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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post-authorization change of
pharmaceutical products by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regulations among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of Korean regulations based on glob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We compared
guidelines related post-approval changes focusing on immediate release solid oral dosage between the United Stats of
America, Europe, and Korea for five change categories: change of pharmaceutical ingredient quantity, change of
manufacturing site, change of manufacturing scale, and change of manufacturing equipment and process. USA and EU are
demanding more data on drug equivalence and stability of pharmaceutical product before and after changes than in Korea.
Korean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on change
after drug approval. Firs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drug equivalence such as bioequivalence test and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of changed drug after drug approval. Lastly, the stability of the changed drug after drug
approval should be confirmed after reviewing the stability test result in advance.
Keywords Change control, variations, post drug approval, immediate release oral dosage forms, SUPAC-IR

서 론(Introduction)

‘허가 변경’이라 하고 변경 정도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혹
은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변경 전과 후의 제품에 대하여 동등성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의 품

여부를 판정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비교용출시험간의 관계

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는 생체 내외의 상관성(IVIVC, In Vitro-In Vivo Correlation) 연구

국가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물품이다. 한국의 의약품 규

와 관계가 있는데 IVIVC 연구의 목적은 용출, 용해도 및 장관막

1)

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안전성,

투과도 시험을 생체이용률 시험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유효성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제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IVIVC가 확립되면 의약품 허가 후 변

출받아 심사 후 신청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있다.

경 시에 두 제제 간의 생물학적동등성 확보가 비교용출시험으로

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 제품의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네릭 의

(Scale up) 또는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약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후 변경

3)

현황 처리건수 중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제출을 통해 의약품
의 허가를 취득 후 변경 처리된 사례가 2015년, 2016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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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75건/341건), 21.5% (97건/451건)이었고, 특히 비교용출시
험 자료 제출을 통해 허가 취득 후 변경 처리된 경우는 2015년,
2016년 각각 60.7% (508건/837건), 65.7% (609건/927건) 로서 60%
를 상회하는 의약품 허가 후 변경률을 보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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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약품 관리 수준은 PIC/s, ICH 가입 등으로 국제

누어 설명했지만 MFDS의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과 EMA

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에 맞춰 생산과 품질관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내용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이 분류

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중 본 연구에서는 SUPAC-IR 분류에 한정하여 내용을 비교 분

해당국의 규정과 자료제출 수준에 맞춰 관리해야 하는데 허가

석 하고자 한다. 첫째, 변경이 일어나는 주요 항목에 대해 각각

후 변경 건이 발생할 때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일치하지

의 가이드라인별 차이점을 분석하고, 둘째, 주요 항목에 대한 국

않는 경우가 있어 변경 관련 업무처리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별 가이드라인의 특징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규정에 개선이

가 있다.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허가 후 변

허가 후 변경사항에 대해. 국내 연구 에서는 미국의 허가 후
6-8)

경에 대한 규제 사항 중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변경에 대한 관리지침을 분석한 연구로 특정 제형(경구용 속방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성 성형제품)의 허가 후 변경 시 제조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참
고 자료로써 해외의 규정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연구

에서는

9,10)

허가 후 변경에 관한 규정들이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연구대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은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언급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규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계적으

유럽 의약청(EMA), 그리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로 조화된 규정으로 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MFDS

서 제시한 각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국가의 허가 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에서도 조화된 규정을 위해

변경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였다. FDA의 1995년에 발간된 SUPAC-

여러 국가들의 규제내용을 연구하여 인허가 보고서 시리즈를 발

IR과 EMA의 2013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MFDS의 의

허가 후 변경에 대한 미국, 유럽 이외 국가

약품동등성기준(식약처 고시 제 2018-29호, 2018.4.18)과 제조방

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Post-Notice of Compliance

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

(NOC) Changes: Qulity Document 라는 규정이 2009년 9월 2일

가원 [민원인 안내서], 2015. 12)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Table 1).

간하고 있었다.

11-15)

16)

에 도입되어, 2018년 5월 4일 재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본

19-23)

의 경우, Guideline for Bioequivalence Studies for Formulation
Changes of Oral Solid Dosage Forms 라는 규정이 2000년 2월
14일 영문판으로 발간되었고 2012년 2월 29일에 재개정되었다.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경구용 일반 방출 제제의 허가 후 변경에 관한 내

중국의 경우에도 Opinions on Reforming the Review and Approval

용 중 원료약품 분량 변경, 제조소 변경, 제조 규모 변경, 제조

System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라는 규정이 2015년 8

장비 변경, 제조 공정 변경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국가별 가이

월에 의약품 허가 검토 및 과정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 제정되

드라인을 비교하였다.

