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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고지(Disclaimer)

본 보고서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초기술 개발”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로
제출된 “연속적 공정검증과 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관리전
략 수립 방법 및 구축연구”에 QbD 접근법에 기초한 연속적 공정검증과 지속적 공정검증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본 기초기술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에 대한 기초기술과 관
련하여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접근방식에서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위하여, 연속적
공정 검증 활용 방법 및 사례 제시 등을 통한 새로운 공정 밸리데이션 적용 방안을 제시하
고,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연속적 공정 검증의
구체적 접근 방법, 데이터 확보 및 통계적 분석방법, 관리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여 QbD적
용 의약품의 연속적 공정검증 방안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본 사례는 QbD 과학 및 위험 기반 접근법에 철저히 의거한 개발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와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분석기술(PAT)을 이용한 연속적 공정검증사례를 상세히 제시하였으
나 이와 다른 QbD 접근 의약품 개발 공정검증에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즉, 본 보고
서의 경우는 한 실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에 한하기 때문에, 다른 특정 QbD 적용 의약품 개
발 공정검증에는 관련 지식, 연구결과 및 경험에 따라 연구 및 개발의 범위와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따른 QbD 적용 의약품 개발이 바로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의약품 허가를 보증 또는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허가에 관련된 심사
및 실사 항목에 허용 또는 수락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본 위탁사업 수행자 모두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예시 내용과 결과를 활용한 다른 특정 QbD 적용 의약품 개발의 결과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손해 등에 책임 지지 않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직접 사용, 공개 및 발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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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PIC/S GMP

규정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국제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정검증 방법의 선택적 적용으로 전통적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하이브리드 검증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속적 공정검증 시 주요 속성, 주요품질속성, 주요공정변수에 대하여 과학적 관
리전략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정분석기술과 다변량 통계적 공
정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
음을 높은 수준으로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단위의 수를 결정하고 그 타당성
을 입증해야 한다.
전주기 동안의 지속적 공정검증은 전통적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및 하이브
리드 접근법에 적용할 수 있다. 공정의 경향 평가와 함께 제품 전주기 동안 관리
상태가 유지되는지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 품질을 모니터링 한다. 지속적 공정검
증의 범위와 빈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공정 능력과 변동성에 관한 결론을 뒷
받침하고 관리 상태를 보증하기 위하여 통계 도구를 사용한다. 제품 품질 평가에
제품의 밸리데이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 전주기 동안 지속적 공정검증을 실
시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점진적 변화를 고려하고 폭넓은 검체 채취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FDA, “Guidance for Industry-Process Validation: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es ” 에 따르면, 제품 품질과 관련된 제품/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원료, 부형
제등의 소재, 중간 생성물, 최종 제품과 관련된 공정 상황에 따른 품질 변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훈련 받은 인력에
의해 통계학적으로 분석/검토 되어야 한다.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산업 환경
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및 품질심사 관련 규정(안) 개정, 설계기
반 품질고도화 해설서 발간 및 제형별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적용 모델 개발 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는 연속적 공정검증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가 없으며, 적절한 통계적 도구를 활용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련된 내용은 부족하다.
본 제안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에 대한 기초기술과 관련하여 설계
기반 품질고도화(QbD) 접근방식에서의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위하여,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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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정검증 활용 방법 및 사례 제시 등을 통한 새로운 공정검증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연속적 공정검증의 구체적 접근 방법, 데이터 확보 및 통계적 분석 방법, 관리전
략 수립 등을 제시하여 QbD 적용 의약품의 연속적 공정검증 방안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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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전략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에 대한 기초기술과 관련하여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접근방식에서의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위하여, 연속적 공정검
증 활용 방법 및 사례 제시 등을 통한 새로운 공정 밸리데이션 적용 방안을 제
시하고,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연
속적 공정검증의 구체적 접근 방법, 데이터 확보 및 통계적 분석 방법, 관리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여 QbD 적용 의약품의 연속적 공정검증 방안을 체계적이고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연구한다.
연속적 공정검증은 주요품질속성, 주요공정변수에 대해 과학적 관리전략을 수립
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분석기술과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분
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을 위해 히스토그램, 공정능력평가, 산점도, 체크시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
속적 공정검증의 범위와 빈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방안
을 제시한다.
지속적 공정검증은 연속적 공정검증의 확장형으로 상업적 제조과정 동안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를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탈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품 전주기 동안 관리
상태가 유지되는지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 공정검증
의 범위와 빈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방안을 제시한다.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해서는 공정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수
집은 공정분석기술(PAT;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분석기술에 대한 이론 및 종류를 제시하고 공정분석
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다
변량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상관분석(CA; Correlation analysis), 부분 최소 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위와 같이 확립된 공정검증 방법 및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의 위험을 파악
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공정의 점검 및 평가 방법을 ‘제형별 QbD 적
용 모델 개발 CTD 보고서-K정제’를 통하여 제시한다. 예시모델의 제조 공정
개발과정에서 공정의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방법을 확인한다.
또한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공정을 점검·평가 한 공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
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여 연속적인 공정 관리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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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연구를 통한 공정이 반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확인
공정 반제품 품질 특성과 완제품 품질 특성 간의 상관관계 확인

•
•

경험적 데이터 수집 방법 제시
공정분석기술(PAT; Process analysis technology)에 의한 데이터 수집
방법 제시

•

통계적 분석 방법의 종류 및 특성 파악 연구

•

사례 연구를 통한제품 전주기동안의 관리에 대한 이론

•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 이론 및 방법 제시

•

지속적 공정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실사례 연구를 통한 방안 제시

그림 I-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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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연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1.1

연구의 배경

1.1.1

연구의 목적
의약품 품질관리 고도화와 관련된 기초기술로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접
근방식에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위하여, 연속적 공정검증 활용 방법 및 사
례 제시 등을 통한 새로운 공정검증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연속적 공정검증의 구체적 접근
방법, 데이터 확보 및 통계적 분석 방법, 관리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여 QbD 적
용 의약품의 연속적 공정검증 방안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품질이
달성된 의약품의 생산을 위해 일탈발생 가능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위한 기초기술에 대한 역량을 제고 시켜 국내 설계기반 품
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국내 실정에 맞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
입 및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2

배경 기술
본 연구에서 공정검증을 이용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통계적 분석 방법, 관리전략을 제시한다. 공정분석기술(PAT)을 적용하
여 통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및 활용 예시를 참고하여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공정 및 제조장비의 변동이
있을 때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명확한 방법 및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한 공정관리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공정검증 방법에서 벗어나 각 단
위 공정의 공정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적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이
를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공정검증과 최종적으로 의약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연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2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의약품 제조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CGMP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이 보유하
고자 하는 모든 속성을 충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증을 통해 의약품을 생산
해야 한다(21 CFR 211.100(a) 및 211.110(a)). FDA의 프로세스 검증 지침에
서 특히 의약품 제조에서 일관성, 반복성 및 안정성은 제품의 원하는 품질 사양
을 만족하고 제품의 품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성 검증활동의 핵심 요
소 중 일부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약 공정 및 제품이해, 공정모니터링 및 제
어, 제형 안정성을 위한 연속적 공정검증의 적용은 제약 개발, 제조 및 품질 규
제 분야에 필요하다.
먼저 연속적 공정검증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이란 현재 ICH
Q7에서 정의되어 있고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확립된 공정의 변수 내에서 작동된
공정이 사전 결정된 목표한 값을 충족하는 제품을 재현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
고 검증하는 문서화된 증거이다. FDA는 “Guidance for industry-Process
Validation: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es”을 발표하고 공정 밸리데이션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공정 설계(Process design)’로 정의된다. 이 단계
에서는 공정개발 및 제조규모 증대 연구를 통해 확보한 지식을 기반으로 목표하
는 품질특성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상업적
제조 공정을 설계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정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확보하고 공
정 관리 전략을 확립한다. 2단계는 ‘공정검증(Process verification)’로 정의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정 적격성 평가(PQ)과정에서 공정 설계가 재현성 있는 제조
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이며, 시설이나 설비의 설계가 의도된 용
도에 적합하고 적절하게 작동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과 공정의 성능
을 평가하는 활동(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PPQ)이 있다. 3단계는
‘지속적 공정검증(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으로 정의되며 상업적 제조
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공정이 원하는 관리 상태 내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정이 예상치 못하게 일탈하는 것을 감지하
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품 품질 평가에 밸리데이션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
정의 성능을 평가하여 발견된 문제를 해결, 예측, 방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단
계이며 공정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단
계에서는 통계도구를 사용하여 공정의 변동성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문제의 개선
을 수행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공정의 설계 및 검증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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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1: 공정 밸리데이션의 단계

그 중 2단계인 공정검증(Process verification)에 대하여 “PIC/S PE 009-14
annex15”에서는 ‘전통적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하이브리드 접근법’의 3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공정검증은 공정의 재현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다수의 완제품 제조단위를 제조하여 변동 범위 및 경향을 확립하
는 방법이다.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단위의 수를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연속 3개 제조단위를 일상적인 조건에서 제조하여
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검증방법에서 더 나아가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접근법의
도입으로 제품 품질을 고도로 보증할 수 있음을 개발단계에서 과학적으로 확립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통적 공정 검증을 대신하
여 연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적 공정검증에 대한 내용을 다음의
연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 방법인 하
이브리드 공정검증법은 과거 제조단위 자료와 제조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한 경우에 전통적 접근법과 연속적 공정 검증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검증방법이다. 기존 전통적 공정검증을 실시한 제품도 연속적
공정검증을 적용하여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하
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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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은 제조공정의 성능을 연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대안적 접
근방법이다. 사전에 정의된 공정변수의 범위에서 공정을 수행하였을 때 공정이
주요품질특성(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을 만족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생
산하는지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한 과학 및 위험기반 실시간 접근방식이다. 연속
적 공정검증을 위해서는 각 배치에서 공정의 성능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
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및 제어방법을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전통적 공정검증은 미리 설계된 조건에서 최종 생산된 배치
에 대한 공정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공정 중 반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해 확
인 할 수 없으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제품 품질 결함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연속적 공정검증은
전통적 공정 검증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각 생산배치에 대한 주요품질특성 및
주요공정변수의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에 대한 제어상태를
보장하고 공정 및 제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사용된
전통적 공정 검증에 비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공정 성능 개선
및 완제품 품질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림 II-2-2: 전통적 공정검증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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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3: 연속적 공정검증 개략도

또한 공정 모니터링을 이용한 방법은 공정 관리 뿐만 아니라 제조규모 증대에
따른 기술이전의 제어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용이하다.
연속적 공정검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
하다. 다음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서 연속적 공정검증의 타당성 및 성능을 증명
할 수 있다.


공정 변수 및 주요품질특성 확보 방법 연구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 확보 연구



주요품질특성 및 주요공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주요 공정 반제품의 품질특성과 제품품질특성 간의 상관관계 확보 방법
연구

하지만 연속적인 공정검증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유사한 공정의 개발로부터 얻어진 사전 지식



연구 개발 단계 및 상업용 제조 경험을 통해 얻어진 공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



제조 공정의 복잡성의 정도



사용된 공정의 자동화 수준 및 분석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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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공정 검증을 통해 공정이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
음을 높은 수준으로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단위의 수를 결정하고 그 타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정분석기술(PAT;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과
다변량 통계적 품질관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
석기술의 역할은 원하는 제품 품질이 일관되게 제조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부적
합한 재료를 식별하는 공정 모니터링에 사용된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원재료, 중간 생성물, 제품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최종 제품
의 품질을 평가하여 RTR(real time release)를 촉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약산
업 연속 공정 중에 on-line, in-line, at-line 등의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을 하기 때문에 공정 설비의 공간에 의해 검체 채취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검체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공정요소 혹은
첨가제의 특성 등의 요소 변경에 대한 공정의 연속적이고 빠른 응답으로 효율적
인 실험 진행 가능 및 개발 중에 연구된 조건 범위 내에서 공정의 이해력을 높
여 주기 때문에 공정 개발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확인 중간 생성물, 메커니즘, 종말점을 사전에 측정할 수 있으며, R&D,
확장, 제조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 농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공정상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검체 체취 없이도 입자 크기, 모양 및 입자수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종말점을 감지
하고 배치 일관성을 보장하며 제품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 모니터링에 대한 접근을 위해 통계적 공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주요공정변
수 및 공정 중의 품질특성의 변동성을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변수를 식별하고 진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
니터링을 통해 얻은 단변량(Univariate)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를 생성 가능하다.
이와 달리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는 다변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공정의 차원을 독립변수 세트로 줄일 수 있다. 아
래의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많은 변수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변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통계적 공정 관리에서 관찰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작동
을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II-2-4: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PAT 데이터의 처리 과정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과 통계적 품질관리에 관련된 설명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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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2.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연속적 공정검증에서 통계적품질관리의 기본 가정은 해당 공정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때 수집된 데이터에서 공정을 특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통계적품질관리의 적용은 소수의 변수 즉 일반적으로 느리게 모니터링 되는 제
품품질변수를 차트에 기반하여 단변량 통계적 품질관리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그
러나 최근 자동화 및 분산제어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작업자는 제한된 수의 차트만
모니터링 하므로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대부분 무시되며, 공정변수는 거의
독립적이지 않으나, 차트에 기반한 해석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존
예측되는 문제만이 실 생산 공정에서 고려된다는 공정 검증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로인해 최종제품의 품질과 일관성에 대한 제어수준이 제한된다. 한번에 하나의
변수를 고려하는 단변량 통계적 품질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공정문제
에 대한 데이터의 최대 변동성을 예측하는 하나 또는 두개의 구성요소 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정 오작동에 대한 조기 판단
을 얻고자 주 구성요소를 통해 공정오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다변량 통계적
품질관리를 사용한 연속적 공정검증 모니터링이 도입되었다.
통계적 품질관리란 통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해석하
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과 확률 분
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기초로 한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여 품질을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적 공정검증의 도입으로 실시간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처
리하고 분류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불량원인을 쉽게 발견
하도록 도와주며, 공정의 상태가 어떤 지를 탐지하여 공정을 안정적이고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제품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품질 결함을 식별하고 공정 성능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완제
품 결함발생률이 낮아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므로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
적이다. 이를 통해 공정 중 통계적 공정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II-2-5: 통계적 공정 제어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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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연속적 공정 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를 통한 통계적 공정 제
어의 개략적인 순서를 단계적을 나타낸 것이다. 통계적 공정 제어를 위해 우선
데이터 수집방법과 측정빈도를 결정한다. 가변성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 온도, 시
간, 거리, 무게와 같은 연속 척도의 측정에서 비롯되며, 속성에 관한 데이터는
양호 또는 불량, 불량률 혹은 100개당 불량 수와 같은 불연속적인 구분을 기반
으로 측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 시, 현행 FDA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주요품질
특성(CQA)와 국내 사정과 현황에 맞춰 반제품 주요품질특성을 지속적으로 제어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후, 통계적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평가한다.
기술통계학은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몇 개의 의미 있는 수치로 요약하고
정리하여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집중화 경향,
산포와 같은 척도를 이용한다. 집중화 경향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속하고
산포에는 최댓값, 최솟값, 범위, 사분위편차, 분산이 속한다.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가 특정한 값
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한다. 이는 이산 확률분포(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와
연속확률분포(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로 나누어진다.

그림 II-2-6: 확률분포 분류

기술통계 및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수치 및 데이터를 요약한 것을 표나 그림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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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검증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집된 품질특성, 공정변수의 데이터를 통해 주요
품질특성, 반제품 품질특성 및 주요공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데이터를 시작적으로 비교하기 쉽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II-2-7: 통계적 도구

먼저 층별(Stratification)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그룹으
로 나누어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나누어진 그룹의 품질의 분포를 확인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원인 특성을 규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히스토그램(Histogram)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위를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발생 빈도수를 체크하여 막대그래프로 작성한 것이다. 히스토그램의 가로
축에는 계급을 나타내며, 세로축에는 각 구간별 도수 혹은 상대도수를 취한다.
계량형 데이터에서 사용되며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 모습과 데이터의 중심, 산
포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하다. 데이터와 규격치를 비교하여 공정
해석 및 공정 관리에 사용된다. 아래의 예시는 동일한 30번의 과립공정 후 생성
된 과립의 진밀도를 측정하여 히스토그램으로 공정 산포를 나타낸 적용 예시이
며, 데이터를 규격값과 비교하였을 때 왼쪽은 규격의 산포보다 넓어 이는 공정
능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반면 오른쪽은 공정의 개선 후 규격값
보다 좁은 산포를 가지고 규격값의 중심에 곡선의 봉우리가 있어 공정이 잘 개
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연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D
총 배치 수 (N)=30

E
총 배치 수 (N)=30

9

11

8

10

7

9
8

6

빈5
도4

빈
도

빈
도

Count

7
6
5
4

3

3

2

2
1

1
0
1.535 1.540 1.545 1.550 1.555 1.560 1.565 1.570 1.575
3)
(g/cm3)
과립의 진밀도(g/cm
과
립
의
진
밀
도

0
1.535 1.540 1.545 1.550 1.555 1.560 1.565 1.570 1.575
D
3)
과립의 진밀도(g/cm

그림 II-2-8: 히스토그램(Histogram) 적용 예시

파레토도(Pareto diagram)는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를 조합 시킨 도표로,
어떤 문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문제의 원인을 사소한
다수와 중요한 소수로 나누어 발생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구분하여 막대그래프로
나열하고, 막대크기의 순을 가산한 누적치를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파레토도는 계수형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에는 세부
적으로 층별하여 다시 파악한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에 관한 빠른 식별과 해결방
안 선택이 가능하다. 파레토도는 특성요인도 또는 다른 QC 기법과 연계하여 적
용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시는 결합제 및 부형제가 CQAs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
우선순위(RPN; Risk priority number) 점수로 나타낸 파레토도 적용 예시이다.
RPN 점수는 위험 평가를 통하여 각 CQA에 미치는 위험성을 매기는 방법으로
결합제는 용출 및 정제의 경도에서 각 60점이고 두 CQA의 백분율 합이 50%로
결합제는 용출 및 정제의 경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형제는 전체 CQA 중에
함량, 함량균일성, 용출이 RPN 점수 각 12점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결합제의 RPN 점수인 60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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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9: 파레토도(Pareto chart) 적용 예시

산점도(Scatter diagram)는 2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직교
좌표의 평면에 관측점을 지어 만든 통계 그래프로, 사전에 정의된 가로축과 세로
축의 좌표평면에서 각각의 관찰된 값을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가지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 구축에 사용되며 각 좌표 축은 변수를 나타내고 변수
간의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회귀선으로 표시한다. 이를 통해 원하는 종속변수
의 값을 얻는데 적합한 변수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이다. 아래
예시는 수분흡수량에 따른 약물 방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산점도를 적
용한 예시이며, 회귀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수록 변수간 변화의 연관성이 높다.
다른 데이터 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값인 특이치는 결과에 크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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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10: 산점도(Scatter plot) 적용 예시

특성요인도(Cause-and-effect diagram, fishbone diagrams)는 어떤 일의 결과
와 그것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그림이다. 이 방법은 문제의 체계와 전체구조
를 파악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잠재되
어 있는 문제와 개선안의 검토에도 매우 유용하다. 굵은 가지와 잔 가지로 나타
내며, 다양한 원인 범주를 설정하고 그 내에 하위원인을 배치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 특성요인도에서 원인은 제조 부문에서 사용되는 6대 주요 범주인 인력, 기계,
재료, 방법, 측정값, 환경으로 정렬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품질 용도에는 직
원, 절차, 정책이 자주 포함된다. 아래 예시는 정제 타정공정에서 발생하는
‘Capping’의 원인과 하위 원인을 특성요인도에 적용한 예시이다. Capping에 영
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방법, 제조 방법, 제조자, 측정, 재료, 환경 등이 있을 수
있다.
방법

제조장비
제조속도

밸리데이션

혼합
건조
칭량

제조설정

다이와 펀치의
마모
각 첨가제의 분량

활택

기술

경험

훈련부족
온도

Capping

상대습도

첨가제

측정

제조자

재료

환경

그림 II-2-11: 특성요인도(Cause-effect diagram) 적용 예시

체크시트(Checksheet)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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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안된 양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시트의 위치와 표시한 마
크 수를 관찰하여 데이터를 파악한다. 이 방법은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보에 따라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일 수 있
다. 제약산업에 사용되는 체크시트로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체크시
트로는 빈도체크시트와 결함위치확인시트가 있다. 이는 결함이 발생한 빈도수와
발생한 위치를 기록한 데이터를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표로서 계수
형 특성 값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시는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원인에 대한 공급자 별 빈
도체크시트를 작성한 예시이다.
공급자
불량원인

