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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품질고도화(QbD)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실험설계 R 프로그램의 활용
이종혁·김주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빅데이터공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

Application of Open Source Based DoE R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QbD
JongHyuk Lee and Joo-Eun Kim*,#
Department of Big Data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ceived August 9, 2019; Revised September 4, 2019; Accepted September 23, 2019)

Abstract To develop Quality by Design based drug, we compared and evaluated the self-made open source based DoE
R program and the Minitab® statistic program, which are used in the Design of Experiments for reasonable experiments
and data reliability. An open source based DoE R program for real-time data accumulation was developed to enable a
design of experiment. Th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in the wet granulation process of telmisartan
potassium tablets were performed by experimental design using two DoE programs. After two statistical programs were
executed, the regression equations, analysis of variance, model optimization, main effects plots, contour plots, response
surface curves, and, design spa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self-made DoE R program and a commercial statistic
Minitab® progra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lope, graph shape, Pvalues, and plot patterns between the two DoE programs.
Keywords Quality by Design (QbD), Design of Experiments (DoE), open source, R program, statistics, telmisartan potassium,
design space

서 론 (Introduction)

실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PIC/S 및 ICH회원국 가입으로 국
6)

제 규정 간 동등성 확보를 위해 QbD제도 도입 및 규제조화가

QbD (Quality by Design,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는 21세기형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GMP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며 전반적인 제약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이며 QbD기술력 및 인력 등의 부재로

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대비하여 제조와 품

인해 QbD적용 기초 단계조차 업계주도 개발이 어려운 현실에

QbD를 실시

직면해 있다. 또한 QbD는 위해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연

하게 되면, 제품의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제조공정 과

구단계 및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

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제조

측·관리하고 위험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품질관리시스

질관리가 융합·일원화된 신개념 패러다임이다.

1,2)

단가를 낮추며, 공정 중 불필요한 장치의 가동을 최소화하여

템으로, 많은 비용 및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규제와 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 등 합리적인 실험을 통해

3)

4)

화가 용이하고 사후승인변경 등의 허가 및 규제사항들에 대한

실험횟수를 줄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즉, 의약품 제조 및 품

QbD에서는 실험설계법(Design of Experiments, DoE)이 활용되고

질관리에 있어 QbD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국제 GMP규

있다. 실험설계법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나 실험에 대하

정에 반영되어 해외규제당국에서는 QbD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여,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해서, 어떤

5)

7)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의 실험횟수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설계방법이다. 현재 QbD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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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개발 중인 국내외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미니탭, DesignExpert, SAS JMP 등과 같은 고가의 해외 상용화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소규모 다품종 영세
274

설계기반품질고도화(QbD)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실험설계 R 프로그램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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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손도(%)=[(w1−w2)/w1]×100,

모로 인해 QbD기반 의약품 도입은 물론이고 실험횟수를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의 구입조차 난색을 표하고

여기서 w1 및 w2는 시험 전후의 50정에 대한 정제 중량이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 사용 및 배포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

용출시험기: 용해 시험은 37±0.5 C에서 용해 매질로서 pH 7.5

의 실험설계 프로그램 활용 방법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0.1에서 900 mL의 20 mM이 수소 칼륨 포스페이트 완충액을 갖

다. 또한 이러한 자체제작한 오픈소스 기반의 실험설계 프로그

는 USP XXXII 용해 장치 II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램 도입을 통해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과 에지 컴퓨팅에 축적된

속도는 75 rpm으로 조정되었다. 정제를 용출시험기(Agilent dis-

o

12)

패들의

제약산업용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실험

solution tester, Santa Clara, CA, USA)에 넣었다. 30분 또는 미

설계 데이터와 제약산업의 개방형 빅데이터를 실험설계 프로그

리 결정된 간격으로, 4 mL을 샘플링하고 필터(0.45 µm)를 통해

램을 통해 모형화를 자동화한다면 실험설계법의 설계공간(Design

여과하였다. 여액 중 텔미사르탄의 농도는 296 nm에서 자외선

space) 영역 확장과 더불어 즉각적 제형설계 및 제조공정 최적

(UV) 분광 광도계(Agilent 8453 UV/visible [Vis] spectrophotom-

9)

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10)

본 연구는 다품목 소량생산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 환경에서

eter,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여 30분의 용출률을 분석
하였다.