17)

18)

어 발간되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허가 후 변경사항에 대한

결 과(Results)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국가별 의약품 허가 후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가 후 변경(Post-approval changes)에 관

국가별 변경 수준의 비교

한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MA (European Med-

각 국가별로 변경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icines Agency),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가

MFDS의 경우 5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품질에 영

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SUPAC은 IR (immediate-

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변경을 A 수준으로, 품질에 경미한 영

Release)외 MR (Modified Release), SS (Nonsterile Semisolid)의

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변경을 B 수준으로, 품질에 중대한 영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 고형제제 중 일반제제, 서방성 제제, 반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을 C 수준으로, 품질에 심각한 영

고형 제제를 뜻하는 것으로 FDA에서는 3가지 분류로 각각 나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을 D, E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였

Table 1.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ost-Approval Changes in Immediate Release Oral Dosage Forms in Each Country
Guideline
FDA

1. Guidance for Industry-Immediate-Release Solid Oral Dosage Forms: Scale-Up and Post-Approval Changes: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In Vitro Dissolution Testing, and In Vivo Bioequivalence Documentation (1995) 19)
2. Guidance for Industry-Changes to an Approved NDA or ANDA (2004) 20)

EMA
MFDS

1. Guidelines on the Details of the Various Categories of Vari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Procedures Laid Down in Chapters II,
IIa, III and IV of Commission Regulation (2013/C 223/01) 21)
1. Drug Equivalence Test Criteria (2018-29) 22)
2. Guidelines for Drug Equivalence Test According to Manufacturing Process Changes (2015.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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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경우라도 주성분이 수용성인 경우 비교용출로 가능하지

Table 2. Classification of Change Level by Country

만, 난용성이거나 약물의 치료영역이 좁은 경우에는 C 수준이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FDA

EMA

MFDS

175

Level 1

Level 2

Level 3

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Minor
Changes

Moderate
Changes

Major
Changes

와 MFDS와는 다르다. FDA와 MFDS의 경우 변경 범위의 한계

Type IA/IAIN

Type IB

Type II

를 계산하여 허용범위 내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범위 자체

Minor
Variations

Minor
Variations

Major
Variation

를 세부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EMA의 경우에는 변경

A Level

B Level

C Level

D, E Level

Few
Changes

Minor
Changes

Moderate
Changes

Major
Changes

EMA에서 원료약품 분량 변경 수준을 분류하는 방식은 FDA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제조사가 판단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었다.
착향제나 착향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EMA와 MFDS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하였고, Type IB로 분류되는 단일 부형제를 동일
한 특성의 부형제로 대체하는 경우 MFDS에서는 그 비율에 따
라 더 높은 수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다. FDA의 경우 품질 및 효과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

수 있었다.

경을 Level 1로, 품질 및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EMA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는 FDA와 MFDS에 비하

있는 보통의 변경을 Level 2로, 품질 및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여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 해당 변경 별, 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변경을 Level 3로 분류하여, 총 3

준 별 제출자료가 다르므로 해당 변경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EMA의 경우는 품질에 영향이 거의 없

준비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거나 전혀 없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를 Type IA/IA 으로 분류하

EMA와 MFDS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의 차이점을 살

였고, Type IA 변경, Type II 변경, Extension 변경에 속하지 않

펴보면 첫 번째 안정성 시험 자료의 요구 여부이었다. EMA의

IN

는 변경 중 경미한 변경을 Type IB로 분류하였다. 품질, 안정성,

경우 Type IB 변경의 경우 2 배치 이상, 3개월의 안정성 시험

유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 중 Extension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MFDS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

변경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을 Type II로 분류하였다(Table 2).

고심사규정에 따르면, 생동시험 자료를 필요한 C, D, E 수준의
경우에 3 배치에 대하여 6개월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국가별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 분석
원료약품 분량 변경에 대한 규제

필요하며, 생동시험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A, B 수준에서는 제
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정성 시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FDA와 MFDS에서 규정하는 원료약품 분량 변경 수준은 많

서, 동일한 변경이더라도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의 종류 및

은 부분이 유사하였다. 각 첨가제의 배합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배치 수가 다르므로 변경이 생긴다면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춰

있는 분량의 제한을 두고 그 제한된 범위 내의 변경은 해당 레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비교용출 시험자료의

벨이 되는 방식이었다. FDA에서 Level 1의 변경 범위와 MFDS

요구되는 시험약 배치 수가 다르다. EMA의 경우 2 배치 이상

의 B 수준의 변경 범위가 거의 유사하며, FDA에서 Level 2의

의 비교용출 데이터를 요구하고, MFDS의 경우 1 배치의 비교

변경 범위와 MFDS의 C 수준의 변경 범위 또한 유사한 것을

용출 데이터를 요구한다. 세 번째 EMA의 Type IB 수준의 변경

알 수 있다. 또한 FDA의 Level 3의 변경 범위와 MFDS의 D, E

의 경우 생동시험 면제 사유 제출가 요구되고 있으나 MFDS의

수준의 변경 범위가 유사하다. 두 가지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으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사

로는 첨가제의 관리 항목, 필름 코팅 층에 대한 성분 계산 방식,

항이 없다(Table 3).

