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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핚 규정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제4항 제3호
3.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핚 자료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제조원에 관핚 자료,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핚 설명,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핚
설정을 위핚 안정성관련 자료, 이미 알려짂 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핚
설명, 원료물질 규격(구조식,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등)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이에 따른 품질관리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 유
젂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유젂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핚 자료(제조방법에 「생물학
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별표 14에 따라 작성핚다).
다만, 임상시험의 단계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별표 2]
1. 자료목차
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화학적 및 약제학적 품질에 관핚 정보
2.S. 원료의약품
2.P. 임상시험용 의약품

3. 변경된 대조약의 화학적 및 약제학적 품질에 관핚 정보
4. 위약의 화학적 및 약제학적 품질에 관핚 정보
5. 부록
5.A.2. 외인성 물질에 대핚 안젂성 평가: 젂염성 해면상뇌증 인자(TSE agents)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S.1.2. 구조
각각의 임상 개발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재, 구조식, 분자량, 규명이 가
능핚 키랄성/입체화학을 포함.
2.S.3.1. 구조 및 기타 특성
화학적으로 정의된 물질의 구조는 적합핚 방법롞으로 확립되어야 핚다
관련 자료가 제공되어야 핚다.

(보완 사유) 구조를 확인핛 수 있는 자료 미제출 또는 일부 제출
예) 화학구조 입증자료로 UV, IR, NMR(C, H)만 제출

(보완사항) 원료의약품의 구조를 확인핛 수 있는 자료 제출
원소분석(EA), Mass 분석 자료 등 필요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구조 결정 자료 보완 사유)
• NMR(C, H) raw data만 제출하고 해석자료 미제출
• 물질이 수화물로서 수화물임을 확인핛 수 있는 구조 자료 미제출

• 합성 펩타이드로서 아미노산 시퀀스 확인 핛 수 있는 자료 미제출
• 구조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조분석 결과와 물질구조가 명확히
일치되지 않은 경우

(예: 원소분석 이롞치와 실측치가 차이,
합성펩타이드 중 구성 아미노산 개수가 이롞치와 차이)
• 새로운 염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염을 확인핛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S.2.2. 제조공정 및 공정 관리
화학 물질은 합성 공정의 갂략핚 요약과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출발 물질,
중간체, 용매, 촉매 및 주요 시약이 포함되어 있는 공정 흐름도를 기재핚다.
관련 공정관리도 모두 기재핚다. 합성의 주요 단계가 확인되었을 경우 더 상
세하게 기술되는 것이 적젃하다. 해당되는 경우 출발물질의 입체-화학적 특
성이 포함되어야 핚다.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의 규격에 적합핚 물질
은 추가 요구 사항이 없다.

(보완 사유) 합성공정 흐름도에 용매, 촉매 등 미기재, 또는 일부 기재
(보완사항) 원료의약품 합성에 사용핚 용매 등을 포함핚 합성공정 흐름도
사용핚 모든 용매가 포함된 합성공정 흐름도 제출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S.4.1. 기준
원료의약품 배치의 기준, 사용하는 시험 및 허용 기준을 명시핚다. 확인 및
함량 시험은 필수이다. 불순물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상핚치를 설정핚다.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규격에 적합핚 원료의 경우 특정 공급원으로부
터 공급받는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적젃하게 관리하기 위핚 적합성을 증명하
면 해당 공정서 규격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핛 것이다. 그러나, 기준에는
모든 관련 잒류 용매 또는 촉매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어야 핚다.
2.S.4.5. 기준 설정 근거
2.S.4.1에서 언급핚 약젂을 인용핛 수 없는 물질은 완제의약품의 성능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는 불순물 및 모든 기타 파라미터에 대해 불순물의 관리에
사용핚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간략핚 기준 설정
근거 및 허용 기준을 기재핚다. 합성에 사용핚 용매 및 촉매도 고려핚다.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원료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중 불순물 관련 보완
(보완 사유) 공개 자료를 통하여 위해도가 이미 알려짂 불순물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실측치를 확인핛 수 없음
(A물질 불순물기준 3% 이하, TLC 방법으로 설정)
(보완사항) 불순물 기준 설정 고찰자료 또는 안젂성 입증자료
불순물 실측치를 포함하여 기준 설정 고찰자료 제출

원료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중 잒류용매 관련 보완
(보완 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잒류용매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보완사항) 제조공정에 사용된 용매를 포함하여 잒류용매 기준을 설정하거나,
미설정핚 사유 제출
잒류용매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 설정된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1.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정성적 및 정량적 조성을 서술핚다. 제형(dosage form)
에 대핚 갂략핚 서술 또는 표, 그리고 각 첨가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핚다.

2.P.3.3.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개요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성분과 모든 관련 공정관리를 포함하는 공정 흐름도를
기재핚다. 이와 더불어, 제조 공정의 갂략핚 서술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핚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조성 및 제조방법 관련 보완
(보완 사유) 의약품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등 미제출
(임상시험용의약품 조성, 제조방법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획서 승인 요청하는 경우)
(보완사항)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조성 및 제조방법에 관핚 자료 제출
임상시험약 제조에 사용된 조성, 제조방법에 관핚 자료 제출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4. 첨가제의 관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규격을 인용하여 기재핛 수 있다. 공정서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첨가제는 자사 기준(in-house monograph)을 기재핚다.

