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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 대상‘ICH 가이드라인 교육’개최

등)입니다.

□ 특히 이번 교육에는 항암제 비임상시험 평가 분야에 대한 강의를
위해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미네오 마추모토
독성연구관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전자적 공통기술문서(e-CTD)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로렌즈(Lorenz)사의 자라드 란츠 박사 등이
참석하며,

※ 전자적 공통기술문서(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 의약품 허가신청
서류의 국제조화 된 전자식 문서 양식

○ 중국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류영진
(

)

의약품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월

11

일부터

27

일까지 베스트

30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

개발, 공통기술문서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외 진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

업계가 국제수준의 의약품 개발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국제

일본, 미국 제약사의 담당자가 다지역임상시험, 원료의약품

준비하는 국내 제약업체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습니다.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품질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90년 설립)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대만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는 ‘18년 6월에 ICH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
나흘간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특히

I CH

<첨

부> 교육 세부 일정

가이드라인 중 안전성,

품질, 유효성과 복합 분야 등 국내 제약업계가 역량을 갖추는데
필수적으로 여기진 것들로 구성됩니다.

○ 주요 내용은

일차는 안전성 분야(항암제 비임상 및 유전독성 등),

1

일차는 품질분야(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와 불순물 등), 3일차와

2

일차는 유효성 및 복합분야(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국제의약용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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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CH Q5C 가이드라인개요및바이오의약품
11:00 - 12:00 I적용
12:00 - 13:00 점심시간

교육 세부 일정

2018년 11월 27일(화)-30일(금)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
09:00 - 09:30
09:30 - 09:40
09:40 - 09:50
9:50 - 10:10

주제

연자

등록
김나경 부장
개회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단체사진
오정원 과장
ICH 가이드라인 개발 및 향후계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ICH S9 (Nonclinical Evaluation for anticancer pharmaceuticals)
김동환 교수

10:10 - 11:10 ICH S9 가이드라인 개요
(건양대학교)
Keiji Hirabayashi 선임심사원
11:10 - 12:30 ICH S9 강의 및 질의응답
(PMDA)
12:30 - 14:00 점심시간
ICH S2 (Genotoxicity Testing and Data Interpretation for Pharmaceuticals Intended for Human Use)
선임연구원
14:00 - 15:00 ICH S2 유전독성 가이드라인 강의 박성훈
(안전성평가연구소)
ICH S6 (Preclinical Safety Evaluation of Biotechnology-Derived Pharmaceuticals)
고우석 부장

15:00 - 16:00
16:00 - 16:20
16:20 - 18:00
18:00 - 18:05

생물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준비
휴식
ICH S6 강의 및 질의응답
마무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Mineo Matsumoto 독성연구관

(PMDA)

2 일차 품질 분야 (11월 28일, 수)
시간

09:00 - 09:30 등록

주제

연자

ICH Q1 (Stability)

09:30 - 10:40 ICH 안정성 가이드라인: Q1A, Q1B, Q1E
10:40 - 11:0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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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ICH Q11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Drug Substance)
김삼식 이사

1 일차 안전성 분야 (11월 27일, 화)
시간

신선미 부장

김창주 대표

(서치앤트랜)

13:00 - 14:10 ICH Q11 소개와 단위공정에 적용
14:10 - 15:40 ICH Q11 강의 및 질의응답
15:40 - 16:00 휴식

(애니젠)
(다케다제약)

Kazuhiro Okochi 계장

ICH Q3 (Impurities)

김무성 이사
16:00 - 17:10 의약품 개발과 ICH Q3A, Q3B 가이드라인
(보령제약)
김훈주 센터장
17:10 - 18:00 ICH Q3D 강의 및 질의응답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8:00 - 18:05 마무리
3 일차 유효성 및 복합 분야 (11월 29일, 목)
시간

09:00 - 09:30 등록(ICH M4)

주제

연자

ICH M4 (Organisation of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 for the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이정욱 교수

09:30 - 10:20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성균관대)
10:20 - 10:30 휴식
Katie Lewis 인 허가 관리자
10:30 - 11:20 CTD (e-CTD)
(암젠)
11:20 - 11:30 휴식
Jared Lantzy 관리자
11:30 - 12:20 e-CTD 시스템에 대한 이해
(Lorenz)
11:20 - 11:30 질의응답
12:30 - 13:30 점심시간
ICH E17 (General principles for planning and design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13:30 - 14:00 등록(ICH E17)
이승환 교수
14:00 - 15:10 다지역임상시험 고려사항
(서울대학교)
15:10 - 15:30 휴식
Michelle Wang
15:30 - 16:40 중국에서의 다지역임상시험 도입
(중국 MSD)
16:40 - 17: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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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차 유효성 및 복합 분야 (11월 30일, 금)
시간

09:00 - 09:30 등록(ICH E6)

주제

연자

ICH E6 (Good Clinical Practice)
배규리 상무

09:30 - 11:00 ICH E6 (GCP) : Risk-Based Monitoring
11:00 - 11:20 휴식
11:20 - 12:50 ICH E6 (GCP) : Quality Management System
11:50 - 13:00 질의응답
13:00 - 14:00 점심시간

(한국 MSD)

Farz Pourbozorgi
임상시험운영관리자

(PRA Health Science)
이관숙 QA부서장

(노바티스)
(CQA Company)
김은희 대표

ICH M1 (MedDRA)

14:00 - 14:30
14:30 - 15:50
15:50 - 16:10
16:10 - 17:30
17:30 - 17:40
17:40 – 17:50

등록(ICH M1)
ICH M1(MedDRA) 입문
휴식
ICH M1(MedDRA) 고려사항
질의응답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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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혜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정민

(LSK Global PS)
최영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