한계 범위, 착색제와 착향제에 변경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 등
이었다. 예를 들면 필름 코팅의 색상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제조소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

변경하는 경우 MFDS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만하면 되는 A

FDA에서 제조소 변경 수준일 때 중요 관점은 변경 전후의 생

수준을 적용하지만 FDA에서는 레벨 3을 적용받게 된다.

산지 거리였으며, 동등한 장비, 동일한 표준 작업 절차(SOP) 등

FDA와 MFDS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는 상당 부분 차

의 제반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MFDS의 경

이점이 있었다. FDA의 경우 레벨 1에서부터 레벨 3까지 모든

우 최초 허가받은 제조사가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기술이

항목에서 시험 조건은 다르지만 안정성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

있는지 여부와 동일업체 내의 기술이전을 통한 제조소 변경인

었다. 반면 MFDS의 경우에는 생동시험 자료가 필요한 C, D, E

지가 중요하였다. 이렇게 관리하는 중요 관점이 서로 다르게 적

수준의 경우에 장기 및 가속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생동

용되고 있었다.

시험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A, B 수준에서는 제조사가 자체적

FDA와 MFDS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의 차이점은 안

으로 안정성 시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었다. 의약품동등성시험

정성 시험자료 요구의 여부이다. FDA의 경우 레벨 2, 레벨 3에

의 필요 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데, FDA의 레벨 2의 경우

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MFDS의 경우

용출시험으로 가능하지만 MFDS의 경우 변경 범위가 동일한 C

가이드라인에는 생동품목 허가가 없는 제조소로의 위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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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Regulations for Changing the Amount of Components and Composition by Country
Category

Item

MFDS

FDA

Differences in
Additive
Management

Do not manage glident separately

Managed glident separately

EMA

The film layer and the inner core Calculation of constituent percent, Calculation of constituent percent,
layer are separately calculated, including film coating, so that the including film coating, so that the
and the constituent percentages
total weight is 100%
total weight is 100%
Film Coating Layer are calculated so that the total
Difference
weight of each layer is 100%
Change
Level
Difference

Film coating layer limit range
5~15%
Colorant and
Flavoring
Agent

Classification of
Change Scope

Stability Test

Difference in
Required Data

Film Coating Layer Limit Range
1 to 2%

Level 1 when removing some or
The variation of the coloring
agent or the flavoring agent is the all of the coloring or flavoring
components, and level 3 if the
A level
coloring agent is replaced by
another coloring agent
Details of changes are detailed
and specific

Details of changes are detailed
and specific

Encourage manufacturers to
submit autonomous scientific data
without specifying scope of
change

6 months of stability test data are
required for 3 batches, if any, at
each level (C, D, E level)

The number of batches and the
duration of the test vary
depending on the level.

IB requires more than 2 batches of
stability test data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B level, C level (wide treatment A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is
required for Level 1 and Level 2
area, water-soluble/narrow
therapeutic area, water-solubility,
dissolution rate over 85% within
30 minutes)

Bioequivalence
Test

C level (wide treatment area,
water-insoluble/narrow
therapeutic area, water-solubility,
dissolution rate less than 85%
within 30 minutes), D level,
E level

Critical Point of View

IAIN when Addition, deletion or
replacement
IA when Increase or reduction

Bioequivalence test data is
required for Level 3.

IB requires comparative
dissolution data of 2 batches or
more.

Bioequivalence test data is
required for II.

<Confirmation of Equivalence of
<Confirmation of stability>
<Autonomous verification of
Drugs>
- At least one batch of long-term
each institution>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tability at all levels.
- Encourage manufacturers to
whether the drug release profile
submit autonomous scientific data
changes when the amount of raw
without specifying scope of
material is changed, and whether
change
the former and the latter are the
same.

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준에서 생동시험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므

만 MFDS의 경우 B 수준, C 수준의 경우 비교용출 시험 자료

로 안정성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의 요구가 있었다, 두 번째 배치 분석에 필요한 배치 수가 달랐

EMA의 제조소 변경 수준의 경우 MFDS와 유사한 수준을 적

다. EMA의 경우 변경 전후의 2~3 배치의 분석자료가 요구되고

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MA 분류의 중요 관점은 포장 공

있었지만 MFDS의 경우 변경 전후의 1 배치의 분석 비교자료

정인지 그 이외의 공정인지 였다. 포장 공정의 경우 Type IA로

를 제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Table 4).