A

B

주문오류

////

/

보관불량

/////

//

반입물품 파손

///

시험서 불일치

/

총계

13

C

D

합계

//

7

/

/

9

//

///

8

///

////

//

10

6

7

8

34

그림 II-2-12: 체크시트(Check sheet) 사용예시
관리도(Control chart)는 공정의 통계적 규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구로
공정의 안정성과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특히 변동에 대한 식별이 정확하다는 점
에서 관리도는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의 평균값을 향상시키거나 공정의 변동
성을 줄이기 위해 공정의 수정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할 때 유의하다. 공정
이 안정적이고 관리된 상태인 경우 일반적인 원인 변동, 공정 고유의 변동 등을
표시하는데 이때 이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어되며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공정의 상태는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상적인 상태, 임계
상태, 혼돈의 조짐(Brick of chaos), 혼돈상태(State of chaos)이며 모든 공정은
이 네 가지 상태 중 한가지에 속하며 상태의 변동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관리도의 x축은 시간의 흐름을 정의하며 검체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상한, 하
한, 제어한계 기준을 가지며 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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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는 중심선(CL; Center line), 관리한계선인 관리상한선(UCL; Upper
control limit), 관리하한선(LCL; lower control limi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관리 한계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3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그림 II-2-13: 3σ을 이용한 관리한계선의 설정

이때 UCL(Upper Control Limit)이란 관리 상한을 나타내며 LCL(Lower
Control Limit)이란 관리 하한을 나타낸다. 이는 보통 규격서나 공정서에 있는
기준을 활용하거나 자사기준규격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만약 어
느 공정이 관리 범위 내에 있고 공정 통계가 정상이라면 보통 점(데이터값)들이
UCL과 LCL사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2-14: 관리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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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관리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계량형 데이터와 계수형
데이터로 구분하며 계량형 데이터는 길이, 경도, 중량 등과 같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계수형 데이터는 불량품의 수, 결점 수 등
과 같이 세어서 얻을 수 있는 이산형의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아래의
표에서 데이터에 따른 관리도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표 II-2-1: 데이터에 따른 관리도 종류
구분

데이터군 크기

데이터의 종류

n=2~5
계량형 데이터

- R 관리도
길이, 무게, 경도 등의 계
량치

n>5
n=1

계수형 데이터

관리도

-σ 관리도
X 관리도

n의 크기 일정하지 않음

부적합품 비율

p관리도

n의 크기 일정

부적합품 개수

np관리도

n의 크기 일정

표본의 수가 일정할때 부
적합 수

c 관리도

n의 크기 일정하지 않음

단위당 부적합 수

u 관리도

=군의 평균값, R=군의 범위, σ=표준편차, X=물질의 개개의 측정값, p=부적합
품 비율, np=각 군의 부적합품 수, c=각 군의 부적합 수, u= 군의 단위 당 부적
합 수

위의 설명과 같이 많은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공정 성능과 공정 변동을 감지
하고 특성화하여 근복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성공적인 공정검증은 변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변동의 유무 및 정도를 감지해야 하며, 공정 변동이 궁극적으로
제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정 및 제품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상응하
는 방식으로 변동을 제어해야한다. 그러므로 공정의 관리상태 식별하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공정 능력지수를 계산하여 공정을 평가할 수 있
다. 하지만 공정 관리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공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공정평가를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통계적 공정제어를 통하여 공정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거 조치를 취하여 공정 중 연속적 공정 모니터링
을 통하여 반제품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
공정능력지수(Capability index, Cp)란 공정능력의 통계적인 측정으로 공정 내
생산출력 사양의 한계를 말한다. 이는 공정이 규격 한계에 비해 얼마나 자연적
변동을 경험하는지 측정하고 조직이 공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 알 수 있다.
즉, Cp는 규격 공차에 대비한 공정 산포 크기에 대한 비로 규격의 중심에 공정
산포의 중심을 일치시켜 비교한 값이며 이 값이 클수록 공정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p 값은 치우침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실제의 공정에
서는 치우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값인 Cpk값이 존재한다. Cpk는 치
우침의 정도를 고려한 값이므로 항상 Cp ≥ Cpk이다. 제약에서의 공정능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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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기술마다 적용되는 공정계산법이 있다. 공정의 상한
(USL)과 하한(LSL) 내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의 경우 목표 공정의 평
균을 T로 지정하며 추정 공정 변동성(표준편차)은 σ로 표기되고 공정의 실제
평균값은

로 표기한다.

1

이는 공정 평균이 규격 한계 사이에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
정이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을 추정한다. (공정 평균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공정능
력을 과대평가한다.) 이는 0보다 작을 때, 공정 평균이 규격한계를 벗어나는 경
우 공정 출력이 대략 정규분포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공정능력 지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Cp또는 Cpk가 1.67 이상이면 공정능력 충
분, 1.00에서 1.33이면 공정능력 다소충분, 0.67에서 1.00dlaus 공정능력 보통,
0.67에서 1.00dlaus 공정능력 부족, 0.67이하이면 공정능력 매우 부족으로 분류
한다.
표 II-2-2: 공정능력지수 평가기준
Cp 또는 Cpk 값

공정 산포

판정

예상 양품률

예상 불량률

1.67≤Cp

공정능력 충분

-

-

1.33≤Cp≤1.67

공정능력 만족

1.0≤Cp≤1.33

공정능력 겨우 만
족

99.9937% 이상

0.0063% 이하

1.0≤Cp≤0.67

공정능력 부족

99.73% 이상

0.27% 이하

Cp≤0.67

공정능력 매우 부
족

99.45% 이하

0.55% 이상

99.999943 % 이상 0.000057% 이하

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완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 파악 등 영
향 평가를 진행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실
질적인 공정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관계의 유의미함을
정의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의 통계 관리 방법인 단변량 통계 방법을 사용하면 수식적인 모델이 필요
없고 가동 데이터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일 요인의 영향만 조사하여 제약 생산 공정을 평가하는 단변량
통계관리적 공정관리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수 간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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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분석기술을 통해 수집된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인 다변량 통계 공정 관리를 사용한다.
모든 공정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체계에서의 데이터 수
집을 통해 각 시료의 함량과 물성을 기존 실험방법으로 분석하는 과정 또는 실
제 혼합물을 조제하는 정확한 실측 값을 이용한 통계적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 방법은 변수 또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측정 오류 및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단변량 제어방법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방법은 변수 또는 그 관계의 변동에 대
해 단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방법보다 더 민감하다. 소수의 최종 제품 품질 변수만
평가하는 기존의 통계방법과는 달리, (할당)가능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
거나 공정 또는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 및 제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계량분석화학(Chemometrics)은 공정분석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 및 공정
분석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통계학적, 수학적 처리를 통해 중요한 물리화학적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추출된 정보로부터 정성/정량적인 예측모델을 설계하
고, 설계된 모델을 공정분석시스템에 삽입시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품질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시험방법을 대체하고 품질보증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
다. PAT 기술과 결합될 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공정 운영을 제공하
고 공정에서 일탈과 재처리를 방지하며 규제준수를 보장한다. 공정상태를 식별하
여 도출하고, 공정 분석기 및 센서의 사용을 지원하며, 원하는 조건을 유지하거
나 얻기 위해 공정을 조작하는데 사용된다.
다변량 통계적 분석방법의 종류는 주로 상관분석(CA; Correlation analysis), 주
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다중회귀선형분석(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부분 최소 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 등이 이용된다.
상관분석(CA; Correlation analysis)이란,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또는 단조
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
거나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때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
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분포의 형상을 추측할 때에는 개별
자료가 상관 계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관
계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스피어만 상관 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켄달 타
우 상관 계수(Kenddall Tau correlation coefficient)가 있다. 피어슨 상관 계수
는 숫자형-숫자형 변수의 모수적(정규분포)로 선형관계를 띠며 두 변수 간의 관
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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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만 상관 계수는 숫자형-숫자형 변수의 비모수적(비정규분포)으로 단조관
계를 띠며, 자료의 값 대신 순위를 이용하는 경우의 상관 계수이다. 데이터를 작
은 것부터 차례로 순위를 매겨 서열 순서로 바꾼 뒤 순위를 이용해 상관 계수를
구한다. 두 변수 간의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며 자료에 이상점이
있거나 표본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다. Ri과 Si는 Xi와 Yi의 순위를 나타낸다.

켄달 타우 상관 계수는(프로그램 찾아보기) 숫자형-숫자형 변수의 비모수적(비정
규분포)으로 단조관계를 띠며, 스피어만 상관 계수와 유사한 분석의 성질을 띤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수가 적거나 데이터의 동률이 많을 때 유용하다. C는 두 변수
순위의 상하관계가 같은 수를 의미하고, D는 두 변수 순위의 상하관계가 같지 않
은 수를 의미한다.

상관분석 시, 단순히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구할 경우 단순상관관계를 실시하며
3개 이상의 변수 간 관계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다중상관분석에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정하고 두 변수의 관계 강도를 나타
내는 것은 편상관계분석이라고 한다. 이때 상관관계가 0<ρ≤+1 이면 양의 상
관, -1≤ρ<0 이면 음의 상관, ρ=0이면 무상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0인 경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열을 요약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절차는 종종 다중 회귀모델
을 구성하기 전 혹은 변수를 1차적으로 요약하는데 적용 가능하다.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양을 최대화하여 결과를 도출하며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공정변
수가 반제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주요한 공정 및
반제품의 품질특성을 선정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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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15: 상관 분석 적용 예시

그림 II-2-16: 선형관계와 단조 관계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란(데이터 해석방법), 대규
모 데이터 세트의 차원을 줄이는 데 유용한 도구로 스펙트럼과 같은 수백 개의
차원 또는 변수가 있는 데이터 세트를 주성분 2-3차원으로 단순화하여 보다 쉽
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의 값을 알면 이
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다른 구성요소들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서로 연관
가능성이 있는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주성
분)의 표본으로 변환하기 위해 직교 변환을 사용한다. 주성분의 차원수는 원래
표본의 차원수보다 작거나 같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축으로 사영시켰을 때 그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을 첫 번
째 주성분(PC; Principal component), 두 번째로 커지는 축을 두 번째 주성분으
로 지정하고 새로운 좌표계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선형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아래의 그림 4에 제시한다. 주성분 간에는 독립적(상관 계
수가 0)이 되도록 구성하며, 주어진 PC에 대한 각 점의 수직 거리 제곱의 합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주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작성 도구로 사용되며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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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분석을 이용하여 공정 변동성에 따른 반제품의 물질특성 변화를 경향 및 그
룹화 하여 반제품 물질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주성분
분석의 결과는 보통 인자 점수라고도 불리는 요소점수(특정 데이터 지점에 따른
변환된 변수 값)와 하중(요소 점수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표준화된 원래 변수가
곱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용한 하중)을 가지고 논의된다. 아래의 예시에서 각각의
점은 PC1과 PC2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며 군집을 형성하는 부분의
점들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II-2-17: 주성분 분석 이론

다중회귀선형분석(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이란(데이터 해석방법), 둘
이상의 독립변수 값을 기반으로 종속변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설명 변
수를 사용하는 통계 기법으로 선형 회귀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모델의 변동과
총 분산에서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측하려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하며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또
는 설명변수라고 한다. 선형회귀는 종속 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
계를 모델링하는 선형 접근 방식으로 하나의 설명 변수의 경우를 단순 선형 회
귀라고 하며 설명 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정을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X를 이용한 Y 모델링은 다중회귀선형분석(MLR)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이는 X변수가 적고 상관관계가 없는 공정분석에서 사용된다.
주성분회귀 분석(PCR;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이란(데이터 해석방법),
주성분 분석 (PCA)을 기반으로 하는 회귀 분석 기법이다. 주성분 회귀 분석
(PCR)에서는 주성분 분석(PCA)을 사용하여 독립 (x) 변수를 직교 기준(주성
분)으로 분해하고 y를 예측하는 변수로 해당 성분의 부분 집합을 선택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 표준 선형 회귀 모델에서 알려지지 않은 회귀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PCR이 사용된다. 전제 조건은 회귀 분석기에서 수행된 주성분 분석 결과
를 사용하고 결과를 새로운 회귀 분석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독립
변수가 직교하고 계산이 더 쉽고 안정적이다. PCR의 주요 용도 중 하나는 설명
변수 중 둘 이상이 동일 선상에 근접할 때 발생하는 다중 공선성 문제를 극복하
는 데 있다. PCR은 회귀 단계에서 저분산 주성분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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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주요 구성 요소의 하위
집합에서만 회귀함으로써 기본 모델을 특징 짓는 유효 매개 변수 수를 실질적으
로 낮춤으로써 치수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는 고차원 공변량 설정에서 특히 유용
하다. 또한 회귀에 사용될 주요 성분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PCR은 가정된 모
델을 기반으로 결과를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표기법에 따라 회귀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Y = XB + e
여기서 Y는 종속 변수이고, X는 독립 변수를 나타내고, B는 회귀 계수이다. 추정
치이며, e는 오차 또는 잔차를 나타낸다.

그림 II-2-18: 주성분회귀분석 적용 예시

부분 최소 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이란(데이터 해석방법) 종속변수Y
와 일련의 예측변수 X 사이의 다중선형회귀분석(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다중선형회귀분석 중 하나로 주성분 분석
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 방법이다. MLR과 달리 예측변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않기 때문에 예측변수를 측정할 때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을 측정하는데 더 완건성을 갖는다. PLS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모델에 포함할 적절한 수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교차 검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적절한 변수의 선택을 통해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중 독립
변수 X와 다중 종속변수 Y를 관련시키는 통계 모델을 구성하여 공분산을 최대
화하기 위해 설계되며 부분 최소 자승법 절차는 예측변수가 많을수록 정밀도가
증가하므로 분석의 주요 목표가 반응 변수 예측인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검체를 추가할 때 모델의 변수가 크게 변경되지 않으며,
다른 회귀 절차와 달리 예측변수의 수가 관측치보다 많은 경우에도 추정치를 도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대체적으로 분광보정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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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19: 부분최소자승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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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3.1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 활용 방법 제시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정분석기술은 공정 매개 변수의 설정 및 작동 범위가 정의
되며 제어 전략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 단위공정의
단계를 관리하게 된다. 최종 완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정을 진단하는
사후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불량품의 발생을 차단할 수 없게 되
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대체하기 위해 연속적 공
정 검증을 도입하여 가능한 각 단위공정의 생산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품질을 감
시함으로써 다양한 공정변수를 자동적으로 적절히 변화시킴으로써 공정을 중단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완제품의 불량률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해서는 공정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수
집은 전통적인 검체채취 방식으로 품질특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공정분석기술
(PAT;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FDA에서는
제약산업의 제조 및 품질 보증의 개발 및 구현을 장려하기 위해 지침을 발행했
으며 공정분석기술(PAT)은 “최종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 및 공정 중
물질 및 공정의 주요 품질 및 성능 속성에 대한 시기 적절한 측정을 통해 제조
를 설계, 분석 및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ICH Q8 (R2), Q9 및 Q10 가
이드라인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공정의 지침을 통해 원료 및 반제품의 중요한 품
질 속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공정을 보다 더 쉽게 이해 가능하게 하고 통제
하는 기술이다. 최종 목표는 제조 공정이 끝날 때 사전 정의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을 일관되게 설계, 개발 및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공정분석기술은 최적의 품질을 갖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위공정의 각 단계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의약품 품
질관리로서 공정을 디자인하고 제어한다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 및 단위 작업을 식별하고 이해하여 의약품의 수
명주기 동안 적용 가능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관리전략으로 공정분
석기술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분석기술을 통한 공정 제어관리는 공정개
발 초기단계에서 공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 자동화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에 분석 및 공정 조건을 조정하여 제품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하므로
작업자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 제조공정의 생산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최
종적으로 연구실 스케일에서 공장 스케일 또는 상업화 스케일으로 공정 스케일
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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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1:

연속공정검증의 절차

공정 중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어전략의 핵심 요소인 분석기기의 배
치, 특히 프로브/센서 등의 헤드의 배치 등 수집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이때, 데이
터 수집방법을 오프라인, 온라인, 인라인, 엣라인으로 분류한다. 전통적인 오프라
인 공정분석기술은 공정 매개 변수의 설정 및 작동 범위가 정의되며 제어 전략
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 단위공정의 단계를 관리하
게 된다. 오프라인(off-line)은 수작업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숙련된 분석관리
책임자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분석실로 이송한 다음, 표준화된 절차를 거
쳐 측정된다. 엣라인(at-line)은 공정과 매우 인접한 곳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분
리하여 분석하는 측정 방법이다. 온라인(on-line)은 제조 공정에서 검체를 측정
하고, 적합성을 판정하여 다시 공정에 반환하거나 폐기처리 하는 측정 방법이고
인라인(in-line)은 공정 흐름에서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및 인라인 분석은 물질의
속성이 변경되는 시간보다 공정 또는 물질 속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더
짧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및 앳라인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온라인 및
인라인 분석으로 지속적인 공정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오프라인
및 앳라인 분석은 수동으로 검체 채취와 불연속적인 검체의 측정 및 평가가 가
능한 것이 특징이다. 물질 속성은 검체 채취와 결과의 가용성 사이의 시간 동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공정제어가 불가능하다. 아래의 그림은 수집방법에
대한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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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2: 데이터 수집방법에 대한 개략도

이때 공정분석기술의 핵심요소인 시료채취 및 취급, 분석기기, 실험계획과 측정
자료해석 등과 이들 요소기술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시스
템의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
체의 물성에 따라 공정분석기술 선택과 프로브 배치를 고려해야한다. 검체 체취
빈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공정에 따라 결정하며 공정분석기술의 선택에 따라 빛
과 검체의 복잡한 물리적 상호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형의 구성요소의 분해
유발 가능성 등 측정기술의 물리적 원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의도된 용도에 맞
게 측정 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을 모니터링, 측정 또는 제어하기 위해 많은 온라인, 인라인 도구가 적용된
다. 제조장비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시료의 정성적, 정량
적 경향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구의 선택은 필요한 정보 유형, 분석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며 제조 공정 중 동적으로 바뀌는 품질의 변화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원하는 품질 값에서 공정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
하는 품질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공정분석기기를 적용하는 형태에 따라 침
습적(invasive) 방법, 내부침입적인(intrusive) 방법과 비침입적인(nonintrusive)으로 구분하며, 공정의 특성과 공정분석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비침습적/비침입적인 방법은 물리화학적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트랜스듀서(transducer)가 반응기 내의 내용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공정 유체의 흐름 등 유동상태에 미치는 분석기기에 의한 영향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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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수 있으며, 유체에 의한 분석장비 부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비침습적 방법들은 반응기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열,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 초음파, 마이크로파 등을 이용한다. 아래에 공정분석
기술 도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근적외선(NIR; Near intra red) 분광법은 근적외선 영역대의 파장(780 nm ~
2500 nm)을 시료에 조사하여, 시료 분자 들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의 흡수 및
방출로 얻어지는 에너지 변화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혼합, 건식과립화, 건조, 원
료 전수 검사 등에 적용되며 원료 및 제약 제제의 식별, 물리적 매개 변수 결정,
수분 함량 측정, 활성 제약 성분의 측정 등의 품질특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PAT 응용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기술 중 하나이다. NIR 분광법
의 주요 장점은 비파괴적 특성과 빠른 분석시간으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 전달과
다성분 분석 검량선이 완성된 후에 여러 성분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단점은 스펙트럼에 대한 물리적 특성의 영향 및 참조 기술을 사용한 보정 필요
성이다.