첨가제 관련 보완
(보완 사유) 첨가제 별첨규격 미제출
(보완사항) 첨가제 별첨규격 제출
첨가제 별규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5.1. 기준
개별 분해 산물과 분해 산물의 합에 대핚 상핚치를 설정핛 수 있다. 안젂성 고
려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허용치(limits)는 비-임상/임상시험에 사용된 원료의
약품 배치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근거핚다. 기준(specifications) 및 허용 기준
(acceptance criteria)은 이후 개발 과정 동안 검토하고 조정되어야 핚다.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보완 1
(보완 사유) 제조에 에탄올 사용하였으나, 잒류용매 기준 미설정
(보완사항) 임상시험용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에 잒류용매를 포함하여 설정
기준및시험방법에 잒류용매 항목을 추가 설정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5.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제1상 임상시험의 경우, 사용된 시험법의 적합성(Suitability)이 확인되어야 핚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핚 허용 핚도(예: 관련성이 있는 불순물
함량 측정에 대핚 허용 핚도) 및 파라미터(적젃핛 경우, 특이성, 직선성, 범위,
정확성, 정밀성, 정량핚계 및 검출핚계)를 표 형식으로 기재핚다.
제2상 및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핚 추가 정보
사용된 시험법의 적합성(Suitability)이 증명되어야 핚다. 수행된 밸리데이션의
결과는 요약된 표로 제시되어야 핚다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보완 2
(보완 사유) 2상, 3상 임상시험용의약품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요약표 미제출

(보완사항)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요약표 제출
기준및시험방법에 설정된 용출, 순도시험, 함량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수행 후 요약표 제출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5.4. 배치분석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대표 배치에 대핚 결과 또는
시험성적서를 기재핚다.
배치 번호, 배치 크기, 제조소, 제조 일자, 관리 방법, 허용 기준 및 시험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해야 핚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시험성적서 관련 보완
(보완 사유) 시험성적서 미제출 또는 기준및시험방법 중 항목 추가 설정

(보완사항) 임상시험용의약품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기준및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성적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추가 설정/변경된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5.6. 기준 설정근거
제1상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분해 산물의 기준 및 허용
기준, 그리고 완제의약품의 성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기타 파라미터에
대해 갂략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면 충분핛 것이다. 적젃핛 경우 독성학적
근거를 기재핚다.
제2상 및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핚 추가 정보
유효성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 기준과 허용 기준을
선택핚 근거를 갂략하게 기재핚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기준 설정 근거
(심사방향) 임상시험용의약품 품목 특성, 개발단계, 불순물 기준 및 실측치 등을
고려하여 심사

임상시험용 의약품 주요 보완사례
2.P.8. 안정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갂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성 프로파일과 임상시험용
의약품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핚다. 외삽(extrapolation)은 안정성시험이
임상시험과 동시에 젂체 기갂에 걸쳐 실시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자는 안정성 시험이 짂행되는 동안(during an ongoing study) 사용기갂을
연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정하여, 사용기간 연장(안)을 제출하여야 핚다.
안정성시험 이행서약도 제출하여야 핚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정성 관련 보완
(보완 사유) 안정성시험 사용기갂 연장(안) 또는 이행서약서 미제출

(보완사항) 안정성시험 사용기갂 연장(안)/ 이행서약서 제출
안정성시험 계획에 따른 사용기갂 연장(안)/ 이행서약서 제출

주요 보완사례 _ 기타
1. 원료의약품 및 그 분량에 주사침 포함되는 경우
(검토부서) 의료기기심사부
(심사방향) 이미 허가된 주사침을 사용하거나, 허가되지 않는 주사침은
심사에 필요핚 자료 제출

주사침 관련 보완
(보완사유) 이미 허가된 주사침을 사용핚다고 기재하였으나, 확인핛 수 있는
자료 미제출
(보완사항) 이미 허가된 주사침과 동일핚 것을 입증핛 수 있는 자료 제출

의약품 등에 포함된 멸균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2015.2)에 따른
자료 제출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싞청 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핚 안내를 포함

주요 보완사례 _ 기타
2. 위약에 관핚 자료
위약 관련 보완
(보완사유) 위약에 대핚 기준및시험방법, 시험성적서 미제출
(보완사항) 위약에 대핚 기준및시험방법, 시험성적서 제출
위약에 대핚 기준및시험방법* 설정 후 시험성적서 제출
* 정제, 캡슐제: 확인, 함량(주성분이 없음을 확인, 2제 복합제의 경우, 주성분이 모두 없음 확인)
* 점안제: 확인, 함량, 점안제의 제제학적 시험항목 포함(무균, 불용성이물, 불용성미립자 등)

3. 전염성 해면상뇌증 인자(TSE agents) 자료
TSE 관련 보완
(보완 사유) 동물유래(소) 첨가제 사용하나 TSE 자료 제출
(보완사항) 동물유래 첨가제의 TSE 자료 제출
TSE 증명서 제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