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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표준안은 약물동태 지표분석 및 그 밖의 분석(임상시험실시

기관내 검체분석기관 제외)을 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제도 시행 초기, 업무표준안 마련의 

어려움을 겪은 기관들의 필요성 요구에 부응하고, 임상시험검체분석

기관 신규 지정 신청시, 지정요건 중의 하나인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업무표준안은 업무표준안 마련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참고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업무표준안은 개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졌으므로,

기관에서는 본 업무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업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 임상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1874

∙ 팩스번호 : 043-7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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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번호 SOP제목 기록서 명칭 기록서번호

SOP.ANA.001 표준용액의 준비

물질조제기록서(원액) F.SOP.ANA.001.01
물질조제기록서(용액) F.SOP.ANA.001.02
표준원액라벨 L.SOP.ANA.001.01
표준용액라벨 L.SOP.ANA.001.02

SOP.ANA.002 분석법밸리데이션 　 　

SOP.ANA.003 시료준비 및 분석
분석작업기록서 표지 F.SOP.ANA.003.01
분석작업기록서 F.SOP.ANA.003.02
배치별 요약서 F.SOP.ANA.003.03

SOP.ANA.004 재주입 및 재분석
재분석 및 재주입 지시서 F.SOP.ANA.004.01
재분석 및 재주입 채택목록 F.SOP.ANA.004.02

SOP.ARC.001 자료이관 및 관리

자료보관관리대장 F.SOP.ARC.001.01
자료이관대출반납대장 F.SOP.ARC.001.02
대출(열람)반납(복사)요청서 F.SOP.ARC.001.03
자료양도양수서 F.SOP.ARC.001.04

SOP.DCM.001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SOP검토기록서 F.SOP.DCM.001.01

표준작업지침서 관리대장 F.SOP.DCM.001.02
SOP.DCM.002 분석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분석계획서변경서 F.SOP.DCM.002.01
SOP.DCM.003 시험기초자료의 작성 및 관리 　 　
SOP.DCM.004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작성 및 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변경서 F.SOP.DCM.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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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DCM.005 일탈 및 개선처리보고
일탈기록서 F.SOP.DCM.005.01
개선조치처리보고서 F.SOP.DCM.005.02

SOP.ERM.001 기기(장비)/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및 관리

기기(장비)배치도 F.SOP.ERM.001.01
정기점검기록서 F.SOP.ERM.001.02
고장수리기록서 F.SOP.ERM.001.03
온도/습도기록서 F.SOP.ERM.001.04
저울측정기록서 F.SOP.ERM.001.05
기기(장비)식별라벨 L.SOP.ERM.001.01
기기(장비)점검라벨 L.SOP.ERM.001.02

SOP.ERM.002 Deep Freezer 사용 및 관리 　 　

SOP.ERM.003 표준물질/시약의 입수, 보관, 사용 및 
처리

표준물질관리대장 F.SOP.ERM.003.01

물질출고요청서 F.SOP.ERM.003.02

표준물질사용기록서 F.SOP.ERM.003.03
시약관리대장 F.SOP.ERM.003.04
표준물질라벨 L.SOP.ERM.003.01
시약라벨 L.SOP.ERM.003.02

SOP.ERM.004 임상시험검체의 입수, 보관, 사용 및 
처리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 F.SOP.ERM.004.01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 F.SOP.ERM.004.02
임상시험검체출고요청서 F.SOP.ERM.004.03
임상시험검체라벨 L.SOP.ERM.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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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MNG.00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조직도 및 인력현황도 F.SOP.MNG.001.01

시설도면 F.SOP.MNG.001.02

의사결정기록서 F.SOP.MNG.001.03

출입기록서 F.SOP.MNG.001.04

SOP.MNG.002 직원의 서명등록 및 이력관리

서명등록대장 F.SOP.MNG.002.01

전자서명등록신청서 F.SOP.MNG.002.02

개인이력 F.SOP.MNG.002.03

SOP.MNG.003 교육 및 훈련

연간교육훈련계획서 F.SOP.MNG.003.01

교육훈련표 F.SOP.MNG.003.02

교육훈련기록서 F.SOP.MNG.003.03

SOP.MNG.004 직원의 임명, 교체 및 업무대행
임명장 F.SOP.MNG.004.01

업무대행기록서 F.SOP.MNG.004.02

SOP.MNG.005 시험등록 및 관리

시험의뢰서 F.SOP.MNG.005.01

시험일정총괄표 F.SOP.MNG.005.02

물질/시료인수인계서 F.SOP.MNG.005.03

SOP.QAP.001 시험위주의 점검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지명목록서 F.SOP.QAP.001.01

점검계획서 F.SOP.QAP.001.02

점검체크리스트 F.SOP.QAP.001.03

점검결과보고서 F.SOP.QAP.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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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QAP.002 수행절차의 점검

수행/시설점검계획서 F.SOP.QAP.002.01

수행/시설점검보고서 F.SOP.QAP.002.02

SOP.QAP.003 시설위주의 점검 시설점검체크리스트 F.SOP.QAP.003.01

SOP.UNI.00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환경관리 출입허가서 F.SOP.UNI.001.01

SOP.UNI.002 시험구역의 환경관리 　 　

SOP.UNI.003 자료/표준물질/임상시료보관실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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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ANA.001 (Revision 00)

표준용액의 준비

Preparation of Standard Solutio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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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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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분석법밸리데이션 및 시료분석 등을 위하여 표준용액의 조제방법을 명

확히 함으로써 재현성과 정확성이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 분석물질을 정량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사용되는 

물질  

2.2 표준용액(Working solution): 실제 시험에서 검량선 표준시료 및 품질관리시료 

등을 조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용액을 말한다. 표준원액을 희석용매로 희

석하여 조제한다.

2.3 품질관리시료(Quality Control Sample): 생체시료 분석법의 성능을 검사하고 각

각의 분석배치에서 분석되는 분석결과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2.4 검량선용 표준시료(Calibration standard sample): 이미 알고 있는 농도의 분석

물질을 생체시료에 첨가한 시료로서 검량선을 작성하는데 사용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분석책임자

3.1.1 분석을 위한 표준용액의 준비와 조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립

할 책임이 있다. 

3.2 직원

3.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2.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표준물질의 송부



SOP번호 SOP.ANA.001 효력발생일 yyyy.mm.dd 5/8

SOP제목 표준용액의 준비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5 -

4.1.1 시험담당자는 물질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시험번호에 관련된 표준물질의 출

고를 위해 [물질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한다. 

4.1.2 물질관리담당자는 요청한 정보와 시료가 동일한 지를 이름표부착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표준물질사용기록서]에 출고시간을 기재하고 시험담당자에게 송부

한다.

4.2 표준원액의 준비

4.2.1 품질관리용과 검량선용을 위한 각각의 독립적인 표준원액을 조제한다. 

4.2.2 표준원액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분석법 개발단계에서는 동일

한 표준원액으로 품질관리 시료와 검량선 시료를 조제할 수 있다.

4.2.3 표준원액의 조제 시, 분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표준물질의 사용을 위해 염보

정, 순도보정, 함량보정 및 수분보정을 수행하고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실시

하여 [물질조제기록서(원액)]에 기록한다. 