그림 II-3-3:

(a) 유동층 건조 시 물 분자 NIR 분석, (b) 유동층 과립 시 NIR 분
석

라만(Raman) 분광법은 입사 방사선과 분자간의 진동 사이의 에너지 수준을 측
정하여 사용한다. 광섬유 및 (비)접촉 프로브를 사용하여 과립화 과정에서 인라
인, 온라인 라만(Raman) 스펙트럼을 수집한다. 이 기술은 비파괴적이며, 시료
크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세한 검체를 측정가능하고, 고체, 액체 등 다양한
형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광 발생과 계측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측정 속도를 나타내므로 주된 공정분석기술 활용방
법 중 하나이다. 시료의 불순물 등 원료 스펙트럼의 특이성 라이브러리를 구축
및 정성을 분석하는 원료 전수검사, 반완제품의 주성분 분석, 동결건조공정에서
완제품 주성분 및 수분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정분석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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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4: (a) 혼합 공정 시 라만 분석, (b) 코팅 공정 시 라만 분석

UV-Vis 분광법은 빛의 투과 혹은 반사될 때 200-780nm 파장 사이의 광을
측정하는 공정분석기술이다. 근적외선 또는 라만(Raman)분광법 보다는 제한되
고 있으나, 빠르고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감도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품
질특성과 결과의 재현성을 검사하는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진다. 의약품 용
출시험 진행 시 실시간으로 공정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상이한 배치
및 제형의 용출거동을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
는 장점을 가지며 공정 모니터링 중 배치 반응을 확인하여 일탈 검출이 가능하
다.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은 적외선을 시료에 통과시키면 일부 복사
선은 시료에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된다. 검출기에 감지되는 최종 신호는 시료의
분자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유기, 중합체 및 무기 물질을 식별하는데 사용되
는 분석기술이다. 따라서 미지의 물질을 식별 가능하고 정량하기 어려운 화합물
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용출 시험 중 정제 표면 주위의 미
세환경에서의 주성분 및 부형제의 분포 및 화학적 상태를 시각화 하는데 사용하
며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정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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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5: (a) 유동층 건조 시 FT-IR 분석, (b) 약물의 화학적 안정성 실험
에 FT-IR을 적용

질량 분석법(MS; Mass spectrometry)은 화학적 화합물을 이온화하여 하전 입
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분석기법으로, 하전 입자에 대한 질량 대 전하
비율을 측정한다. 완전한 과정은 단편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를 기체 이온으
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질량 대 전하 비율 및 상대 존재 비에 의해 특
징지어진다. 알려진 물질을 정량화하고 검체 내에서 알 수 없는 화합물을 식별하
고 다른 분자의 구조와 화학적 특성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분석 기술이다. 동결
건조에 적용되며 분자량 결정을 통해 미지의 화합물을 식별, 공지된 화합물을 정
량화, 분자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 결정 등의 품질특성을 얻을 수 있다. 질량 분
석기의 주요 장점은 매우 짧은 분석 시간에 걸쳐 탁월한 선택성을 가진 여러 종
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용매에서 겹치는 스펙트럼을 고려한 효과적
인 보정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질량 분석기가 서로 다른 분석 방법으로 여러 건
조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공정검증에 유용하다.

그림 II-3-6: (a) 질량분석법의 적용원리 (b) 질량분석 이미징을 통한 주성분 존
재 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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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를 직접 특성화 하고 공정에서 입자크기 및 분포의 실시간 변화를 추적
하도록 설계된 방법은 집중 빔 반사율 측정기술과 공간 필터링 속도 측정기술이
있다. 두 기술 모두 레이저 기반이지만 측정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메커니즘, 측
정 범위, 검체의 상태/조건 및 적용분야에 차이가 존재한다.
FBRM(Focused beam reflectance measurements)은 프로브를 공정에 삽입하
여 검체 추출 없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자의 공정에서 입자의 크기와 개수
의 변화, 입자의 모양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도구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결정화 공정, 과립화 공정, 과립-건조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
하다. 입자의 성장, 응집, 파손 및 형태 변경과 같은 메커니즘에 대한 공정변수
의 영향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복합 재료의
제조에서 입자 크기 변화의 동역학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료 형성 메커니즘에 높은 이해도를 제공한다.

그림 II-3-7:

(a) 실제 FBRM 프로브 모습, (b) 용출기에서의 FBRM 적용

Spatial filter 속도 측정법(SFV; Spatial filter velocimetry)은 프로브를 사용하
여 측정되며, 광원이 움직이는 검체의 표면으로 도달하고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일부가 대물렌즈로 수집되면 표면은 공간 필터로 이미지화 되며 표면필터
는 표면의 이동방향으로 공간적으로 주기적인 투과율을 갖는다. 즉 렌즈를 통해
수집된 빛을 공간 필터를 통해 입자를 관찰하며 입자의 속도를 결정하는 기술이
다. 유동층 공정에서의 응집, 혼합 및 코팅, 고전단 습식, 건식 과립화, 분무건조,
체질, 분쇄와 같은 공정에 사용되며 특별한 검체 채취 절차 없이 공정 중에 수행
되므로 실시간으로 공정의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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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8: Spatial filter 속도 측정 장치

아이콘(Eyecon)은 입자크기 및 특성화 시스템으로 인라인 및 엣라인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50-3000 microns 사이의 입자크기와 모양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입자들의 연속적인 이미지는 마이크로 초마다 빛을 사용하여 빠르게 움
직이는 입자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기술이다. 빛은 2D 이미지 외에 입자의 3D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광 스테레오의 원리에 따라 배열된다. 입자크기 분포를 모
니터링 하고 과립화 및 코팅과 같은 공정에서 제형 개발, 제조규모 증대 과정 등
에 사용된다. 실시간으로 측정할 때 발생하는 제조 문제, 편차, 변형을 실시간으
로 식별하여 입자의 크기 제한 등을 설정하여 문제 해결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징 방법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 위험
을 감소시키고 검체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검체간 변동성을 줄인다.
TPI(Terahertz pulsed imaging)는 테라 헤르츠 방사선의 짧은 펄스를 물체의
표면에 조사하였을 때 펄스의 주요 부분은 표면에서 반사되고 나머지는 표면을
관통한다. 그 후 아래의 그림처럼 물체의 재료 사이의 모든 부분에서 굴절률의
변화가 생기면 펄스의 부분이 반사되고, 반사된 펄스 사이의 지연된 시간은
d= tc/2n에 따라 물체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반사 펄스 사이 t 시간, c 광
속, 층의 굴절률 n)이를 이용하면 비파괴적으로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로 제약산업의 코팅 공정 중 필름 두께, 필름 표면 반사율 및 필름 층과 코
어 정제 사이의 계면 밀도 차이와 같은 매개 변수를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스크래치 및 표면 밀도분포, 천공된 구멍 등 코팅된 정제 내의 구조적 결함을 식
별할 수 있어 정제 내에서 또는 정제 간의 코팅균일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한 태블릿에 대한 측정시간이 20-50분가량으
로 오랜 시간이 걸리며 굴절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현재 필름 두께측정을 위해 코팅 공정 작동 과정에서 드럼 천공을 통해 실시간
으로 인라인 TPI를 이용한 연구논문들이 존재하며 이는 사례분석 부분의 코팅
공정 사례 표에서 제시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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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9:

(a) 코팅 공정 시 TPI 적용 모습, (b) 정제 두께에 대한 TPI 결과

엑스선형광분석(XRF; x-ray fluorescence)은 고체, 액체, 가루 분말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 유형의 화학 조성 확인에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에너지가 가해진
시료 내의 원자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강도를 측정한다. X선에 의한 조
사가 시료에 존재하는 원소의 이산 에너지 특성을 갖는 형광 X선의 방출을 유발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X선 형광분석기는 정제 코팅의 두께와 조성을 결정하
는 데에 사용되며 높은 정밀도와 정확성을 지녀 간단하고 신속하게 검체 전처리
가 가능하다. 또한 높은 처리량의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쉽게 자동화할
수 있으며 시료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신속한 선별 분석이
가능하다. X선 형광분석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각 성분 원소들을 에너지
값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인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ED-XRF)와 파장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인 파장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WD-XRF)로 나뉜다. 일반
적으로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는 Na 부터 U까지 분석이 가능한 반면,
파장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는 경원소인 B 부터 U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에너
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는 상당히 간단한 구조인 X-선원 - 시료 - 검출기
로 구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파장 분산형 X선 형광분석
기는 X-선원 - 시료 - 분광결정 -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어 피크 분해능이 좋
고 검출한계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보다 훨씬 더 낮다.

그림 II-3-10: (a) WD-XRF의 모식도, (b) 코팅 공정 시 XRF 적용

음향방출(AE; Acoustic emission)은 고체가 변형 또는 파괴시에 발생하는 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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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로 방출하는 현상이며, 이 탄성파를 음향방출 센서로 검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음향방출법이라고 한다. 음향방출은 초음파시험이나 방사선투시와 같은
다른 방법에서처럼 피시험체에 어떤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환경하
에 두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료가 파괴되기 전부터 작은 변형이나 균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음향방출의 발생 경향을 진단하여 재료와 구조물의
결함 및 파괴를 발견 및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파괴 시험검사법처럼 결
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 구조물 전체를 센서나 투시장치로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큰 구조물에서 또는 가동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결함의 발생이나 성장유무를 연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
통층의 이상 및 배치 과립화의 종점을 감지할 수 있다.
초분광 이미징(HSI; Hyperspectral imaging)은 화학 또는 분광 이미징이라고도
하며 기존 이미징과 분광학 기술을 통합하여 물체에서 공간 및 스펙트럼 정보를
모두 수득 가능한 비파괴적 공정분석기술이다. 각 공간에서 수백개의 연속적인
파장대역으로 구성되며 초분광 이미지의 각 픽셀은 특정 위치의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대물렌즈, 분광기, 카메라, 수득 시스템, 변환기, 조명 등
과 같은 구성요소로 카메라와 분광기 및 조명 조건은 시스템의 스펙트럼 범위를
결정한다. 오염 물질 검출, 결함 식별, 성분 분석 및 품질 평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수집된 이미지는 3차원적으로 결합 및 처리 되어 데이터 큐브를
형성한다. 여기서 x 와 y 는 두공간의 차원을 나타내고 λ는 스펙트럼 차원을
나타낸다. 하이퍼 스펙트럼 큐브의 3 차원 (x, y, λ) 데이터 세트를 획득하는
데는 네 가지 기본기술(공간스캐닝, 스펙트럼 스캐닝, 비스캔, 시공간스캐닝)이
있으며, 기술의 선택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각 기술에는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II-3-11: (a) 초분광 이미징의 모식도, (b) 초분광 이미징을 통한 정제 결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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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통계적 공정 관리란 넓은 의미로 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완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실
질적인 공정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관계의 유의미함을
정의하며 관리하도록 한다. 공정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량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평가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간의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적용하여 사용가능한 데이터의 전체적인 가치를 추출하여 복잡한
데이터의 구조, 패턴 혹은 차이점을 감지하여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식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측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예측모델을 사용하
여 새로운 결과를 예측과 비교하여 공정이 정상범위에 존재하는지, 비정상적인
패턴을 나타내어 공정제어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식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기치 않은 공정의 변동을 감지할 수 있다. 다변
량 통계적 공정관리 접근 방식은 사후 최적화를 제공하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
는 중요한 문제는 현재 공정상태를 수정하고 미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현장 최적화방식이다.
공정분석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주로 다변량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된다.
공정분석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 및 공정분석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통계학
적, 수학적 처리를 통해 중요한 물리화학적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아래의 흐
름도는 PAT로 수집된 데이터의 다변량 통계적 관리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
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그림 II-3-12: 공정분석기술을 적용한 정량적 분석을 위한 흐름도

PAT 적용을 위한 시료 및 공정파악 단계에서는 공정분석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측정하려
는 시료가 액체(액체 혼합물), 고체(분체 혼합물, 과립, 정제 등), 기체인지 고려
해야하며 시료 내의 입자가 균일한지, 현탁되어 있는지, 건조된 시료인지 수분이
있는 시료인지 등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품질 특성에
대한 참조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참조방법은 연속적 공정검증에 사용되는 공정분
석기술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주성
분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Reference 측정방법은 HPLC를 이용한 정량 방법,
수분함량의 Reference 측정 방법은 건조감량시험법을 이용한다. 공정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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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시료의 물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고 이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위치에 공정분석기술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보정 데이터를 위한 실험설계를 진행한다. 무작위 함수를 이용한 실험
설계는 PAT 보정 모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간주되며, 잡음
요인에 의한 영향을 없애 선택한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실험순서를 무작위화 하여 인자 간 혹은 인자의 수준 간의 차이
를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설계범위를 포
함한 바람직한 범위의 실험 설계를 나타낸다. 분석하고자 하는 검체의 물성과
관련된 최솟값과 최댓값을 설정하여 무작위함수를 적용하면 범위 내 무작위로
배정된 수를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변경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특정 설계 변수가 있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검체 채취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전 설계에서 원래 설계의 특정 검체가 문제와 관련이 없거나 물리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설계변수의 조합인 경우 디자인에서 검체를 제거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스펙트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적합한 교정모델을 형성하기까지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3-13: 데이터 분석 과정 예시

먼저, 무작위 함수로 실험을 설계한 후,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얻어진 데이터 스펙트럼은 공정분석기술과 연결된 소프
트웨어에서 수집되며 이는 공정 중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온도나 습도 등의 실험 조건 및 환경의 변화 또는 검체
의 물리적 속성에 의한 검체 복잡성 등의 다양한 간섭에 영향을 받는다. 스펙트
럼 간섭은 가산 및 곱셉 요소 또는 스펙트럼의 노이즈 등을 나타내며, 간섭을
스펙트럼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수집된 데이터 스펙트럼은 검체의 품질의 정보
와는 관련이 없는 스펙트럼의 오류를 일으켜 검체의 품질 측정 예측 및 정성분
석, 정략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 및 2차 미
분, SNV(Standard Normal Variate),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등과 같은 스펙트럼 전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
인 설명을 포함하여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분광법과 같은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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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된 스펙트럼은 1차 및 2차 미분을 이용한 전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스펙트
럼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며 가장 일반적인 신호 전처리 방
법으로 주로 피크 겹침을 해결하여 해상도를 향상시키거나 검체들 간의 기준선
의 차이를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스펙트럼 미분에서 1차 미분은 일정한 기준선
제거, 2차 미분은 기울기 제거에 각각 사용되며, 연속된 두 점 간의 간격 거리를
미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미분을 통해 스펙트럼의 변화가 증폭하므로, 기준
선이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미분을 이용하여 기준선의 변화를 제거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분을 이용한 전처리 방법은 잡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오
히려 스펙트럼 전처리 후에 더 많은 잡음이 나타나 정량 분석에 좋지 않으므로
기존 스펙트럼에 잡음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실제 응
용에서 비선형 기준선의 변동으로 인해 더 복잡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
차 및 2차 미분만으로는 산란 효과를 완전히 수정할 수 없으므로 SNV 전처리
방법과 조합하여 이용하면 산란 효과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SNV(Standard Normal Variate)를 이용한 전처리 방법은 SND(Standard
Normal Distribution, z) 라고도 나타낼 수 있으며, 표준화한 정규분포로 나타낸
다. 각 스펙트럼을 자체 평균으로 빼고 자체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으로 구성된
스펙트럼의 정규화를 수행하며, SNV를 이용한 스펙트럼 전처리 후, 스펙트럼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다. 스펙트럼에서 광 산란의 영향, 가산 및 곱셈
효과를 모두 제거할 수 있어서 주로 1차 미분 및 2차 미분과 함께 사용된다. 스
펙트럼 간의 변동이 주로 전체 파장 범위에 걸쳐 균일 한 곱셈 효과에 의해 모
델링 되며,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전처리로 인해 오히려 신호
대
잡음의
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MSC와
유사하다고
본다.
MSC(Multiplicative Signal Correction)를 이용한 전처리 방법은 널리 사용되
는 정규화 기술로 검체의 입자에서 광의 산란으로 인한 스펙트럼 데이터의 비선
형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스펙트럼을 교정하며 교정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주로 고체 시료를 측정할 경우 주로 사용하며, 시료의 비균일성으로 인
해 스펙트럼의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기준선의 이동,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상적인 교정 스펙트럼을 대신하여 사용하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상
관관계를 구한다. MSC 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세트의 평균인 기준
스펙트럼에 최대한 가깝도록 스펙트럼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 방법
을 적용한 후 모든 스펙트럼은 동일한 수준의 값을 가진다. 기준 스펙트럼은 주
로 데이터 세트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의 평균으로 정의되며, 기준선 및 스펙트
럼 증폭 효과를 모든 스펙트럼에 대한 기준 스펙트럼으로 수정한다. 스펙트럼
간의 변동이 주로 전체 파장 범위에 걸쳐 균일 한 곱셈 효과에 의해 모델링 되
며,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전처리로 인해 오히려 신호대 잡음
의 비가 감소한다. 이와 같이 MSC를 사용한 전처리 방법은 평균 스펙트럼과
같은 기준 스펙트럼이 필요하며, 스펙트럼 데이터 세트에서 스펙트럼의 표준편
차로 나누는 SNV 전처리 방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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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

수학적 전처리 방법

스펙트럼 전처리

정의

특징

SNV
(Standard
Normal Variate)

표준화한 정규분포를 이용
하며 광 산란으로 인한 스
펙트럼의 가산 및 곱셈 효
과를 제거함.

- 전처리 후 스펙트럼의 평균은 0 이고, 표
준편차는 1 이 됨.
- 전처리 범위를 전체 파장 범위로 선정하
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신호 대 잡음비 감
소

MSC
(Multiplicative
Signal
Correction)

선형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
며 광의 산란으로 인한 스
펙트럼 데이터의 비선형성
을 제거하여 스펙트럼의 편
차를 줄임.

- 주로 고체시료의 비균일성으로 인한 재현
성 감소 개선을 위해 활용
- SNV 와 유사한 방법이지만 MSC 는 참조
값 데이터를 함께 적용해야함.

1 차 및 2 차 미분

연속된 두 점 간의 간격 거
리를 미분하여 해상도를 향
상시키며, 기준선 및 기울기
변화를 제거함.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SNV 와 조합하여
사용(효율적인 산란효과제거)
- 잡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잡음이 많은
Raw 데이터의 정량분석에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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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된 교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정 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평균 제곱근 오
차,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기반으로 한 RMSEC(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RMSEP(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 RMSECV(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
및 R2(R-square)등 수학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교정 오류를 확인하여 기준
에 적합한지에 대해 식별할 수 있다.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라고
도 하며,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값의 차이를 나타낼 때 흔
히 사용하는 측도로서 정밀도를 표현하는데 활용된다. 각 방법에 대한 정의와
판정 공식 및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RMSEC(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는 교정 오류 및 교정데이터의 잔차를 측정하여 데이터와
교정 모델 사이의 적합도를 측정한다. RMSECV(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는 분할을 위한 교차 검증 체계를 사용하여 오류를
계산하며, RMSEC와는 달리 데이터 분할이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현재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델의 미래 검체 데이터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측 및 추정치를 제시한다. RMSEP(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는 예측 오류를 나타내며 실제 사례에서 측정된 참조값과 비교되며,
다변량 교정 모델의 예측능력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된다.
R2(R-square)은 회귀 모델로 설명되는 예측 또는 값의 평균에 대한 총 변동
비율을 측정한 값이다.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라고도 하며 추
정한 선형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사용된다. 결정 계수의 값은 0에서 1사이에 있으며,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 사
이에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값은 1에 가까워지므로 이 값이 클수록 회귀모형의
유용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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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2: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식별 판정 기준

식별 판정 공식

식별 판정기준

수학적 방법 도구

정의

RMSEC
(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교정 오류 측정을 통해 데이터와 교정
모델 사이의 적합도를 측정함.

0 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RMSECV
(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

교차 검증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미래 검
체데이터 예측 가능함.

0 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RMSEP
(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

예측 오류를 나타내며 참조값과 예측값
을 비교함. 다변량 교정 모델의 예측능
력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
용됨.

0 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회귀 모델로 설명되는 예측능력을 나타
냄. 값은 0 에서 1 사이에 있음.

