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 기초기술 개발
연속적 및 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연구 목표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초기술 개발

연속적 및 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접근방식에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위해, 연속적 공정검증과 지
속적 공정검증의 활용 방법 및 사례 제시 등을 통한 새로운 공정 밸리데이션 적용 제시

-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연속적 공정검증과 지속적 공
정검증의 구체적 접근 방법, 데이터 확보, 통계적 분석 방법, 관리전략 수립 등 제시

- QbD 적용 의약품의 연속적 공정검증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기술에 대한 역량 제고: 국내 설계기
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 강화.

연구내용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초기술
-연속적/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의약품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
본 개념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
의 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 제시: 지속적 공정검증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연속적 공정검증과 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연구

연속적 공정검증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이론 및 품질관리 기본 개념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이론을 정리함. 통계적 품질관리
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예시모델 및 연구자료
분석을 진행함.

-

연 속 적
공 정 검 증 을
위 한
다 양 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한
활 용 을 제시 함 . 다 변 량 통계 적 공 정 관 리 를
사용한 다양한 예시모델 및 연구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방안 제시

-

QbD 예시모델을 이용하여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접근 방안을 제시함.

-

지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연속적 공정 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이론 정리 및 사례 연구

연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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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변량 분석을 통한 품질 간 상관관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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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 공정 검증을 위한 공정 분석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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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통계적 분석

•

통계적 분석 방법의 종류 및 특성 파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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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공정 분석 기술의 적용 방안 제시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공정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 제시

지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

사례 연구를 통한제품 전주기동안의 관리에 대한 이론

지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 이론 및 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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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소프트웨어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과 절차>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9 – 52 호: 2019년 6월 28일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1. 연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이란 현재 ICH Q7에서 정의되어 있고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확립된 공정의 변수 내에
서 작동된 공정이 사전 목표한 값을 충족하는 제품을 재현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고 검증하는 문서

-

FDA는 2011년“Guidance for industry-Process Validation: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es ”을 발표하고 공정 밸
리데이션을 3단계로 제시

-

이 중 2단계인 ‘공정검증’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연속적 공정검증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정리

Stage 1
공정 설계
(Process design)
전통적 공정검증

Stage 2

(Traditional process validation)

지속적인 개선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Continuous improvement)

(Process verification)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하이브리드 접근법

Stage 3
지속적 공정검증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공정 밸리데이션의 단계>

(Hybrid approach)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1. 연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

연속적 공정검증이란 사전에 정의된 공정변수의 범위에서 공정을 수행하며 제조된 공정이 주요품질특성(CQA; Critical
quality attribute) 목표값을 만족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하는지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한 과학 및 위험기반 실시간 접
근방식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해서는 각 배치에서 공정의 성능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및 제어 방법
으로 공정분석기술(PAT;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과 통계적 품질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을 점검·평가

-

PAT를 통해 얻은 많은 수의 단변량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변수를 식별하고 제어하는 공정 모니터링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변수를 요약 ·분석

<PAT로 얻어진 단변량 데이터>

<공정 모니터링>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1. 연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

최소 3개의 연속적인 로트에 대한 공정검증을 진행한 방법인 전통적 공정검증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공정을 제어하고 공정
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정 성능 증명에 타당성을 갖는 방법

-

전통적 공정검증의 접근 방식은 미리 설계된 조건에서 최종 생산된 배치에서 공정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므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제품 품질 결함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속적 공정검증은 제조 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공정 검증에 대한 대체 접근
방식임. 각 생산 배치에 대하여 CQA 및 CPP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정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이용하여 공정 제어 전략을 수립