분류하였고 이외의 공정의 경우 Type IB, 변경 혹은 추가할 제
조소가 초기 또는 제품별 허가를 받아야 할 제조소의 경우에는
Type II로 분류하였다. MFDS의 경우에도 포장 공정 변경의 경
우 A 수준, 그 외의 공정의 경우 B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 규모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
제조 규모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FDA와 MFDS와
거의 유사하였다. FDA와 MFDS 모두 최초 제조 규모에서 10배

EMA와 MFDS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의 차이점은 첫

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의 증량에 대해 각각 레벨 1, A 수준

번째 EMA의 경우 의약품동등성 시험 자료가 요구되지 않았지

으로 정하고 10배를 초과하여 증량의 경우 각각 레벨 2, B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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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Regulations for Changing the Manufacturing Site by Country
Category

Change
Level
Difference

Item

Difference in
Critical
Point of
View

Stability Test
Difference in
Required Data

MFDS

FDA

EMA

- Whether it is suitable for drug
equivalence and whether it is
changed to the manufacturer

- Connectivity and distance of
production site, producer's
experience and control system

- Change of packing place
Whether or not the change of the
manufacturing place other than
the cognitive packing (the
packing process does not affect
the quality)
- Process of packaging/
non-packaging process (GMP)/
EU GMP certification or approval

- Bioequivalence test data are not - The number of batches and the
required. No additional stability duration of the test vary according
testing is required.
to each level.
- Level 2: Long term stability of 1
batch
- Level 3: Acceleration test of 3
batches, long term stability data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B level and C level,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set test method

No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required

Batch
Analysis

Analysis of each a batches before
and after change

Analysis of several batches before
and after change

Critical Point of View

<Equivalence of drugs and the
status of the same company>
- Whether there is technology
recognized for biological
equivalence and recognition of
technology transfer within the
same company

<Distance between manufactures
<Whether it affects quality>
is important, check for possession - Leveling according to whether
of technology>
the packaging process is a process
- Focus on distance of production
other than the cognitive
area, experience and technology
packaging process
of producer

준으로 정하였다는 점이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FDA의 경우의

으로 정하였다는 점이 거의 유사하였다. EMA의 경우의 최초 승

경우에는 제조규모 외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

인된 배치 크기의 10배까지의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

만, MFDS의 경우에는 제조 규모 외 동시 변동에 대하여 허용

지만 MFDS의 경우 10배 이하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제조 규모 외에 다

EMA와 MFDS의 제조 규모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를

른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변경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적

비교할 때, 첫 번째 차이점은 안정성 시험 자료의 요구 여부이

용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였다.

다. EMA의 경우에는 Type IB의 변경에서 최소 1 배치 이상의

위와 같은 분석의 경우 제조 규모가 최소 100,000 단위 이상

3개월의 가속과 장기 안정성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일 때 적용된다. FDA의 경우 제조 규모 100,000 단위 이하 일

있다. MFDS의 경우에는 생동시험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

때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100,000 단

정성 시험자료를 사전 제출하지는 않고 각 제조사에서 자사 검

위 이하일 때는 최종 완제품의 생산 규모로 적용하고 있었다.
FDA와 MFDS의 제조 규모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를 비

토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의약품동등
성 자료 요구 여부이다. MFDS의 경우에는 10배 초과하는 변경

교할 때, 차이점은 안정성 시험 자료의 요구 여부이었다. FDA

의 경우(B 수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비교용출시험 자료

의 경우에는 레벨 1부터 안정성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이 명시

가 요구되고 있지만 EMA의 경우 이러한 비교용출 시험자료를

되어 있고, 레벨 2의 경우 가속시험 결과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Table 5).

되어 있다. MFDS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사전 제출하
지는 않고 각 제조사에서 자사 검토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차이

제조 장비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

가 있었다.

FDA와 MFDS의 제조 장비 변경 수준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제조 규모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EMA와 MFDS가

점이 많았다. FDA와 MFDS는 의약품 원료 수송장비의 변경과

거의 유사하였다. EMA와 MFDS 모두 최초 제조 규모에서 10

동일한 작동원리의 장비로 변경할 경우 FDA는 레벨 1, MFDS

배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의 증량을 각각 Type IA, A 수준으

는 A 수준이다. 다른 디자인과 다른 작동원리의 생산 장비로 변

로 정하고 10배를 초과하여 증량의 경우 각각 Type IB, B 수준

경하는 경우에는 FDA의 경우 레벨 2, MFDS의 경우에는 C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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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Regulations for Changing the Manufacturing Scale Up/Down by Country
Category

Item

MFDS

FDA

Change
Level
Difference

Manufacturing
Scale Up/
Down other
Changes

- Manufacturing Scale up/down
other changes are allowed

- Manufacturing Scale up/down
other changes are not allowed

- No additional stability testing is
required.