1 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2

R
(R-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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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정분석기술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적용 사례 분석
현재 제약 산업에서 여러 제형 별 각각의 제조공정마다 공정 분석 기술을 활용
하여 실시간으로 품질 특성을 제어한다. 먼저, 고형제 제조공정의 예를 들면, 혼
합 공정에서 주성분과 부형제의 혼합이 진행되는 정도, 건조공정에서 과립물의
수분의 양을 측정하여 건조가 진행되는 정도를 공정 중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품
질 목표 값에서 해당하는 공정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과립공정에서는 입자도,
수분 함량, 주성분의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팅 공정에서는 코팅된 주성
분의 함량과 코팅 두께 및 코팅 재료의 증가를 확인하여 코팅 정도, 코팅 균일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정 공정에서는 경도, 주성분 함량등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연합 공정 등의 종결점 판단 또는 품질확인에 적용하여 공정 중 품질불량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림 II-3-14: 고형제 제조과정 중 공정분석기술 적용 모니터링 변수

또한 유제, 시럽제, 현탁제, 연고제, 캡슐제의 경우는 주로 혼합공정에서 실시간
으로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한다. 유제의 경우 혼합공정 중 혼합기의 토크 값 평가,
점도 및 pH의 변화, 주성분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시럽제의 경
우 혼합 공정 중 주성분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현탁제의 경우 혼
합공정 중 혼합속도를 조절하여 pH, 주성분 농도, 침전 및 현탁액의 유변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연고제의 경우 혼합공정 중 점도, 온도, 주성분 농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캡슐제의 경우, 주성분의 농도를 확인하거나, 캡슐
안의 충전물에 대한 입자 크기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공정 별 공
정분석기술을 적용한 사례 분석에 대한 목차를 나타내며, 이 순서로 사례를 설명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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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3: 공정 분석 기술을 적용한 공정 별 사례분석 목차
공정

제형 및 세부 공정

주로 사용되는 PAT 도구

측정 가능한 품질특성

고형제

- NIR,FT-NIR
- Raman

- 주성분 함량, 농도
- 함량균일성

유제

- Raman, FT Raman

- 주성분 함량, 농도
- 함량균일성

시럽제

- NIR,FT-NIR

- 주성분 함량, 농도
- 탄수화물의 양

현탁제

- Raman, FT Raman

- 주성분 함량, 농도
- 함량균일성

연고제

- Raman, FT Raman

- 주성분 함량, 농도
- 입자크기분포

캡슐제

- NIR,FT-NIR
- Raman, FT Raman

- 주성분 함량, 농도
- 함량 균일성

과립

-

-

- 입도 크기, 분포
- 수분함량
- 과립 형태

건조

- 동결 건조 공정

- NIR,FT-NIR
- Raman, FT Raman

- 입자 형태
- 수분함량

코팅

- 팬 코팅 공정
- 유동층 코팅 공정

-

-

타정

정제

- NIR,FT-NIR
- Raman

혼합

유동층 과립화 공정
고전단 과립화 공정
트윈 스크류 과립화 공정
건식 과립화 공정

NIR, FT-NIR
SFV
FBRM
Raman

NIR,FT-NIR
Raman
TPI
SFT

코팅 균일성
주성분 함량
코팅 두께
수분 함량

- 경도
- 주성분 함량,농도
- 함량균일성

화학 의약품 제조 공정에 대한 공정분석기술의 적용 사례는 다양하고 많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고유한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 실제 공정 분석 기술의 구현과
관련하여 안전성, 효능 및 안정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복잡
하고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정 분석 기술의 적용이 증가하는 반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의 적용은 다소 뒤쳐져 있는 현황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여과 공정, 무균 충전 공정, 결함 또는 미립자 물질에 대한 바이알 검사
및 동결 건조 공정은 생명 공학 의약품 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마다 공정분석기
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결 건조 공정에서는 실시간으로 단백질의 2차 구조, 잔류 용매, 수
분 측정을 통해 목표하는 품질 값에서 공정을 종료하도록 하여 공정의 종말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균 처리 공정에서는 미생물 성장 단계를 확인하고
성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품질 목표 값에 벗어난 검체를 확인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정 중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무균 시설의 환경을 확인
하여 미생물을 통제하도록 한다. 세포 배양 공정에서는 지속적인 온라인 측정
을 통해 의약품의 역가, 생존 세포의 밀도, 세포 생존력 및 삼투압을 평가할 수

44

연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있다. 이렇게 기술이 향상되고 다양한 공정이 업계와 규제 기관에 더 수용 가
능 해짐에 따라 생물 공정에서 공정 분석 기술의 심층적인 공정 이해 및 구현
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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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4:
제형

PAT 장비

혼합 공정(정제)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품질특성

다변량
통계도구

수학적 전처리
방법

참고문헌명

연도

- SNV
NIR

NIR

NIR

- 함량균일성

- 함량균일성

- 함량균일성

- PCA
-2

nd

nd

Monitoring powder blending by
1995
derivative NIR spectroscopy
Near-infrared
spectroscopic
characterization
of 1996
derivative
pharmaceutical powder blends

- PCA

-2

- PCA

Automated system for the online monitoring of powder
- SNV
blending processes using near1998
nd
infrared spectroscopy. Part II.
- 2 derivative
Qualitative approaches to blend
evaluation
- MSC

NIR

- 주성분 함량
- 함량균일성
- 입도 분포

- PCA

- SNV
-2nd derivative

Near-Infrared
Spectroscopy
and Imaging for the Monitoring 2001
of Powder Blend Homogeneity

- RMSECV
정제

NIR

- 함량균일성

- PLS

Process
characterization
of
powder
blending
by
near
- RMSEC
2008
infrared spectroscopy: blend
nd
- 2 derivative end-points and beyond

- PCA

- RMSECV

Raman spectroscopy as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tool for the in-line 2008
monitoring and understanding
of a powder blending process

- PLS

Near InfraRed Spectroscopy
homogeneity
evaluation
of
- SNV
complex powder blends in a
- MSC
2009
small-scale
pharmaceutical
nd
- 2 derivative
preformulation process, a reallife application

- NIR
- 함량균일성
- Raman

NIR

- 함량균일성

- SNV
NIR

- 주성분 함량
- 함량균일성
- 입도 분포

- PLS
- PCA

st

nd

-1 /2
derivative
- RMSE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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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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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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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EP

NIR

Acoustic
emission

NIR

NIR

NIR

NIR

-

In-line quantification of drug
and excipients in cohesive
2010
powder blends by near infrared
spectroscopy

-

Non-invasive monitoring of the
mixing
of
pharmaceutical
2010
powders by broadband acoustic
emission

-PCA

-SNV

A new PAT/QbD approach for
the determination of blend
homogeneity: Combination of
2011
on-line NIRS analysis with PC
Scores Distance Analysis (PCSDA)

- 주성분 함량
- 함량균일성

PCA

Use
of
near-infrared
spectroscopy to quantify drug
- SNV
content
on
a
continuous
nd
2013
- 2 derivative
blending process: inﬂuence of
- RMSECV
mass ﬂow and rotation speed
variations

-함량균일성

PLS

-

Monitoring
blending
of
pharmaceutical powders with 2013
multipoint NIR spectroscopy

- SNV
- RMSECV

Verification
of
model
development
technique
for
NIR-based
real-time 2014
monitoring
of
ingredient
concentration during blending

- 함량균일성

- 함량균일성

- 함량균일성

- 주성분 함량

- PLS

-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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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5:
제형

유제

혼합 공정(정제 외 제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다변량
통계도구

PAT 장비

품질특성

FT-Raman

- 주성분 함량

- PLS

On-Line Monitoring of a Latex Emulsion
Polymerization by Fiber-Optic FT-Raman
Spectroscopy. Part I: Calibration

X-선 회절

- 함량균일성

-

Development of an Ointment Formulation
2016
Using Hot-Melt Extrusion Technology

FT-NIR

- 주성분 농도

- 주성분 농도

- PCA

시럽제

NIR

- 탄수화물의 양

- 탄수화물의 양

- PCA

- PLSR

- 주성분 농도
- PCA

Raman

- 주성분 농도

Raman

- 함량균일성

- 주성분 함량

Miniaturized NIR spectroscopy for the
determination of main carbohydrates in 2017
syrup

- PLS

A continuous manufacturing concept for a
2018
pharmaceutical oral suspension

- PLS

Model-based
NIR
spectroscopy
implementation for in-line assay monitoring
2018
during
a
pharmaceutical
suspension
manufacturing process

- PLS

Model-based
NIR
spectroscopy
implementation for in-line assay monitoring
2018
during
a
pharmaceutical
suspension
manufacturing process

현탁제
NIR

Evaluation of benchtop versus portable
near-infrared
spectroscopic
method
combined with multivariate approaches for
2016
the fast and simultaneous quantitative
analysis
of main
sugars
in syrup
formulations

Reliable and fast quantitative analysis of
active
ingredient
in
pharmaceutical 2007
suspension using Raman spectroscopy

- PLS
Raman

2016

Acetaminophen determination in low-dose
2010
pharmaceutical syrup by NIR spectroscopy

- PLS

- PLSR
NIR

연도

Continuous Manufacturing of a Polymer
Stabilized Emulsion Monitored with Process 2020
Analytical Technology

- PLS
Raman

참고문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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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6:
분류

PAT 장
비
- NIR

과립화 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품질특성

- 수분 함량

- Raman - 코팅 두께

NIR

- 입자 크기
- 수분 함량

다변량
통계도구

참고문헌명
In-line analysis of a fluid bed pellet coating

- PLS

process using a combination of near infrared and 2009
Raman spectroscopy

- PLS

- Laser

Predicting

Particle

Size

During

Fluid

Bed

Granulation Using Process Measurement Data

2009

Particle Size Determination during Fluid Bed

diffraction - 입자 크기

- PLS

- SFV

Granulation

:

Tools

for

Enhanced

Process 2009

Approach

to

Enhance

Process

Understanding
A

SFV

연도

- 입도 분포

PAT

- PCA

Understanding of Fluid Bed Granulation Using In-

- PLS

line Particle Size Characterization and Multivariate

2010

Analysis

SFV
유동층

- 입자 크기
- 입자 분포

Evaluation of in-line spatial filter velocimetry as
- PLS

PAT monitoring tool for particle growth during 2010
fluid bed granulation

과립화
- 수분 함량

공정
NIR

- 입자 크기 분포
- 겉보기 밀도
- 수분 함량

MRT

- 입자 밀도
- 입자 크기

- PCA

On-line monitoring of a granulation process by

- PLS

NIR spectroscopy

2010

Combining microwave resonance technology to
- PCA

multivariate data analysis as a novel PAT tool to

- PLS

improve

process

understanding

in

fluid

bed

2011

granulation
Application of in-line 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

- 수분 함량

- PLS

and

multivariate

batch

modeling

for

process 2013

monitoring in fluid bed granulation
Fluid bed granulation of two APIs: QbD approach
NIR

- 수분 함량

- PLS

and development of a NIR in-line monitoring 2019
method
Process Monitoring of Moisture Content and Mass

NIR

- 수분 함량

- PLS

Transfer Rate in a Fluid bed with a Low Cost 2020
Inline MEMS NIR Sensor

Acoustic

- 입자 크기 분포
- 입자 크기

고전단 Emission - 수분 함량
과립화
공정

- PCA

Monitoring

- PLS

Acoustic Emission: Predicting Granule Properties

- 수분함량
FT-NIR

- 입도분포
- 겉보기 밀도

of

High-shear

Granulation

using

2008

Real-time assessment of granule and tablet
- PLS

properties using in-line data from a high shear 2008
gran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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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 간 공극
Acoustic - 입자 크기 분포
Emission - 분말 유동성

- PLS

Audible acoustics in high-shear wet granulation:
Application of frequency filtering

2009

Optimization of a High Shear Wet Granulation
FBRM

- 입자 분포

- PLS

Process

Using

Measurement

Focused

and

Particle

Beam

Reflectance

Vision

Microscope

2010

Technologies
A
FBRMC35

- 입자 크기
- 입자 수

- PLS

PAT

Approach

to

Improve

Process

Understanding of High Shear Wet Granulation
Through In-Line Particle Measurement Using

2011

FBRM C35
Audible

- 입자 크기

Acoustic - 입자 밀도

- PLS

Emission - 입자 크기 분포

NIR

(AOTF)
-NIR

- 입도 크기
- 수분 함량
- 입자 크기
- 수분 함량
- 과립의 밀도

Monitoring quality attributes for high-shear wet
granulation with audible acoustic emissions
Multivariate

- PLS

- NIR

- 과립의 형태

for in-line

monitoring of

moisture content in a high shear mixer using near 2013
infrared spectroscopy

- PCA
-PLSR

Real-time monitoring of granule properties during
high shear wet granulation by near-infrared 2017
spectroscopy with a chemometrics approach
Monitoring

- Raman, - 수분 함량

model

2011

- PLS

of

multiple

solvent

induced

form

changes during high shear wet granulation and
drying

processes

using

online

Raman

2018

spectroscopy
- 수분 함량

- PCA

- 주성분 함량

- PLSR

Analysis of granulation mechanism in a highshear wet granulation method using near-infrared 2020
spectroscopy and stirring power consumption

- PCA

Real-time assessment of critical quality attributes

NIR

NIR,
Raman

NIR
chemical
트윈

imaging

- 입도 분포

of a continuous granulation process
Visua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granulation

- 입도 분포
- 수분 함량

- PLS

liquid mixing and distribution during continuous
twin

screw

과립화

In-line
Raman

granulation

using

NIR

chemical

prediction

during

2013

imaging

스크류
공정

2013

- 입자의 상태

- PCA

solid

state

pharmaceutical hot-melt extrusion in a 12 mm 2014
twin screw extruder using Raman spectroscopy
In-line

Raman

- 함량균일성

- PLS

Raman

spectroscopic

monitoring

and

feedback control of a continuous twin-screw
pharmaceutical powder blending and table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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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

- 함량균일성

- PLS

Development of an in-line Raman spectroscopic
method for continuous API quantification during 2018
twin-screw wet granulation

NIR
Raman
3D highspeed

Advanced process design and understanding of
- 입자 크기

- PLSR

imaging

continuous

twin-screw

implementation

of

in-line

granulation
process

via

analytical

2019

technologies

camera
- PLSR
NIR

- 함량균일성
- PCA

Continuous manufacturing process monitoring of
2019
pharmaceutical solid dosage form: A case study

Continuous twin screw granulation: A complex
NIR

-

입자 크기 분포 - PCA

interplay between
formulation

properties,

process

settings

and

2020

screw design
Influence of ambient moisture on the compaction

- 리본 인장강도
NIR

- 리본 밀도
- 수분함량

behavior of microcrystalline cellulose powder
- PLS

compaction: A comparative study using near-

- 입자 크기 분포

infrared spectroscopy

- 함량균일성
NIR

- 수분함량

undergoing uni-axial compression and roller- 2005

Real-time near-infrared monitoring of content
- PLS

uniformity, moisture content, compact density,

- 리본 밀도

tensil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of roller

- 리본 인장강도

compacted powder blends

2005

Importance of raw material attributes for modeling
ribbon
건식

NIR

- 리본 밀도

- PLS

and

granule

properties

in

roller

compaction: multivariate analysis on roll gap and 2007
NIR spectral slope as process critical control

과립화

parameters

공정

Importance

of

Raw

Material

Attributes

for

Modeling Ribbon and Granule Properties in Roller
NIR

- 리본 밀도

- PLS

Compaction: Multivariate Analysis on Roll Gap and 2007
NIR Spectral Slope as Process Critical Control
Parameters

NIR

Raman

- 리본 밀도

- 리본 밀도
- 입자 크기

- PLS
- PCA

- PLS

Evaluation of three approaches for real-time
monitoring

of

roller

compaction

with

near- 2012

infrared spectroscopy
Multivariate Synergies in Pharmaceutical Roll
Comp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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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 크기
NIR

- 리본 인장강도
- 리본 다공성

- NIR
- MRT

NIR-CI

- NIR
- NIRCI

The influence of API concentration on the roller
- PLS

compaction process: modeling and prediction of

- PCA

the post compacted ribbon, granule and tablet
properties using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novel microwave sensor for real-time online

- 수분함량
- 리본 밀도

- PLS

- 주성분함량

- 리본 다공성

2014

monitoring of roll compacts of pharmaceutical
powders online – a comparative case study with

2015

NIR
- PCA
- PLS

Visualization and prediction of porosity in roller
compacted ribbons with near-infrared chemical 2015
imaging (NIR-CI)
Process optimization of dry granulation based

- 리본 다공성
- 리본 인장강도

- PCA

tableting

line:

extracting

phys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from granules, ribbons and tablets
using near-IR (NIR) spectroscopi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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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7:
PAT 장비
FT-IR

Raman

동결건조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품질특성
- 입자의 상태

-

수화물
수분함량

다변량
통계도구

참고문헌명

연도

- PCA

In-Situ
Near-Infrared
Spectroscopy
Monitoring of the Lyophilization Process

2003

- PLS

Differentiation and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surface and hydrate water in lyophilized
mannitol using NIR spectroscopy

2006

2007

Raman

-

입자의 상태

- PCA

Implementation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System in a Freeze-Drying
Process Using Raman Spectroscopy for InLine Process Monitoring

Raman

-

입자의 상태

- PCA

Monitoring of mannitol phase behavior during
freeze-drying using non-invasive Raman
spectroscopy

2007

In-line and real-time process monitoring of a
freeze drying process using Raman and NIR
spectroscopy as complementary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tools

2009

2013

-NIR
-Raman

-

입자의 상태

- PCA
- MCR

Raman

-

입자의 상태

- PCA
- CLS

Microscale
Freeze-Drying
Spectroscopy as a Tool
Development

NIR

-

입자의 상태

- PCA

NIR spectroscopy for the in-line monitoring of
a multicomponent formulation during the entire
freeze-drying process

2014

NIR

-

수분함량

- PCA
- PLS

Potential of Near-Infrared Chemical Imaging
as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Tool for
Continuous Freeze-Drying

2018

잔류 수분

- PCA
- PLS

Near-Infrared Spectroscopy to Determine
Residual Moisture in Freeze-Dried Products:
Model Generation by Statistical Design of
Experiments

2019

N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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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8:
분류

PAT 장비

품질특성

다변량
통계도구

연도

- 코팅 균일성 -PLS

Raman

- 주성분 함량 -PLS

Validation
of
Raman
spectroscopic
procedures in agreement with ICH guideline
Q2 with considering the transfer to real 2010
time monitoring of an active coating
process.

-NIR
-TPI

- 코팅두께
-PLS
- 코팅 질량
-PCA
- 코팅 균일성

Development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for in-line monitoring of
2011
film thickness and mass of coating materials
during a pan coating operation.

NIR

-약물 방출

-PLS

Real-time predictions of drug release and
end point detection of a coating operation by 2011
in-line near infrared measurements.

FT-NIR

- 코팅 성장
- 수분 함량

-PCA
-PLS

A
novel
in-line
NIR
spectroscopy
application for the monitoring of tablet film 2012
coating in an industrial scale process.

Raman

- 주성분 함량 -PLS

Development and in-line validation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to facilitate 2013
the scale up of coating processes.

Raman

- 주성분 함량 -PLS

Monitoring of an Active Coating Process for
Two-Layer Tablets-Model Development 2013
Strategies.

- 코팅 두께

Application of terahertz pulse imaging as
PAT tool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2016
film-coated
tablets
under
different
manufacturing conditions.

TPI

Raman

Raman

Raman

- 코팅 질량

- 코팅 두께
- 코팅 색 -

- 코팅 질량

-PLS

Coating process optimization through inline monitoring for coating weight gain using

-PLS

Raman
spectroscopy
experiments.

and

design

of

2018

Optimization of a semi-batch tablet coating
process for a continuous manufacturing line 2018
by design of experiments.

-PLS
-PLS
-MCR

Real-time monitoring of multi-layered film
coating
processes
using
Raman 2020
spectroscopy.

-ALS

유동층
코팅

참고문헌명

Raman spectroscopy for the determination
of coating uniformity of tablets: assessment
2006
of product quality and coating pan mixing
efficiency during scale-up.

Raman

팬 코팅

코팅 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FT-NIR

-코팅 두께

-PCA

Dynamic calibration for the In-Line NIR
Monitoring
of
Film
Thickness
of
2010
Pharmaceutical Tablets Processed in a
Fluid-Bed Coater.

- NIR

- 코팅 두께

-PLS

In-line analysis of a fluid bed pellet coating
2010
process using a combination of near infr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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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man spectroscopy.

- Raman

- 수분 함량

NIR

- 코팅 두께

-PLS

In line NIR quantification of film thickness
on pharmaceutical pellets during a fluid bed 2011
coating process.

NIR

- 코팅 두께
-PLS
- 주성분 함량 -PCA

Development
of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methods for controlled 2014
release pellet coating.

NIR

- 코팅 두께
- 수분 함량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in-line
measurements in the monitoring of the 2015
pellet coating process.

NIR

- 코팅 질량

-PLS

PAT-Based Control of Fluid Bed Coating
Process Using NIR Spectroscopy to Monitor
2016
the Cellulose Coating on Pharmaceutical

-PLS

Pellets.

Raman

NIR

능

코팅장벽성

Monitoring of a film coating process for
tablets using near infrared reflectance 2019
spectrometry.

-MBPLS

-PLS
- 주성분 함량 -PCA
-MSC

Monitoring microsphere coating processes
1999
using PAT tools in a bench scale fluid bed.

- 코팅 두께

Comparison of Terahertz Pulse Imaging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for Rapid,
2007
Non-Destructive Analysis of Tablet Coating
Thickness and Uniformity.

기타
-NIR
-TPI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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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9:
PAT 장비

타정 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품질특성

다변량
통계도구

참고문헌명
Near-Infrared

NIR

- 경도

- PLS

Spectroscopy

연도
as

a

Nondestructiv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Tablet Hardness Testing.