4.2.4 계산된 양을 칭량하여 [표준물질사용기록서]에 사용량 등을 기록한다. 

4.2.5 조제번호를 부여하고 [표준원액라벨]을 부착한다. 

4.2.6 조제번호는 (Syyyymmdd형태의 조제일자_serial 번호)형태로 부여할 수 있

다.

4.3 표준용액의 준비

4.3.1 분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표준원액을 이용하여 표준용액을 조제하며, 그 기

록은 [물질조제기록서(용액)]에 기록한다. 

4.3.2 조제번호를 부여하고, [표준용액라벨]을 부착한다. 

4.3.3 조제번호의 부여 예로 (Wyyyymmdd형태의 조제일자_serial 번호)형태로 부

여할 수 있다. 

4.4 내부표준물질의 준비

4.4.1 분석물질의 Cmax로 예상되는 농도의 기기반응과 유사한 기기반응을 나타내는 

농도 이내로 설정하고, Cmax를 알 수 없는 약물인 경우에는 ULOQ 기기반응

기기반응을 나타내는 농도를 기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법에서 요구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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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검량선용 표준시료의 준비

4.5.1 최고정량한계는 공시된 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4.5.2 최저정량한계는 예상되는 Cmax평균을 기준으로 공시된 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4.6 품질관리시료의 준비

4.6.1 각 시료의 농도는 예로 다음과 같으나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 시험법

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분석계획서에 기재한다.

4.7 안정성 확인용 시료의 준비

4.7.1 공시료에 조제한 품질관리용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조제한다. 분석물질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분석 물질의 안정성 시료는 모든 분석물질을 포함하여 조제

한다

4.7.2 안정성시료에 포함되는 다른 분석물질의 농도는 분석 물질의 Cmax농도를 참

고하여 조제한다.

4.7.3 안정성 시료는 시험계획서에 기재된 시험시료의 보관조건과 일치하는 보관고

에 보관하도록 한다. 

4.8 조제된 원액 및 용액의 관리

4.8.1 표준원액과 표준원액의 보관용기를 조제 작업 전에 미리 준비하여 분석키트

셋트에 준비한다.

4.8.2 표준원액은 장기안정성시험을 통해 확보된 기간까지 유효기간으로 사용한다.

4.8.3 [표준원액라벨]에 안정성을 체크하여 보관한다. 이때, [표준원액라벨]의 조제일

자가 보관개시일과 동일하다.

LLOQ 검량선 최저정량한계

LQC  3X LLOQ

MQC 검량선 기하평균 (Geometric mean) 부근의 농도

HQC 0.75 X ULOQ  HQC  0.9 X UL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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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각 용기에는 [표준원액라벨], [표준용액라벨]을 실시한다.

4.9 용액의 폐기

4.9.1 조제한 용액은 유효기한을 확인하여 분석시험담당자가 폐기할 수 있으며 유

효기간이 지난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로 조제하여 사용한다.

4.9.2 폐기용액은 정해진 구역의 “폐액보관용기”에 각 용액의 특성을 확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물질조제기록서(원액)(F.SOP.ANA.001.01)

5.3.2 물질조제기록서(용액)(F.SOP.ANA.001.02)

5.3.3 물질출고요청서(F.SOP.ERM.003.02)

5.3.4 표준물질사용기록서(F.SOP.ERM.003.03)

5.3.5 표준원액라벨(L.SOP.ANA.001.01)

5.3.6 표준용액라벨(L.SOP.ANA.001.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Guidance for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July 2011, EMA

6.2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6.3 ICH,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6.4 FDA, Guideline for Industry :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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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MHLW, Guideline 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물질조제기록서(원액)
(Preparation for Stock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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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정보
물질번호 입수일
Lot/Batch No. 유효기한

표준물질명칭 종류
□ Internal Standard
□ Reference Item
□ Others(       )

2. 조제물질정보

조제번호 농도(단위)             (         )
조제일자 yyyy.mm.dd. HH.MM

보관조건/
(보관고번호)

□ 실온/(            )
□ 냉장/(            )
□ 냉동/(            )
□ 초저온/(            )

보관개시일자 yyyy.mm.dd. HH.MM

소분방법 및 조제목적

3. 조제방법

실시자 (서명) 확인자 (서명)



물질조제기록서(용액)
(Preparation for Working Solution) 

F.SOP.ANA.001.02 (Revision 00) - 10 -

1. 표준원액 정보
조제번호 조제일자
표준원액농도 유효기한

2. 표준용액정보

조제번호 유효기한
조제일자 yyyy.mm.dd. HH.MM

보관조건/
(보관고번호)

□ 실온/(            )
□ 냉장/(            )
□ 냉동/(            )
□ 초저온/(            )

희석용매

소분방법 및 조제목적

3. 조제방법

조제번호
표준용액

농도 
(ug/mL)

표준원액정보 조 제 량 (mL)

농도 (ug/mL) 사용량 (mL) 희석용매 총 량

실시자 날짜

확인자 날짜



표준원액라벨
(Stock Solution Label) 

L.SOP.ANA.001.01 (Revision 00) - 11 -

표준원액라벨
(Stock Solution Label) 

□ For Stability

물질명칭

Lot/Batch No.

조제번호

농도(단위)             (       )

조제일

조제담당

유효기한

보관고조건/보관고번호

L.SOP.ANA.001.01 (Revision 00)



표준용액라벨
(Working Solution Label) 

L.SOP.ANA.001.02 (Revision 00) - 12 -

표준용액라벨
(Working Solution Label) 

조제번호

농도(단위)             (       )

조제일

조제담당

유효기한

보관고조건/보관고번호

L.SOP.ANA.001.02 (Revisio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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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ANA.002 (Revision 00)

분석법밸리데이션

Analytical Method Validatio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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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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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분석법밸리데이션의 허용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재현성과 정확성이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l): 분석물질을 정량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사용되

는 물질  

2.2 분석물질(Analyte): 측정되는 특정 화학 물질로서, 생체시료 내 약물자체이거나 

생분자, 유도체, 대사체, 분해산물이 될 수 있음

2.3 품질관리시료(Quality Control Sample): 생체시료 분석법의 성능을 검사하고 각

각의 분석배치에서 분석되는 분석결과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2.4 내부표준물질 (Internal standard): 목표로 하는 분석물질의 정량시험을 위해 이

미 알고 있는 일정 농도로 분석하려는 시료에 첨가하는 시험물질

2.5 최저정량한계(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정확성과 정밀성이 입증

된 범위에서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시료 내 분석물질의 가장 낮은 농도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분석책임자

3.1.1 분석물질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검체의 분석법 개발을 실시하고 분석법 검증

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책임이 있다. 

3.2 직원

3.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2.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분석법밸리데이션을 위한 계획서 작성방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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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일반적인 전체 밸리데이션에서 검증할 항목은 시스템적합성, 선택성, 최저정

량한계, 검량선, 정확성 및 정밀성, 생체시료효과, 회수율, 간섭효과, 안정성, 

희석 타당성, 캐리오버, 재주입 재현성 등 이다. 

