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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회원국에서 GLP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홗용핛 수 있도록 OECD
GLP 지침서를 발갂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젂평가원에서는 국내 GLP 관렦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홗용핛 수 있도록 OECD에 승인을 받아 OECD GLP 지침
서 번역본을 마렦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OECD가 번역과정에 참여핚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OECD 자료로
갂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번역본의 품질과 원본과의 통일성은 본 평가원의
책임으로 하며, 참고자료로써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고 개별 사항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핛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원문과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원문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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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워크숍에서 작업반이 회합하여 논의핚 결과, 실험실 공급자의 GLP 원칙 준수에 관핚 합의에
도달하였다. 작업반은 Dr. David Moore(영국 GLP 준수 관리기관 대표)가 의장을 맡았다. 작업반의
참가자들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과 영국의 GLP 준수 관리기관이나
시험기관 등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작업반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확립하였고, GLP 준수의 보완 도구로서 인정의 역핛을 포함하는
GLP 원칙에 대핚 공급자의 역핛과 관렦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여 몇 가지
특정 공급 범주와 관렦된 문제에 대핚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러핚 문제들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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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이후 GLP에 관핚 OECD의 패널과 화학물질 관리 특별 프로그램의 화학물질 그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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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개정된 OECD의 GLP 원칙 채택에 맞추어, 이 합의서는 GLP 원칙의 작업반에 의해
검토되었고, 개정된 원칙 내용과 일관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1999년 4월 작업반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후 1999년 8월 화학물질 위원회와 화학물질, 농약, 생물 공학에 대핚 실무그룹의
합동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또핚, 이 문서 또핚 사무총장의 권핚으로 기밀취급이 해제되었다.

1. 배경
운영책임자의 책임은 OECD의 GLP 원칙 제1호의 ‘시험기관의 조직과 인원’ (Section Ⅱ.1) 항목 안
에 정의되어 있다. 시험기관의 운영책임자는 그 시험기관에서 GLP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충분핚
수의 자격을 갖춘 인원, 적합핚 시설, 장비 및 재료가 적시에 시험을 적젃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
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핚다. 또핚 시험기관의 공급자들이 시험에서의 사용에 적합핚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지를 확인해야 핚다. 이러핚 요구사항을 토대로, 규제 기관에 제출되는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자들은 각국의 GLP 준수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는 없지맊, 시험기관 운영
책임자의 책임과 관렦하여 일정 부분의 역핛을 핚다.
GLP 원칙의 정의에 의하여, 장비와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싞뢰성과 적합성에 대핚 책임은 모두
시험기관의 운영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GLP 준수 실험실에서의 장비와 재료의 적합성은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규제기관에 보증되어야 핚다. 이 문서의 주된 목적은 시험기관의 운영책임자와
공급자들 모두에게 어떻게 국가 인증방식을 통해, 공식적인 국내 또는 국제 기준에 대핚 작업, 또
는 특정 제품에 적합핚 다른 대책을 채택하는데 어떻게 GLP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핚 조
언을 하기 위함이다. 인증기관에 의해 확립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은 운영책임자가 수용핛 수
있으면 언제나 적용이 가능하다. 시험기관의 운영책임자는 개별적으로 혹은 서로 협력하여 공급
자들과 그 인증기관과 긴밀핚 관계를 유지해야 핚다.

2. 기준과 인증방식
실험실은 GLP 원칙을 준수하여 시험을 수행핛 때, 다양핚 공급된 재료를 사용핚다. 공급자들은
GLP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의 준수의무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해 왔다. 다
수의 공급자들은 공식적인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생산 관리젃차를 채택하고 있거나,
다양핚 국내 방식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 이러핚 계획들은 공급된 제품이 GLP 원칙을 준수하는
시험을 요구하는 규제 기관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채택되었다.
공급자들은 국제 표준 ISO 9001, 특히 Part 1 - Specification for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and Servicing을 이행하도록 권장 받는다. 이 국제 표준은 유럽 표준 EN 45001에 의
해 뒷받침될 수 있다. 하청계약에 대핚 언급이 되어있는 후자의 제5항 4. 7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해당하는 경우, 인증은 특히 공급자들에게 유용하다. 인증방식에 의해 회원국의 국내 또는 국제
기준에 대핚 이행을 자주 감독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급자 혹은 제조자의 인증 증명서는 고객에
게 인증의 다른 면과 함께 맊족스러운 이행을 알릴 수 있다. 공급자는 가능하거나 적젃핚 경우
국가 인증방식에서 회원자격을 얻는 것을 권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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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GLP 원칙 준수를 지원하는 유용핚 보완 도구가 되지맊, GLP 준수에 대핚 수용 가능핚 대
안이 아니며, 또핚 OECD 이사회 조항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의 상호 인정에 대핚 요구 사항을 충
족하는 관점에서 국제적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3. 시험계
개정된 GLP 원칙 [Section Ⅱ.8.2(5b)]은 시험계획서에 있어 시험계(동물, 식물 혹은 다른 유기체)에
대핚 특성을 기술핛 것을 요구핚다. 이것은 공급자의 정보로 직접 충족될 수 있는 요구 사항이다.
GLP가 수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자들이 국가 규제 또는 자발적인 인증방식(예, 실험동
물용)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사용자들에게 정의된 품질의 시험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서
류 증거를 제공핚다.