1997

In-line monitoring of the drug content
of powder mixtures and tablets by
near-infrared spectroscopy during the
continuous direct compression tableting
process.

NIR

- 주성분 함량

- PLS

NIR

- 함량균일성
- 주성분/Excipient 함량

- PLS
- PCA

PAT for tableting: Inline monitoring of
API
and
excipients
via
NIR
spectroscopy.

2014

- PLS

Active
content
determination
of
pharmaceutical tablets using near
infrared spectroscopy as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tool

2015

- 주성분 함량

- PCA

Detailed analysis of the online nearinfrared spectra of pharmaceutical
blend in a rotary tablet press feed
frame.

2015

Raman

- 주성분 함량

- PLS
- PCA
- ML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line NIR spectroscopic method for
continuous blend potency determination
in the feed frame of a tablet press.

2018

NIR

- 주성분 함량

-

In-line monitoring of Ibuprofen during
and after tablet compression using
near-infrared spectroscopy.

2019

FT-NIR

NIR

- 주성분 함량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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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0:
PAT 장비
FT-IR

Raman

Raman

Raman

동결건조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품질특성

참고문헌명

연도

- PCA

In-Situ
Near-Infrared
Spectroscopy
Monitoring of the Lyophilization Process

2003

- PLS

Differentiation and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surface and hydrate water in lyophilized
mannitol using NIR spectroscopy

2006

- PCA

Implementation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System in a Freeze-Drying
Process Using Raman Spectroscopy for InLine Process Monitoring

2007

입자의 상태

- PCA

Monitoring of mannitol phase behavior during
freeze-drying using non-invasive Raman
spectroscopy

2007

In-line and real-time process monitoring of a
freeze drying process using Raman and NIR
spectroscopy as complementary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tools

2009

2013

- 입자의 상태

-

-

-

다변량
통계도구

수화물
수분함량

입자의 상태

- NIR
- Raman

-

입자의 상태

- PCA
- MCR

Raman

-

입자의 상태

- PCA
- CLS

Microscale
Freeze-Drying
Spectroscopy as a Tool
Development

NIR

-

입자의 상태

- PCA

NIR spectroscopy for the in-line monitoring of
a multicomponent formulation during the entire
freeze-drying process

2014

NIR

-

수분함량

- PCA
- PLS

Potential of Near-Infrared Chemical Imaging
as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Tool for
Continuous Freeze-Drying

2018

- PCA
- PLS

Near-Infrared Spectroscopy to Determine
Residual Moisture in Freeze-Dried Products:
Model Generation by Statistical Design of
Experiments

2019

NIR

-

잔류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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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1:
분류

PAT 장비

품질특성

다변량
통계도구

연도

- 코팅 균일성 -PLS

Raman

- 주성분 함량 -PLS

Validation
of
Raman
spectroscopic
procedures in agreement with ICH guideline
Q2 with considering the transfer to real 2010
time monitoring of an active coating
process.

-NIR
-TPI

- 코팅두께
-PLS
- 코팅 질량
-PCA
- 코팅 균일성

Development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for in-line monitoring of
2011
film thickness and mass of coating materials
during a pan coating operation.

NIR

-약물 방출

-PLS

Real-time predictions of drug release and
end point detection of a coating operation by 2011
in-line near infrared measurements.

FT-NIR

- 코팅 성장
- 수분 함량

-PCA
-PLS

A
novel
in-line
NIR
spectroscopy
application for the monitoring of tablet film 2012
coating in an industrial scale process.

Raman

- 주성분 함량 -PLS

Development and in-line validation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to facilitate 2013
the scale up of coating processes.

Raman

- 주성분 함량 -PLS

Monitoring of an Active Coating Process for
Two-Layer Tablets-Model Development 2013
Strategies.

- 코팅 두께

Application of terahertz pulse imaging as
PAT tool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2016
film-coated
tablets
under
different
manufacturing conditions.

TPI

Raman

Raman

Raman

- 코팅 질량

- 코팅 두께
- 코팅 색 -

- 코팅 질량

-PLS

Coating process optimization through inline monitoring for coating weight gain using

-PLS

Raman
spectroscopy
experiments.

and

design

of

2018

Optimization of a semi-batch tablet coating
process for a continuous manufacturing line 2018
by design of experiments.

-PLS
-PLS
-MCR

Real-time monitoring of multi-layered film
coating
processes
using
Raman 2020
spectroscopy.

-ALS

유동층
코팅

참고문헌명

Raman spectroscopy for the determination
of coating uniformity of tablets: assessment
2006
of product quality and coating pan mixing
efficiency during scale-up.

Raman

팬 코팅

코팅 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FT-NIR

-코팅 두께

-PCA

Dynamic calibration for the In-Line NIR
Monitoring
of
Film
Thickness
of
2010
Pharmaceutical Tablets Processed in a
Fluid-Bed Coater.

- NIR

- 코팅 두께

-PLS

In-line analysis of a fluid bed pellet coating
2010
process using a combination of near infr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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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man spectroscopy.

- Raman

- 수분 함량

NIR

- 코팅 두께

-PLS

In line NIR quantification of film thickness
on pharmaceutical pellets during a fluid bed 2011
coating process.

NIR

- 코팅 두께
-PLS
- 주성분 함량 -PCA

Development
of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methods for controlled 2014
release pellet coating.

NIR

- 코팅 두께
- 수분 함량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in-line
measurements in the monitoring of the 2015
pellet coating process.

NIR

- 코팅 질량

-PLS

PAT-Based Control of Fluid Bed Coating
Process Using NIR Spectroscopy to Monitor
2016
the Cellulose Coating on Pharmaceutical

-PLS

Pellets.

Raman

NIR

능

코팅장벽성

Monitoring of a film coating process for
tablets using near infrared reflectance 2019
spectrometry.

-MBPLS

-PLS
- 주성분 함량 -PCA
-MSC

Monitoring microsphere coating processes
1999
using PAT tools in a bench scale fluid bed.

- 코팅 두께

Comparison of Terahertz Pulse Imaging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for Rapid,
2007
Non-Destructive Analysis of Tablet Coating
Thickness and Uniformity.

기타
-NIR
-TPI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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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2:
PAT 장비

NIR

NIR

타정 공정에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를 적용한 문헌

품질특성

- 경도

- 주성분 함량

다변량

참고문헌명

연도

Near-Infrared Spectroscopy as a
Nondestructiv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Tablet Hardness Testing.

1997

통계도구

- PLS

In-line monitoring of the drug content
of powder mixtures and tablets by
near-infrared spectroscopy during the
continuous direct compression tableting

- PLS

2013

process.

NIR

FT-NIR

- 함량균일성
- 주성분/Excipient 함량

- 주성분 함량

PAT for tableting: Inline monitoring of
API
and
excipients
via
NIR

- PLS
- PCA

2014

spectroscopy.
Active
content
determination
of
pharmaceutical tablets using near
infrared spectroscopy as Process

- PLS

2015

Analytical Technology tool

NIR

- 주성분 함량

Detailed analysis of the online nearinfrared spectra of pharmaceutical

- PCA

blend in a rotary tablet press feed
fram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line NIR spectroscopic method for

- PLS
Raman

- 주성분 함량

- PCA
- MLR

NIR

- 주성분 함량

-

continuous blend potency determination
in the feed frame of a tablet press.

2015

2018

In-line monitoring of Ibuprofen during
PLS

and after tablet compression
near-infrared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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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적외선 분광기와 이미징 방법을 이용한 분말 혼합 균질성 모니터링 방법
(Near‐infrared spectroscopy and imaging for the monitoring of powder blend
homogeneity)
이 사례는 분말 혼합 공정 중 제약 정제의 중요한 품질 속성인 함량, 함량균일성,
입도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근적외선 분광(Near-infrared, NIR)장비를 이용하여 실
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공정분석기술 적용 예시 연구이다. 이 사례에서는 V형 혼합
기를 이용한 혼합공정에서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혼합기 내 분말의 6개 위치
에서 파우더를 검체를 채취하여 기존 참조방법연구인 UV 분광법에 의해 활성성분이
추출되어 분석되었다. 또한 아래의 그림1과 같이 6개의 창에서 광섬유 프로브가 장
착된 NIR장비를 통해 비침습적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앞

뒤

: UV 검체 채취 지점

: NIR 검체 채취 지점

그림 II-3-15: V형 혼합기에 설정된 각 기기의 검체 채취 지점

이 밖에도 근적외선 이미징을 통한 모니터링을 위해 혼합기의 뚜껑을 제거하여 분말
상단 표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고정 된 상태로 유지하
고 혼합기 양쪽에서 이미지 수집이 가능하도록 회전되었다. 산란 보정을 위해 모든
이미지에 흑백 참조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모든 이미지 분석의 전처리 과정은 매트랩
으로 수행 되었다. 이미징 실험에서 혼합과정은 NIR검체에 열램프와 근적외선/적외
선 램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조명을 비추며 공정 중 NIR방사선은 초점렌즈와 필터
가 부착된 카메라 전면으로 수집되었다. 아래의 그림 II-3-16은 V형 혼합기에 설
치된 공정분석기술 장비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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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16:

V형 혼합기에 설치된 공정분석기술 장비 개략도

혼합 공정에서 혼합기의 왼쪽에서 유당을 먼저 공급한 뒤 살리실산을 공급하는 순으
로 작업 용량의 90%(v/v)까지 채운 후 23rpm으로 혼합기를 회전시켜 혼합을 진행
하였다. 이러한 혼합공정을 30분 동안 모니터링하고 미리 결정된 시간에 중지하여
직접 제작한 탐침을 사용하여 앞서 제시한 6개의 검체 채취 지점에서 분말의 검체
채취를 진행하여 UV분광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NIR 장비의 프로브는 스펙트럼을 수집하기 위해 V형 혼합기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왼쪽에서 오른쪽, 앞뒤로 모든 공간의 가능성을 포괄하도록 선택된 각 창에 배
치되었으며, 스펙트럼은 1100-2200nm범위에서 분석되었다.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분말이 창에 달라붙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집된 스펙트럼은 다양한 전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환하여 혼합공정의 종점을 결정하는 데에 미치는 효과를 연
구하였다. 전처리 방식으로 2 차 미분, 표준 정규 변량 (SNV), 곱셈 산란 보정
(MSC) 및 주성분 분석 (PCA)을 수행하였다.
이미징 연구를 위해서 초점면 배열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전면에 부착된 초점렌즈와
6개의 통과필터(1678, 1944, 2098, 2180, 2230, 2312 nm)를 사용 하여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모든 이미징 실험에서의 혼합공정은 NIR분광법과 UV참조 방법으로 모
니터링하여 다양한 기술을 비교가능한 장점이 있다.
살리실산은 메탄올과 혼합한 뒤 물로 희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농도는 UV/Vis
분광계를 사용하여 296.9nm에서 측정 되었다. 이에 대한 검량선은 0–40 μg/mL ( r
2 = 0.9999) 범위에서 선형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정밀도는 3일 동안 진행하
여 RSD 값이 1.5% 미만의 값을 유지하였으며, 정확도는 보정에 사용된 모든 농도
수준에서 100-103%으로 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UV 분광법은 분말 혼합물의 함량균일성을 결정하는 표준방법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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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UV에 의해 결정된 7% 혼합된 분말에 대한 결과는 처음 혼합기의 왼쪽에서부
터 공급하였기 때문에 살리실산의 함량이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서 높게 나타냈으나
10분 후 양쪽 면에서 거의 동일한 값에 도달하였다. 16분 경과 후 분말이 허용 가
능한 균질성을 나타냈으며 종점의 결정은 PDA 기술 보고서 25에 명시된 “모든 검
체가 90-110%이고 RSD가 5% 미만이어야 한다.” 는 평균 및 표준편차 허용 기준
을 기반으로 결정 하였고 결과에서 나타난 느린 혼합속도는 분말 공급 시 작업용량
의 90%까지 채웠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UV 검체는 처음 15분 동안 5분마다 수
집되었으나 검체 채취 빈도는 실제 종말점을 설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하
였다. 혼합공정에 대한 UV 분석에서 얻은 결과는 아래의 표II-3-13에 요약되었다.
11%A는 무게를 재고 직접 사용하였고, 11% B의 경우 1주일 동안 용기에 보관하고
혼합 전 간헐적으로 흔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표II-3-13에서 종말점에
도달 한 후 7 % 및 11 % A 및 11 % B 분말 혼합에 대한 함량균일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 현상은 입자 마모, 입자 크기분포의 변화, 정전기 축적 등에 기인
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이는 종말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의 중
요성을 나타내며, 불필요한 시간 동안의 혼합을 제거하여 균질성의 후속손실을 방지
해야 한다.
표 II-3-13:

모든 혼합 공정에 대한 UV 분석 결과
혼합

시간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6
27
28
30

3%
% Potency
% RSD
—
—
77.73
—
—
84.33
—
—
90.14
—
92.02
—
92.81
—
89.79
—
99.40
—
96.73

—
—
24.50
—
—
12.32
—
—
27.63
—
19.91
—
24.82
—
5.44
—
7.52
—
10.08

7%
% Potency % RSD
91.99
93.88
—
91.00
92.54
102.64
94.88
97.07
—
93.42
96.79
95.69
—
95.23
95.42
93.62
—
97.13
102.13

67.49
34.09
—
27.16
16.46
20.57
7.28
7.95
—
3.52
7.22
4.20
—
2.04
0.84
0.73
—
4.6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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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11% B
% Potency % RSD % Potency % RSD
87.52
114.62
—
89.42
94.71
90.62
88.81
90.69
—
91.37
89.70
115.84
—
93.78
93.52
94.94
—
98.03
93.22

49.70
53.43
—
21.48
20.94
12.70
7.09
4.23
—
4.90
3.17
33.14
—
2.10
0.84
1.59
—
7.83
2.56

91.60
99.90
—
95.65
95.97
96.50
97.57
95.66
—
94.95
97.91
95.46
—
100.98
97.92
96.23
—
96.68
98.64

29.61
25.08
—
10.50
7.73
4.71
2.03
2.44
—
4.75
5.42
0.51
—
4.35
2.98
0.93
—
0.71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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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은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로 혼합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 가능 한 검체 채취스펙
트럼을 제공하였다. 개별성분, 살리실산 및 유당의 NIR 스펙트럼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한다. 두 구성 요소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르며 공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쉽게 사
용가능하다.

그림 II-3-17:

유당 및 살리실산의 NIR 스펙트럼

SD 계산을 사용하여 SD 계산을 사용하여 7, 11 % A 및 11 % B SA 혼합에서 각
개별 창에 대한 혼합 종료점을 결정하였다. 2차 미분, SNV 및 MSC를 포함한 세 가
지 전처리 처리 가 선형 기준선 이동을 제거하기 위해 스펙트럼 데이터에 적용되었
다.아래의 제시된 표에서 하나의 검체 채취 지점은 종점 결정에 부적절할 수 있으며
종점은 개별 창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전처리 방법에 따른 불일치
일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확도를 제어 하기 위해 검체의 수를 고려하여 종점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 시켰으며 NIR 스펙트럼 데이터에서 얻은 7 %, 11 % A 및
11 % B 살리실산 분말 혼합에 관한 종점 결과는 기준 UV 분석 방법과 관련이 있
음을 제시한다.
표 II-3-14:

7 %, 11 % A 및 11 % B 살리실산 분말 혼합공정 중 개별 창에
대한 종점 결정

혼합
7%

11% A

11% B

스펙트럼 전처리
2차 미분
SNV
MSC
2차 미분
SNV
MSC
2차 미분
SNV
MSC

1

2

9.59
10.2
10.2
7.52
8.65
7.80
5.54
21.9
22.0

8.67
22.8
21.6
9.41
8.43
8.42
5.80
6.48
6.46

종점(분)
3
4
18.1
10.9
11.0
13.4
15.8
15.7
6.43
6.30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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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3.91
3.89
3.25
3.04
3.05
8.58
7.60
8.58

5

6

15.9
9.48
9.47
21.4
20.6
20.7

15.2
8.43
8.44
5.09
6.36
6.37
20.5
4.74
4.69

—

참조 종점
15.0

13.2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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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분광법의 결과는 혼합공정 중 종점 결정을 위해 여러 검체 채취 지점을 사용해
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동일한 원리에 따라 NIR 이미징 실험은 대량의 검체에서
측정값을 제공하였다. 더 큰 검체 수는 종점 결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제공하고 정확
도 높은 함량균일성 측정을 보장하는데 유용하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통계적 신뢰도
를 이용하기 위해서 검체 질량의 추정이 필요하다. NIR 이미징 시험에서 이미지는
살리실산 및 유당의 흡수범위를 포함하는 개별 통과 필터가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분말 혼합 공정 중 2분 간격으로 수집되었다. 이상적인 평균 스펙트럼을 결정하기
위해 흑백 참조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곱셈 산란 보정을 각 이미지에 적용 하였으며
배경을 보정하고 농도에 대해 선형인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V형 혼합기 한면에 있는 분말의 전체 상단 표면의 약 2/3 부분이
이미지화 되었다. 회전하는 혼합기에서 각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수득한 것이므로 서
로 약간의 이동성을 나타낸다.

그림 II-3-18:

7 % 살리실산 분말 혼합의 이동 블록 SD 이미지: (A) 백색광 이
미지 (B) t= 0분 (C) t= 6분 (D) t=14분 (E) t= 30분

그림(A)에서는 필터 없이 촬영한 혼합기 표면의 백색광 이미지이며 블랜더의 가장
자리와 물질의 위치를 보여준다. SD 1678nm 필터로 7% 살리실산 혼합에 대한 이
미지가 각 시간 별 수집되었다. 살리실산의 확산 반사 신호를 포함하며 계산된 SD
값은 변동 추정치를 제공하고 혼합 종점에 도달하면 최소값에 가까워진다. 이미지
색상은 혼합기 내부의 각 픽셀에서 계산된 최소, 최대 SD값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여기서 높은 SD 값은 빨간색, 상대적으로 낮은 SD 값은 파란색에 해당된다. 초기 0
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SD 값이 전체이미지에서 관찰되며 이 결과는 살리실산이
상단 표면에 공급되어 균일한 혼합의 형태가 아닌 단일 구성 요소의 이미지를 수득
한 것이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혼합이 진행됨에 따라 최소값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함량균일성은 14-16분 사
이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균일성을 확보한 이후에도 혼합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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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혼합 또는 분리되기 시작하여 20분 이상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
다. 7 % 살리실산 분말 혼합에 대한 NIR 이미징과 기존 NIR 반사율 측정 간의 추
가 비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종점이 거의 동일한 시점(14-16 분)에서 발생
함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 다양한 정성 및 정량 알고리즘은 분말의 함량균일성을 결정
하는데 유용하다. 환경조건과 성분의 농도가 혼합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
으며 모든 혼합공정에서의 모니터링은 제품 품질 향상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있음
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함량균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여러 검체 채취 지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NIR 분석 시 혼합기 창의 수와 최적의 공간 분포를 결정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전통적인 NIR 측정은 파우더 베드의
다양한 깊이에서 혼합공정에서의 검체 채취가 가능하지만 NIR 이미징 기술로 수득
한 분말의 양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두 기술을 결합하면 분말 혼합을 모니터링 하
기 위한 더욱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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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층 과립화 공정 중 입자성장 모니터링을 위한 PAT 도구로서의 인라인
Sapatial filter 속도 측정법(Spatial filter velocimetry, SFV) 평가(Evaluation of
in-line spatial filter velocimetry as PAT monitoring tool for particle growth
during fluid bed granulation)
이 사례는 Spatial filter 속도측정법(Spatial filter velocimetry, SFV)를 사용하여
유동층 과립화 공정 중 입자성장 에 대한 인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공정분석기술
로서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과립화는 실험실 규모의 유동층 과립기에서 수행되었
으며 분배 판에서 26cm 높이에 직경 1.2mm의 상단 스프레이 노즐을 설치하고 모
든 실험에서 1bar의 분무 압력을 사용하였으며, 펌프는 16g / min 의 공급 속도로
설정되었다. 유동층의 시각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층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도
록 필요한 경우 유입 공기 흐름 속도를 조정하였다. 분무 및 건조 중 유입 공기 온
도는 실험설계에 따라 다르며 배출구 공기 온도가 37°C가 될 때까지 과립을 건조
시켰으며 45°C에서 생성물이 얻어져 과립 종점임을 확인했다.