- Level 1: Require long term
stability test data for 1 batch
- Level 2: Submission of data
including accelerated test results
when submitting permits.

Difference in
Required Data
Difference in
Required Data

Stability Test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Critical Point of View

EMA

- Acceleration test of 3 batches,
long term stability data

- B level,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set test method

No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required

- There is no special submission
data for production scale change
of less than 10 times (own
management)
- Relatively weak regulations and
it is easy to change production

<Confirmation of stability>
<Stability and Strong Regulation>
- Long-term stability test data is - 10 times reduction is mentioned,
requested even under the change and stability test is confirmed in
of production scale of less than 10 case of change of production scale
exceeding 10 times
times, and it is regulated relatively
more strongly

준을 적용한다.

었다. 안정성 시험 자료의 경우 MFDS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FDA와 MFDS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를 비교해보면

비교용출시험 자료의 경우에는 MFDS에서는 대조약, 시험약 각

요구 MFDS가 상대적으로 FDA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것

1 배치의 시험자료가 필요하지만 EMA의 경우 최소 3 배치의

을 알 수 있다. FDA의 경우 레벨 1인 동일한 작동원리 장비로

대조약과 1 배치의 시험약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EMA

의 변경을 하더라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비교용출 시험자

의 경우에는 변경된 제조장비 혹은 공정이 경미한 변경임을 입

료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MFDS의 경우 A 수준이므로 자료를

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Type IA임을 입증하여야 했었다(Table 6).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안정성 시험자료 요구 여부
도 차이가 있었다. FDA의 경우에는 레벨 1의 경우 1 배치의 장

5) 제조 공정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

기 안정성 시험, 레벨 2의 경우 3 배치 이상의 가속시험자료와

FDA와 MFDS의 제조 공정 변경 수준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

1 배치 이상의 장기보존 시험자료를 요구하는 데 비해, MFDS

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DA의 레벨 2의 내용인 밸리데이

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사전 제출하지 않고 각 제조사에서 자사

션 범위 외에서의 변경사항을 MFDS에서는 B 수준, C 수준으

검토하고 제출요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EMA의 경우 제조 장비에 대한 변경과 제조 공정에 대한 변
경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을 받아야

로 설정해 놓았다. 또한 FDA의 레벨 3의 내용인 생산공정 유
형변경에 대해 MFDS에서는 D 수준으로 설정하여 거의 유사하
게 설정하였다.

한다. 따라서 비교 수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제

FDA와 MFDS의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의 차이를 비

조 장비 변경 수준으로 확인해보면, 변경 수준을 인정해주는 조

교해보면 첫째, 안정성 시험 자료의 요구 여부가 서로 달랐다.

건에 제조공정의 제조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항

FDA의 경우에는 레벨 2와 레벨 3의 경우 안정성 시험 자료를

이 있다. FDA와 MFDS에서 인정되던 다른 디자인, 다른 작동

요구하고 있으나 MFDS의 경우에는 생동시험 자료가 필요한 D

원리의 장비로의 변경은 EMA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다.

수준의 경우에 장기 및 가속시험 자료가 필요하며, 생동시험 자

EMA가 상대적으로 제조 장비 변경 수준을 가장 강하게 규제하

료가 필요하지 않은 A, B, C 수준에서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제조공정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안정성 시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었다. 둘째, 비교용출시험 자

Type II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조사는 변경하려는 제조 장비가

료의 필요한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FDA의 경우 레벨 1의 경

경미한 변경임을 입증해야 했었다. 이렇게 EMA가 제조 장비 변

우 밸리데이션 범위 내외 모두에서 변경 시 기준 및 시험방법

경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지 않고 경미한 변경으로 제시하고 있

의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MFDS의 경우

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MFDS와 차이점이 있다.

밸리데이션 범위 내 변경은 A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용출 시험

EMA의 경우 MFDS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시험자료를 요청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밸리데이션 범위 외의 변경에서 상황

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성 시험자료, 많은

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과 고시 방법의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배치 수의 비교용출시험 자료 그리고 변경된 제조장비 혹은 공

요구하고 있었다.

