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0377-9556 (PRINT) ISSN 2383-9457 (ONLINE)
약학회지 제63권 제1호 15~23 (2019)
Yakhak Hoeji Vol. 63, No. 1
DOI 10.17480/psk.2019.63.1.15

미국 및 유럽의 의약품 GMP 실사 동향 연구
반은미*·장동진**·권택현*·김애리*,#
*차의과학 대학교 약학대학,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Pharmaceutical GMP Inspection: Case Study of USA and EU
Eunmi Ban*, Dong-Jin Jang**, Taek-Hyun Kwon*, and Aeri Kim*,#
*College of Pharmacy, CHA University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Inje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1, 2018; Revised January 7, 2019; Accepted January 7, 2019)

Abstract The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became a member of PIC/S in 2014, which would
promote th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produce reliable quality medicines with global standard. Therefore, the
MFDS has been conducting continuous efforts for revising regulatory requirements including GMP inspection according
to PIC/S GMP guideline.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databases of GMP inspection reports by the regulatory
agencies of USA and EU, and analyzed GMP inspection deficiencies, including warning letters by US FDA and noncompliance reports by EU. We have found out that the outcomes of GMP inspections are made available online by both
the USA and EU regulatory agencies to the regulators, the pharmaceutical company and the public. In addition, among
various observed GMP deficiencies, quality control or management and documentation have been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differences, suggesting that these items should be carefully evaluated and managed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s. The results will serve as useful information for Korea pharmaceutical companies preparing GMP inspection
by PIC/S member states and also for MFDS to derive global GMP inspection guidelines in the future.
Keywords GMP inspection, deficiencies, warning letter, EudraGMDP database

서 론(Introduction)

하였고 우리나라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위
해 1994년 7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별표 4로 의약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

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KGPM가 규정되면서 GMP가 의

tice)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

무화 되었다.4)
우리나라는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수출입이 활발해 짐에

리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처음 그 기준이 정해졌다. 현재는 미국

따라 안전한 의약품의 제조를 위해 국제적인 조화를 기반으로

과 유럽연합의 GMP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MP 기준이

하는 GMP 평가를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해외제조소에서 제조된 의약품도

(Pharmaceutical

미국과 유럽연합의 GMP 규정에 따라 제조되도록 하고 있고 이

2014년 7월에 가입하였다.5,6) 이와 함께 미국 및 유럽 연합과 같

에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해외제조소에 대한 의약품 실사

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의약품을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

를 통해 의약품 제조의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2,3)

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1)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는

GMP가 미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 WHO는 회원국에게

제조소를 통한 의약품의 수입과 국내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수

GMP제도의 도입과 의약품의 국가 간 거래 시 GMP 증명제도

출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에 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해외 선진국
의 실사 지침 및 실사 후 부적합 사례 그리고 실사 과정 등을

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많은 나라가 GMP를 제정하고 시행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실사 과정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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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FDA기관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
으며 FDA는 미국 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의약품 제조소의 실사를 통해 GMP 기준에 따른 제조
및 관리가 진행되는지를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FDA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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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약품 제조 시 GMP 실사와 관련된 부서는 의약품평가연
구센터(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규
제부(ORA, Office of Regulatory Affairs)에서 담당하고 있다.
CDER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사용 용이성에 대한 전반적인 업
무를 하는 부서로 시판 전후 의약품의 품질 관리의 총괄 책임
을 맡고 있다. ORA는 직접적으로 지방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의약품 실사를 총괄한다.9,10)
미국의 실사는 크게 허가·감시 실사(Licensure/surveillance
inspection)와 원인 검사(compliance inspection for-cause inspections)로 나뉘며 Licensure/surveillance inspection는 허가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승인심사(pre-approval inspection)와 승인 후 정기
GMP 실사가 이에 해당된다. 정기 실사는 국내외 제조소를 대
상으로 risk-based process에 기반하여 실사가 필요한 제조소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최근 들어 해외 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품질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
외 제조소에 대한 실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가
있고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cGMP 기준은 “완제 의약
품 cGMP” 규정(21 CFR 210, 211)에 확립되어 있고. 이 규정에

Fig. 1. Post process after FDA GMP inspection. After FDA GMP
inspection, the Establishment Investigation Report (EIR) is created
by the inspector in addition to the form 483. The EIR is then
examined by the responsible Center or District Office of the FDA,
issuing the NAI, VAI, and OAI statuses. FDA decide a warning letter
or other enforcement actions NOIR, consent decree, and criminal
charges when the Form 483 is classified as inadequate.

