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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경력 15 년

기업 대상 바이오의약품 컨설턴트/교육 진행

국내 유명 바이오/제약사 전략기획

국내 유명 바이오사 , 사업개발 및기획 전문역량 보유

국내 유명 사내 연구소, 연구 PM역량 보유

Advisor F AICPA

Investment strategy,

PEF, DD & IM

전문분야 경력 8 년

국내 비상장 투자운용사 전략영업팀

국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전략기획

상장사 경영지원위원회 사모조합 담당

KRPIA 시장 접근/정책 리서치

투자 전략

Advisor E Ph.D.

Neurobiology, ATMP

R&D planning, Nonclinical

사업 개발

품질 시스템

Advisor D M.S.

QMS, QA, DD 

전문분야 경력 14 년

국내 바이오벤처 사업기획 및 QMS 개발

국내 유명 바이오사 품질보증 담당

US FDA/EMA 실사 다수 경험 보유

기업 대상 바이오의약품 품질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경력 15 년

국내 바이오벤처 사업기획 및 QMS 개발

국내 유명 바이오사 제품개발본부장 역임

국내 유명 바이오/제약사 제품개발 담당

US FDA/EMA 허가 다수 경험 보유

Advisor B
RA, Clinical

전문분야 경력 25 년 이상

국내 유명 바이오사 부회장 역임

국내 유명 바이오사 생산본부장 역임

미국 다국적 제약사 연구 개발 및 공장 건설 디자인 담당

US FDA/EMA 허가 실사 다수 경험 보유

Advisor A Ph.D.

MFG, ENG, CMC/Quality

의약품 생산 제조

임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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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경력 25년 이상

영국 소재 글로벌 CMC 컨설팅사 대표

국내 유명 바이오사 및 글로벌 바이오제약 CRO 부사장 역임

글로벌 제약사 이사 역임

MHRA Senior Quality Assessor 

Advisor C Ph.D.

MFG, ENG, CMC/Quality

의약품 생산 제조



글로벌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역량 및 솔루션 구성

개발
클러스터

기술
자문위원

전문가
네트워크

검증된
데이터

글로벌 규제
&

가이던스

연구논문
&

과학적 문헌
국내외 약전

바이오의약품
Biological Products

• 단일항체 Monoclonal Antibodies

• 재조합 치료용 단백질 Recombinant Therapeutic Proteins

• 세포/유전자 치료제 Cell-Gene Therapies

• 백신 Vaccine

• 바이오 신약 Reference Product

•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 Interchangeable Products

서비스 대상 제품

US FDA

EU EMA

KR MFDS

Health Canada

PMDA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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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 갭 분석 데이터 재구성 CMC 최종화

규제 기관 승인

글로벌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적용 델버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 적용

델버

고객사 기존 CMC 제공 데이터 재생성 CMC 검토

델버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 적용



제품 개발 전략

QbD 설계 기반 품질고도화, Quality by Design를 반영한 제품 개발 전략을 제공합니다. 개발초기부터 QTPP
품질목표사항,Quality Target Product Profile를 통해 CQA 주요품질속성, Critical Quality Attribute 결정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합니다. 기술 수출/판매 승인을 고려한 개발 전 영역의 전주기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개발 단위별 예상 일정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 일정 Master timeline 을 제공합니다.
구축된 일정에 따라 세부 부서별 업무 충돌 요소 확인 및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교육 및 세미나

풍부한 연구 실무 경험과 최신 개발 및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재직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의 요청사항에 맞춰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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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세포주 개발을 포함한 공정 개발에 있어 각 단위별 공정 배양, 정제, 완제, 프로젝트별 추가 특이 공정에 대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적이고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개발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당 자문과 함께 Control Strategy 공정제어전략를 제시합니다.

제품 특성 · 기준 설정 및 시험분석법 개발

제품에 특화된 Product Characterization 제품특성분석과 CQA 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개발 자료/보고서를 통해 제품의 Specification 기시법을 구성하고 해당 시험법 개발에 대한 전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위탁사 연계 및 입찰 자문

CDO, C(D)MO, 분석CRO 등 제품정보를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별하고
입찰 자문을 진행합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사는 최적의 위탁사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전체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제시합니다.