정이 경미한 변경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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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Regulations for Changing the Manufacturing Equipment by Country
Category

Item

MFDS

FDA

EMA

Change Level

- Same principle Equipment: A
Level
- Different design, different
principle: C Level

- Same principle Equipment:
Level 1
- Different design, different
principle: Level 2

- Minor change in manufacturing
process: Type IA
- Changes in manufacturing
processes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stability, and efficacy of drugs:
Type II

Change
Level
Difference
Classification of
Change Scope

- Details of changes are detailed
and specific

- No additional stability testing is
required.

- Level 1: Require long term
stability test data for 1 batch
- Level 2: Submission of data
including accelerated test results
when submitting permits.

- A Level: No drug equivalence
data required

- level 1: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set test method

Stability Test

Difference in
Required Data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Reasons for Not
Evaluating
Bioequivalence
Data

Critical Point of View

- Encourage manufacturers to
submit autonomous scientific data
without specifying scope of
change
- Type IA: Require at least
acceleration and long term
stability test data at 1 batch for 3
months

- Comparative dissolution data
required (previous batch 1
batches, modified batch 1 batch)

- Comparative dissolution data
required (previous batch 3
batches, modified batch 1 batch)

- Guideline allows biowaiver

- Submission is required to prove
that the change is minor

<Whether the same operation
principle>
- Set the level of change to take
into account the operating
principle and design of the
manufacturing equipment.
- Less regulatory than the FDA's
established level of regulation

<Autonomous verification of
<Whether the same operation
each institution>
principle>
- Encourage manufacturers to
- Set the level of change to take
submit autonomous scientific data
into account the operating
without specifying scope of
principle and design of the
change
manufacturing equipment.
- Regulation that is stronger than
the change level of MFDS

일하다. EMA의 제조 공정 변경의 경우 제조 장비 변경과 마찬

료가 필요하지 않은 A, B, C 수준에서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가지로 EMA가 제조 장비 변경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지 않고

안정성 시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었다. 비교용출시험 자료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시하고 있고 MFDS는 공정 변경을 밸리데이

경우에는 변경 전 후의 1 배치의 비교용출시험 자료가 요구하

션 범위 내, 범위 외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고 있었다(Table 7).

에서 차이가 있다.
EMA와 MFDS의 제조 공정 변경 수준에 따른 요구 자료를

항목별 허가 후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특징 분석

비교해보면 제조 장비 변경의 비교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EMA

가) 원료약품 분량 변경

의 경우 MFDS에 비하여 많은 시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FDA는 모든 레벨에서 최소 1 배치 이상의 안정성 시험 자료

해당 항목은 안정성 시험자료, 비교용출시험 자료 그리고 변경

를 요구하고 있어 제제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

된 제조장비 혹은 공정이 경미한 변경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었고, EMA의 경우 제조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가이

요구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EMA의 경우 최소 1 배치 이상의 3개월 가속시험, 장기보존

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었다. 물론 그 자율적인 의사결정에는 과
학적인 자료들을 뒷받침해야 했었다. MFDS의 경우에는 원료약

시험 자료가 요구되며, 변경 전 공정 3 배치 이상의 비교용출시

품 분량의 변경이 있을 시 약물 방출의 프로파일의 변경이 있

험 자료와 변경 후 공정 1 배치 이상의 비교용출시험 자료가 요

는지 또는 변경 전과 후가 유사한지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구된다. 반면, MFDS의 경우에는 생동시험 자료를 필요한 D 수

특징들을 보였다.

준의 경우에만 장기 및 가속시험 자료가 필요하며, 생동시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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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Regulations for Chang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by Country
Category

Item

Change Level
Change
Level
Difference
Classification of
Change Scope

Stability Test

MFDS
- A Level: Changes within
application/validation ranges
- B, C Level: Changes outside
application /validation ranges
- D Level: Changes
manufacturing process type
- Details of changes are detailed
and specific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Reasons for Not
Evaluating
Bioequivalence
Data

Critical Point of View

EMA

- Encourage manufacturers to
submit autonomous scientific data
without specifying scope of
change

- Type IA: Require at least
- No additional stability testing is - Requires acceleration and longacceleration and long term
required.
term stability test data from level
stability test data at 1 batch for 3
2
months
- A Level: No drug equivalence
data required

Difference in
Required Data

FDA

- Level 1: Changes within
- Minor change in manufacturing
application/validation ranges
process: Type IA
- Level 2: Changes outside
- Changes in manufacturing
application/valida- tion ranges
processes that can have a
- Level 3: Changes manufactur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process type
stability, and efficacy of drugs:
Type II

- level 1: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set test method

- B Level: Comparative
dissolution data required
(previous batch 1 batches,
modified batch 1 batch)
- C Level: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data according to
notification

- Comparative dissolution data
required (previous batch 3
batches, modified batch 1 batch)