GMP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11) 실사 후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는 승인보류가 내려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FDA 483 Form (실
사점검통보)에 의하여 재실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유럽의 실사는 2001/83/EC와 91/356/EEC의 지침서를 법률적

있다. 정기적인 실사에서 일반적인 개선방법에 의해서 처리 될

근거로 이루어지며, 크게 정기적으로 2~3년마다 시행하는 risk-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OAI (Official Action

based 실사와 EMA, EDQM, 회원국이나 제조소에서 요구되는

Indicated)가 작동될 수 있다. OAI를 통해 취하는 제제조치는 경

비정기적인 실사로 나뉜다. 유럽 연합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장(warning letter) 발송, 허가 취소(NOIR, Notice of Intent

해외제조소를 통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Revoke), 조정서 발송(consent decree) 그리고 형사고발(criminal

해외제조소에 관한 GMP 실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

charges)이 포함된다12)(Fig. 1).

약품 실사 후 심각한 부적합이 확인 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유럽 연합의 경우 미국과 같이 유럽연합내의 의약품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 EU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약품의 품

요구하고 보고서를 준비한 후 배포한다. 이후로는 회사의 답변,
정정 계획이나 후속 실사를 논의하게 된다.

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의약품 관리는 법령을 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연합의 실사 후 실사 결과의 데

의하는 EC (European commission),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

이터베이스들의 종류 및 대중에게 공개되는 수준을 조사하였다.

럽연합 회원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EMA (European Medicines

또한 실사 후 부적합 사례 및 주요한 지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

Agency) 그리고 의약품의 표준품 관리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

해 데이터베이스 중 미국의 경우 경고장을 그리고 유럽연합의

한 연구를 수행하는 유럽의약품 품질의원회(EDQM, European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및 실제 수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가 서로 상호적으로 연

행된 실사 사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 조치 등의 리뷰 및

유럽연합의 GMP 실사 관련 기관은 국

분석을 통해 년도 별 부적합사례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향성을

결되어 이루어진다.

13-15)

가 관리당국(NCA, National Competent Authority)과 EDQM에서
담당한다(Fig. 2).

15)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에 소속된 각 국가에서는 의약품 제

조소의 GMP 실사를 포함하여 실제적 의약품 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EDQM에서는 유럽 약전(모노그래프)를 작성하고 발간하
며 의약품 사용, 수혈 및 조직이식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본 연구는 미국의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FDA의

스화 하는 일을 한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의 표준화와 보건의료

홈페이지 및 발표자료 등을 통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의

제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연구 실험 및 제품의

약품 평가 및 실사 기구 및 시스템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적정성을 인증하고 표준품을 제조, 확보하며 품질을 보증하는

FDA의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CFR21

역할을 수행한다.1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GMP 가이드라인 그리고 ICH 가

Vol. 63, No. 1, 2019

미국 및 유럽의 의약품 GMP 실사 동향 연구

17

는 Inspectional Observation21)을 통해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Warning letter를 통한 완제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과 원
료 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의 제조소에 대
한 실사 후 지적 사항은 FDA 홈페이지의 warning letter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의약품 실사 및 부적합 발견 횟수는 EudraGMDP 사이트에서 GMP를 선택한 후 GMP certificates와 noncompliance report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고 특히 부적합에 관
한 지적 사항은 non-compliance report에서 자세한 내용을 수집
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Fig. 2. European Medicines Management Network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15)

미국 및 유럽 연합의 의약품 실사 후 자료 공개
미국 FDA는 실사 결과를 FDA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드라인 등을 리뷰 하였다. 또한 GMP 실사를 위한 가이드라

업로드 후 일반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실사 결과는 inspection

인, 실사 후 과정과 실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입력, 관리 및 내

classification database, 483 Form, 그리고 경고장(warning letter)와

용 등을 조사하였다. 유럽 연합의 경우 의약품 품질 관리의 과

같이 3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FDA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

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EMA 홈페

개하고 있다. 먼저 실사 후 실사자는 실사 결과를 실사 동안 어

이지와 원료의약품의 certification 업무를 담당하는 EDQM 홈페

떠한 부적합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NAI (No

이지를 통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의약품 평가 시스템을 조

Action Indicated), 규정에는 벗어나는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업체

사하였고, 실사의 근거 및 가이드라인인 지침서와 규정 그리고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VAI (Voluntary

EudraLex volume 4에 명시된 GMP guideline등을 통해 실사에

Action Indicated),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를 의미

관한 정보들을 확보 하였다.16,17) 이 밖에 GMP 실사와 관련된

하는 OAI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은 inspection

기구 및 단체의 정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의 의약품 관

classification database에 업로드 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된다.