<전통적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통계적 공정제어 단계>

측정방법결정

Cp, Cpk 계산 및
공정 평가

통계적 도구 활용

안정
관리상태 식별
데이터 수집

연속적 공정
모니터링

불안정
근본 원인 파악
원인 제거 및 수정

측정 방법 결정 및 데이터 수집
-

위의 그림은 통계적 공정제어의 개략적 순서를 단계적으로 제시

-

통계적 공정 제어를 위해 데이터수집방법과 측정빈도를 결정함. 가변성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 온도, 시간, 거리, 무게와
같은 연속 척도의 측정에서 비롯되며, 속성에 관한 데이터는 양호/불량, 불량률 혹은 100개당 불량 수 와 같은 불연속
적인 구분을 기반으로 측정

-

또한 데이터 수집 시, 현행 FDA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CQAs와 국내 사정과 현황에 맞춰 반제품주요품질특성을 지속적
으로 제어하는 데 중점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통계적 공정제어 단계>

측정방법결정

Cp, Cpk 계산 및
공정 평가

통계적 도구 활용

안정
데이터 수집

관리상태 식별

연속적 공정
모니터링

불안정
근본 원인 파악
원인 제거 및 수정
통계적 도구 활용
-

통계적 품질관리란 통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기술
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과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기초로 한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여 품질을 관
리

-

이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품질 결함을 식별하고 공정 성능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완제품 결함발생률이 낮
아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므로 의약품 생산 비용 절감에 효과적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

연속적 공정검증에 적용하여 연속적 공정검증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집된 품질특성, 공정 변수의 데이터를 통해 주요품
질특성, 반제품 품질특성 및 주요공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

-

간단한 그림 및 표로 표시하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쉽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아래의 그림에 제시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통계적 공정제어 단계>

측정방법결정

Cp, Cpk 계산 및
공정 평가

통계적 도구 활용

안정
데이터 수집

관리상태 식별

연속적 공정
모니터링

불안정
근본 원인 파악
원인 제거 및 수정
관리상태 식별
-

많은 통계적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공정성능과 공정변동을 감지하고 특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

-

성공적인 공정검증은 변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변동의 유무 및 정도를 감지해야 하며 공정 변동이 궁극적으로 제품 속성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정 및 제품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변동을 제어

-

공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 뒤 공정평가를 진행하거나 근
본적인 원인 파악 후 바로 제거조치를 취하여 공정평가 진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측정방법결정

Cp, Cpk 계산 및
공정 평가

통계적 도구 활용

안정
데이터 수집

연속적 공정
모니터링

관리상태 식별

불안정
Cp, Cpk 계산 및 공정 평가
-

근본 원인 파악
원인 제거 및 수정

공정능력(Cp; Process capacity)는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을 때 공정의 관리 한계와 비교하여 공정이 수행하는 능력이
얼마인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 즉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변동성이 얼마정도 인가를 나타내는 값임.

-

공정능력지수, Cpk값은 규격공차에 대비한 공정 산포 크기에 대한 비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이 클수록 공정능력이 좋
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Cp값은 치우침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실제의 공정에서는 치우침이 발생하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한 값인 Cpk 값이 있음.

-

아래의 식에서 UCL(관리상한)과 LCL(관리하한) 설정 기준은 공정서나 규격서에 존재하는 기준을 활용하거나 자사 규
격을 통해 설정함.
𝑈𝐶𝐿 − 𝐿𝐶𝐿 공정에서 허용되는 산포
𝐶𝑝 =
=
6𝜎
실제 공정 산포
•

UCL: Upper control limit(관리상한)

•

LCL: Lower control limit(관리하한)

•

𝜎 : 표준 편차

< Cp값의 계산 >

𝐶𝑝𝑘 = 1 − 𝑘 𝐶𝑝

𝑘=

ഥ)
(𝑇−X
(𝑈𝐶𝐿−𝐿𝐶𝐿)/2

•

T: 규격의 중심값, 목표값

•

ഥ
X: 공정의 실제 평균값

•

UCL: Upper control limit(관리상한)

•

LCL: Lower control limit(관리하한)

< Cpk값의 계산 >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이론 정리
-

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완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공정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관계의 유의미함을 정의하며 관리