QbD 의약품 개발단계 전반에 중점을 두고 각 단계별로 적은 실

HPLC유연물질분석: 텔미사르탄의 불순물 수준은 UV/Vis 검

험량의 실험설계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기반의

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HPLC) 시스템

R프로그램을 실험설계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해외의 고가 상

(Agilent 1200 series, Santa Clara, CA, USA)으로 분석하였다.

용 통계프로그램과의 비교시험을 통해 QbD기반의 DoE에 정확

텔미사르탄의 유연물질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Zorbax SB C18

12,13)

히 적용이 가능한지를 비교 실험하여 명확한 특장점을 확인하

컬럼(50×4.6 mm, 3.5 µm; Agilent Inc., USA)을 고정상으로 사용

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제 제작한 오픈소스 기반의

하였다. 이동상 A 및 B는 각각 4:6 및 2:8 (v/v)의 비의 18 mM

R프로그램 을 실험설계법 및 광범위한 통계적 유의성에 활용

인산이수소암모늄(pH 3.0±0.1):메탄올로 구성하였다. 기울기는

하여 제약산업에 적합한 빅데이터의 기초기술 근거자료 및 제

0% B (0-12분), 0-20% B (12-13분), 20-90% B (13-15분), 90%

약분야의 4차 산업혁명적 기초기반 기술로 확보하고자 한다.

B (15-25분), 90-0% B (25-30분)를 주었고, 칼럼 온도, 검출 파

11)

장, 용리액 유량 및 주입 부피는 각각 35 C, 298 nm, 1.2 mL/min
o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s)
재료 및 시약
Telmisartan potassium (TP)은 화일약품(대한민국)에서 구매하

및 10 µL로 실시하였다. 캘리브레이션 시료를 제조한 후, 이를
32.0-320 µg/mL의 농도로 희석시켰다. 캘리브레이션 곡선은 0.999
의 상관계수로 직선성을 지니며, 정확도와 정밀도의 표준 편차
(SD)는 2% 이내로 실시하였다.

였으며, 안정화제인 산화마그네슘은 토미타의약품(일본)에서 구
매하였다. 염화칼륨은 삼천당화학(대한민국), D-만니톨 스테아르

실험설계 및 적합성 확인

산마그네슘은 머크 KGaA (독일)에서, 미결정셀룰로오스와 염화

제제 및 공정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실

크로스카멜로오스는 JRS Pharma (독일)에서 구입하였다. 크로스

험 설계를 개발하기 전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제 공

포비돈은 바스프사(독일),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는 에보닉(독일)

정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부분은

에서 구입하였다. 기타 시약 및 용제류는 시판 시약급을 사용하였다.

습식과립공정의 최적 제형 공정 및 제형 재료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설계법의 비교를 위해, 상용화 통계프로그램은 Minitab

기기 및 장치
붕해시험기: 정제의 붕해 속도는 정제 붕해 시험기(Pharmatron

소프트웨어(Version 18;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를

DisiTest 20, Aes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붕해시

사용하였고,

험은 6 개의 정제를 붕해시험기에 넣어 미국 약전(USP)에 따라

반의 R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실험설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수행하였다.

사전 예비시험을 통해 Risk assessment방법의 PHA/FMEA를 통

경도측정기: TP 정제의 경도 수준을 경도 시험기(Pharmatron

®

14)

비교실험을 위한 시험프로그램으로 오픈소스 기

해 CMA 및 CPP를 입력(X) 값으로 선택하였다.

15)

그런 다음 출

Model 8M, Aes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제를

력(Y) 값을 X값의 영향을 받는 요인을 최적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의 고정 부분과 가동 부분의 가장자리 사이에 놓고, 경도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연구 그룹이 CMA 및 CPP를 통해 실험 설

킬로폰드(kp)로 측정하였다.