련 규제 기관, 단체 혹은 협회의 공개정보, 간행물, 보고서를 바

이 database로 부터 실사 받은 제조소에 관한 정보와 실사 목적

탕으로 정보를 수집 확보하였다.

그리고 및 실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된다. 또 다른 데이터

이와 같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의약품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

베이스는 FDA 483 Form (실사점검통보)으로 실사 시 확인된

로 2013-2015년 사이의 의약품 실사 횟수 및 실사 후 부적합 확

내용으로 FDA 홈페이지의 inspection observation을 통해 공개되

인 건수를 조사 하였다. 이와 함께 부적합 사항을 완제 의약품

고 있다.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기술되어있다. 그리고 마

(pharmaceutical products)과 원료 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지막으로 심각한 위반 내용을 기술하여 제조소에 보내진 경고

ingredients, API) 으로 분리하여 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분석

장이 연도별로 구분되어 데이터베이스와 되어서 일반에게 공개

하였다. 미국의 경우 FDA 홈페이지의 warning letter18)에 관한

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EMA에서 운영하

유럽의 실사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실사 결과의 데이터베

실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리

이스는 미국에 비해 단순화 되어있다. 유럽의 경우 실사를 수행

뷰 하여 연도별 경향성, 주요 지적 사항 및 미국 및 유럽 연합

한 후 90일 안에 GMP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고(지침 2001/83/

는 EudraGMDP 홈페이지로부터,

19)

의 평가 시스템의 차이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의약품 실사 및 부적합 발견 횟수는 FDA 홈페이지의

EC, art111 (5)) GMP 인증서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EMA 에서 관리하는 EudraGMDP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Inspection Classification Database Search20)를 통해 자료를 확인

야 하며(지침 2001/20/EC, art11 (1))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하였다. 이 때 실사 횟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

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미준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보고

일로 기간을 한정한 후 classification 항에 all을 선택한 후 project

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배포하고 국가 관할당국(NCA)는 이에

area를 CDER에서 수행하는 drug quality assurance로 선택하여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EDQM의 요청에 의해 원료의약

자료를 엑셀 파일로 추출하여 전체 실사 횟수에 대한 정보를 확

품 제조소의 실사가 진행된 경우 EDQM 역시 보고서를 전달

보 하였다. 그리고 부적합 발견 횟수는 classification 항을 OAI

받아야 한다.3) 따라서 대중에 공개되는 미준수 보고서에는 실사

로 선택하여 실사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를 추출하여 정보를

시 확인된 부적합 사항과 이 결과로부터 행정처분 사항까지 자

얻었다. 실사 결과의 부적합에 대한 FDA 483 Form 발행 건수

세히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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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US FDA and EU GMP inspection and deficiencies
Total inspection
Year

Drug product and API deficiencies

FDA cGMP

EU GMP

FDA warning letter

EU
Non-Compliance Report

2013

1732

1005

41

20

2014

1839

1233

49

18

2015

1880

1489

46

22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EU GMP 감시에 대한 부적합은 인

실사 빈도 및 부적합 횟수
미국은 실사 후 FDA 홈페이지에 Inspection Classification

도와 중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13

Database를 통해 실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0) 이 데이터베이스

년도에는 인도의 경우 부적합이 다른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정

를 통해 실사를 받은 제조소 및 실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얻을

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critical 부적합 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spection Classification Database를 통

항이 major 부적합 사항에 대해 30% 정도 나타남으로써 품질

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 CDER 에서 수행한 의약

관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major 부적합에

품 품질보증과 관련한 실사 횟수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실사

대한 critical 부적합 사항의 비율이 작아지면서 품질이 관리되는

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고, 미국 내 실사는 1000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은 연도별 나라에 따른 부적합 횟수를

여건으로 유지되는 반면 해외제조소에 대한 실사 횟수는 2013

나타낸 것이다.