4.1.2 분석법밸리데이션를 위한 분석계획서를 작성 시, 가능한 모든 항목이 실시되

고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방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험의 특성 등에 따라 

시험의뢰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분석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1.3 분석법밸리데이션을 위한 분석이 개시되면 [시료준비 및 시험분석]에 관한 지

침서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4.2 파라미터에 따른 수행방법

4.2.1 시스템적합성(System Suitability)

4.2.1.1 검량선 범위 중  MQC 농도를 선택한다.

4.2.1.2 선정한 시료를 정해진 반복 횟수를 주입하여 정밀성을 평가한다.

4.2.2 선택성(Selectivity) 

4.2.2.1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을 시료 내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정량

하는 분석 능력이다.

4.2.2.2 최소 6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원의 적절한 생체시료 (예: 여섯 사람으로

부터 채취한 생체시료)로 수행한다. 만약 확보할 수 없는 경우 6개 미만의 시

료를 사용할 수 있다. 

4.2.2.3 선택성 시료와 동일한 시료에 최저정량한계의 농도가 되도록 분석물질과 내

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선택성을 비교 확인한다. 

4.2.2.4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3 최저정량한계(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4.2.3.1 정확성과 정밀성이 입증된 범위에서 분석물질을 정량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 

즉, 감도 (sensitivity)로서 검량선 중 가장 낮은 농도이다.

4.2.3.2 최소 5개 이상의 LLOQ농도의 생체시료를 측정하여 정확성, 정밀성 및 신호 대 잡

음비 (S/N ratio) 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4.2.3.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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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검량선(Calibration curve) 

4.2.4.1 이미 알고 있는 분석물질의 농도와 기기의 반응과의 관계이다. 

4.2.4.2 공시료(blank sample), 영시료(zero sample), 그리고 최저정량한계를 포함

한 최소 6 가지 이상 농도의 검량선용 시료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4.2.4.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5 정확성(Accuracy)

4.2.5.1 분석물질의 이론값과 분석법에 의해 얻어진 측정값의 근접한 정도이다.

4.2.5.2 LLOQ, LQC, MQC (medium concentration quality control sample) 및 

HQC에 대하여 시험 내 (within-run) 및 시험 간 (between-run) 정확성을 

평가한다. 

4.2.5.3 해당 시료는 검량선용 표준시료와 별도의 표준원액에서 준비한다.

4.2.5.4 실험실내 정확성은 LLOQ, LQC, MQC 및 HQC 를 포함하여 검량선 범위 

내 최소 4 가지 농도에 대해 최소 5 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5.5 실험실간 정확성은 LLOQ, LQC, MQC 및 HQC를 최소 서로 다른 2일 이상

에 걸쳐 최소 3 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5.6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6 정밀성(Precision)

4.2.6.1 하나의 시료로부터 여러 번 채취하여 얻은 시료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측정

하였을 때 각각의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한 정도이다.

4.2.6.2 LLOQ, LQC, MQC 및 HQC에 대하여 시험 내 및 시험 간 정밀성을 평가한

다.

4.2.6.3 해당 시료는 검량선용 표준시료와 별도의 표준원액에서 준비한다.

4.2.6.4 실험실내 정밀성은 LLOQ, LQC, MQC 및 HQC 를 포함하여 검량선 범위 

내 최소 4 가지 농도에 대해 최소 5 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6.5 실험실간 정밀성은 LLOQ, LQC, MQC 및 HQC 를 포함하여 검량선 범위 

내 최소 4 가지 농도에 대해 최소 5 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6.6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7 생체시료효과(Matrix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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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생체시료 내의 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석물질 또는 내부표준물질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4.2.7.2  6개의 서로 다른 기원의 생체시료로 수행하여야 하며, 구하기 힘든 생체시

료의 경우 6 개보다 적은 수의 생체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4.2.7.3 생체시료효과상수 (matrix factor, MF) 는 전처리 된 공시료에 LQC (low 

concentration quality control sample) 와 HQC (high concentration 

quality control sample)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측정한 면적값과 pure 

solution (matrix가 아닌 용액)에 LQC 와 HQC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측정

한 면적값의 비율로 계산한다.

4.2.7.4 분석물질의 생체시료효과상수를 내부표준물질의 생체시료효과 상수로 나누

어 구한 내부표준물질 표준화 생체시료효과상수 (ISTD Normalized Matrix 

Factor)로 평가한다.

4.2.7.5 생체시료효과상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ICH 기준을 참고하여 정확성과 

정밀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7.6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8 회수율(Recovery)

4.2.8.1 생체시료로부터 분석과정을 통해 분석물질이 회수되는 정도이다. 

4.2.8.2 생체시료를 추출한 후 분석물질을 첨가한 시료와 생체시료에 분석물질을 첨

가한 후 추출한 시료의 반응을 비교하고, LQC, MQC 및 HQC 에서 최소 

3 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8.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9 캐리오버(Carry-over)

4.2.9.1 시료를 연속하여 측정 시 분석기기 내에서 바로 전에 주입된 시료의 잔류된 

분석물질 또는 내부표준물질이 다음 시료 주입 시에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

한다. 

4.2.9.2  최고정량한계 농도의 검량선용 표준시료 주입 후 공시료를 주입하고 이어

서 최저정량한계 농도의 검량선용 표준시료를 주입하는 시험을 3 회 측정

하여 총 9개의 시료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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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0 희석타당성(Dilution integrity)

4.2.10.1 시료의 농도가 최고정량한계 농도를 초과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동일한 생체시료를 가하여 희석하여도 분석에는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4.2.10.2 다른 생체시료로 희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석물질의 정확성과 정밀

성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한다.

4.2.10.3 단, 시험시료 분석결과 밸리데이션시 확보한 배수보다 높은 배수의 희석배

수가 필요한 경우, 시험책임자의 판단 하에 재분석 전에 희석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4.2.10.4 최고정량한계 농도를 초과하는 시료를 생체시료로 희석하여 각 희석배수마

다 5 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희석의 타당성 검증 시료는 희석한 농도

가 최고정량한계 이내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4.2.10.5 허용기준은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1 표준원액의 안정성(Stock solution stability)

4.2.11.1 조제된 표준원액이 일정 보관조건에서 안정성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4.2.11.2 표준원액의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단기안정성을 평가하고, 표준원액이 해당

기간 동안 냉장 또는 냉동 보관된다면 이에 대한 장기안정성 평가도 실시

한다.

4.2.11.3 LQC, HQC농도를 최소 3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하고 보관기간 이후에 조

제한 새로운 표준원액을 기존에 조제하여 보관한 표준원액과 비교 측정하

여 평가한다.  

4.2.11.4 분석물질의 표준원액은 peak area ratio (표준물질의 면적/내부표준물질

의 면적) 의 차이로 평가하며, 내부표준물질의 표준원액은 area (내부표준

물질의 면적) 의 차이로 평가한다.