계를 만든 후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DoE의 최적화된 모

마손도측정기: TP 정제의 마손도는 마손도측정기(Pharmatron
FT2 friability tester, Aes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델링을 위해 회귀 방정식과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한 반응
표면 설계 분석 중 중요한 요소만 선택하여 최적화하였다.

16)

그

마손도는 정제 강도의 측정치이며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백분

리고 표준화된 효과에 대한 파레토 차트와 잔차그래프를 통해

율로 계산되었다.

선택된 영향성 지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성결여시험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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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여 모델이 적절한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합성결여

Japan)를 사용하여 각각 11 kp 및 350 mg의 경도 및 정제중량으

에 대한 p 값은 >0.05을 확인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은 최

로 혼합물을 압축함으로써 얻었다.

적모델만 사용하였다. 텔미사르탄 정제의 특성에 관련된 주효과,
교호작용 및 2차 효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고, 종속 변수에
대한 각 독립 변수의 영향인자를 조사하였다.

17)

p값이 0.05 이

하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고려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실험설계
실험설계 프로그램의 비교를 위해, 상용화 통계프로그램인

설계공간
정제의 설계 공간의 비교를 위해, 상용화 프로그램인 Minitab

®

Minitab 소프트웨어(Version 18;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

USA)와 오픈소스 기반의 R 프로그램을 자체제작하여 텔미사르

18버전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제작 DoE R 프로그

탄 정제의 습식과립공정의 실험설계 프로그램 내 결과치를 비

램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따른 요인설계, 3D 반응표면도 및

교하였다. 두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로서 3가지 입 (X) 값이 선

등고선도를 비교설계 및 분석하였다 . 설계공간은 모델이 개발

택되었다. 사전 예비 연구의 Risk assessment를 통해 확인된

되고 검증되어 최적화가 된 이후 각 CMA 및 CPP에 대한 모

CMAs와 CPPs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CQAs를 확

든 개별 수용 영역을 통해 설정되었다.

인하였다. PHA/FMEA를 통해 2 가지 유형의 CMA (결합용액

18)

17)

CMA 및 CPP의 영향은 각 단위 공정에서 요인 그림(주효과

및 붕해제) 및 1가지 유형의 CPP (과립화시간)를 선정하여, 사

및 교호작용효과), 등고선 그림 및 반응 표면 그래프로 분석되

전예비 연구를 기반으로 Knowledge space의 범위에서 레벨(수

었다. 결과적으로, 설계공간은 등고선도를 겹쳐 모든 변수를 만

준)을 시험하였다.

15)

요인이 3개이고 곡면성이 확인되어 반응표

족하는 최적의 설계공간 영역을 확인한 후, 상용화 프로그램인

면설계 중 면중심-중심합성설계법을 적용하였다(Fig. 1). Input X

Minitab 18버전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제작DoE R

값(요인)은 습식과립공정에 사용되는 3개(결합제, 붕해제, 제립

프로그램의 설계공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간)이며, 결합제의 수준(Level)은 40~100 mL, 붕해제의 수준은

®

2~6%, 제립시간의 수준은 3분~7분의 영역에서 실험을 설계하였

텔미사르탄 정제의 제조

으며, 이를 독립변수(X값)인 CMA와 CPP로 설정하였다. 정제의

텔미사르탄 정제는 High shear mixer (Sejong Pharmatech

출력변수(Y값)이자 종속변수로서 붕해시간, 경도, 마손도, 30분

SM5C, Incheon,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한 습식 과립공정을

의 용출률, 3개월 후 유연물질로 총 5개를 설정하였다(Table 1).

사용하여 각 실험설계 프로그램의 독립변수 설계에 따라 정제

5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값은 실험을 통해 얻었다. 면중심-

를 제조한 후, 정제 조성물의 5종의 응답값(종속변수)을 확인하

중심합성설계법은 1차항과 2차항을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

였다. 설계공간영역의 제조물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각각

으며, 이전에 수행한 요인설계에 실험점들을 추가하여 반응변수

91.1 mg 텔미사르탄 칼륨염, 30.0 mg 산화마그네슘, 10.0 mg 염

의 곡면성을 모형화할 수 있는 반응표면설계법으로 확인되었다.