년도에 576건에서 2014년과 2015년에 817건과 789건으로 2013
년에 비해 대략 40% 정도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해외 제조소

실사 후 부적합 사례 분석

중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실사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 사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 FDA 홈페이지 내 의약품 실

미국 내 실사에서 일반적인 개선방법에 의해서 처리 될 수 없

사 후 warning lett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완제 의약품(Table

는 심각한 문제점이 년도 별로 약 100여건이 발견되었고 해외

2, Fig. 3) 및 원료 의약품(Fig. 3) 제조 시 GMP 품질관리 항목

제조소 중 인도 및 중국의 불이행 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제 의약품의 경우 warning letter

고 중국의 경우 실사 횟수가 86에서 133회로 증가된 반면 불이

에 21CFR에 대한 부적합 사항을 지적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 건수는 5회에서 18회로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subtype과 각 subtype에 대한 21CFR별로 분

Inspectional Observation21)을 통해 FDA 483 form에 대한 정보를

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2에서 나타낸 것 같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600 여건의 483 form이

이 organization and personnel과 관련된 subtype B의 21CFR

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고장의 경우 40여건

211.28해 해당하는 personnel responsibility, Building and facilities

이 발행되었으며 원료 의약품에 비해 완제 의약품 제조시의 불

와 관련된 subtype C의 21CFR 211.42에 해당하는 design and

이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Table 1).
유럽연합의 경우 GMP 실사 후 인증서 및 부적합 사례 등에

construction features 그리고 product and process controls와 관련
된 subtype F의 21CFR 211.133에 해당하는 control of microbio-

관한 자료를 EudraGMDP에 업로드 하도록 하고 부적합 사례에

logical contamination에 관련한 부적합 사항이 2013년부터 2015

관한 자료에는 불이행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지적 사항을 critical

년까지 warning letter에 많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이나 major로 구분해서 나타내었고 실사 결과에 의한 행정 처

로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시 시설과 공정 그리고 작업자에 관

분에 관한 내용까지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련하여 많은 부적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도 따

서는 EMA 홈페이지의 EudraGMD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체

른 Subtype의 부적합 비율을 보면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실사 횟수 및 실사 후 부적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19)

요한 부적합 항목인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Laboratory

210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의약품 실사 데이터 분석 결과 유

controls Building and facilities가 주요한 부적합 항목이고 이들

럽연함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실사 횟수가 1005

항목 중 Building and facilities은 비록 2014년 이후 감소하긴 하

회부터 1489회로 점차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매년 20여건의 GMP

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부적합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불이행한 건수가 발견되었다(Table 1). 2013년부터

원료 의약픔에 대한 실사는 미국 FDA의 경우 ICH 가이드라

2015년 까지 나라별 실사 후 부적합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

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실

2013년의 경우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지역의 편중이 뚜렷하지

사의 결과 Quality management (27.8%)와 Documentation and

않았으나 2014년 이후 실사가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하

records (22.2%), Process equipment (16.7%)가 주요한 부적합 항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도와 중국의 실사 횟수는 크게 변

목으로 지적되었고 이외에 Building and facilities (5.6%)와 Lab-

화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고 실사 후 EU GMP의 인증서에

oratory controls (5.6%)이 비슷한 수준으로 실사 시에 지적되었

대한 불이행 비율은 인도와 중국에서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 밖에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거의 지적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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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FDA warning letter violations after GMP insp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
Subtype

21 CFR

2013

2014

2015

Subtype B:
Organization and personnel

211.28
Personnel responsibilities

4

18

10

Subtype C:
Building and facilities

211.42
Design and construction features

13

51

33

211.67
Equipment cleaning and maintenance

3

1

2

211.68
Automatic, mecha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

1

3

211.84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components,
drug product containers, and closures

6

2

3

211.100
Written procedures; deviations

3

3

2

211.110
Sampling and testing of in-process materials and drug products

1

2

2

211.113
Control of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9

22

18

211.160
General requirements

5

1

1

211.165
Testing and release for distribution

6

4

0

211.166
Stability testing

9

14

6

211.167
Special testing requirements

4

12

11

211.192
Production record review

13

3

8

211.194
Laboratory records

3

0

1

Subtype D:
Equipment
Subtype E:
Control of components and
drug product containers, and closures