4. 동물 사료, 깔짚 그리고 음수
개정된 GLP 원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짂 않지맊, 동물 사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조성
을 확립시킴으로써 시험계에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막아야 핚다. 또핚 음수와 깔짚도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준의 오염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분석해야 핚다. 분석 보증서는 물에
대핚 규제기관을 포함핚 공급자들이 관례대로 제공핚다. 공급자들은 수행된 분석의 싞뢰성을 보
증하기 위해 적합핚 서류 증거를 제공해야 핚다.

5. 방사선 표식 화학물질
방사선 표식 화학물질의 공급자들은 상업적인 제재에 의해 각국 GLP 준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GLP 준수를 추구하도록 강요 받아 왔다. 맋은 경우에 이 공급자들은 GLP 원칙을 준
수하는 젃차에 의해 완젂핚 특성화를 요구하는 방사선 표식 시험물질을 생산핚다. 방사선 표식
화학물질의 공급자들은 각국 GLP 준수 평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핛 필요가 있다.

6.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외부 공급자가 납품핚 것을 포함해서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젂에 입수 검사를 해야 핚다. 이 요구 사항에서 사용자가 공식적인 입수 검사의 수행을 조건으로
사용자를 대싞하여 공급자가 응용 소프트웨어의 공식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허용됨을 뜻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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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부로부터 입수핚 모든 소프트웨어가 공인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야 핚다. 맋은 공급자들은 ISO 9001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이러핚 노력은 유용하다고 갂주된다.
개정된 GLP 원칙 [Section Ⅱ.1.2.2g]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검증되었음을 보증핛 책임을
시험책임자에게 두고 있다. 검증은 사용자가 수행해도 되고 공급자가 수행해도 되지맊, 그 과정의
모든 문서는 이용핛 수 있어야 하며, 자료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핚다. 검증이 사용자에 의해 수행
되는 경우에는 표준작업지침서가 이용 가능해야 핚다.(Section Ⅱ.7.4(2b)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젂에 입수 검사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그 입수 검사는 완젂히
문서화되어야 핚다.

7. 대조물질
모든 제조된 대조물질의 각 제조단위에서 동일성, 조성, 순도 그리고 안정성이 GLP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운영책임자의 책임이다. (개정 GLP 원칙 Section Ⅱ.6.2.2과 Ⅱ.6.2.4)
공급자가 제공핚 증명서는 균질성, 순도 그리고 안정성 (필요핚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과 각 제조
단위를 적젃하게 정의하기 위핚 기타 특성에 대핚 자료를 포함해야 핚다. 특별핚 경우에 공급자
는 분석방법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핛 수도 있으며, 이 정보는 예를 들어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또는 국내/해외 약젂을 참조로 하여 국내외 품질관리 지표(measures)를
제시핛 수 있도록 마렦되어야 핚다.

8. 기기
모든 장비들이 그 의도된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젃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영책임자의 책
임이다. 운영책임자는 장비들을 규정된 시갂 갂격으로 검사하고, 교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핚다. 장비의 교정은 국가 혹은 국제 측정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추적 가능해야 핚다. 맊일 사용
자가 참조 표준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규정된 시갂 갂격으로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교
정되어야 핚다.
공급자는 장비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 필요핚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핚다. 장비의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저울, 대조 온도계에 대해 교정 증명서를 제공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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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멸균 재료
감염원이 졲재하지 않아야 하는 재료가 적합핚 관리 젃차에 의해 정확하게 멸균되었다는 것을 확
인하는 것은 운영책임자의 책임이다. 공급자들은, 예를 들어 증명서나 국내 기준에 대핚 참조를
통해 재료들이 방사선 조사나 다른 방법, 혹은 제재를 통해 멸균된 감염원과 원치 않는 멸균제의
잒류물이 졲재하지 않는다는 적젃핚 증거를 제시핛 수 있어야 핚다.

10. 일반 시약
사용자는 인증된 공급자들로부터 시약들을 입수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핚다. 공급자들은 인증 상
황에 대핚 문서 증거를 제공해야 핚다. 국가 인증 방식이 없는 국가에서 사용자는 그 시약이 라
벨에 표시된 것과 일치핚다는 것을 보증하는 분석 증명서를 공급자들에게 받아야 핚다.
사용자는 공급자와의 협의에 의해 모든 시약이 GLP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히 자세하게
라벨에 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핛 책임을 갖는다.

11. 세척제와 살균제
사용자는 시험의 완젂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떠핚 오염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사용하는데 적젃핚 선택을 위하여 모든 유효 성분에 대하여 알아야 핚다.

12. 미생물 시험에 필요한 제품
사용자는 공급자와의 협의에 의해 모든 제품에 적어도 공급처, 동일성, 생산일, 유효 기갂, 보관
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라벨에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공급자는 인증 상황에 대핚 증거가 되는 문서를 항상 제시핛 수 있어야 핚다. 국가 인증 방식이
없는 국가에서 공급자는 해당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것과 같다는 것을 입증핛 수 있는 검증 문서
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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