화칼륨, 151.9 mg 미결정셀룰로오스, 20.0 mg D-만니톨, 20.0 mg

Fig. 1에서 보듯이 직육면체의 면과 꼭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

크로스카르멜로스나트륨, 10.0 mg 크로스포비돈, 10.0 mg 콜로이

에 총 2 +(2×3)+6=20번의 실험을 실행하였다(Fig. 1, Table 1).
3

드성이산화규소, 7.0 mg 스테아르산마그네슘으로 구성하였다.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텔미사르탄 칼륨염과 콜로이드이산

모델 최적화

화규소의 절반을 5분 동안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에 산화마그네

실험설계의 최적화된 모델링을 위해, 두 프로그램의 회귀방정

슘과 D-만니톨, 크로스포비돈, 미결정셀룰로오스를 실험용 혼합

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인자만 선별하여 모형을 최적

기를 사용하여 15 rpm에서 8분 동안 추가로 혼합한 다음, 수득

화하였다 . 우선 모델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의

한 혼합물을 20 mesh체망으로 여과하였다. 혼합물에 에탄올용액

적합성 결여(Lack of fit test) 여부를 p값으로 확인하였다. 분산분

을 결합용액으로 첨가하여 습식과립을 수득하고, 습식과립화공

석에서 p값이 0.05 이상이므로, 적합성이 결여되지 않은 수치로

정 동안 고전단혼합기를 사용하여 임펠러 및 초퍼속도(각각 150

확인되었다. 적합성 결여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및 2,000 rpm)를 5분 동안 실시하였다. 이어서, 과립의 수분함량

모델은 적합하였다. Fig. 2를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두 프로그램

8)

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유동층 건조기(Glatt GPCG1, Ramsey,

내의 반응변수 오류에 대한 적합성을 잔차 정규확률분포도로 확

NJ, USA)를 사용하여 55 C에서 60분 동안 건조시켰다.

인하였다. Fig. 2(A)는 상용화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이며, Fig.

o

건조된 과립을 콘밀(Cone Mill, Hosokawa micron Ltd., Cheshire,

2(B)는 자체제작 R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두 프로그램의 잔차 정

UK)을 사용하여 0.065 인치 체망을 통과시켰다. 분쇄된 과립을

규확률분포도에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의 결과는 없는 것으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염화칼륨, 미결정셀룰로오스, 콜로이드 이

로 관찰되었다(Fig. 2). 또한 요인그림을 실시하여 주효과도의 기

산화 규소의 나머지와 3분 동안 혼합한 다음, 최종적으로 스테

울기를 통해 결과를 비교했을 때(Fig. 3), 각 프로그램 상 그래프

아르산마그네슘과 활택하였다. 정제는 설계공간에 의도된 바와

형식은 차이가 있었으나, 결과값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같이, 로터리타정기(Aquarius-LD, Kikusui seisakusho, Kyoto,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두 프로그램의 등고선도와 반응표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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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ce-centered central composite design (FCCCD).
Table 1. Experimental matrix and measured responses values for optimization of telmisartan potassium tablet using face centered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wet granulation
Critical material attributes
X1
X2
Run Binding solution Disintegrant
(mL)
(%)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ritical quality attributes

X3
Kneading time
(min)

Y1
Disintegration
(min)

Y2
Hardness
(kp)

Y3
Friability
(%)