-

다변량 통계적 분석방법의 종류
1) 상관분석(CA; Correlation analysis)

2)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3) 주성분 회귀분석(PCR;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4) 부분 최소 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
5) 다중회귀선형분석(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1.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 분석 기술 활용방법 제시
-

공정분석기술(PAT;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은 최종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 및 공정 중 물질 및
공정의 중요품질 및 성능속성에 대한 시기 적절한 측정을 통해 제조를 설계, 분석 및 제어하는 시스템

-

공정분석기술의 목표는 사전에 정의된 품질을 일관되게 보장하는 공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

공정분석기술은 목표로 하는 최적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 단위 공정의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여 공정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접근방식

-

이 방법은 제품 품질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장점
• On-line, in-line, at-line 측정을 이용하여 제조공정의 생산주기 단축
• 작업자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공정 자동화의 실현
• 공정 스케일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1.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 분석 기술 활용방법 제시
-

FDA에서 2004년 제시한 ‘Guidance for industry: PAT’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을 개발하고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하는 PAT 도구를 아래와 같이 분류
✓
✓
✓

✓
✓

,

✓

✓

✓

< PAT 도구 >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1.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 분석 기술 활용방법 제시
-

데이터를 얻기 위해 분석기기의 배치, 특히 프로브/센서 헤드의 배치등 수집방법(인라인, 온라인, 앳라인 배치)을 고려해야
함. 뿐만 아니라 샘플의 물성에 따라 공정분석기술 선택과 프로브 배치를 고려

-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공정 시뮬레이션을 이용 함. 잘 배치 된 PAT 센서 및 프로브는 효율적인 제어 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실시간 공정분석 가능

-

샘플링 빈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공정에 따라 결정 하며 공정분석기술의 선택에 따라 빛과 물질의 복잡한 물리적 상호
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형의 구성 요소의 분해 유발 가능성 등 측정 기술의 물리적 원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의도 된
용도에 맞게 측정 방법을 최적화
오프라인

인라인
온라인

< 분석기기 배치방법 개략도 >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1.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 분석 기술 활용방법 제시
-

NIR, FT-IR, Raman과 같은 분광분석기를 이용하거나 CCD(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를 이용한 공정 분석, 교반
소비전력 계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

-

제약 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위 제조 공정인 혼합, 습식과립화, 건식과립화, 건조, 분쇄, 코팅, 타정, 포장 공정 등에
공정분석기술이 적용 가능함. 또한 제약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정분석기술을 확인하고 그 원리에 대하여 제시

공정

측정 가능한 품질특성

주로 사용되는 PAT 도구

혼합

혼합 균일성 등

NIR, Raman 등

습식과립화

수분 함량, 혼합 균일성, 입도분포, 입자 모양, 습윤분말의 유동특성 등

NIR, 전력소비, CCD, FBRM 등

건식과립화

리본의 밀도, 다공성, 인장강도, 과립의 입도분포 등

NIR, Raman, 음향 방출(Acoustic Emission) 등

건조

수분 함량

NIR, Raman 등

분쇄

입자 분포,입자 크기, 입자 모양 등

NIR,FBRM, Dynamic image 등

코팅

원료의 정량분석, 코팅 두께

NIR, Raman 등

타정

정제 표면의 sticking 및 capping과 같은 타정 문제 식별

NIR, Raman, CCD 등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

공정분석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주로 다변량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

공정분석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 및 공정 분석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통계학적, 수학적 처리를 통해 중요한
물리화학적 정보를 추출

-

아래의 흐름도는 PAT로 수집된 데이터의 다변량 통계적 관리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흐름도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

공정분석기술(PAT;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품질특성에 대한 Reference 측정방법을 결정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

무작위 함수를 이용한 실험 설계는 PAT 교정 모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간주됨. 잡음 요인에 의한
영향을 없애 선택한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음.