4.2.11.5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2 표준용액의 안정성(Working solution stability)

4.2.12.1 조제된 표준용액이 일정 보관조건에서 안정성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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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2 LQC 와 HQC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최소 3번 이상 분석하며, 보관기간 이

후에 조제한 새로운 표준용액을 기존에 조제하여 보관한 표준용액과 비교 

측정하여 peak area ratio의 차이로 평가한다. 이때 시료의 전처리 시간과 

표준용액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표준용액의 단기 안전성과 장기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4.2.12.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3 냉해동안전성(Freeze and thaw stability)

4.2.13.1 반복 횟수는 실제 시료분석 시의 냉․해동 횟수와 같거나 더 많게 평가를 

실시한다. 

4.2.13.2 LQC와 HQC를 설정된 보관온도에서 냉동하고 실온 또는 전처리 온도에서 

해동하며, 완전히 녹은 다음 다시 같은 조건으로 냉동시킨다. 운송 중 안정

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실제 보관조건에서 

냉·해동안정성의 냉동시간은 최소 12 시간 이상으로 한다. LQC 와 HQC의 

시료를 최소 3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13.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4 단기 안전성(Short term stability)

4.2.14.1 품질관리시료를 실온(실험실 온도)에서 해동하고 방치한 다음 분석하여 평

가하며 시험과정에서 시료가 실온에서 방치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4.2.14.2 LQC 와 HQC의 시료를 최소 3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14.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5 장기 안전성(Long term stability)

4.2.15.1 저장 기간은 최초 시료 채취일로부터 시료 분석 종료일까지의 기간보다 길

어야 하고, 장기 안정성 시험용 품질관리시료는 시험시료와 동일 조건하에

서 저장 하여야 한다. 

4.2.15.2 LQC 와 HQC의 시료를 최소 3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한다.

4.2.15.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6 전처리 시료의 안정성 (Processed sampl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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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1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의 안정성은 실제 시료분석배치의 예상 소요시간

을 고려하여 분석기기의 주입기 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평가한

다. 

4.2.16.2 LQC 와 HQC의 시료를 최소 3번 이상 분석하여 평가 후 일정시간 이후에 

재주입하여 평가한다.

4.2.16.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7 배치사이즈 (Batch size)

4.2.17.1 한 배치에서의 분석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실제 시료분

석 배치사이즈와 동등한 수 이상의 품질관리시료에 대하여 정확성 및 정밀

성을 확인한다. 

4.2.17.2 적절한 수의 LQC, MQC 및 HQC 를 제조하여 반복분석을 통하여 평가하

여 허용기준을 만족한 배치의 품질관리시료 수를 기준으로 배치사이즈를 

결정한다.

4.2.17.3 허용기준은 6항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참고한다.

4.2.17.4 반복 분석한 품질관리시료의 변동계수는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하

는 시료의 모든 측정치를 부적합 데이터로 하여 배치사이즈를 재평가한다. 

4.3 Performance Qualification

4.3.1 시험방법과 허용기준은 4.2.항을 참고로 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 Performance qualification을 실시한다.

변경 항목 선택성
최저정
량한계

검량선

정확성/정밀성

시험내 시험간

밸리데이션과 시료 분석 사이 또는 시
료 분석 진행 중 기기 parameter 가 
변경된 경우1)

○ ○ ○ ○ X

밸리데이션과 장기안정성 또는 시료 
분석 사이에 다른 성분의 분석

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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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분 밸리데이션(Partial Validation)

4.4.1 이미 밸리데이션 된 임상시험검체 분석법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며 

각 항목별로 평가수행부분은 “○”, 평가미실시부분은“X”, 선택가능부분은“-”

로 표기하였다.

4.4.2 시약의 변경

○: 평가수행, X: 평가미실시 

1) 시험시료 분석 진행   중 기기 calibration 수행하여 기기 parameter 가   
변경된 경우에는 performance qualification 수행한 다음 이후 진행할 시험시료   
배치부터 재분석실시.

변경 항목
선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수
율

안정
성시험

내
시험
간

재용해 용매 변경 ○ ○ ○ ○ X ○ ○

재용해 용매량 변경 ○ ○ ○ ○ X ○ X

표준원액 제조 시 사용된 용매 변경 X X X X X X ○

표준용액 조제 시 사용된 용매 변경 ○ ○ ○ ○ X X ○

내부표준액의 농도나 첨가량 변경 ○ ○ ○ ○ X X X

시약 조제 방법 변경 X X X X X X X

고체상 추출카트리지의 활성화액, 
세척액, 용출액의 변경

○ ○ ○ ○ X ○ ○

단백침전 과정에 첨가되는 시약 ○ ○ ○ ○ X ○ ○

액상추출과정에 첨가되는 용매 및 
시약의 변경

○ ○ ○ - - ○ ○

유도체화 시약의 변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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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방법의 변경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질소증발 건고 방법 변경 X X X X X X X

질소와 진공 증발건고 방법 간 변경 ○ ○ ○ ○ X X X

증발건고 온도 변경 ○ ○ ○ ○ X X X

혼합 방법 변경

(흔듦, 진탕혼합, 회전 등)
○ ○ ○ ○ X X X

상분리를 위한 원심분리 용기 또는 
가속도 (설정치의 이내)

X X X X X X X

상분리를 위한 원심분리 용기 또는 
가속도 (설정치의 미만)

○ ○ ○ ○ X X X

원심분리온도 (설정치의 이내) X X X X X X X

원심분리온도 (설정치의 미만) ○ ○ ○ ○ X X X

고체상 추출카트리지의 용출방법 변경 ○ ○ ○ ○ X ○ X

액-액 추출법 추출 용매의 변경 ○ ○ ○ ○ ○ ○ ○

유도화제 중성화 또는 제거 ○ ○ ○ ○ X X X

수동 및 자동 절차간의 변경 ○ ○ ○ ○ X X X

추출 전 시료의 원심분리 추가 ○ ○ ○ ○ X X X

주입 전 추출액을 원심분리 또는 
여과하는 과정 추가

○ ○ ○ ○ X ○ X

액상추출 (액체-액체)과 고체상 추출간의 
변경

○ ○ ○ ○ ○ ○ ○

분석자 변경 X ○ ○ ○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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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전처리 과정 중의 시간 변경

4.4.5 기기관련한 변경

4.4.6 컬럼 변경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증발 건고시간 ○ X ○ ○ X X X

추출(혼합)시간 ○ X ○ ○ X ○ X

원심분리시간 ○ X ○ ○ X X X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검출기 변경 ○ ○ ○ ○ ○ X X

분석기기 변경 (예. GC에서 LC로
의 변경)

○ ○ ○ ○ ○ X X

측정 파라메타 변경 ○ ○ ○ ○ X X X

기기 변경 ○ ○ ○ ○ X X X

주입량 변경 ○ ○ ○ ○ X X X

실린지 세척액 변경
캐리오버 수행

주입포트 라이너/처리/Septum

분석 시간 변경 ○ ○ ○ ○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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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데이터처리

4.4.8 규격 변경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이동상 변경 (예. 조성 또는 비율) ○ ○ ○ ○ X X X

