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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개요

평가 대상

평가 방법

• 원료의약품: 합성, 보관 중 발생 가능한 실제 및 잠재 불순물
√ 합성불순물
- 실제불순물: 원료의약품 중 Q3A에 정의된 구조 확인 수준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불순물
- 잠재불순물: 출발물질, 시약, 합성 중간체, 반응부산물
√ 분해 생성물
- 실제불순물: 허가 신청된 보관 및 포장 조건에서 Q3A에
정의된 구조확인 수준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불순물
- 잠재불순물: 장기 보존 조건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불순물
• 완제의약품: 제조, 보관 중 발생 가능한 실제 및 잠재 불순물

허용기준

품질 관리
전략

√ 분해 생성물
- 실제불순물: 허가 신청된 보관 및 포장 조건에서 Q3B에
정의된 구조 확인 수준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불순물
- 잠재불순물: 장기 보존 조건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불순물

1.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개요

평가 대상
1) 유전독성 데이터 베이스 및 문헌조사

평가 방법

2)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AR) 예측 평가
3) In vitro(Ames test) 또는 In vivo 시험결과
√ 불순물을 분리, 정제하여 시험
√ In vivo 시험은 transgenic mutation assays 등 5가지 방법 제시

허용기준

품질 관리
전략

1.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개요
1) 유전독성 데이터 베이스 및 문헌조사

평가 대상

평가 방법

허용기준

조사 결과

분류

관리 기준

발암성 및 변이원성이 확인된 물질

Class 1

≤ compound-specific limit
독성시험 결과에 근거한 물질별
관리기준 설정

발암성은 미확인, 변이원성은 확인된 물질
(Ames 양성, 발암성 시험 결과 없음)

Class 2

≤ appropriate TTC

2)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AR) 예측 평가
예측 결과

분류

관리 기준

변이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
(Structure alert) 있음

Class 3

변이원성 물질에 준해서 관리
≤ appropriate TTC

주성분과 관련 없는 structure alert,
변이원성에 대한 데이터 없음
변이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
(Structure alert) 있음

품질 관리
전략

변이원성 확인 시험 (Ames test )
(변이원성 확인되면 Class 2
변이원성 없으면 Class 5)
Class 4

ICH Q3A/B에 따른 관리기준
설정

Class 5

ICH Q3A/B에 따른 관리기준
설정

주성분/합성 중간체 등과 동일한
structure alert_실험을 통해 주성분/합성
중간체 변이원성 없음을 확인
변이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 없음
또는 경고구조 있으나, 변이원성/발암성
없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데이터 있음

1.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개요
•

관리방안 1
√ 원료의약품 규격에 불순물 기준 설정

평가 대상

평가 방법

•

관리방안 2
√ 원료의약품 규격에 불순물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나,
출발물질, 중간체, 공정 중 관리에서 적합기준을
acceptance criteria 이내에서 관리
√ 원료의약품에서 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

•

관리방안 3
√ 원료의약품 규격에 불순물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나,
출발물질, 중간체, 공정 중 관리에서 적합기준을
acceptance criteria 이상에서 관리
√ 기준 설정 근거로서 불순물의 fate and purge data 및
지속적으로 원료의약품 기준 이내임을 확인 (spiking study 등)

허용기준
•

품질 관리
전략

관리방안 4
√ 원료의약품 규격에 불순물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
√ 최종 원료의약품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제조공정 파라메타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2. 발암성과 변이원성이 확인된 물질의 허용 기준
(Compound-specific Acceptance Intakes)
• 계산방법: TD50으로부터 선형 외삽의 예 (에틸렌 옥사이드)
TD50

데이타베이스 조사 결과 TD50

종양발생률이 50%가 되는 용량
발암 위해 확률이 1:2 인 것과 동일

랫트: 21.3mg/kg body weight/day
마우스: 63.7mg/kg body weight/day

100,000:1 의 비율로 종양을
일으키는 용량

사람에 대한 1일 총 용량 계산

21.3mg/kg body weight/day ÷ 50,000
= 0.42ug/kg

0.42ug/kg/day x 50 kg body weight
= 21.3ug/person/day

(사람 무게 50kg 으로 계산)

평생에 걸친 에틸렌 옥사이드의 1일 당 섭취량 21.3ug은 이론상 발암 위해 10-5 에 해당하며,
원료의약품 중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우의 섭취 허용량 (허용 한도)

제조에 자주 사용하는 물질(14종)에
대한 섭취허용량 정보 제공을 위해
부록 추가

제조에 자주 사용하는 물질(14종)에 대한 섭취허용량 정보
1) Acceptable Intakes 제시된 14종 분류
•
•
•
•

TD50에서 선형 외삽
역치 기반 PDE
내인성 및 환경 노출
기타

2) Acceptable Intakes 설정 시 고려사항
•
•

인체 노출 가능성
변이원성/유전독성, 발암성, 발암성 작용기전
* 발암성 연구의 동물/용량군, 기간/노출, 대조군, 용량, 민감한 종양부위, TD50 수치 등 포함

•
•
•

규제 한계, 알려진 한계
섭취허용량 (섭취 허용량 계산을 위한 시험선정 근거, 계산식 등)
참고문헌

3. 유전독성 평가 사례-(Q)SAR 평가
•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AR) 방법을 이용한 유전독성 예측
화학물질의 독성 또는 약리학적 활성 등을 예측
평가항목 중 변이원성 예측 신뢰수준 높음

3. 유전독성 평가 사례-(Q)SAR 평가
• (Q)SAR 방법을 이용한 유전독성 예측
√ 2 종류의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
√ 예측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위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예측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불순물을 분리 정제하여 변이원성 시험을 실시한 후
유전독성 유/무 확정