Subtype F:
Product and process controls

Subtype I:
Laboratory controls

Subtype J:
Records and reports

2013년도에는 Production and in process control 항목이 전제 부

항목에서 부적합 사항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었

적합 사례 중 16.7%을 차지하였다. 2014년 실사 후 부적합 사

다. 완제 의약품의 경우 Premises and equipment 항목의 부적합

항에서는 원료 의약품의 경우 Laboratory controls (15.6%) 항목

은 다른 항목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그 다

의 부적합이 2103년도에 비해 2.8배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

음으로는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17.5%)에 관련한 부적

지만 다른 항목들은 2013년도에 비해 부적합 항목의 변화는 크

합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다. 다른 항목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원료 의약품의 경우 Process

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되었음 알 수 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equipment (31.8%)에 관련한 지적이 2013년과 2014년도에 비해

Documentation and records (14.5%)과 Quality management (13.0%)

대략 2배 이상 증가되었고 Quality management (27.3%)과 Build-

항목이 Building and facilities 항목 다음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

ing and facilities (4.5%) 항목의 부적합에 관련한 지적이 2013년

다. 이 밖에 contract manufacturer와 distributers에 관련한 항목들

과 2014년도에 비해 소량 증가되었다. 반면 2013년도에 비해 크

도 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Contract manufacturer와 distrib-

게 증가한 Laboratory controls 항목은 부적합이 지적이 전체에

uters는 원료물질의 공급과 관련된 추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

9.1%로 2014년도에 비해 약 40% 정도 감소 되었다.

약품 품질관리 문제 발견 시 원인 파악을 통한 해결 방안 제시

유럽 연합의 완제 의약품(Fig. 5) 및 원료 의약품(Fig. 6) 제조

를 위해 중요한 항목이다. 2014년의 경우 완제 및 원료 의약품

시 GMP 품질관리에 관한 실사 후 부적합 결과는 EudraGMDP

모두 Premises and equipment, Building and facilitie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Documentation and records와 관련된 항목에서 부적합 사항들이

2013년의 경우 완제 및 원료 의약품 모두 시설과 관련한

많이 지적되었다. 완제 의약품의 경우 Premises and equipment

Premises and equipment (25.0%)와 Building and facilities (15.9%)

(24%)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이어서 Documenta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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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st frequently cited 21 CFR 211 subpart deviations in warning letter after FDA cGMP insp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
from 2013 to 2015.

Fig. 4. Most frequently cited ICH Q7 deviations in warning letter after FDA cGMP inspection of API from 2013 to 2015.

과 Quality control (16%)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Pharmaceutical

trols (14.3%) 항목의 부적합이 많은 항목이었고 이는 전년도에

quality system (8%)과 production (4%)은 2013년도에 비해 에 비

비해 뚜렷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반면 Personnel (2.4%), Building

해 2배 이상 부적합 율이 2배 이상 감소 되었다. 원료 의약품

and facilities (11.9%) 그리고 Production and in process control

의 경우 Documentation and records (21.4)와 Laboratory con-

(2.4%)은 이 2013년도에 비해 부적합 사항이 감소 되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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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st frequently reported EU GMP deficiencies in non-compliance reports of EudraGMDP after EU GMP insp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 from 2013 to 2015.

Fig. 6. Most frequently reported EU GMP deficiencies in non-compliance reports of EudraGMDP after EU GMP inspection of API
from 2013 to 2015.

Production and in process control 항목은 전년에 비해 약 3배 가

으며 특히, Production 의 경우 2014년도에 비해 4배 가량 부적

량 크게 감소 하였다. 이 밖에 다른 항목들은 전년도와 변동사항

합 사항 지적이 증가 되었다. 그러나 Premises and equipment

이 크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완제 의약품에서 Documentation

(12.1%)과 Quality control (6%)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량

(15.2%)과 Production (15.2%)에서 많은 부적합 사항이 지적 되었

지적 사항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Complaints, Quality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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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ciencies related to documentation after API GMP inspection in USA and EU
Deficiencies related to documentation
Your laboratory control records do not include data derived from all of the tests necessary to establish compliance with standards
Failure to record all quality activities at the time they are performed
Failure to maintain laboratory control records with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tests conducted to en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including examinations and assays
Failure to follow and document quality-related activities at the time they are performed
FDA

Failure to maintain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laboratory tests conducted to en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ailure to maintain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testing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pertaining to data retention and management
Failure to document production and analytical testing activities at the time they are performed
Failure to control the issuance, revision, superseding and withdrawal of all documents with maintenance of revision histories
Record integrity and veracity: some records were made up or altered. Defects on deviation recording and investigation. Lack of
mechanisms to ensure integrity of analytical data.
Data falsification in relation to training records which were rewritten without authorization
The non-conformance/deviation management system was weak and unplanned deviations were not routinely recorded.
List of Media Fill Test performed during the last 2 years was not up-dated.