캐리어가스 변경 ○ ○ ○ ○ X X X

컬럼온도나 온도램프 파라미타변경 ○ ○ ○ ○ ○ X X

컬럼 충전물 변경 또는 동일 형태
의 컬럼의 제조처 변경

○ ○ ○ ○ ○ X X

컬럼 직경 또는 길이의 변경 ○ ○ ○ ○ X X X

입자크기 변경 ○ ○ ○ ○ X X X

필름 두께 변경 ○ ○ ○ ○ X X X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질량분석기에 대한 데이터처리

파라메타 변경
○ ○ ○ ○ X X X

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한 데이터인식 
파라메타 변경

측정농도값 재계산
데이터처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변경

변경  항목 선
최저
정량

검 정확성/정밀성 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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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임상시험검체의 기원 변경

4.4.10 채혈관련 처리절차 변경

택

성
한계

량

선
시험내 시험간

수

율

정

성

검량선 농도 범위 확대 ○ ○ ○ ○ ○ ○ ○

검량선 농도 범위 축소 X X ○ 시스템 적합성 평가

회귀분석법 변경

측정농도값 재계산
내부표준물질-외부표준물질 상호간

변경

면적-높이 상호간 변경

복합성분 분석법을 단일성분 분석
에 적용

X X X X X X X

분석대상 물질을 제외한 복합성분 
변경

X X X X X X ○

환경요소 (빛, 온도 등) X X X X X X ○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형태변경(혈장, 뇨, 조직 등) ○ ○ ○ ○ ○ ○ ○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보존제 변경 ○ ○ ○ ○ ○ ○ ○

항혈액응고제 변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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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시약 및 재료 변경

항혈액응고제에 대한 카운터 이온

변경
X X X X X X X

채취 방법 변경 X X X X X X X

채취 용기 변경 X X X X X X X

보관 용기 변경 X X X X X X X

보관 온도를 높게 변경 X X X X X X ○

보관 온도를 낮게 변경 X X X X X X X

열처리 X X X X X X ○

변경  항목

선

택

성

최저
정량

한계

검

량

선

정확성/정밀성 회

수

율

안

정

성
시험내 시험간

시약 제조처 변경 X X X X X X X

시약 등급 품질의 상향 변경 X X X X X X X

시약 등급 품질의 하향 변경 ○ ○ ○ ○ X X X

내부표준물질 변경 ○ ○ ○ ○ ○ ○ ○

표준물질의 제조원 변경(동일 조제
원의 Lot No. 변경 포함)

○ ○ ○ ○ ○ X X

시험법에 사용된 마개의 변경

(플러그 VS 스크류)
X X X X X X X

튜브 구성성분의 변경 

(플라스틱 VS   유리)
○ ○ ○ ○ X X X

초자류 관리방법 변경 ○ ○ ○ ○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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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교차 밸리데이션(Cross Validation)

4.5.1 두 개 이상의 분석법에 의해서 얻어진 밸리데이션 평가항목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4.5.2 시험 내 또는 시험 간에 서로 다른 분석법으로 시험결과를 얻거나 서로 다른 

기관 (또는 실험실) 간에 동일한 분석법이 적용되어 시험결과를 얻을 경우에 

실시한다.

4.5.3 시료분석 이전에 수행하며 동일한 품질관리시료나 동일한 시험시료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 

4.6 결과의 보고

4.6.1 분석법밸리데이션 시험이 완료되면 분석법밸리데이션을 위한 임상시험검체분

석성적서를 발행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분석작업기록서 표지(F.SOP.ANA.003.01)

5.3.2 분석작업기록서(F.SOP.ANA.003.02)

5.3.3 배치별 요약서(F.SOP.ANA.003.03)

5.3.4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F.SOP.ERM.004.02)

5.3.5 임상시험검체검체출고요청서(F.SOP.ERM.004.03)

5.3.6 기기(장비)사용기록서(F.SOP.ERM.001.02)

고체상추출카트리지 (SPC)의 로트
번호 변경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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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Guidance for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July 2011, EMA

6.2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6.3 ICH,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6.4 FDA, Guideline for Industry :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6.5 MHLW, Guideline 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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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ANA.003 (Revision 00)

시료준비 및 시험분석

Preparation and Analysis of Sample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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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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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임상시료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의 준비, 시험에 대한 전처리 및 

시료분석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기여하기 위

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공시료(Blank sample): 분석시료나 내부표준물질을 가하지 않은 생체시료를 전처

리한 시료 

2.2 영시료(Zero sample): 공시료에 내부표준물질만 첨가한 시료

2.3 전처리시료(Processed sample):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법으로 처리된 시료

2.4 시스템 적합성(System suitability): 분석 배치를 시험하기 전에 표준물질을 분석

함으로써 기기 성능(예: 감도, 피크 유지시간 등)을 평가

2.5 분석배치(Analytical run or batch): 분석을 위한 적절한 수의 시료로 구성된 한 

세트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분석책임자 

3.1.1 분석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발된 분석법에 대한 임상시료의 분석에 대한 절차

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책임이 있다. 

3.2 직원 

3.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2.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시료의 송부

4.1.1 시험담당자는 시료관리담당자에게 시험번호에 관련된 임상시료의 출고를 위해 

[임상시료검체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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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료관리담당자는 요청한 정보와 시료가 동일한 지를 이름표부착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기기사용기록서]에 출고시간을 기재하고 ice-pack의 이동랙에 옮

겨 분석담당자에게 송부한다.

4.1.3 임상시험검체를 수령한 시험담당자는 해당 부서에서 시험기간동안 사용할 보

관 및 사용사항에 대한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를 작성한다.

4.2 시료의 준비 및 전처리

4.2.1 시험담당자는 임상시험검체를 실온에 방치해 놓는 동안, [표준용액의 준비]에 

관한 지침과 분석계획서에 따라 표준용액을 준비한다.

4.2.2 시험담당자는 수령한 시료를 실온에 방치하여 충분히 녹은 것을 확인하고 

vortex mix를 이용하여 분석계획서 및 [분석작업기록서]에 기재된 시간으로 

처리하여 준비한다.

4.2.3 사용하는 초자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기기) 및 물품은 시료간 오염 및 혼

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 및 소독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후에도 주변을 정

리하도록 주의한다.

4.2.4 전처리방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것은 분석

계획서에 따르며 전처리에 대한 기록은 [분석작업기록서]에 기재한다.

4.3 시료의 분석

4.3.1 배치의 준비

Protein Precipitation Liquid-liquid Extraction Solid-phase Extraction

생체시료로부터 단백질
을 유기용매나 ionic 
salt 또는 무기산을 이용
하여 침전시켜 제거하는 
방법

두 개의 혼합할 수 없는 
액체 사이의 파티션에 의
해 생체시료 내의 방해물
로부터 분석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분석물질이 친수
성이면 수용액 층에, 소수
성이면 유기용액 층에 확
산된다.

생체시료를 고체상에 화학
적,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머무르게 하여 방해물질들을 
제거한 후 선택적으로 분석
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분
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하
여 분석 감도를 올리고자 필
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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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분석법밸리데이션에서 정해진 분석배치에 따라 구성한다.

4.3.1.2 기본적인 구성은 시스템적합성시료, 검량선용 표준시료, 품질관리시료, 시험

시료의 한세트로 구성된다. 