• 유전독성 예측 결과

Expert rule-based
Statistical-based

• In vitro 확인
QSAR System 1
불순물 1 / 구조

No alert

QSAR System 2
Positive

Ames test
Positive

3. 유전독성 평가 사례-(Q)SAR 평가
• (Q)SAR 예측 결과를 통한 불순물 유전독성 판단 흐름도

• 사례 1. (Q)SAR 수행 후, 전문지식을 통한 최종 판정

중간체 A

(Q)SAR 프로그램 수행

불순물 B

(Q)SAR 프로그램 수행

전문가 경험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통계에 기반한
시스템

전문가 경험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통계에 기반한
시스템

Derek(3.0.1)
음성

Leadscope(1.7)
음성

Derek(3.0.1)
양성

Leadscope(1.7)
음성

전문가 최종 판정
(Q)SAR 예측결과 모두 음성이나, 변이원성이
있는 물질과 유사 적용범위를 가진 물질이므로
양성으로 판정(class 3)

전문가 최종 판정
Ames test 결과는 없으나, Ames test 결과
양성인 2-aminophenol의 구조유사
물질이므로 양성으로 판정(class 3)

• 사례 1. (Q)SAR 수행 후, 전문지식을 통한 최종 판정

출발물질 A

불순물 B

(Q)SAR 프로그램 수행
전문가 경험
규칙에 기반
한 시스템

Derek(3.0.1)
음성

통계 기반한
시스템

통계 기반한
시스템

MultiCASE
(2.4)
음성

Leadscope
(1.5)
양성

전문가 최종 판정
양성결과는 aniline 구조에 기인. aniline은
IARC group 3로 분류되어 발암성이 없으며
동일 경고구조를 가진 원료의약품의 Ames
test 결과 음성(class 4)

(Q)SAR 프로그램 수행
전문가 경험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통계 기반한
시스템

Derek(3.0.1)
음성

Leadscope(1.4)
양성

전문가 최종 판정
동일 경고구조를 가진 유사 구조 물질의
Ames test 결과는 음성임을 근거로
음성 판정(class 5)

• 사례 2. (Q)SAR 수행 후,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실시하여 최종 판정

출발물질 A

(Q)SAR 프로그램 수행
전문가 경험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통계에 기반한
시스템

Derek(3.0.1)
음성

Leadscope(1.7)
음성

(Q)SAR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최종 판정

(Q)SAR 수행 결과 경고구조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동일 경고구조 물질인
불순물의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결과
양성이므로 출발물질 A에 대한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수행 필요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결과

양성
(class 2)

• 사례 2. (Q)SAR 수행 후,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실시하여 최종 판정

출발물질 B

(Q)SAR 프로그램 수행
전문가 경험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통계에 기반한
시스템

Derek(3.0.1)
양성

Leadscope(1.7)
양성

(Q)SAR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Q)SAR 수행 결과 양성이나, 경고구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활성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관리기준을 TTC이하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정제공정 필요하므로 최종 판정을 위한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수행

최종 판정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결과

음성
(class 5)

사전 질의
질의 1
ü

ü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및 제출자료 범위
•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및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되어 있음
(2015.6.25 제정, 2017.10.31 개정)

•

평가방법, 규격설정, 필요한 근거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참조

•

의약품 허가 규정 반영 시 업계의견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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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의
질의 2
üClass 1 변 이 원 성 물 질 인 경 우 발 암 정 보 에 따 라 계 산 방 식 이 달 라 집 니 다 .
1) 용량 반응 곡선이 선형 또는 2) 비선형이거나 실행역치(threshold)가 있는 경우
ü(질문1) 발암성 물질에 대한 섭취허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ü(질문2) 독성연구 결과가 다양하여 각 문헌의 TD50 수치가 각각 다른 경우,
섭취허용량 계산에 사용되는 TD50의 선정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변이원성 작용기전 가능성이 있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섭취 허용량에 사용되는 1차
방법은 암발생 추정치인 TD50으로부터 선형 외삽하여 계산하며,
역치 작용기전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1일 노출 허용량(PDE)를 통해
섭취허용량 산출
• 독성 자료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2017.10)’ 부록 3을 참조하며, 독성 연구자료에 사용된
동물/용량군, 기간/노출일, 대조군, 민감한 종양 부위, TD50 수치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섭취허용량을 계산하였음
* 부록 3: 화합물 특이적 섭취 허용량 산출 시 ICH M7 가이드라인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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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의
질의 3
ü (Q)SAR 예측 시 양성, 상충된 결과, 예측된 결과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입증 근거를 제시하고 최종 결론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전문가 지식에
기초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가의 지식에 해당되는 범주를
알 수 있나요?

•

전문가 지식은 변이원성에 관한 컴퓨터를 활용한 모델 예측의 정확성을
기존 데이터, 기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일반화한 용어이며,
독성시험 기관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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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의
질의 4
ü 의약품 불순물의 변이원성과 유전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 내, 외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가능한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in vitro 시험: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In vivo 시험: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2017.10)에서는 5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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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의
질의 5

ü

유전독성 유연물질이 매우 불안정하여 LC, GC, TLC 등으로 분석이
매우 어렵고 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지닐 경우에 기준 미설정을 위하여
불검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

원칙적으로 유연물질 분석이 매우 어렵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불검출
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기준 미설정 가능

•

제조공정에서 유연물질이 분해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입증되며,
제조공정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불검출 자료 미제출에 대해 검토 가능
* 품질관리전략 관리방안 4의 예시
Thionyl chloride : highly reactive compound, mutagenic, 물과 반응 시 즉시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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