그림 II-3-19: 인라인 SFV 프로브가 장착된 유동층 과립기

사용된 공정분석기술은 인라인 Spatial filter velometry, SFV 프로브를 유동층 과립
기의 높이 20cm 및 측벽 에서 약 5cm 떨어진 곳에 설치했으며 각 유동층 과립
화 시작 및 종료와 동시에 측정을 진행했으며 데이터는 매초 수집했고 평균 과립크
기분포는 10초마다 수집하였다.
실험설계로 HPMC 농도, Tween 20 농도, 분무 중 입구 공기온도 및 건조 중 입구
공기 온도를 포함하는 2레벨 완전요인 설계와 3개의 중심점 반복실험이 수행되었다.
표4에 조사된 변수의 디자인 공간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19개의 실험을 수행하
여 정의 된 지식 공간 내에서 과립 화하는 동안 조사 된 변수와 이들의 상호 작용이
평균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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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5:

변수의 디자인 공간

변수

단위

낮은 레벨

높은 레벨

HPMC

%w/w

1

3

Tween 20

%w/w

0.2

0.3

분무 중 입구 공기온도

°C

40

50

건조 중 입구 공기온도

°C

50

70

과립의 특성은 제조 후 각 배치의 최종 제품의 평균 입자 크기, 입자 크기 분포, 탭
밀도 및 Hausner 비율을 결정했다. 레이저 회절법(Laser diffraction)으로 검체를
측정하였으며 건조 분말 분산 장치는 0.2 bar의 제트 압력과 20 초의 측정 시간으
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 낮은 분산 압력은 과립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되었습
니다. 모든 측정은 삼중으로 수행되었으며 입자 크기 분포는 D (v,0.1), D (v, 0.5)
및 D (v, 0.9) 값 (분포의 10 %, 50 % 또는 90 % )을 통해 특성화를 진행하였다.
과립의 탭밀도와 분말의 흐름특성(Hausner 비율)은 유럽약전에 따라 실시하였다.
인라인 공정분석기술 SFV에 의해 결정된 최종 과립 입자크기가 모든 실험설계의
배치에 대한 오프라인 레어저 회절법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입
자크기 분포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관찰하였다. SFV 부피 입자 크기 분포
는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각 배치는 레이저 회절법으로 3회 측정하고 평균 입
자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D10, D50 및 D90 개의 레이저 회절법 및 SFV 데이터 값
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림16에서 D50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두 기술
의 데이터 값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I-3-20: 모든 실험설계 배치에 대한 SFV 및 레이저 회절법으로 얻은 결과
비교 그래프

그래프 내에서 발생하는 입자크기의 차이는 두 기술의 측정원리에 따른 차이로 설명
한다. 레이저회절법은 건조분말 분산장치를 이용하였으므로 입자가 빠른 가속으로
인한 높은 전단력과 장치벽과의 후속 충돌로 인해 과립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며
SFV는 측정 중 높은 전단력이 적용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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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잘 부서지지 않는 펠렛을 사용하여 이전과 동일한 실험설
계와 설정에서 입자크기 측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과립화 공정 중 생성된 큰 과립이 유동층 챔버의 하부에 존재하고 챔버의 상부
에는 다량의 보다 작은 과립이 존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입자는 유동층 챔
버의 상부에 배치 된 SFV 프로브에 도달 할 수 없어 측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
다.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입자 크기의 분리로 인한 입자크기의 차이를 확인하며 과
립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레이저 회
절법을 통한 측정 중 과립분해로 인한 데이터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SFV 기술이
처리중 실제 입자 크기 분포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험설계분석에서 마지막 건조 1분동안 얻은 평균D50 값을 SFV응답 값으로 사용
했으며 최종 과립의 레이저 회절법 측정 중으로 수행하고, 평균 D50값은 레이저 회
절법의 응답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각 반응에 대해 실험설계의 회귀 모델이 계산
되었으며 사용된 다중선형회귀모델의 적합도 (R 2)및 예측의 좋음(Q 2)을 평가하였다.
R 2 및 Q 2값은 매우 유사하며 좋은 모델을 나타내며 이 결과를 표6 제시하였다.
표 II-3-16:
R2
Q2

SFV 및 레이저 회절법 기반 모델의 R 2 및 Q 2 값
SFV

레이저 회절법

0.84
0.73

0.87
0.79

SFV를 사용하여 과립화 하는 동안 10초마다 과립성장 정보를 얻었으므로 이 공정
중 정보를 통해 조사된 공정 및 제형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실험설계
분석에 따르면 HPMC 양을 늘리면 HPMC의 접착 및 응집 특성에 따라 더 큰 과립
이 생성되고 다른 실험설정을 동일 시했을 때 인라인 SFV 데이터에 따르면 입자크
기의 증가는 두가지 효과로 인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FV 데이터로 과립화 공정에 대한 건조온도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
다. 같은 실험설정에서 배치 6 (50°C 건조 온도)및 배치 14(70°C 건조 온도)의 인
라인 SFV 데이터를 통해 두 배치 모두 건조 시작 시 입자 크기가 거의 같았지만
(동일한 시작 공정 조건)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건조 된 배치 6은
더 작은 크기의 과립이 부서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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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조건이 다른 2개의 배치1(50°C 건조 온도)및 배치9(70°C 건조 온도)에서 배
치 1과 9 사이에 건조시간 동안 입자 크기 변화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다.
(배치 1의 낮은 온도 수준에서 건조시간이 길수록 과립이 더 많이 마모되어 건조
시간 동안 입자 크기가 더 크게 감소한다). 두 배치 모두 매우 다른 공정 진행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치 모두 실험설계서 유사한 반응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건
조 중 적용되는 유입 공기 온도가 다르면 배치 1과 9의 건조 공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조가 시작될 때 SFV 프로브에서 지속적으로 인라인으로
얻은 정보가 공정의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그림 II-3-21: (a) 배치 6, 14의 인라인 SFV 데이터 (b)배치 1,9의 인라인 SFV
데이터

입자크기분포는 과립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므로 19개 실험설계의 밀도 및
유동성이 인라인 SFV 입자크기분포와 관련이 될 수 있는지 단변량, 다변량, 다방향
접근방식(Multiway)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로 각 배치의 탭 밀도 및
Hausner 비율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 단변량의
경우 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 하였으며 D50의 독립 변수(19개 실험설계의 최종
과립 SFV 값 × 1벡터를 X)로 하였으며 다변량의 경우, 부분 최소 제곱(PLS)모델
을 구축하였다. D01, D10, D25, D50, D63, D75, D90 및 D99 독립 변수(19개 실
험설계 최종 과립 SFV 값 × 8 X-행렬)로 구축하였다. 다방향의 경우 N 방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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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제곱 (N은-PLS) 모델이 사용 지어진 D01, D10, D25, D50, D63, D75, D90
및 D99 19개 실험설계의 SFV값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3 방향 X-행렬).
는
적합도를 반영하며 및 RMSEE는 추정의 루트 평균 제곱 오차 식으로 작업 세트의
관측치에 대한 모델의 오차를 직접 표시한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표 II-3-17:

RMSEE 및 R 2 값의 단변량, 다변량 및 다방향 탭 밀도 및

Hausner 비율 모델 (실제 측정 된 특성의 평균 및 표준 편차 포함)
단변량
RMSEE
R2

다변량(PLS)
RMSEE
R2

다방향(N-PLS)
RMSEE
R2

평균

St.dev.

탭 밀도

0.039

67

0.0279

82

0.0360

70

0.53

0.059

Hausner 비율

0.0307

46

0.0281

47

0.0268

51

1.21

0.037

표에 따르면 다변량 PLS 탭 밀도 모델 및 다 방향 N-PLS Hausner 비율 모델은
가장 낮은 RMSEE 값과 결합 하여 가장 높은 R 2값을 갖는다. 탭 밀도의 경우 상관
관계가 10 % 이상 개선됨에 따라 다변량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Hausner 비율 모델의 경우 모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다변량 또는 다원 접근 방식의 이점이 뚜렷하지 않다. 이
것은 단변량(D50값 에만 기반)에서 다변량 모델(8개의 서로 다른 D값 사용)으로
이동할 때 모두 D 라는 사실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 과립이 모든 배치에 대한 평
균 입자 크기 주변에서 유사한 편차를 갖기 때문에 유사한 과립 크기 분포를 나타낸
다.(즉, 모든 D값이 유사한 정보를 전달 함). 또한 결정된 과립 특성은 주로 다원
모델에 사용되는 시작 재료 및 초기 공정 재료의 입자 크기 분포가 아니라 최종 과
립 입자 크기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모델의 오류가 다소 작기 때문에 결과는 모델
이 우수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라인 SFV 데이터가 오프라인 측정된 최종
과립 특성의 크기에 대한 지표를 제공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동층 과립화 공정 중 입자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
터링 도구로 인라인 SFV의 사용을 오프라인 레이저 회절법으로 수득한 데이터와
동일한 경향을 시연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차이 발생시 차이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여
SFV의 공정분석기술 도구로서의 적절성을 확립하였다. SFV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
고 실제 입자크기를 대표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를 입증하였으며 과립화 공정 중
입자크기 분포를 지속적이고 빠르게 측정 가능하면 공정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공정
의 효율성과 공정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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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전단 습식 과립에 근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하여 수분함량의 인라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다변량 모델 적용(Multivariate model for in-line monitoring of
moisture content in a high shear mixer using near infrared spectroscopy)
고 전단 습식 과립화 공정에서의 수분 함량은 과립 또는 입자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과립 크기는 유동 능력, 약물 전달 및 정제 경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액체는 입자-입자 상호
작용 감소로 인해 응집체를 변형시키며, 과립변형성은 충동하는 두 과립의 응집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NIR 보정 모델의 개발은 과립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제 함량의 인라인 모니터링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실험실
규모의 고 전단 과립기에 푸리에 변환 (FT)-NIR 분광기를 장착되어 매분 수분
함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무수 락토오스 및 일 수화물과 같은 제약 분말을 사용하여 과립을 제조하였으며,
분말 혼합물의 수분 함량은 수분 분석기를 사용하여 건조 감량(LOD) 방법에
의해 오프라인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과립 크기는 체 트레이 Tyler의 270, 230,
200, 170, 140, 70, 50 및 40으로 체 분석에 의해 결정되었다. 체의 검체 중량이
이전 중량에 비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검체를 기계식 체 쉐이커로 진동시켰다.
그림 1은 NIR 분광기가 장착된 실험실 규모의 고 전단 혼합기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속도는 560rpm으로 고정하였으며, 6인치 직경의 두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가 임펠러 축에 부착되었다. 결합제 용액은 혼합물의 균질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즐을 통해 연동 펌프를 사용하여 161.4 ml/min의 속도로 분말
혼합물에 미세 입자로 분산시켰다. 허용 가능한 혼합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혼합기내의 혼합이 되지 않는 영역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블레이드와 용기 벽 사이의 공간을 줄이고 용기에서 블레이드의 등거리 위치를
지정하였다.
드릴 프레스

임펠러 축

스테인리스강의 날

그림 II-3-22: 실험실 규모의 고 전단 습식 과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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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g의 락토오스 일 수화물과 345g의 락토오스 무수물은 분말 혼합물의 균질
화를 보장하기 위해 560rpm에서 작동하는 고 전단 과립기로 5분 동안 혼합하였
다. 다음으로 유당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고 분말 혼합물을 3분 동안 과립화 하였
다. 약 2, 4, 6, 8, 10, 12 및 14 %의 다른 수분 함량을 갖는 과립화 된 물질을 얻
기 위해 상이한 양의 물을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그리고 과립기를 중지하기 전에
검체 당 16개의 스캔으로 4cm-1의 해상도에서 인라인 NIR 스펙트럼을 12000
및 4000cm-1영역에서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과립기를 중지하고 믹서 내부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두 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LOD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측정하
고 오프라인 스펙트럼을 얻었다. 과립화 공정을 다시 1분동안 켜고 다른 인라인
NIR 스펙트럼을 수집하였으며 그 뒤의 실험순서는 앞과 동일하다.
NIR 스펙트럼 및 LOD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말 혼합물의 수분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보정 모델이 개발되었다. 스펙트럼 데이터의 수집 및 변환은 분광 분석 소프
트웨어(OPUS 및 Pirouette, 버전 3.11)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보정 절차에는
여러 검체에 대한 NIR스펙트럼을 얻은 다음 참조 방법 (LOD)를 사용하여 수분
함량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다변량 보정 모델은 부분 최소 제곱(PLS)를 사용
하여 개발되었으며 미래의 검체 수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체는
입자의 균일하지 않은 분포, 굴절률의 변화, 밀도 변화, 표면 거칠기 및 모양의 변
화와 같은 제어할 수 없는 물리적 변화를 나타내어 광 산란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
에 스펙트럼의 기울기 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기울기 변화는 벡터 정규화와 같
은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NIR 스펙트럼에서 입자 크기 및 모양의 물리
적 변화를 줄임으로써 감소되었다. 각각의 평균 수분 함량과 함께 총 16개의 인
라인 NIR 스펙트럼이 PLS 보정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PLS는 아래와
같이 다변량 보정 모델을 생성한다.

그림 II-3-23: PLS 다변량 보정 모델 개발

여기서 Yn은 검조 감량(LOD)에 의해 결정되는 수분 값이고, bm은 회귀 계수이며,
Xm은 결정된 파장의 흡광도 값이다. PLS 방법은 LOD에 의해 결정된 수분 함량
(Yn)과 흡광도 값(Xm)간의 관계에서 각 회귀계수 (bm)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며,
다변량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NIR 스펙트럼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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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분광법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해 5 개의 검체에 대한 오프라인 스펙트럼을 상
관 계수 (R2), 교차 검증의 평균 제곱근 오차 (RMSECV) 와 같은 여러 통계 도구
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방법 정확도, 적절한 데이터 전처리 결정 및 파장
영역 선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였다. RMSEP(root-mean-square error of
predict)는 다음에 의해 정의된다.

여기서 Yi는 기준 방법에 의해 결정된 관찰된 수분 함량이고, Yp는 NIR 분광법 기
술에 의해 예측된 수분 함량이고 n은 검사중인 데이터 세트의 테스트 검체 수이다.
이 경우 교차 검증의 제곱 평균 오차 (RMSECV)라고 하며, 검체에 대한 정확도를
정의하는데도 사용되었다.

흡광도

그림 4는 7000 cm-1에서 4300 cm-1의 영역에서의 전처리 되지 않은 NIR 인라인
측정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1,450 nm 내지 1,900 nm에서 물에 대한 일부 흡수 밴
드로 흡광도 측정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6896.6 cm-1 및 5263.2 cm-1) NIR
스펙트럼은 기준선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동하고 성장하는 입자에
대해 얻은 인라인 측정이기 때문이다. 기준선의 이동은 과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 크기 변화의 결과이며 검체에 의해 산란되는 방사선의 양을 변경한다. 흡광도
변화는 OH 결합의 신축 또는 굽힘 진동으로 인한 것이다.

파수 (cm-1 )

그림 II-3-24:

수분 검정 모델에 대한 전처리 되지 않은 인라인 NIR 스펙트럼

위의 그림은 수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선이 y 축에서 위로 이동하여 과립
크기가 증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스펙트럼의 기준선이 위로 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립 크기와 관련이 있다. 또한 입자 크기 또는 수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펙트럼 노이즈가 증가한다. 수분 함량이 12 % 및 14 % 인 인라인 NIR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높은 노이즈는 그림 6 과 같이 직경이 약 0.5 인치인 큰 과립
사이의 공극으로 인해 NIR 빔과 락토스 과립의 불충분 한 접촉이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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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14 % 인 인라인 NIR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의 높은 노이즈로
인해 정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보정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NIR 광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파수 (cm-1 )

그림 II-3-25:

수분 검정 모델에 대한 벡터 정규화로 전처리된 인라인 NIR 스펙
트럼

NIR 프로브

NIR 빔

과립

그림 II-3-26:

NIR 빔과 과립 사이의 간격에 대한 개략도

그림 7은 검체를 구별하기위한 보정 모델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높은 R2과 낮
RMSECV는 실제 값과 예측된 값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1은 최적의 보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각 스펙트럼 전처리에 대해 얻은 통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벡터 정규화 스펙트럼 전처리와 함께 PLS를 적용하면 검체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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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8:

보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전처리의 비교

최적 순위

R2

RMSECV

벡터 정규화
다중 산란 보정
최소-최대 정규화
전처리 없음

4
5
3
5

98.08
96.83
96.62
94.15

0.407
0.512
0.523
0.695

NIR 예측 수분 값 (%)

전처리 유형

참조 수분 값 (%)

그림 II-3-27: 인라인 스펙트럼을 이용한 보정 모델

NIR 예측 수분 값 (%)

테스트 검체를 예측하기 위해 RMSEP에서 표시한 보정 모델의 정확도는 그림 8
에서와 같이 0.207 % 였다. 표준 성능 오차 (SEP) (그림 9)를 통해 얻은 정확도
는 0.21 %이다.

참조 수분 값 (%)

그림 II-3-28:

인라인 스펙트럼을 사용한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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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29:

SEP(Square Error of 예측)의 공식

NIR 분광법을 사용한 인라인 및 오프라인 측정을 비교하였을 때 오프라인 스
펙트럼은 각각 그림 10 및 4에 표시된 것처럼 인라인 스펙트럼보다 노이즈가
낮다. 전처리없이 오프라인 NIR 스펙트럼에서 얻은 보정 모델은 그림 11과
같이 높은 R2 값과 낮은 RMSEP로 테스트 검체를 예측하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인라인 측정의 정확도는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오프라인 측정과 비
교하여 Student 's t-test, Student 's t-test는 오프라인 및 인라인 측정이
95 % 신뢰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NIR 분광법이 오프라인
수분 함량 측정에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NIR 예측 수분 값 (%)

그림 II-3-30: 수분 보정 모델에 대해 전처리 되지 않은 오프라인 NIR 스펙트럼

참조 수분 값 (%)

그림 II-3-31:

오프라인 스펙트럼을 사용한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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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 코팅 작업 중 필름 두께 및 코팅 재료의 질량을 인라인으로 모니터링하기위한 공

정분석 기술 (PAT) 개발 (Development of a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for in-line monitoring of film thickness and mass of coating materials
during a pan coating operation)
이 사례는 정제의 연속 코팅 공정 중 검체 채취할 때의 빠른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라인 근적외선(in-line Near Infrared)을 이용해 코팅 재료의 질량과
코팅 두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예측한 예시 연구이다. 실험은 배치 크기
4kg 정도의 필름 코팅 팬에서 수행되었으며, 필름 코팅 팬 내부에 근적외선 probe
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정제 코팅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코어 정
제는 높이 4mm, 직경 8 mm, 평균 질량 200mg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험은
ethylcellulose/poly(vinyl-alcohol)–poly(ethylene-glycol)를 이용한 공중합체의
중합체(5%~15%)를 코팅액으로 하여 기능성 수성 코팅을 진행하였으며, 팬 속도는
20 RPM로 하고 스프레이 속도를 20 g/min로 하여 코팅액이 다 분무 될 때까지 3
초마다 스펙트럼을 수집하여 코팅 질량과 코팅 두께를 예측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로
얻어진 스펙트럼을 Process Xplorer 소프트웨어로 수집하고 SNV 및 1차, 2차 미분
을 이용하여 전처리 한 후 데이터의 다변량 통계 분석을 위해 PCA 및 PLS를 이용
하였다. 이때, 인라인 근적외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된 코팅 질량
과 코팅 두께 값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방법으로 각각 중량법(Weighting),
TPI(Terahertz Pulsed Imaging)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측정값과 예측값 사이의 낮
은 교차 교정 오류와 높은 R2을 얻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 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을 진행하기 전 코팅 현탁액을 먼저 제조하여야 하며, 코팅 현탁액 고분자의 제
조 비율은 표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 후 표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속적인 필름
코팅 공정의 매개변수를 조절하여 코팅 공정을 진행하였다.
표 II-3-19:

코팅 현탁액 제조 비율

재료

현탁액(g)

비율(%)

Aquacoat ECD 30

450.0

49.0

Kollicoat IR

15.0

1.6

Citoflex2

33.8

3.7

Purified water

420.2

45.7

Total

919.0

100.0

표 II-3-20:

코팅 공정 매개변수

매개변수

공기 압력 (bar)

내부 공기 온도 (℃)

값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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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코팅 팬에서 정제의 코팅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라인 근적외선을 사용하
였고, 이 작업에서는 OMK 500-H reflectance measuring head (wavelength
range of 950–1690 nm)가 장착된 근적외선이 이용되었다. 코팅 팬 내부에 근적외
선을 장착한 모식도는 그림 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3-32: 근적외선이 장착된 필름 코팅 팬의 모식도