- Guideline allows biowaiver
- D Level: Bioequivalence test
data required

- Submission is required to prove
that the change is minor

<Autonomous verification of
<Scope of process validation>
<Scope of process validation>
each institution>
- Setting the change level
- Setting the change level
considering the change within the considering the change within the - Encourage manufacturers to
process validation setting range or process validation setting range or submit autonomous scientific data
without specifying scope of
the change outside the setting
the change outside the setting
change
range
range
- Less regulatory than the FDA’s - Regulation that is stronger than
the change level of MFDS
established level of regulation

나) 제조소 변경

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EMA의 경우에

FDA의 경우 제조소 변경 시 제조소 간의 거리나 생산자의 경

는 10배 이하의 축소 생산도 규정에 언급하고 있고, 특히 10배

험과 같은 기술 중심으로 변경에 대한 수준을 관리하였고, EMA

초과하는 생산규모의 변경의 경우 안정성 시험을 확인하고 있

의 경우 포장공정과 포장공정 이외의 공정인지에 따라 수준을

는 것이 특징이었다. MFDS의 경우에는 10배 이하의 생산 규모

관리하였다. 품질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포장

변경에는 특별한 제출 자료는 없었으며 자사관리를 통해서 변

공정의 경우에만 이전을 간단히 허용하고, 그 이외의 공정은 까

경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롭게 규제하여 제조소 변경으로 인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생산량을 변경하기 쉬운 특징이 있었다.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FDS의 경우에는 의
약품동등성을 인정받은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요하게

라) 제조 장비 변경

생각했다.

FDA와 MFDS의 경우 동일한 작동원리 장비로 변경하는지 혹
은 다른 작동원리 장비로 변경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유

다) 제조 규모 변경

사한 점이 있었지만 MFDS의 경우 FDA의 설정된 변경 수준보

FDA는 최초 허가 규모에서 10배 이하의 생산 규모 변경에서

다 규제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도 장기 안정성 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규제

US FDA의 경우 동일한 작동원리 장비로 변경을 하더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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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bility Test Data Required for the Guidelines for Change Post-Approval by Country
FDA
Change Level

EMA

Level 1 Level 2 Level 3 IA/IAIN

MFDS

IB

II

○

●

●

○

○

●

○

●

Changing the Amount of Components and
Composition

○

●

●

Changing the Manufacturing Site

○

○

●

Changing the Manufacturing Scale Up/Down

●

●

Changing the Manufacturing Equipment

●

●

●

Chang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

●

●
●
●
●
● Necessary ◯ Required Later
△ Stability Test Manufacturer Review, Not Applicable

A

B

C

D

E

△

△/●

△/●

●

△

△

△

△

△

△

△

△

△

△

△

△

●

Table 9. Bio-equivalence Test and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Required for the Guidelines for Change Post-Approval by Country
FDA
Change Level

EMA

Level 1 Level 2 Level 3 IA/IAIN

Changing the Amount of Components and
Composition

◯/●

Changing the Manufacturing Site
Changing the Manufacturing Scale Up/Down

◯

Changing the Manufacturing Equipment

◯

MFDS

IB

II

◯/●

◯

◯

◯

A

B

C

D

E

●

◯

◯/●

◯/●

●

●

◯

◯

◯

◯

◯

◯

◯

◯

◯
◯

◯

●

◯/● ◯
◯
●
● Bio-equivalence Test ◯ Comparative Dissolution Test Not Applicable

Chang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

●

교용출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MFDS의 경우에는 A 수준

으로 안정성에 대하여 FDA와 EMA에 비교하여 MFDS의 규제

이므로 요구되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MFDS의 규제가 FDA의

가 약하다고 볼 수 있었다(Table 9).

규제보다 약하다고 사료된다. EMA의 경우 제조 장비 변경과 제
조공정 변경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특징이 있었다.

국가별 약효동등성시험 요구사항 분석
국가별 약효동등성시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FDA

마) 제조 공정 변경

와 MFDS가 유사한 수준으로 원료약품 분량변경과 제조공정변

제조 공정 변경의 경우에는 FDA와 MFDS가 동일하게 변경

경 시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반면에,

하려는 공정이 공정 밸리데이션 범위 내인지 혹은 범위 밖인지

EMA의 경우 원료약품 분량 변경, 제조소 변경, 제조장비 변경,

를 중요하게 보았고, 제조 장비 변경과 동일하게 FDA의 규제

제조공정 변경 시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보다 강력한

가 MFDS의 규제보다 강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FDA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Table 9).