-

실험순서를 무작위화 하여 인자 간 혹은 인자의 수준 간의 차이를 독립적으로 구분

-

분석하고자 하는 검체의 물성과 관련된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고, 무작위함수를 적용하여 범위 내 무작위로
배정된 수를 얻을 수 있음

-

교정 모델을 개발하기위해서 최소의 실험데이터로 최대의 정보를 얻는데 실험 설계가 유용함

<혼합물 실험설계에 사용된 무작위 함수 예시>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 무작위 함수로 실험을 설계한 후,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얻어진 데이터
스펙트럼은 공정분석기술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에서 수집되며 이는 공정 중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
- 수집된 데이터를 Raw Data라고 하며, 수학적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교정된 교정데이터 및 교정모델은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학적 통계방법을 이용한 식별기준을 이용
- 아래의 그림은 공정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스펙트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적합한 교정모델을 형성하기까지의
데이터 분석 과정 제시

<데이터 분석 과정>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 실험 조건 및 환경으로 인해 스펙트럼과 간섭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수집된 데이터 스펙트럼은 샘플 품질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스펙트럼의 오류를 일으켜 샘플의 품질 측정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펙트럼 전처리가
필요
- 스펙트럼 전처리는 주로 SNV(Standard Normal Variate),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1차 및 2차 미분
등을 사용하여 경우에 따라 독자적이거나 조합하여 수행되며, 전처리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RMSEC,RMSEP
등의 수학적 통계방법을 사용
- 각각의 전처리 방법에 대한 특징은 다음 페이지에 요약하였으며, 이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

<데이터 분석 과정>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스펙트럼 전처리

정의

특징

SNV
(Standard Normal
Variate)

표준화한 정규분포를 이용하
며 광 산란으로 인한 스펙트
럼의 가산 및 곱셈 효과를 제
거

〮전처리 후 스펙트럼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 됨.
〮전처리 범위를 전체 파장 범위로 선
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신호 대
잡음비 감소

MSC
(Multiplicative Signal
Correction)

선형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
며 광의 산란으로 인한 스펙
트럼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제거하여 스펙트럼의 편차를
줄임

〮주로 고체시료의 비균일성으로 인한
재현성 감소 개선을 위해 활용
〮SNV와 유사한 방법이지만 MSC는
참조값 데이터를 함께 적용

1차 및 2차 미분

연속된 두 점 간의 간격 거리
를 미분하여 해상도를 향상
시키며, 기준선 및 기울기 변
화를 제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SNV와 조합
하여 사용(효율적인 산란효과제거)
〮잡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잡음이
많은 Raw 데이터의 정량분석에 좋
지 않음.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예시 그림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 전처리 된 교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정 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평균 제곱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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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식별
- 평균 제 곱 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는 평균 제 곱 근 편차 (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라고도 하며,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값의 차이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척도로서
정밀도를 표현하는데 활용

<데이터 분석 과정>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2.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활용 방법 제시
수학적 방법 도구
RMSEC
(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교정 오류 측정을 통해 데이터와 교
정 모델 사이의 적합도를 측정함.

RMSECV
(Root mean square
error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
RMSEP
(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

R2
(R-square)

식별 판정 공식

정의

𝑅𝑀𝑆𝐸𝐶 =

식별 판정기준

σ𝑛𝑖=1(𝑦𝑐𝑎𝑙 − 𝑦𝑎𝑐𝑡 )2
𝑛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교차 검증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 현재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미
래 샘플데이터 예측 가능함.

𝑅𝑀𝑆𝐸𝐶𝑉 =

예측 오류를 나타내며 참조값과 예측
값을 비교함. 다변량 교정 모델의 예
측능력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
로 사용됨.

𝑅𝑀𝑆𝐸𝑃 =

σ𝑛𝑖=1(𝑦𝑝𝑟𝑒𝑑 − 𝑦𝑎𝑐𝑡 )2
𝑛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회귀 모델로 설명되는 예측능력을 나
타냄. 값은 0에서 1사이에 있음.