첫번째로 오프라인 근적외선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속 코팅 공정 중
코팅 재료에 해당되는 에틸 셀룰로오스의 특정 영역에 대한 흡광도 값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강조하여 코팅 재료의 양 및 코팅 두께와 흡광도 스펙트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속적으로 수집된 검체에 대한 코어 정제 및 코팅된 정제를 2 차
유도체 전처리한 스펙트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이 두 파장 영역은
코팅 현탁액의 재료인 ethyl cellulose 의 작용기(O-H 또는 C-H)의 영역이며
각각 점선들은 검은색 점선(건조된 코팅 현탁액의 스펙트럼), 빨간색 점선(코팅이
되지 않은 코어 정제의 스펙트럼), 연두색 점선(코팅 질량 12mg 으로 코팅한
정제의 스펙트럼), 하늘색 점선(코팅 질량 25mg 으로 코팅한 정제의 스펙트럼),
회색 점선(코팅 질량 37mg 으로 코팅한 정제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림 II-3-33: 오프라인 근적외선 흡광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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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에틸셀룰로오스의 영역에서 코어 정제와 달리 코팅된 정제, 건조
된 코팅 현탁액에서만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코팅액 재료
들 중 에틸셀룰로오스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팅 질량을
다르게 하여 코팅한 정제의 흡광도가 12mg에서 37mg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팅 재료의 양과 코팅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에틸셀룰로오스 영
역의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코팅 재료의 양과 코팅 두께는 에틸셀룰로오스
영역에서의 흡광도 감소 및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팅 공정 중 실
시간 인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스펙트럼에서의 흡광도 감소 및 증가를 통해 코
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필름 코팅 팬 내부에 근적외선 프로브를 장착하여 인라인 근적외선 방
법으로 정성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코팅 재료 양에 따른 PCA 점수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한 스펙트럼이
코팅 현탁액의 스펙트럼 정보와 부분적으로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그림 4 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PC2 의 구성은 코팅 재료 중량의 증가 및 코팅 두께로 인한
흡광도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림 II-3-34: 코팅 질량에 따른 PC2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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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35: PCA 스펙트럼(실선)과 코팅 현탁액의 스펙트럼(점선)

세번째로는 인라인 근적외선 방법으로 코팅 두께에 따른 보정 및 예측, 코팅 재료
의 양에 따른 보정 및 예측을 위해 PLS 보정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먼저, 코팅 두께의 보정을 위해 TPI(Terahertz Pulsed Imaging) 참조 방법을 이
용하였다. TPI를 통한 두께 측정은 시간 별로 3개의 정제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코팅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2차 미분을 이용하여 얻은 PLS 교정 모델은 낮은 보
정 오류와 높은 R2값을 보여준다. 그 후, 독립적인 배치를 이용하여 교정 모델의
예측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RMSEP가 4.02 μm으로 낮은 예측 오차를 보여
주었고, 실제 두께 범위 60-170μm에서 높은 선형관계를 발견되어 교정 모델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측되는 코팅 두께 값이 실제
코팅 두께 값과 일치함을 통해 근적외선 측정의 효율적인 보정을 보여주고 있다.
코팅 재료 양의 보정 및 예측을 위해 중량(weighing) 참조 방법을 이용하였다. 정
제의 중량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0개의 정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스펙트럼은 2차 미분으로 전처리한 후, PLS를 이용하여 교정 모델을 형성하였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높은 R2값과 낮은 교차 교정 오류를 보여준다. 그 후, 교정모
델의 예측능력을 평가하였으며 RMSEP가 0.91mg으로 낮은 예측 오류를 보여주었
고, 11~35mg의 실제 질량에서 R2가 높은 선형 관계가 발견되어 교정 모델의 유
효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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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36: PLS 교정 모델 및 결과

따라서 인라인 근적외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코팅 재료의 측정 값이 PLS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한 값과 일치함을 아래 그림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
라인 근적외선 측정이 적용된 코팅 재료의 질량 및 코팅 두께를 성공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림 II-3-37: 실제 코팅 재료 질량(+)과 예측값(실선)

이를 통해 두 참조 방법(TPI, Weighing) 모두 인라인 근적외선 스펙트럼 정보를
보정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코팅 두께 및 코팅 재료 질량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연속 코팅 공정에서 중요한 품질 특성으로 여겨지는 필름 코팅 두께와
코팅 재료의 질량을 근적외선 분광법에 의한 실시간 팬 코팅 모니터링으로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코팅 현탁액의 주성분인 에틸셀룰로오스와 관련된 코팅 흡광도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코팅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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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연속 코팅 공정에서 인라인 근적외선을 이용하면 코팅 공정의 주요 품
질 속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빠르고 정확한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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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속 직접 압축 타정 공정 중 근적외선 분광법을 통해 분말 혼합물 및 정제의 약물 함량을
인라인으로 모니터링 (In-line monitoring of the drug content of powder mixtures and
tablets by near-infrared spectroscopy during the continuous direct compression
tableting process.)

이 사례는 연속 압축기에 혼합기가 연결되어 혼합 공정과 타정공정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연속 직접 압축 타정 공정 중 인라인 근적외선 방법을 활용한 사례 연구
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혼합 공정 중의 분말 혼합물과 압축 공정 중의 정제
의 각각의 주성분 함량을 측정한다. 실험은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속혼합
기, 회전식 정제 압축기로 이루어진 연속 타정기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연속 혼합기
의 사파이어창과 연속 타정기 내부에 근적외선 프로브를 장착한 후, 연속 혼합기와
정제 압축기 각각의 스펙트럼을 수집하기 위하여 두개의 VisionNIR IS 기기를 사
용하여 연속 공정을 수행한다. 연속 직접 압축 타정기에서 각각의 체류시간은 10초,
총 공급속도는 60kg/h로 설정하였으며, 타정기의 펀치는 직경 10mm인 평면 펀치
형상을 사용한다. 목표로 설정한 정제는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20-30%), 부
형제인 락토오즈(69.07-78.93%)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93-1.07%)로 구
성되었으며 정제의 질량과 두께는 각각 400mg 와 2.35mm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n=3회로 진행되었으며 한 검체당 30개의 정제를 이용하여 총 90개의 정제를 이용
하였다. 분말 혼합물의 주성분함량 및 정제의 주성분함량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 방
법으로 UV-분광 광도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II-3-38: 연속 직접 압축 타정기에 근적외선을 설치한 모식도

먼저, 이 작업에서는 실시간으로 분말 혼합물과 정제의 압축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인라인 근적외선 방법을 이용한 혼합물과 정제의 함량의 예측 값의 검
증을 위하여 오프라인 참조방법으로 UV-분광 광도법을 이용하여 공정 중 분말과
정제의 함량도 측정한다.
분말 혼합물 및 정제에서의 아세트 아미노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간
격으로 모니터링한 것을 244nm의 파장에서 UV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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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의 함량당 2개의 정제를 5% (V/V)만큼 물 및 메탄올에 용해시키고 10분 동안
흔들고 원심 분리한 후, 희석하여 표준 곡선 용액(5-10μg/ml)의 농도로 분석한다.
그 결과 표준 곡선이 R2=0.999로 우수한 선형성을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UV-분광 광도법을 이용한 오프라인 분석을 진행한 후, 연속 직접 압축 타정기의
내부에 2개의 근적외선 프로브를 장착하여 연속혼합기에서의 아세트 아미노펜 함량
과 정제 압축기에서의 아세트 아미노펜의 함량의 스펙트럼 수집 및 모니터링을 수
행한다. 스펙트럼을 수집하기 전 두 VisioNIR Is 기기에서 빛 기준을 측정하여 표
준 스펙트럼을 기록하고 측정하였다.
공정 중 주성분함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표 2에서의 공정 매개변수를 이용
하여 연속 직접 압축 타정 공정을 설정하고 표2에 제시된 것처럼 피더를 조정하여
주성분함량을 20%, 25%, 30%로 하여 테스트를 실행하여 근적외선을 이용한 스펙
트럼을 수집하였다. 스펙트럼은 연속 혼합기와 연속 압축기에서 주성분 아미노펜을
20-30%로 1% 간격으로 측정하여 50개의 스펙트럼을 얻는다. 이때 연속 압축기에
서는 근적외선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타정 속도(25000125000 개/시간)와 압축력(11.5-31.5kN)을 변경하여 측정한다.
인라인 근적외선 방법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스펙트럼을 아래에 제
시 된 것과 같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전처리 하였으며, 스펙트럼 평가를 위해
다양한 다변량 통계방법(PCA, PLS, PCR) 및 스펙트럼 수학적 전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다변량 데이터 분석 용인 CAMO의 ‘Unscrambler’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
다.
표 II-3-21:

PLS 교정 모델 결과 요약
연속혼합기

압축기

데이터 범위 (nm)

1095.36-2102.20

596.16-2062.07

데이터 전처리 방법

Standard normal variate

Standard normal variate

0.975

0.943

0.56

0.75

R

2

RMSEC(%)

위의 표는 PLS를 통한 최종 교정 모델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각각의 수집된 스펙
트럼 데이터는 전처리 된 후 PLS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UV-분광 광도법으로 측정
한 참조 결과로 보정한다. 먼저, 연속 혼합기에서의 분말 속 주성분 함량에 대해 보
정 및 예측하기 위해 분말 몇 그램 정도를 채취하여 오프라인 UV 분석을 한다. 스
펙트럼은 SNV 방법으로 전처리 하여 10개의 스펙트럼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다.
PLS 교정 모델을 형성한 결과 RMSEC가 0.56%로 낮은 교차 교정 오류를 보여주
고, R2가 0.975로 상당한 선형성을 나타낸다.
연속 압축기에서의 정제 속 주성분 함량에 대해 보정 및 예측하기 위해 약 30개 정
도의 정제를 채취하여 오프라인 UV 분석을 실시한다. 스펙트럼은 연속 혼합기와 같
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PLS 교정 모델을 형성한 결과 RMSEC가 0.75%로 낮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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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정 오류를 보여주고, R2가 0.943으로 선형성을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은 각각의 근적외선을 이용한 모니터링 예측 값 대 UV를 이용한 참조
값을 이용한 PLS 결과를 아래의 그림에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3-39: (a) 연속혼합기 PLS 결과 (B) 연속압축기 PLS 결과

생성된 PLS 모델을 이용하여 연속혼합기에서의 분말 속 주성분함량과 압축 후 각
개별 정제의 주성분함량을 예측하였다. 연속 혼합기에서는 UV를 이용한 분말의 실
제 주성분 함량 값과 근적외선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측정한 예측 값을 이용하였을
때 RMSEP는 0.96%로 낮은 교차 교정 오류를 나타내며 높은 선형성을 보이기에
교정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다. 연속 압축기의 RMSEP는 1.3%로 나왔으며
이 또한 높은 선형성을 보이기에 교정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다. 아래의 그
림에서 점은 모니터링을 통한 측정 값을 나타내고 선을 PLS 교정 모델을 이용한
예측 값을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연속 직접 압축 타정 공정 중의 연속 혼합기와
연속 압축기에서 인라인 근적외선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측정한 주성분 함량 결과
값이 PLS을 통해 얻은 교정 모델에서 예측되는 주성분 함량 결과 값과 거의 일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속 직접 압축 타정 공정에서의 주성분 함량 값을 성
공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림 II-3-40: 주성분 함량의 예측 값과 측정 값 비교 ((a) 연속 혼합기, (b) 연속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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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통해 빠른 제약 공정 모니터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VisioNIR Is 기기
를 스펙트럼 수집에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빠르게 획득하였고 시간당 최대
180,000 개의 정제를 인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약산업의
연속 직접 압축 타정 공정에서 공정 분석 도구로서 근적외선을 이용한 주성분함량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혼합 공정과 타정 공정에 대한 주성분함량 부족
및 과잉 공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속공정에서의
빠른 검사와 문제발생시 빠른 대처를 해주며 근적외선을 이용한 인라인 연속공정
이 100%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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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4.1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제품품질에 대한 위험관리 원칙은 ICH Q8, Q9 및 Q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체
계적인 의약품 개발 접근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QbD는 원하는 제품의 성능을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제약제조공정 및 제어의 사전 예방적 설계이며, 위험평
가도구 및 주요품질특성 식별, 설계 공간 정의, 제어전략 수립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주요 요소 간의 위험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제제 조성 개발 및 제제공
정 개발 단계에서 도출된 물질특성과 공정변수를 바탕으로 원료물질, 반제품, 완
제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규모의
변화와 공정 중 품질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품질 위험관리는 제품 품질에 대한 위험평가, 제어를 포함하는 의약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광범위한 고려사항 및 시스템이다.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하는 것은 위험 식별과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 및 관련된 위험 분석 및 평가
로 구성된다. 식별된 위험을 통제 해야 하며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때 최종
제품 품질에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거나 통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둔다.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채택된 전략을 공정에 적용하여 공
정모델의 잠재적인 변화의 영향 뿐만 아니라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재검토 하
여 제품품질을 보장하는 제어전략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실험설계(DoE; Design of Experiment)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설계는 핵심공정변
수와 핵심품질속성 간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설계공간을 수립하여 공정 중 측정 및 제어에 중요한 속성을 정의하는 데 사용
된다. 따라서 이를 공정분석기술에 적용하여 핵심매개변수를 인라인 또는 온라인
으로 측정하고 제조된 제품이 원하는 사양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제품을 손
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신
속한 수정 및 제어를 통해 위험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공정개선 및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거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최종 제품 품질 보장이 가능하
게 된다.
즉, 실험 설계를 통해 얻은 각 변수 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 핵심공정변수 및 핵심품질속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어 전략의 일부로 공
정분석 기술을 사용한다. ICH Q8(R2)에서는 공정분석기술 사용을 통해 주요공
정변수, 주요물질속성 또는 주요품질속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프로세스가
확립된 설계 공간 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아래의 그
림에서 QbD 접근 방식에서 공정분석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략적인 순서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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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1: QbD 접근 방식에서의 PAT 적용 순서도

공정분석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정 중 문제와 오류 발생 감지가 가능
하며 주요물질속성 또는 주요공정변수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재료의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적시에 조정이 가능하여 쉽고 빠른 공정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QbD 예시 모델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유형을 입증된 허용범
위 (Proven acceptable range, PAR)를 확립하는 방법, 공정 내 품질특성(Inprocess control; IPC)을 관리하는 방법,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을 이용하여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했으
며 공정 분석기술은 공정내 품질특성을 관리하는 대체방법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입증된 허용범위를 통한 위험 접근 방식은 제품이 사전 결정된 품질 특성을 충
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주요공정변수 및 범위를 정의하는데 중
점을 둔다. 즉 제품이 사전 정의된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공정변
수가 제어되는 상한 및 하한범위를 지원하는 문서화 반면에 설계공간은 공정이
적절하게 제어 될 경우 미리 결정된 품질특성을 충족하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보
장하는 주요공정변수를 포함하여 공정의 여러 중요 요소를 결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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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2: 입증된 허용범위 예시

설계공간에서는 제조 중 얻은 지식을 사용하여 공정 변수, 재료, 장비 및 환경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입증된 허용범위를 통한 위험관리 전략에서는 제품 생
산 시 주요공정변수가 제어 가능한 상한 및 하한 범위에 존재 하는지 등 관련
문서 및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품질 특
성을 충족하며 일관되게 제조되도록 확립되는 2차원 접근 방식이다. 한번에 하
나의 변수를 변경하는 효과를 조사하며 잠재적인 가능한 경우 실험실 규모 혹은
제품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설정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결
정한다. 입증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발생여부를 시
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제 타정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하한범위
를 초과한 경우 정제가 부서지기 쉽다는 것이고, 상한범위를 초과한 경우 정제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새로
운 입증된 허용 범위를 기반으로 범위를 확장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한
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제 경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정기계의
압축 설정만 조사한 경우 입자 크기의 경도에 대한 영향을 간과 할 수 있다. 또
한 입증된 허용범위와 정상 공정 작동범위의 차이가 넓게 설정되면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광범위한 변동을 허용하므로 공정이 견고하다. 유사한 방식으
로 설계공간의 개념은 공정분석기술 또는 지속적인 공정검증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공정 중 제어전략을 식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매개 변수 간
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하나의 공정변수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다른 변수의 설정
에 따라 변하는 경우 매개변수는 설계공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공정 변수
의 PAR이 좁으면 변수는 제품의 핵심품질특성을 충족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효한 범위는 허용 범위의 경계에 접근하지만, 공정편차로 인한 실
패 등 비허용범위의 실패와는 멀어지도록 확인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공정내 품질특성을 통한 관리방안에서는 원료의약품 또는 중간물질이 정해진 사
양 혹은 정의된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적절한 경우 조정하기 위해 생산중에 수행되는 관리방안을 말한다. 공정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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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제조과정 중 실시하는 모든 시험, 점검, 측정을 말하며 각 배치 마
다 검체 채취가 필요하고 시험 방법과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공정
단계 또는 공정단계의 끝 중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행 되며 전체 배치 생산에
걸쳐 균일한 검체 채취가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제조 위치에서 직접 수행되는 것
이 아니라 분리된 영역에서 수행하며 모든 공정 내 제어는 품질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방법(예: GMP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료의약품의
화학적 생화학적 공정합성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품질제어(Quality control,
QC) 전략의 일부이며 화학물질이 제조 공정의 다음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
는지, 일반적으로 처리의 다음 단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화학
반응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물질의 소비, 제품 생성 또는 최대 불순물에
의한 반응이 종점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결정화 여부의 확인과 불순물 제
거 등 공정 내 품질특성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불충족시 공정을 완
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품질관리방안이다.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을 사용한 예시로 <Sakura
bloom tablet>의 품질평가자료 요약(Quality overall summary, QOS)를 제시할
수 있다.
원하는 완제품의 QTPP를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분석기술 도구인
FBRM(Focused beam reflectance measurements)을 사용하여 과립화 공정 중
핵심물질특성인 과립입자크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과립화 후 목표 입자 크
기는 용출률이 약 90%가 되도록 설정한 설계공간 내에서 과립입자크기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분무속도(Spray rate)를 연속공정검증을 진행하여 목표 품질인
과립입자크기가 90-210𝜇𝑚 내에 존재하도록 제어 하였다. 즉, 입자크기가 프로
파일보다 크면 분무속도가 감소하고 작으면 분무속도가 증가하도록 제어하였다.
이에 따라 핵심물질특성인 함량균일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넓은 범위 내에서
PAR이 보장되며,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과립의 분리를 적절하게 제어 가능하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예시자료에 제시된 과립화 공정 중 공정분석기술의 적용
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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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3: 유동층 과립기에 FBRM을 사용한 PAT 적용
표 II-4-1: FBRM C35 적용 조건
장비

FBRM C35

설치된 센서의 위치

유동층 과립기 용기의 측면

프로브의 지름

35mm

측정 간격

5초

또한 같은 예시 자료에서의 타정 공정 중 공정분석기술 도구인 NIR 장비를 사
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공정검증을 진행하였다. 타정 공정에서 공정분석기
술을 사용하여 코팅되지 않은 정제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핵심공정
변수인 타정 시 회전속도에 대한 허용범위를 설정하여 FMEA에서의 위험발생확
률을 감소시키고 검출 가능성을 향상 시켰다. 목표품질특성인 원료의약품의 농도
와 정제의 중량에서 산출된 원료의약품의 함량이 각각 90-110%의 범위를 벗
어나면 타정 시 회전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을 제어하였으
며, 3개의 다른 정제와 위약 정제를 사용하여 NIR 스펙트럼을 얻은 후, 2차미분
으로 스펙트럼 전처리 진행 후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다. 타정 공정 시 자동 검
체 채취로 주기적으로 측정된 평균 중량 정보를 이용하여 충전된 혼합 분말의
양과 압력을 제어하고 타정기에 피드백하는 보정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예시자료에 제시된 타정 공정 중 공정분석기술의 적용에 관한 조
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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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2: 타정 공정 중 NIR 적용 조건
장비

High intensity NIR

검출기

InGaAs

스캔

12,500 to 3,600

의 범위

64 회, 8

스캔 수, 해상도
분석방법

부분 최소 자승법

FDA에서는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를 위한 <QbD기반
Modified Release dosage forms>의 제약 개발 보고서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원
하는 완제품의 QTPP를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분석기술 도구인
NIR 장비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수집된 스펙트럼을 통해 혼합공정의 종
점과 함량균일성을 결정하였다. 핵심품질특성인 함량균일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
는 혼합기의 회전수를 연속공정검증을 통해 제어하고 혼합기의 충전 수준이 함
량균일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오프라인 HPLC 분석을 통해 얻은 데
이터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함량균일성을 평가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실험실
규모(25RPM) 및 파일럿 규모(15RPM)의 배치에 대한 함량균일성은 같은 회전
수에서 각 12분, 20분 안에 달성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임. 즉, 스케일 업 공정에
서도 함량균일성이 달성됨을 나타낸다.