기술 이전 및 공정 밸리데이션

연구~상업용 생산 scale까지 공정 및 품질의 연속성을 구현하도록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Scale-down/up study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와
Process Validation 공정밸리데이션을 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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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문서 및 CMC 데이터 패키지 구축

허가 요구 사항에 맞춰 제품 개발과정의 CMC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합니다. 글로벌 규제기관을
위한 Briefing document, 임상 승인 신청자료 IND/IMPD/CTA, 판매 승인 신청 자료 BLA/NDA/MAA의
CMC 항목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허가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제품에 맞춘 글로벌 허가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FDA formal meeting, EU Scientific advice meeting, 
MFDS 사전상담 등 각 미팅의 준비 단계부터 최종 미팅까지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허가 측면의 CMC 갭 분석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별 구축 자료를 기반으로 CMC 개발 현황 및 진출국가 따른 허가 측면의
CMC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단계별로 보완사항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중요
CMC에 대한 의사결정 tool로 활용가능합니다.

기술 실사 및 사업화 지원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의 CMC 실사 Due Diligence 프로세스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CMC/허가/생산가능성/QA 검토를 통해 개발 실현가능성 및 기술 타당성 검토를 제공합니다.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방안 및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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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리스크 및 데이터 완전성 관리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의 내/외부 품질 패키지에 대해 DI 데이터 완전성, Data Integrity 검토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QRM 품질 위험 관리, Quality Risk Management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목표한 제품의 QTPP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GMP 실사 및 대응 체계 구축

의약품 판매 승인 전 GMP 실사Pre-Approval Inspection, 공급자 실사 Supplier Qualification 를 대비한 실사 진행
및 검토를 제공합니다. 기관 실사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며, 글로벌 수준에 맞는 GMP를 구축합니다.

R&D/GMP 품질시스템 도입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QMS 품질관리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제공합니다. 제품과 관련된 개발, 생산분야의 품질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강력한 tool로서
허가를 위한 CMC 구축에 뛰어난 호환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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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 ∙ GMP 생산 필수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문서의 구조화
효율적인 문서 생성/변경/승인 절차 구성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 ∙ 생산 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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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품질관리시스템
(DELQ-yrus™)

전자품질관리시스템
(DELQ-lud™)

Non-conformity
Decrease

86%
Operational 
Efficiency

89%
▪ International Standard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 Results After Implementation Of ISO 9001
▪ Motivation and Efficiency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Implementation: a Study of Lithuania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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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갭 분석
클라이언트 규모 및 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권한 및
업무분담이 가능한 인원으로 재편

커스터마이징
클라이언트의 니즈 및 요청에 따라 맞춤형 포맷 또는
내용 반영이 가능함
*규제상 허용가능한 품질 시스템 지침에 한함

관련 문서 및 서식
지침서에 필요한 관련 문서 및 양식 제공
→ 클라이언트 업무 부담 최소화
*요청에 따라 별도 커스터마이징 가능

절차 분석
클라이언트의 개발과정에서 품질 데이터의 완결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분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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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작성한 문서의 승인 일자를 기입
문서의 시작 유효일을 지정

서명 기록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의 서명 및 서명 일자 기록
문서의 생성과 승인, 문서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제공

작업절차 (절차서)
적용 범위내 품질 지침 행동에 대한 절차를 설명
문서의 권한자 및 실무자는 본 지침에 따라
작업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행동 규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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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based 
Expertise

Global 
Experience

Open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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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screening

IP establishment

Platform process development/Formulation development support

CDMO/CRO management

CMC Strategy development

QbD introduction

Characterization/Specification – analytical method development support

Tech transfer support

QMS establishment

R&D documentation review

GMP documentation review

Process Validation

GMP inspection preparation

Regulatory communication

IND CMC part development CTD M2.3, M3 development

Gap analysis

Due diligence preparation

R&D

QA

RA

의약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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