𝑅2 = 1 −

σ𝑛𝑖=1(𝑦𝑐𝑎𝑙 − 𝑦𝑎𝑐𝑡 )2
σ𝑛𝑖=1(𝑦𝑐𝑎𝑙 − 𝑦𝑚𝑒𝑎𝑛 )2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σ𝑛𝑖=1(𝑦𝑝𝑟𝑒𝑑 − 𝑦𝑎𝑐𝑡 )2
𝑛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함.

* ypred:예측값 ymean:참조값의 평균 ycal:교정값 yact:참조값
1. 시료 및 공정
특성 파악

2. 실험 설계

3. 데이터 수집

4. 교정 데이터
검토 및 선택

5. 교정 및 식별
기준 선정

6. 분석 수행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3. 공정분석기술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적용 사례 분석
❖공정별 사례분석 목차
공정

제형 및 세부 공정

주로 사용되는 PAT 도구

측정 가능한 품질특성

정제

- NIR,FT-NIR
- Raman

- API 함량, 농도
- 혼합균일성

유제

- Raman, FT Raman

- API 함량, 농도
- 혼합균일성

시럽제

- NIR,FT-NIR

- API함량, 농도
- 탄수화물의 양

현탁제

- Raman, FT Raman

- API 함량, 농도
- 혼합균일성

연고제

- Raman, FT Raman

- API 함량, 농도
- 입자크기분포

캡슐제

- NIR,FT-NIR
- Raman, FT Raman

- API 함량, 농도
- 혼합균일성

과립

-

-

- 입도 크기, 분포
- 수분함량
- 과립 형태

건조

- 동결 건조 공정

- NIR,FT-NIR
- Raman, FT Raman

- 입자 형태
- 수분함량

분쇄

정제

- NIR
- Dynamic image analysis
- Particle size analysis

- 입자크기,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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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균일성
API 함량
코팅 두께
수분함량

- 경도
- API함량,농도
- 함량균일성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론 제시
3. 공정분석기술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적용 사례 분석
❖혼합 공정
제형

정제

PAT 장비

품질특성

다변량 통계도구

수학적 전처리 방법

참고문헌명

연도

NIR

- 혼합균일성

PCA

SNV, 2nd derivative

Monitoring powder blending by NIR spectroscopy

NIR

- 혼합균일성

PCA

2nd derivative

Near-infrared spectroscopic characterization of
1996
pharmaceutical powder blends
Automated system for the on-line monitoring of
powder blending processes using near-infrared
1998
spectroscopy. Part II. Qualitative approaches to
blend evaluation

1995

NIR

- 혼합균일성

PCA

SNV, 2nd derivative

NIR

- 함량
- 함량균일성
- 입도 분포

PCA

MSC, SNV, , 2nd deriv Near-Infrared Spectroscopy and Imaging for the M
2001
ative
onitoring of Powder Blend Homogeneity

NIR

- 함량균일성

PLS

Process characterization of powder blending by ne
RMSECV, RMSEC, 2n
ar infrared spectroscopy: blend end-points and bey 2008
d Derivative
ond

NIR, Raman

- 함량균일성

PCA

RMSECV

PLS-DA

SNV,
MSC,
derivative

NIR

- 혼합균일성

Raman spectroscopy as a process analytical techn
ology (PAT) tool for the in-line monitoring and unde 2008
rstanding of a powder blending process
Near
InfraRed
Spectroscopy
homogeneity
2nd evaluation of complex powder blends in a small2009
scale pharmaceutical preformulation process, a
real-life application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1.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 real time monitoring
- quality prediction
- continuous &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QbD 접근 방식에서의 지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PAT 적용>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1.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

QbD 예시 모델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유형을 입증된 허용범위 (Proven acceptable range, PAR) 를 확립하는
방법, 공정 내 품질특성(In-process control; IPC)을 관리하는 방법,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을 이용하여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함.