4.3.1.3 시험시료의 분석배치는 해동, 조제, 전처리 및 분석의 일괄적으로 처리되어 

동일한 검량선을 사용한다. 단 생체시료 내 분석물질의 안정성 분석 시료의 

경우 새로 조제한 검량선을 사용한다.

4.3.2 시스템적합성 확인

4.3.2.1 시험담당자는 분석배치의 구성요소인 시험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시스템적합

성 시료를 분석하여 확인한다. 

4.3.2.2 시스템적합성평가에서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시료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

다.

4.3.2.3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도가 정상인지를 재확인하고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경우 즉시 분석책임자에게 알려 조치를 취한다.

4.3.2.4 허용기준

       (1) 공시료 및 최저정량한계 시료를 측정하여 기기오염상태 및 감도를 확인

한다. 또한 영시료도 실시할 수 있다.

       (2) 최저정량한계 시료를 기준으로 공시료는 표준물질 peak 면적이 허용기

준 이하이고 내부표준물질 peak 면적이 허용기준이며, 영시료는 표준물

질 peak ratio 허용기준이하여야 한다.

       (3) 최저정량한계 시료의 Signal to noise(이하 'S/N') ratio는 허용기준이

상 이어야 하며 각 배치의 표준물질, 내부표준물질의 peak area ratio 

가 밸리데이션 기간 동안 평균값의 허용기준이내 (동시분석의 경우 ± 허

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4) MQC 시료를 3회 주입하여 분석기기 주입기의 injection volume과 주

입 정밀성을 확인한다. 

       (5) 표준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의 peak 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가 허용기준이

하 이어야 한다.예: 허용기준, 10%이하

4.3.3 검량선용 시료 및 품질관리시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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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검량선용 시료

       (1) 각 분석배치마다 검량선을 작성하여 임상시료의 분석물질 농도를 계산하

는 데 이용한다. 

       (2) Peak area 또는 peak area ratio로 평가하는 경우 검량선을 생략할 수 

있다.     

 4.3.3.2 품질관리시료

        (1) 분석법이 만족할 정도로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시료의 

개수를 토대로 품질관리 시료를 일정 간격으로 두고 전처리한 시험시료

와 함께 분석한다 

        (2) 품질관리시료의 개수는 분석배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 시험시료 수의 5 

% 이상이거나, 6개 이상 (3가지 농도 2 개) 중 많은 수로 실시한다.   

        (3) 표준용액 첨가 실수 및 내부표준물질 첨가 실수 등 품질관리 시료 조제 

및 전처리 과정 중 기술적인 실수가 발생하여 해당 품질관리 시료가 허

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발생한 데이터는 “기술적오류(Technical Error, 

TE)”로 표기하고 해당 사유를 기재한다. 해당 데이터는 품질관리 시료

의 배치 내 및 배치 간 정확성, 정밀성 결과에 포함하지 않는다.  

4.3.4 시험시료분석

4.3.4.1 시험분석 전에 반드시 분석법밸리데이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4.3.4.2 분석법밸리데이션에 완료된 방법에 따라 시험시료를 처리를 실시한다.

4.3.4.3 시험시료 분석 시 계획한 검량선에서 벗어나 희석하여 분석해야 하는 시료

가 발생한 경우, 희석 시험시료의 분석 배치 앞 또는 뒤에 희석품질관리시

료 (DQC)를 같이 측정하여 측정 배치 중 희석 시험시료에 대한 적부 평가

의 근거로 한다.

4.3.4.4 희석품질관리시료란 검량선의 최고농도 (ULOQ) 이하(또는 이내)가 되도록 

희석배수만큼 희석한 희석품질관리시료를 말한다. 희석품질관리시료의 시

료명은 희석배수에 따라 2DQC (희석배수 2), 4DQC (희석배수 4)와 같이 

표현한다.

4.3.4.5 희석 시험시료는 희석의 타당성이 확인된 희석배수만큼 희석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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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험시료 분석결과 밸리데이션 시 확보한 배수보다 높은 배수의 희석

배수가 필요한 경우, 분석책임자의 판단 하에 재분석 전에 희석의 타당성

을 입증할 수 있다.

4.3.4.6 [분석작업기록서 표지] 의 ‘시스템적합성’ 항목에 결과가 적합한지 체크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 비고란에 조치사항 또는 재분석한 사항을 기재한다. 

시스템적합성이 다시 분석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

4.3.4.7 [분석작업기록서 표지] 의 ‘분석결과’ 항목에는 분석결과가 허용기준에 적합

한지 (밸리데이션 허용기준 또는 품질관리시료의 허용기준, 검량선 허용기

준 등) 기재한다. 

4.4 결과의 보고

4.4.1 분석 중 이상상황이 발생했거나 재적분, 재주입 또는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재분석 및 재주입]에 관한 지침서에 따르며, 일탈사항이 발생한 경우, [일탈 

및 위반보고]의 지침에 따른다.

4.4.2 시험담당자는 각 분석배치별 결과를 결과를 요약한 [배치별 요약서]를 작성한

다.

4.4.3 분석책임자는 [배치별 요약서]를 확인하여 서명하여 정리한다.

4.4.4 시험 중 시험담당자는 분석계획서 또는 관련 지침서에 준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일탈기록서]를 작성한다. 

4.4.5 분석책임자는 [배치별 요약서]를 비롯하여 모든 배치별 시험기초자료를 

확인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적서를 발행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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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련기록

5.3.1 분석작업기록서 표지(F.SOP.ANA.003.01)

5.3.2 분석작업기록서(F.SOP.ANA.003.02)

5.3.3 배치별 요약서(F.SOP.ANA.003.03)

5.3.4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F.SOP.ERM.004.02)

5.3.5 임상시험검체출고요청서(F.SOP.ERM.004.03)

5.3.6 기기(장비)사용기록서(F.SOP.ERM.001.02)

5.3.7 일탈기록서(F.SOP.DCM.005.01)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Guidance for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July 2011, EMA

6.2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6.3 ICH,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6.4 FDA, Guideline for Industry :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6.5 MHLW, Guideline 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6.6 재주입 및 재분석(SOP.ANA.004)

6.7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작성 및 관리(SOP.DCM.004)

6.8 일탈 및 개선조치보고(SOP.DCM.005)



분석작업기록서 표지
(Coversheet for a 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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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번호(분석)

Batch번호

배치결과

분석내용

□ 검량선 □ QC □ 시험시료분석 □ ISR분석

샘플ID와 샘플 수 기재

배치 불합격시 
조치사항

시험담당자                            (서명) 날짜

분석책임자    (서명) 날짜



분석작업기록서
(Worksheet for a batch)

 

시험번호(분석)

배치번호

F.SOP.ANA.003.02 (Revision 00) - 11 -

1. 작업기록

작성자 날짜

QC자 날짜



배치별 요약서
(Batch Summary) 

F.SOP.ANA.003.03 (Revision 00) - 12 -

시험번호(분석)

배치번호 분석내용 채택여부 재주입/재분석 내용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시험담당자                        (서명) 날짜

분석책임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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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ANA.004 (Revision 00)

재분석 및 재주입

Reanalysis and Reinjectio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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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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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지침서는 (회사명칭)에서 수행되는 시험 중 발생하는 재분석 및 재주입의 사유, 

처리 절차, 판정기준을 나타낸다.  