EU

The deficiencies were mainly related to data integrity and traceability of raw data. Laboratory practices included failure to record
equipment conditions.
CTDs were not updated regard the actual operation activities. Quality Agreements for production on behalf of Third Parties were not
updated. Many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did not meet GMP requirements.
Inadequate control and storage of quality documents such as certificates of analysis of various grades of Cimetidine, analytical raw
data, etc ;
Quality assurance: lack of rigor in preparing and reviewing documents
Issues were seen with HPLC electronic data indicating unauthorised manipulation of data and incidents of unreported trial runs prior
to reported analytical runs

Defects and Product Recalls (12.1%), Manufacture of Radiop그리고

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문서 및 기록 항목에서 뚜렷이 많은 위

Validation

반사항이 지적되었다. Table 3은 2013년부터 2015년 미국 및 유

(18.2%) 항목이 부적합 사례로 지적되었다. 원료 의약품의 경우

럽연합의 원료 의약품 GMP 실사를 통해 가장 많은 부적합 사

Documentation and records (29.6%)에 관련한 사항이 다른 부적

항이 지적된 문서 기록에 관한 지적 사항에 관한 사례이다. 이

harmaceuticals

(6.1%)

Qualification

and

합 항목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지적 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비

두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문서와 기록 항목의 경우 품

해 30% 가량 증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ersonnel (9.0%)

질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의 출발부터 생산 과정

과 Validation (9.0%)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부적합 사항이 2배

에서의 배치의 혼합 그리고 생산 후의 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

이상 크게 증감한 반면 Quality management (4.6%)와 Laboratory

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적절한 보관

controls (2.3%) 항목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을 요구되며 데이터의 완전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데이터

있었다. 이 밖에 다른 항목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적합

의 조작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

사항으로 지적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수 있다. 이 밖에 지적 사항의 기술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
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실사 후 부적합 사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및 유럽 연합의 의약품 실사 후

지적 내용을 명시하는 반면 유럽 연합의 경우 실사 시 확인 된
지적된 내용을 상세히 문서에 기술함을 알 수 있다.22)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완제의약품의 경우 시설(Building
and facilities, Premises and equipment), 품질관리(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Quality control, Quality management) 및 기록

결 론(Conclusion)

(Records and reports, Documentation and records)항목 에서 위반

미국과 유럽 연합의 의약품 실사 시 실사 결과에 대한 정보

사항이 관찰 되었다. 반면 원료 의약품의 경우 미국의 경우 품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 한 결과 미국과 유럽 연합 모두 법

질 관리와 문서 및 기록 항목에서 위반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

적인 절차에 따라 의약품 실사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의약품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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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미국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CFR Title 21 Sec.
20.101에 실사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GMP실사 후
단계별로 평가 결과들을 inspection classification database, inspection observation (483 Form), 그리고 경고장(warning letter)로 US
FDA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고 유럽 연합의 경우
EudraGMD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GMP 실사 후 EU Directive
2004/27/EC와 2004/28/EC에 따라 부적합 사례를 회사명과 함께
공개하고 이와 함께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공개하고 있
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2017년에 의약품 안전국 의약품관리
과에서 국내 실사 현황 및 내용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GMP) 정기약사감시 주요 보완사례(’15~’17)(II)”을 통해 보고
서 형태로 공개를 시작하였으나 제조사에 대한 실사 정보는 아
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사의 투명성 및 의약품
제조의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실사 정보에 관한 좀 더 자
세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2013년부터 2015년 FDA 및 EU GMP 실
사 후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FDA와 EU GMP 실사에서
모두 시설과 관련된(Building and facilities, Premises and equipment) 건물 및 시설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이어서 품질관리(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Quality
control, Quality management)와 data integrity를 포함한 문서항목
은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의 문제의 추적이 가
능하도록 생산 전과정의 기록(Records and reports, Documentation
and records)이 요구되기에 관련 항목이 부적합으로 많이 지적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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