른 닭은 40일에 기준을 넘어가고, 느린 닭은 53일에 기준에 들어가게 됨

해결책은 ?  



항상 일정한 품질의 배양액을 얻는 방법

세포농도

시간

본배양의 세포성장 모델

Harvest 
기준

14일

정제공정에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양액의 품질 (세포농도, 세포생존율, 발현량 등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는 중요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해결책은 ?  



Process Validation

Process Validation

Process Validation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Control Strategy 



TPP (Target Product Profile) 

QTPP (Quality TPP)

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s) 

CPP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MA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Control Strategy 



Q&A – QbD 를 적용한 공정 밸리데이션 방법

바이오의약품 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참조

공정 밸리데이션이란, 미리 정해진 공정설계에서 미리 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
QbD로 개발된 제품이라면, 제품의 핵심품질특성 (IPC, QC), 핵심공정요
인 (CPP) 및 핵심원료특성 (CMA), 관리전략 등을 QbD에 의해서 체계
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상업생산 규모에서 공정확인 (Process Verification)자료를 최초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로도 가능), 이후 제품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적 공정확인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을
통해서 변경과 품질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Q&A – 지속적 공정확인의 정보로 지속적 개선에 어떻게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서 얻어진 트랜드를

QbD에 의해서 획득된 제품과 공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해진단 방법으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일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

공정 밸리데이션에도 전주기 있음
허가시 제출된 초기 상업용 배치까지의 자료는 공정의 높은 완건성을 증명
할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는 공정의 일관성과 제품의 지속적 개선의 자료로
활용 가능함. ICH Q9의 품질위해관리 방법을 제품 전주기에 적용함으로써, 
공정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인허가 절차 동일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 동일
 GMP 규정 준수
 규제와 GMP규정이 (QbD의 이론과 경험으로) 보다 엄격해짐

 QbD 접근법의 장점

- 제품개발초기에 개발 목표에 맞는 리드 발굴 원활
- 개발단계별 목표설정 명확
- 개발과정에서 부서간 정보교환 원활
- 개발단계에서 주요의사결정의 근거 명확
- 인허가 진행 시, 규제기관의 이해와 평가를 높임… 빠른 허가(?)
- 제품품질의 향상, 일관성
- 제조공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 가능
- 변경 시, 명확한 근거 확보 가능… 유연한 허가(?)
- 실패확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알프스산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넘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양궁선수가 될 수 있다.



의약품 인허가
개발사 규제기관

Dialogue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
지원센터

바이오의약
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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