-

공정분석기술은 공정 내 품질특성을 관리하는 대체 방법이 될 수 있음.
련
실험 통해 얻 진
특성 일 되게 조되 록 확립된
(Design space)를 통해 확립됨.

입증된 허용범위
(Proven acceptable range;
PAR)

에대

해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품
의 범 로 의되며 로
간

조절하기 하여 조과 중 실 하는 모든 험, 점검,
각 배치마 샘플링 필 함. 험방법과 기준 확립되 야 함.

공정 내 품질특성
(In-process control; IPC)

공정분석기술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NIR, Raman 등의
실 간으로
반 품

말함.

기술
용하여 in-line, at-line, on-line의 방
모니 링 가능함 방법임.

< QbD 예시모델에서 사용된 공정 관리 방안의 유형 3가지>

으로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1.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

QbD 도입 이후 예시자료로 제시한 <Sakura bloom tablet>의 품질평가자료 요약(Quality overall summary, QOS)을 제시

-

원하는 완제 품 의 QTPP를 만족하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해 공정분석기술 도구인 FBRM(Focused beam reflectance
measurements)을 사용하여 과립화 공정 중 핵심물질특성인 과립입자크기 모니터링을 진행

-

과립화 후 목표 입자 크기는 용출률이 약 90%가 되도록 설정한 설계공간에서 과립입자크기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분무속도(Spray rate)를 연속공정검증을 통해 과립입자크기가 90-210𝜇𝑚 내에 존재하도록 제어함. 즉, 입자크기가
프로파일보다 크면 분무속도가 감소하고 작으면 분무속도가 증가

-

핵심물질특성인 함량균일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넓은 범위 내에서 PAR이 보장되며,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과립의 분리를
적절하게 제어 가능

Equipment

FBRM C35

Position of the sensor

Side panel of the container
of the fluid bed granulator

Diameter of the
measurement probe

35mm

Masurement interval

5s

<유동층 과립기에 FBRM을 통한 PAT 적용>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1.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제조공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

타정 공정 중 공정분석기술 도구인 NIR 장비를 사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공정검증을 진행

-

타정시 NIR장비를 통해 코팅되지 않은 정제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핵심공정변수인 타정 시 회전속도에 대한 허용범위를
설정하여 FMEA에서의 위험발생확률을 감소시키고 검출 가능성을 향상

-

원료의약품의 농도와 정제 중량에서 산출된 원료의약품 함량 값이 각각 90-110%의 범위를 벗어나면 타정 시 회전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3개의 다른 정제와 위약 정제를 사용하여 NIR 스펙트럼을 얻은 다음 2차미분으로 스펙트럼 전처리 진행 후 밸리데이션을 진행

-

자동 샘플링으로 주기적으로 측정된 평균 중량 정보를 이용하여 충전된 혼합 분말의 양과 압력을 제어하고 타정기에 피드백하는
보정 시스템을 사용

Measuring method

Diffuse transmittance method

Light source

High intensity NIR

Detector

InGaAs

Scan

A range of 12,500 to 3,600 𝑐𝑚−1

Number of scan,
Resolution power

64 times, 8𝑐𝑚−1

Analysis method

Partial Least Squares(PLS)

<타정공정에서 NIR을 이용한 PAT적용>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2.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공정분석기술의 적용 방안 제시
-

“2018 QbD 적용 모델 - K 정제”에서 제시된 타정공정에서 핵심품질특성인 함량과 함량균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를
평가

-

생산 규모의 확대로 혼합물이 타정기 상단의 호퍼(hopper)를 통과하여 패들이 장착된 분말공급기(feeder)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분리(segregation)현상으로 인한 함량불균일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른 최종 완제의약품의 함량과 제제 균일성에 대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근적외선 기반의 공정분석기술을 적용하여 분말공급기 내로 공급되는 혼합물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그러나 K 나정의 품질관리 전략에서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인 핵심 품질 특성 관리전략은 PAR을 통한 공정검증을 진행