2. 정의(Definition)

2.1 재분석(Reanalysis): 분석한 시료 (검체 포함)를 다시 전처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2 재주입(Re-injection): 분석한 시료를 분석기기에 다시 주입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분석책임자

3.1.1 임상시험검체의 추출, 결과, 판정기준에 대해 확인하고,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시료분석을 실시하게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1.2 시험담당자가 검증된 분석법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를 분석하는지 확인하고 재

분석 및 재주입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 채택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직원

3.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2.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재분석절차

4.1.1 분석 결과 배치 별로 ‘표1. 재분석 사유 및 채택 기준’과 같은 재분석 사유 

발생 시, 시험담당자는 [재분석 및 재주입 지시서]를 작성하여 분석책임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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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후 재분석을 실시한다. 

4.1.2 재분석 완료 후 시험담당자는 [재분석 및 재주입 채택목록]을 작성하여 분석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4.1.3 재분석 사유 및 채택기준은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유
No.

재분석 사유
채택 
기준

1
기기 이상 (하드웨어 고장) 또는 통신 오류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이 발생한 경우

A

2 최저정량한계 (이하 LLOQ)의 S/N ratio가 5.0미만인 경우

3
LLOQ시료 기준 공시료, 영시료에서 분석물질이 20.0%이상 검출
되거나 공시료에서 내부표준물질 (이하 IS)이 5.0%이상 검출된 
경우

4

LLOQ 또는 ULOQ 시료의 검량선으로부터 역산농도가 이론값의 
±20.0% 또는 ±15.0% 이내에 들지 못하거나 검량선 시료   중 
25.0% 초과의 시료가 이론값의 ±15.0% 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
우

5
6개의 QC 시료 중 67% 의 시료가 각각의 이론값의 ±15.0% 이
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6
6개의 QC 시료 중 동일 농도에서 50.0%를 초과하여 이론값의 
±15.0% 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7
전체 시료의 IS 면적 변동계수가 40.0% 이상인 경우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8
전처리 과정 또는 측정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인지된 경우
정량이 되지 않을 정도의 농도의 시료   
(예: 공시료)에서   분석값이 측정되는 경우 포함

9
측정결과 값이 검량선의 ULOQ를 초과한 경우
(생체시료로 희석 후 재분석)

10
비정상적인 크로마토그램을 얻은 경우
예:   테일링(tailing), 숄더(shoulder), 갈라짐(splitting) 등

11
분석물질의 유지시간이 배치 내 평균값의 ±15 또는 20.0% 이내
에 들지 못한 경우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12
IS의 반응이 검량선 및 QC의 IS 평균 면적 값 ±40.0% 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B

13
분석책임자가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정상적인 결
과값에 대한 인과 관계 조사 및 기록 후 실시)

▪ 채택기준 A: 재분석 결과값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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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재분석시 주의사항

4.1.4.1 재분석은 데이터의 통계분석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4.1.4.2 재분석을 실시한 검체의 경우, 재분석 사유와 함께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4.1.4.3 두제제 간의 약물동태 비교 시험의 경우 약동학적 의심으로 인한 재분석 및 

결과값의 교체를 해서는 안된다.

4.2 재주입절차 

4.2.1 ‘표2. 재주입 사유 및 채택 기준’과 같은 재주입 사유 발생 시, 시험담당자는 

[재분석 및 재주입 지시서]를 작성하여 분석책임자 확인 후 재주입을 실시한

다.. 

4.2.2 재주입 완료 후 시험담당자는 [재분석 및 재주입 채택목록]을 작성하여 분석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4.2.3 재주입 사유 및 채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원인 조사 과정에서 재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택기준 B를 따름)

▪ 채택기준 B: 재현성을 확인되는 경우 먼저 측정된 값을 채택. 

-농도 차이가 특정 기준이하이면 재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3검 이상 실시

-재현성 확인 방법: (재분석값 – 초기값) / (재분석값과 초기값의 평균) ⅹ 100

No. 재주입 사유 채택
기준

1 기기이상 (기기 하드웨어 고장) 또는 통신 오류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 발생시 

A2 측정 과정에서 기술적 실수가 인지된 경우
3 비정상적인 크로마토그램을 얻은 경우

4 기타 분석책임자가 재주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채택기준 A: 재주입 결과값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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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주입시 주의사항

4.2.4.1 재주입은 조제 후 안정성이 확인된 시간 이내에 실시가능하다. 

4.3 결과의 보고 

4.3.1 보고서 작성 이전, 검체분석 예비 결과(Excel file 등)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4.3.2 재분석 및 재주입 수행 후 시험담당자는 [재분석 및 재주입 채택목록]에 결과

를 작성하고 분석책임자가 검토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재분석 및 재주입 지시서(F.SOP.ANA.004.01)

5.3.1 재분석 및 재주입 채택목록(F.SOP.ANA.004.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Guidance for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July 2011, EMA

6.2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6.3 ICH,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6.4 FDA, Guideline for Industry :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6.5 MHLW, Guideline 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재분석 및 재주입 지시서
(Request of Reanalysis and Reinjection) 

시험번호(분석): 배치명: 성분명:

F.SOP.ANA.004.01 (Revision 00)                                                          8/293- 8 -

시료명 재분석/재주입 사유 no. 비고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재분석 사유 채택기준

A

B

재주입 사유 채택기준

A

시험담당자 (서명) yyyy.mm.dd  분석책임자 (서명) yyyy.mm.dd   



재분석 및 재주입 채택목록
(List of Reanalysis and Reinjection) 

시험번호(분석): 성분명:

F.SOP.ANA.004.02 (Revision 00)                                                          9/293- 9 -

배치명 시료명 조치 사유 no. 채택기준 비고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 재분석  □   재주입
재분석 사유 채택기준

A

B

재주입 사유 채택기준

A

채택기준

A
재분석 결과값을 채택 (단, 원인 조사 과정에서 재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택기준 B를 
따름)

B

재현성을 확인되는 경우 먼저   측정된 값을 채택. 
-농도 차이가 ±20.0% 이하이면 재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3검 이상 실시
-재현성 확인 방법: (재분석값 – 초기값) / (재분석값과 초기값의 평균) ⅹ 100

시험담당자 (서명)     날짜

분석책임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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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ANA.005 (Revision 00)

검체검증분석 

Incurred Sample Reanalysis (ISR)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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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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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지침서는 검체검증분석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분석물질을 정량 분석하

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재현성과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생체시료 검체분석(독성동태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기타 생체시료 분석 등)에 적용한다.  

2. 정의(Definition)

2.1 검체검증분석(Incurred Sample Reanalysis, ISR) 

   검체분석 결과의 재현성 및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체의 일부를        

   추출, 재분석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2.2 검체(Incurred Sample)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체시험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  

   한다. 

2.3 품질관리시료(Quality Control Sample)

   생체시료 분석법의 성능을 검사하고 각각의 분석배치에서 분석되는 검체시료 분석  

   결과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한다. 