경우 공정 밸리데이션 범위 내의 변경에서도 Case B의 비교용
출시험을 통해 동등성 확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다. EMA의 경
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품질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동인지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경인지의 여부를

고 찰(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경구용 일반 방출 제제의 제조와 관련된 허가

제조사에서 자율적인 과학적 자료 제출을 장려하여 자율적 검

후 변경에 대하여 미국, 유럽, 한국의 3 개국의 규정들을 비교

증에 맡긴다는 특징이 있었다(Table 8).

하였다. 각각의 변경 항목에 따른 제출자료 등을 상세히 비교하
여 미국과 유럽의 허가 후 변경 규정이 한국의 변경 규정과 어

국가별 안정성시험 요구사항 분석

떤 점에서 차이나는 지를 비교 제시하였다. 각각의 가이드라인

국가별 안정성 시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FDA

이 설명되어 있는 규정들을 비교하기 앞서 특히 EMA의 분류

와 EMA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안

별 항목이 달랐기 때문에 비교항목에 대한 선정이 필요했으며,

정성 시험 결과를 사전 제출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을 알 수

FDA와 MFDS의 비교항목이 유사하여 이 두 규정이 중복되는

있었다. 반면 MFDS는 A, B 수준의 변경에서는 안정성 시험의

부분을 선정하여 각각의 규정들을 비교하였다.

사전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생동시험 자료가 요청

원료약품 분량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를 비교해보면, FDA와

되는 C 혹은 D 수준 이상이 되어야 제출의무가 있었다. 상대적

EMA의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를 요청하는 수준의 변경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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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Conclusion)

MFDS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수준의 변경일 때를
제외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EMA의
경우 비교용출 시험자료를 요구할 때, 변경 후 2 배치 이상의

허가 후 변경에 관한 규제의 국제 조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규

비교용출 데이터를 요구함으로써, 품질의 변동에 대해 더욱 철

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

저하게 판단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제조소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를 비교해보면, FDA의 중요 관

첫째, 허가 후 변경 시 의약품동등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

점은 변경 전후의 생산지 거리였으며, 동등한 장비, 동일한 표

야 할 것이다. EMA의 경우 제조 장비 및 공정 변경 시 경미한

준작업절차(SOP) 등의 제반사항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부였고,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용출 시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이

EMA의 경우 포장 공정의 변경인지 혹은 그 외의 공정 변경인

때, 1 배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3 배치 이상의 시험을 진

지가 중요 관점이었다. MFDS의 경우에는 동일한 업체의 제조

행하여 품질을 보증하므로, 국제 규제 조화의 측면에서 국내 규

소 여부가 중요한 변경 관점으로 적용되었다.

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 규모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를 비교해보면, FDA와 EMA

둘째, 허가 후 변경 시 안정성 시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

의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를 요청하는 수준의 변경일 때도 MFDS

히 해야 할 것이다. MFDS의 경우에는 실제로 변경 허가를 진

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FDA와 EMA의 경우에

행할 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하여 변경할 수준이 아닐

는 제조 규모 변경 외에 다른 변경도 동시에 변경하는 복합 변

경우에는 CTD 문서에 안정성 시험 프로토콜 혹은 이행각서로

경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MFDS의 경우 복합 변경이 가능하여

갈음하고 있어 FDA와 EMA의 경우보다 변경 후 제품에 대하

FDA와 EMA에 비해 허가 후 변경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고 사

여 시판 중에 안정성에 관한 품질을 보증에 약점이 있다고 사

료되었다.
제조 장비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작동
원리의 장비로 변경할 때에도 FDA와 EMA의 경우에도 규제를

료된다. FDA와 EMA의 경우 품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
단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성 시험을
사전에 점검한다.

하고 있었지만, MFDS의 경우에는 A수준으로 따로 규제되고 있
지 않았다. FDA와 EMA의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가 요구되는
변경에도 MFDS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았다.
제조 공정 변경에 대한 규제 차이를 비교해보면, 제조 장비
변경과 유사하게 밸리데이션 범위 내의 변경할 때에도 FDA와
EMA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 및 비교용출시험 자료가 요구되
지만 MFDS는 요구되지 않았다.
각각의 비교항목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허가 후 변경
규정과 미국, 유럽 규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하
게 관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고 차이점
이 있는 부분들은 MFDS의 규정들에 비해 FDA와 EMA의 규
정이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 관련 허가 후 변경에 관한 내용들에 대하
여 FDA, EMA, MFDS의 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함으로써
국내외 규정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제적인 규
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 후 변경에 관한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다.
다만,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경우 한 가지의 규정이나 가이드
라인이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하나 본 연
구에서는 FDA의 1995년에 발간된 SUPAC-IR과 EMA의 2013년
에 발간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MFDS의 의약품동등성 기준과 제
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 가이드라인만을 검토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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