Y4
Y5
Drug dissolution Impurities (%)
(%)
after 3 months

1

40

2

3

10

07.20

0.22

95±1.2

0.029

2

1000

2

3

15

12.60

0.08

73±3.3

0.065

3

40

6

3

06

07.05

0.23

98±2.1

0.151

4

1000

6

3

09

11.55

0.09

81±2.2

0.320

5

40

2

7

12

08.40

0.17

80±0.4

0.038

6

1000

2

7

18

14.55

0.05

69±5.2

0.089

7

40

6

7

07

08.85

0.18

87±0.8

0.153

8

1000

6

7

10

14.10

0.05

77±2.2

0.339

9

70

4

5

05

07.95

0.22

97±1.4

0.080

10

70

4

5

12

13.05

0.06

79±2.7

0.190

11

70

2

5

15

12.15

0.09

88±3.5

0.046

12

70

6

5

09

10.20

0.13

97±2.4

0.238

13

70

4

3

07

09.60

0.15

86±4.3

0.135

14

70

4

7

10

12.45

0.09

94±4.2

0.143

15

70

4

5

08

11.70

0.11

94±2.2

0.139

16

70

4

5

07

11.40

0.11

96±1.1

0.138

17

70

4

5

08

10.65

0.12

96±1.2

0.135

18

70

4

5

08

11.40

0.11

95±1.7

0.135

19

70

4

5

09

10.80

0.12

93±1.4

0.136

20

70

4

5

09

11.25

0.10

97±1.2

0.139

비교분석하였을 때(Fig. 4), 등고선도 및 반응표면도의 그래픽 패
턴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결합액, 붕해제, 제립시간이 각 반응

설계공간
모델이 최적화되어 개발되고 검증되면 설계공간은 CRITICAL

값(Y값)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나타내는 수치 역시 일치함을 확

MATERIAL ATTRIBUTES (CMA) 및 CPP에 대한 5가지 CQA

인하였고, 그래프 내 영역도 일치함을 보여주었다(Fig. 4).

의 수용 영역을 통해 최적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 붕해시간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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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residual plots between commercial DoE program (A) and self-made DoE R progra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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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factorial plot between commercial DoE program (A) and self-production R program (B).

10분 이내이며, 경도는 10 kp에서 11.5 kp의 범위, 마손도는 0.15%
를 넘지 않으며, 30분 용출률은 90%를 넘어가며, 가속 3개월 간
의 유연물질이 0.15%를 넘지 않는 설계공간을 한정하였다.

결 론(Conclusion)
본 논문은 제약분야에서 혁신적 신기술로 인정 받고 있는 QbD

두 가지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설계공간은 결과적으로 일치함

(Quality by Design)기반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합리적인 실험

을 보여주었다(Fig. 5). 설계공간은 Fig. 4에서 확인된 등고선도

과 데이터 신뢰성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인 미니

를 겹쳐서 실제 운영되는 최적 설계값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

탭, Design-Expert, SAS JMP등 3종의 상용화프로그램의 대안으

었다. Fig. 4와 같이, 제제의 개별 반응값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

로 오픈소스 기반의 실험설계용 R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본

하여 정제의 모든 기준이 만족되는 반응값 영역을 확인할 수 있

연구에서는 기존 상용화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었다. 즉, 설계공간의 영역은 다음과 같았다. 결합액의 경우,

통계프로그램인 Minitab® 18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결과값에서

Knowledge space 영역은 40~100 mL 구간이었으나, 설계공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텔미사르탄 정제

영역은 55 mL에서 70 mL 이내의 구간을 보여주었으며, 붕해제

의 습식과립공정을 이용하여 기존 고가의 상용화프로그램 내 회

의 경우 Knowledge space영역은 2~6% 영역이었으나, 설계공간

귀방정식, 분산분석, 모델최적화, 주효과도, 등고선도, 반응표면

의 영역은 3~4% 이내의 구간으로 확인되었다.

곡선 및 설계공간을 자체제작한 오픈소스기반의 R프로그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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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commercial DoE program (A) and self-production R program (B) of effect analysis of CMAs and CPPs using contour plots, and
response surface plots for wet gran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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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he design space between commercial DoE program (A) and self-production R program(B).

비교분석을 통해, 기울기, 그래프양상, 통계수치, 계산식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고가의 상용화 통계프로그램과 비
교평가를 통해 동일한 결과를 구현할 수 있어 무료의 대체제로
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실시하
고 있는 현 제약환경을 고려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무
료 배포도 가능하다. 즉, 상기의 연구결과는 QbD (Quality by
Design) 기반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합리적인 실험과 데이터
신뢰성 구축 시 사용되는 고가의 해외 상용화 통계프로그램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미래 제약분야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의 실시간 빅데이터 축적 및 신속 처리화가 가능한 에지 컴퓨
팅 기반 QbD/DoE 플랫폼 설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제조공정 프로세스
기록 모듈과 실험설계법 자동화 모듈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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