-

핵심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인 타정압과 타정속도가 핵심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공정분석기술 도입이 필요

< 타정 공정 위험성 평가>

< 타정기 feeder 내부 근적외선 공정분석기술 설치 모식도>

< 타정 공정 품질관리 전략>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2. QbD 예시모델을 이용한 공정분석기술의 적용 방안 제시
-

“2019 QbD 적용 모델 – 동결건조주사제”에서 제시된 동결건조공정에서 근적외선분광법과 Raman분광법을 이용하여
동결건조 시료의 수분 및 주성분 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

-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3번씩 측정한 11000-6000𝑐𝑚−1 , 11000-9230 𝑐𝑚−1 , 9230-6000 𝑐𝑚−1 영역대의 15개의
스펙트럼으로 정량모델을 수립

-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바탕선과 흡광도가 낮아지고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바탕선과 흡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동결건조 시료에 수분이 많이 포함될 수록 흡수된 빛이 검출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도달하여 바탕선이 올라가는 현상

-

이를 통해 측정된 값과 HPLC법을 참조방법으로 사용하여 정량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수행함. 각
스펙트럼을 1차미분과 SNV로 전처리 하였으며 각 정량 모델 조건은 근적외선 분광법 이용시 1차미분 방법이 최적의 조건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남

< 동결건조공정에 적용한 PAT 장비 모식도>

< 각 영역 별 1차미분 전처리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 1차미분 전처리 방법을 이용한 정량모델의 검량선>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 제시
1. 지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방안 제시
‒ 지속적 공정검증(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은 공정 검증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3단계 공정 검증
단계에서 공정이 제어상태로 유지된다는 지속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이탈을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공정 성능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및 평가를 준수하면 원치 않는 공정의 변동성을 감지
‒ 제품 전주기에 걸쳐 핵심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추세, 교정 및 예방조치(CAPA;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와 같은 활동이 포함
‒ 리콜, 반품, 회수된 의약품 검토 및 조사를 포함하며 공정 성능을 평가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문제를 수정, 예측 및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

Stage 1
공정 설계
(Process design)
전통적 공정검증

Stage 2

(Traditional process validation)

지속적인 개선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Continuous improvement)

(Process verification)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하이브리드 접근법

Stage 3
지속적 공정검증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공정 밸리데이션의 단계>

(Hybrid approach)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 제시
1. 지속적 공정검증 기본 이론 정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방안 제시
‒ 지속적 공정 검증(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과 연속적 공정 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은
일반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아래의 표에 나누어 설명
‒ 즉, 공정이 재현 가능하고 고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속적
공정 검증이 필요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공정 제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공정 검증이 필요
‒ 지속적 공정 검증은 크게 A, B 두 단계로 나뉘며, 전통적 공정검증, 연속적 공정검증, 하이브리드 공정 검증 모두
사용
‒ A단계는 CPV의 초기 단기 단계로, 30개 배치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통계적 관리 한계를 설정하고 매개변수를
검토하고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진행함. 특히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권장
‒ B단계는 CPV의 장기 단계로, 통계적 공정 제어(SPC)를 사용하여 변동 및 추세를 이해하고 공정 중 개선할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진행

지속적 공정 검증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시판 제품의 제조 중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

연속적 공정 검증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제조공정의 성능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공정밸리데이션의 대안 접근법

<지속적 공정 검증 vs 연속적 공정 검증>

연구요약
 연속적/지속적 공정검증을 이용한 의약품 QbD 관리전략 수립 방법 및 구축 연구

-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이론 및 통계적 품질관리 기본 개념

- 연속적 공정검증을 위한 공정분석기술(PAT) 및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 도구 등의 방법
론 제시
- 위험관리 기반으로 제조공정 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안 및 사례
제시
- 제품 전주기 동안의 공정검증을 위한 방안 제시: 지속적 공정검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