그림 II-4-4: 혼합공정 내 규모 별 함량균일성 달성결과 확인

아래의 표에서 혼합공정 중 공정변수를 목표에 맞게 설정하여 함량균일성을 달
성하는 것을 NIR장비를 통해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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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3: 혼합공정 중 공정변수
혼합공정 중 공정 변수

설정 목표

함량균일성 달성기준

혼합기 충전 수준

40-60% 충전 수준

RSD < 2%

혼합기 회전 수

300 회 회전

RSD < 5.0% (마지막 10 회 회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보고서에서 파일럿 규모로 개발되고 검증된 인라인
NIR 방법은 상업적 규모에서도 검증 되었으며 모든 상업적 배치의 혼합공정의
종점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을 통해 원하는 완
제품의 품질특성인 함량균일성을 보장하기위해 NIR장비를 이용하여 혼합기에서
배출된 정제의 함량이 USP기준에 만족하는 지 확인하였다. 공정분석기술을 통
해 혼합공정이 최적화 되었고, 혼합공정의 종점을 결정하여 함량균일성이 달성되
었기 때문에 전체 정제의 함량균일성이 AV<5를 나타내며 빠른 붕해와 표적 약
물 방출 프로파일을 충족함을 확인하므로써 NIR을 통해 확인한 함량균일성의
적절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혼합공정중 공정변수가 전체 정제에서 약물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저감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낮음으로 감소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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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공정분석기술의 적용 방안 제시
식약처에서 발표한 “2018 제형별 QbD 적용 모델개발 보고서 - K 정제”에서
제시된 혼합 및 활택 공정의 지속적인 핵심품질특성 관리전략으로 사용된 공정
분석기술은 공정이 핵심품질특성에 미치는 위험성을 초기에 평가하고 공정을 최
적화 하는 연구에서 위험성저감전략으로 NIR 장비를 사용했다. 초기 위험평가에
서 높은 위험성을 나타냈던 공정변수인 장입률과 혼합속도를 고정하고 9081676nm 파장영역 내 스펙트럼을 3회 반복 수득하여 표준정규변수로 스펙트럼
전처리하여 함량에 대한 정량추정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시간으로 혼합공정에서
주성분함량을 모니터링 하여 참조방법인 HPLC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최적화
후 공정변수의 위험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조
공정에서도 적절한 공정분석기술을 선택하여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위험저감전략
을 선정하는 공정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는 혼합 및 활택 공정에서 사용
된 실시간 공정분석기술 장비 및 공정조건, 초기 위험성평가와 최적화 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표 II-4-4: 혼합 및 활택 공정 중 최적화된 공정 조건
공정 단계

장비 및 공정 조건(Equipment and process condition)
2L Squre Bin
장입율: 45%

혼합 및 활택

혼합속도: 14rpm
혼합종말점: NIR %RSD 0.5 이하 기준에서부터 1 분 이내 지점
활택종말점: NIR %RSD 0.4 이하 기준에서부터 1 분 이내 지점

뿐만 아니라, 과립화 공정에서 초기 위험성 평가 결과를 진행하여 핵심품질특
성인 과립의 함량, 과립의 함량균일성, 과립의 탭밀도, 겉보기 밀도, 과립의 함
량 등 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인 급기온도와 결합액의 이송유량을 기
록함으로써 관리하였으나, 공정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측정을 통해 품질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수행된 위험저감전략보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완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전략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위험저감전략인 공정분석기술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도 타정 공정에서 타정공정에서 핵심품질특성인 함량과 함량균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를 평가하였으며, 생산 규모의 확대로 혼합물이 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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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호퍼(hopper)를 통과하여 패들이 장착된 분말공급기(feeder)로 이송되
는 과정에서 분리(segregation)현상으로 인한 함량불균일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완제의약품의 함량과 제제 균일성에 대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근적외선 기반의 공정분석기술을 적용하여 분말공급기
내로 공급되는 혼합물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K
나정의 품질관리 전략에서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인 핵심 품질 특성 관리전략은
PAR을 통한 공정검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핵심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
정 변수인 타정압과 타정속도가 핵심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검
증하는 공정분석기술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4-5:

타정기 feeder 내부 근적외선(NIR) 공정분석기술 설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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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형별 QbD 적용 모델개발 보고서 – 액상주사제” 에서 제시된 충전공
정에서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위해 상부공간(headspace) 산소 측
정기를 이용하여 바이알 내 산소를 측정함. 이는 산소분자를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레이저가 용기의 상부 공간을 통과하면서 주파수가 스캔 되어
광검출기를 통해 검출된다. 빛의 흡수 정도는 용기 상부 공간에 존재하는 산소
의 농도를 의미하며, 분석과정 동안에 레이저 파장이 반복적으로 조율 되어 조
사되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특히 산소는
762nm의 근적외선 레이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파장을 이용하여 산소농도를
측정한다. 바이알 상부에 존재하는 산소량을 즉시 빠르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생산된 바이알에 대한 전수검사가 가능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
다. 이를 활용하여 측정된 산소와 이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내는 개개 유연물질
과 총 유연물질 값들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도출된 바이알내 산소에 대한
기준은 실험실 규모에서 1.0% 이하, 생산규모의 확대로 시생산 규모에서는
0.40%이하의 설정값에서 설정범위는 1.0% 이하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그림 II-4-6: 실시간 바이알 내 산소 측정기의 원리

2019 QbD 적용 모델 – 동결건조주사제”에서 제시된 동결건조공정에서 NIR과
Raman분광법을 이용하여 동결건조 시료의 수분 및 주성분 함을 실시간 모니
터링을 통해 측정한다.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11000-6000
11000-9230
, 9230-6000
영역대에서 3번씩 측정한 스펙트럼으
로 정량모델을 수립한다.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흡광도가 낮아지며 수분함량이
높을 수록 흡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결건조 공정 중 시
료에 수분이 많이 포함 될수록 흡수된 빛이 검출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도달하
게 되어 바탕선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측정된 값과 HPLC법,
칼피셔법을 참조방법으로 사용하여 정량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 밸
리데이션을 수행한다. 수득된 각 스펙트럼을 1차미분과 SNV로 전처리 하였으
며 각 정량 모델 조건은 근적외선 분광시 1차미분 방법이 최적의 조건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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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만분광법을 이용하여 동결
건조 시료의 주성분 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한 시료당 5초에 1번
반복하여 310-1800
3100-910
, 910-1800
의 세 영역대
에서 스펙트럼을 수득하는 방법으로 3회 진행하였다. 수득 된 각 스펙트럼은
농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세기가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통해 측정한값을
참조방법으로 HPLC 방법을 택하여 주성분 함량값과 측정 오차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량모델을 재검증 하였다. 이때 각 정량 모델 조건은 SNV전처리 방
법이 최적의 조건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생산 규모 증대 시
시생산공정 적용 전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정량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으나 실험실과 시생산 규모에서의 환경적인 요인의 차이와 측정방법에 의해
상이한 스펙트럼이 수득 될 수 있음. 따라서 확립된 정량모델을 토대로 시험방
법 밸리데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사용된 공정분석기술 적용 조
건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II-4-5: 사용된 공정분석기술 조건
장비

NIR

Raman

측정값

수분함량

원료의약품 함량

참조방법

칼피셔 법

무게법, HPLC법

스캔, 해상도

30회, 1nm

1회/5s 반복

스펙트럼 전처리

1차 미분, SNV

정량모델

부분최소자승법(PLS)

그림 II-4-7: 실시간 측정을 위한 PAT 설비 및 분광기 설치 및 실시간 수분 및 주성분 함
량 측정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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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 제시

5.1

지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방안 제시
최근 PIC/S 에서는 제조업체가 관련 공정의 경향 평가와 함께 제품의 전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이때 지속적 공정 검증(continued/on-going process
verification)이 사용될 수 있다. 지속적 공정검증(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은 2008년 11월 FDA 공정 검증 가이드에 사용된 용어이며 공
정 검증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3단계 공정 검증 단계에서 공정이 제어상태
를 유지한다는 지속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이탈을 감지하기 위한 시
스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정 성능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및 평가
를 준수하면 원치 않는 공정의 변동성을 감지 할 수 있다. 제품 전주기에 걸쳐
핵심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추세, 교정 및 예방조치
(CAPA;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와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연속적
공정검증은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반면 지속적 공
정검증은 대개 공정중단 후 재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한다. 리콜, 반품, 회수된 의약품 검토 및 조사를 포함하며 공정 성능을
평가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문제를 수정, 예측 및 예방하
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II-5-1: 공정 밸리데이션의 단계

따라서 지속적 공정 검증(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과 연속적 공정 검
증(Continuous Process Validation)은 일반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연
속적 공정 검증은 제조공정의 성능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공정
밸리데이션의 대안 접근법이며, 지속적 공정 검증은 시판 제품의 제조 중 공정
이 관리 상태에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 공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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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하이브리드 공정 검증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전주기에 걸쳐 핵심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추세, 시정 및 예방조치(CAPA;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와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시정 및 예방조치(CAPA)는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완료
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효과는 자율점검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공정의 경향 평가와 함께 제품의 전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지속적 공정 검증은 연속적 공정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주요
매개변수 및 주요 품질 속성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공정 변동
성으로 인해 주요품질특성이 영향을 받기 전, 전주기 동안 공정 변동성에 대한
추세를 감지하고 예방 조치를 구현하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 공정 검증
의 범위와 빈도는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제품의 전주기 전반에 걸쳐 어
느 시점에서든 공정의 이해 및 공정 성능의 현재 수준을 고려하여 요구 사항
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FDA는 데이터 수집 및 계획에 대한 절차는
훈련을 통해 숙련된 사람이 통계적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검토하기를 권한다.
지속적 공정은 크게 A, B 두 단계로 나뉜다. A단계는 CPV의 초기 단기 단계
로, 30개의 배치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통계적 관리 한계를 설정하고 매개변수
를 검토하고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진행한다. 특히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권장된다. B단계는 CPV의 장기 단계로, 통계적 공정
제어(SPC)를 사용하여 변동 및 추세를 이해하고 공정 중 개선할 사항을 식별
하기 위해 진행한다. A단계에서는 선행된 공정 검증 자료를 이용하여 전주기
동안의 지속적 공정 검증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
하며, B단계에서는 공정 성능 적격성 평가가 완료된 공정이 현재 밸리데이션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후에도 제조 공정이 계속 밸리데이션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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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방안 제시
지속적 공정 검증은 연속적 공정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주요 매개변수
및 주요 품질 속성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공정 변동성으로 인
해 주요품질특성이 영향을 받기 전, 전주기 동안 공정 변동성에 대한 추세를
감지하고 예방 조치를 구현하기위한 것이다. 이에 FDA는 데이터 수집 및 계획
에 대한 절차는 훈련을 통해 숙련된 사람이 통계적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검토
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 된 정보는 품질 속성이 공정 전반에 걸쳐 적절
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속적 공정 검증은 A단계, B단계로 설명되기에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를 통
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품질관리가 적용된다. 통계적 품질관리를
이용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전주기 동안 공정 변동성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 안정성 및 공정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아래에서 각 A,
B단계로 나누어 통계적 품질관리를 적용한 모식도를 통하여 단계별로 설명한다.
지속적 공정검증 A단계에서는 지속적 공정검증 B단계에서 전주기 동안의 모니
터링을 위한 지속적 공정검증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품질
특성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한계범위를 통계적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그림은 지속적 공정검증 A단계에서의 통계적 한계 설정을 위한
개략적 순서를 나타낸다.
선행된
공정검증 자료

데이터 평가

공정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

데이터 수집

위험성 평가 수정
CPV 계획서 수립

그림 II-5-2:

지속적 공정 검증 A단계의 통계적 한계 설정을 위한 개략도

먼저, 선행된 공정검증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때, 선행된
공정검증 자료는 연속적 공정 검증에서의 실시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얻어진 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및 시중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기준 및 공정 한
계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제품 또는 시중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이 분석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방법이 다르다. 신제품은 CMA
및 CPP로 인한 다양한 CQA의 변동성 연구와 함께 이전 단게의 결과를 분석
한 후, 이전 단계와 관련하여 각 매개변수 및 매개속성에 대한 검체 채취 수준
을 정의해야한다. 반면, 기존 제품은 제어 전량을 추론하기 위해 다양한 품질
특성(QA), 재료 특성(MA) 및 공정 매개변수(PP)에 대한 중요도를 연구해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A단계를 거치치 않고 B단계로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선행된 공정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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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를 바탕으로 공정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이때 배치의 수는 정확한 데이터
를 제공하고 공정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B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통계적
관리한계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적절한 배치 수를 이용하여
공정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연속적 공정 검증에서 수행하였던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한다. 이때, 데이터 수는
제품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통계적 평가가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어야 하
고, 데이터 평가는 지속적 공정 검증의 A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이전 단계
인 공정 설계와 공정 검증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수행된다. 또한 데이터를
평가시, 공정 평균의 체계적인 체계적인 변화를 감지해야 하며 최적의 변화 지
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무작위로 순열하여 변화 지점을 결정한
다. 이는 가변성의 영향과 주요품질특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과도한 배치 내 변동성을 논의하여 공정 능력
(CpK) 또는 공정 성능(PpK)에 대해 분석한다. Cpk는 잠재적인 공정 성능 추
정치를 제공하며 공통 원인 변동을 나타내는 단기 변동성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Ppk는 실제 공정 성능의 추정치를 제공하며 특수 원인으로 인한 변동을 포함
하는 장기 변동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때, Ppk가 1.0이상인 경우, 공정이
통계적 통제 범위 내에 있으며 1.0미만인 경우 적절한 조치가 보고서에서 논의
된다. 이렇게 데이터 평가를 통한 결과는 제품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키며 향상
된 제품 관리 전략(Control strategy)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제품 이해와 품
질을 달성하는 데 있어 조직의 규정을 준수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데이터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이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수정하고, 주요 품질
특성(CQA) 및 주요 공정 매개변수(CPP)에 대해 통계적 한계를 재설정하여 B
단계의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 공정 검증 계획서
에 문서화한다.
지속적 공정 검증 계획서가 수립된 후, 지속적 공정 검증 B단계를 실행하여 전
주기 동안의 모니터링 진행 공정제어상태를 보증을 위해 통계적 공정 제어를
적용한다. 아래의 그림은 지속적 공정 검증 B단계에서의 통계적 품질관리를 적
용한 개략적 순서를 나타낸다.
CPV
계획서 수립

공정 제어 상태 보증

통계적 도구 활용

안정
공정 모니터링

근본 원인 파악
원인 제거 및 수정

그림 II-5-3:

지속적
공정검증

공정 안정성 및
공정 능력 평가

불안정

지속적 공정 검증 B단계의 통계적 품질관리 개략도

지속적 공정 검증 계획서가 수립되면, 지속적 공정 검증 계획서의 공정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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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세를 확인하여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지속적 공정 검증 A단계를 통해 한
계설정을 적용된 지속적 공정검증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전주기 동안의 모니
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통계적 도구를 활용하여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해 공정 변동성의 추세를 확인하여 공정 안정성 및 공정능력을 평가
한다. 통계적 품질관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과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기초로 한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여 품질
을 관리하는 것이다. 공정 변동성에 대한 원인은 보통 2가지가 있다. 일반적이
거나 이전에 감지된 변동 원인만 존재하는 경우 공정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지만 특별한 변동 원인이 있거나 새롭게 생기는 변
동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통계적 도구 및 기법을 사용하여 공정 중 과잉 반응과 의도하지 않은
공정 변동성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고, 이전에 감지되지 않았던 변
동사항 및 노출되지 않았던 변동원인에 대해서도 변동을 감지하여 근본적인 원
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II-5-4:

(a) 예측 가능한 변동성, (b)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지속적 공정 검증단계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도구는 연속적 공정 검증의 통계적
품질관리에 적용된 도구(그래프, 관리도, TIime plot, box plot)들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간단한 그림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공정 차트
(statistical process control chart)로 관리도를 주로 활용한다. 아래의 그림은
각 batch 번호 별로 결과 수치를 나타내는 관리도 예시를 보여준다. 관리 상한
한선(UCL)과 관리 하한선(LCL)은 과거에 완제의약품을 기반으로 확립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한계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에
대한 데이터는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한계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는 예측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변동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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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며
예측할 수
없음.

결과값

안정하며
예측할 수
있음.

배치번호

그림 II-5-5:

관리도 예시

이렇게 공정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품질관리를
적용하여 공정 안정성 및 공정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공정 변동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공정 안정성 및 공정 능력 평가를 통해 공정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원인 제거 및 수정 조치를 진행하고 공정 변경이 있을 경우 제품 품질의 한계
설정을 다시 하고, 새로운 공정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는 공정 중 과잉 반응과 의도하지 않은 공정 변동성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고, 이전에 감지되지 않았던 변동사항 및 노출되지
않았던 변동원인에 대해서도 변동을 감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품질 속성이 공정 전반에 걸쳐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이 제어 상태에 있음을 보증하여
전주기 동안의 지속적 공정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III

결론
본 보고서는 연속적 공정검증과 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
질고도화 관리전략 수립방법 및 구축연구를 위해 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한 방안
을 제시한다. 기존의 사후처리 방식을 통한 공정 검증에서의 불량품 발생 확인
및 조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과 기존 경험에 의존하는 공정검증방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위공정의 공정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적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및 활용방안과 그 사례를 제시하여 공정분석기술을 통
한 연속적 공정 검증의 실시간 공정 제어와 반제품 품질 관리를 통해 완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리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연속적 공
정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전주기 동안 공정이 제어상태로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
한 지속적 공정검증이 수행된다. 공정 밸리데이션의 대안 접근법으로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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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공정검증과 달리 지속적 공정검증은 시판되고 있거나 신제품의 제조 공
정 중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의미로 여겨지며 주기적 재
밸리데이션에 사용된다. 이로써 전주기 동안 빠르게 공정에 대한 정보를 극대화
하여 강력한 공정 제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위해 공정분석기술은 공정제어를 위
한 획기적인 기술임을 나타낸다.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 과학 및 위험 기반 접근법에 의거한 QbD의 개념과 원리
를 적용하고 실행하는데 공정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해야할 필요
성이 존재한다. 공정능력과 변동성에 관한 결론을 뒷받침 하기 위해 실험설계
(DoE)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설계는 주요품질특성, 반제품 품질특성, 공정 매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통해 최적의 설계공간을 확립한다. 이를 공정분석기
술에 적용하면 주요품질특성 또는 주요물질특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공
정이 확립된 설계공간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공정 중 문제 발
생 감지와 원인 파악을 통해 공정 매개변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빠른 공정제
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전주기동안 완제품이 원하는 품질 사양 내에서 관리
되는지 확인하고, 목표 품질에 벗어날 위험성을 파악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공정의 신속한 수정 및 제어를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 모니터링은 근적외선 분광법(NIR), 라만분광법(Raman), FBRM등의 비침
습적인 방법으로 공정의 특성과 공정 분석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수집된 데이터가 스펙트럼인 경우 SNV, 미분법, 등
의 스펙트럼 전처리 후 부분 최소 자승법(PLS), 주성분 분석(PCA)등 소프트웨
어를 통한 다변량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교정모델을 형성한다. 교정모델의
예측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교정 오류(RMSEC, RMSEP)를 이용하며 적합성을
판단한 후 공정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는 공정 분석기술을 이용한 공정 제어
관리를 위해서는 측정시료 및 공정 파악, 실험 계획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
터 해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품질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보고서에는 제조공정 중 주요공정변수와 주요품질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고 공정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정변수를 제어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된다. 혼합공정에서의 혼합 균일성, 건조 공정에서의 수분함량을 측정함으로
써 목표하는 품질에서 공정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변수를 제어하여
원하는 주요품질특성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공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다국적 제약기업에서는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한 공정 제어관리를 수행하는 흐름
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실시간 공정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과 고비용
의 공정분석장비 설치 및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공정분석기술 활용을 통한 제어 관리가 정체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공정분석기
술을 적용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공정제어를 실시하여 주요품질특
성의 품질관리 전략을 수립한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분석기술의 활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전처리 방법 및 다변량 통계적 분석방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
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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