2.4 최고혈중농도(Cmax)

   생체내에 약물을 투여하고 얻은 혈중농도-시간 곡선에서 가장 높은 혈중농도 값을  

   말한다. 

2.5 소실기(Elimination Phase)

   생체내에 약물을 투여하고 얻은 혈중농도-시간 곡선의 마지막 부분으로 일정 소실  

   속도(elimination rate)로 혈중농도가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다. 

2.6 최저정량한계(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정확성과 정밀성이 입증된 범위에서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시료 내 분석물질  

   의 가장 낮은 동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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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분석책임자

3.1.1 검체검증분석 대상 검체의 추출, 결과, 판정기준에 대해 확인하고, 시험담당자

로 하여금 검체검증분석을 실시하게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1.2 시험담당자에게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검체검증분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1.3 시험담당자가 검증된 분석법에 따라 검체를 분석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직원

3.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2.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실험의 실시 

4.1.1 검체검증분석의 실시여부는 시험의뢰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시하며, 분석계획

서에 실시 내용을 기술 및 본 지침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4.1.2 생체시료의 일부를 재분석함으로써 검체분석방법의 정확성 및 재현성을 평가

한다. 

4.1.3 검체검증분석은 1회를 기본으로 분석한다. 

4.1.4 검체검증분석을 위한 분석법은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검체분석법과 

동일하여야 한다. 

4.2 실험방법 

4.2.1 검체검증분석은 검체의 분석이 모두 끝난 후 검체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간 내

에 최초 분석과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배치에서 실시한다. 

4.2.2 경우에 따라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할 수 있지만, 시료의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초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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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분석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성분의 검체 분석이 종료된 후 각 성분 별로 

검체검증분석을 실시한다. 동시분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2.4 검체검증분석은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시료의 분석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4.2.5 검체검증분석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기는 분석법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기술된 

동일한 재료 및 기기를 사용한다. 

4.3 검체 선택 

4.3.1 전체 검체의 수가 1000개 이하인 경우, 1000개의 10%에 해당하는 수만큼 선

정한다. 

4.3.2 전체 검체의 수가 1000개 초과하는 경우, 1000개의 10%에 해당하는 수와 

1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의 5%를 선정한다. 

4.3.3 대상 검체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무작위 추출하며, 가능한 많은 검체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 

4.3.4 검체는 약물의 최고 혈중 농도(Cmax)를 포함한 전 후의 3개의 시점에서 LLOQ 

농도의 3배 이상의 농도이어야 하고, 최고 혈중 농도(Cmax)와 소실기

(elimination phase)가 있는 경우 그 부근 시료를 포함시킨다. 

4.3.5 검체의 분석은 individual 분석을 원칙으로 하며, 시료의 양이 부족할 경우 

pooled 하여 분석할 수 있다. 

4.3.6 Pooled 시료의 경우 최초분석값과 재분석값으로 정하고, 검체검증분석의 평

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4.3.7 추출 검체의 최소 요구 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대상 검

체 전체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4.3.8 분석자 눈가림의 실시로 검체채취시점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분석계획서

에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4 판정 기준 

4.4.1 전체 검체검증분석 시료의 최소 2/3(67%)가 최초분석값(original)과 검체검증

분석값(repeat)과의 차이가 평균의 ±20%(%difference) 이내일 경우 검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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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4.4.2 %difference = [(검체검증분석값 – 최초분석값) / (두 결과의 평균값)] X 100 

4.5 결과의 보고 

4.5.1 보고서 작성 이전, 검체분석 예비 결과(Excel file 등)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4.5.2 검체검증분석 수행 후 시험담당자는 [검체검증분석 결과기록서]에 결과를 작

성하고 분석시험책임자가 검토한다. 

4.5.3 검체검증분석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검체 분석을 중단하고, 부적

합으로 평가된 사실과 부적합 사유에 대해 [검체검증분석 결과기록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한다.  

4.5.4 검체검증분석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검토와 해결

방안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 시험기초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4.5.5 분석책임자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결과에 대해 보고서 및 [검체

검증분석 결과기록서]로 보고한다.   

4.6 주의사항

4.6.1 캐리오버(Carry Over) 에 의한 오염이 있는 분석법의 경우, 시료 사이에 적

절하게 세척용 시료를 배치하거나, 자동주입기 내 needle 세척을 실시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4.6.2 서로 다른 군의 시료를 취급할 경우, 오염방지를 위하여 실험용 장갑을 교체

하거나 저농도에서 고농도 순서로 취급해야 한다. 

4.6.3 표준품을 사용할 경우 제조원, 제조번호, 사용기간, 성분이 확인되고 순도가 

인증된 성적서(CoA)가 구비되어야 한다. 

4.6.4 가능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 후 취급한다. 

4.7. 검체검증분석에 대한 재분석

  4.7.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4.7.1.1 시료 제조상의 실수, 기기 및 분석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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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2 검량선과 품질관리시료(QC)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LLOQ(최처정량한계)의 S/N ratio 값 비교 

        (2) LLOQ 시료를 기준으로 공시료, Zero Blank(영시료)에서 분석물질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거나 공시료에서 내부표준물질(IS)이 허용기준 검

출된 경우 

        (3) 검량선 시료의 내부표준물질 검출반응에 비교하여 시험시료의 내부표준

물질 검출반응의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4) LLOQ 또는 ULOQ 의 정확성이 기준을 벗어나거나 검량선 시료 중 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정확성 기준 이론값의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5) QC 시료 중 67%의 시료가 각각의 이론값 대비 허용기준를 벗어난 경

우 

 4.7.2 검체검증분석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검체검증분석 재분석기록서]

에 구체적인 재분석사유 등을 기술하여 평가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검체검증분석 결과기록서(F.SOP.ANA.005.01)

5.3.2 검체검증분석 재분석기록서(F.SOP.ANA.005.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Guidance for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July 2011, EMA

6.2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6.3 ICH,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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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FDA, Guideline for Industry :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6.5 MHLW, Guideline 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검체검증분석 결과기록서
(Results of Incurred Sample Reanalysis, ISR) 

F.SOP.ANA.005.01 (Revision 00) - 9 -

시험번호(분석)

Sample 농도
%Difference

Acceptance 
criteria샘플

번호
분석배
치번호

채취
일자

채취
시간 초기값 반복값

Remarks

◎ Total       out of     (    %) ISR samples were satisfied with the acceptance criteria.

◎ %Difference = (Repeat – Original) / Average x 100

Comments

작성자 QC 분석책임자

보고 및 확인 일자

이 름 과  서 명



검체검증분석 재분석기록서
(Reanalysis of ISR samples) 

F.SOP.ANA.005.02 (Revision 00) - 10 -

시험번호(분석)

분석배치번호 검체이름 재분석사유 초기값 재분석값 비고

재분석사유

채택기준

작성자 QC 분석책임자

보고 및 확인 일자

이 름 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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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ARC.001 (Revision 00)

자료의 이관 및 보관

Archive of Raw data and Documents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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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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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7

6. 참고자료 및 지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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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발생하는 시험기초자료, 공통자료, 검체의 이관, 색인방

법, 대출, 반납(반환) 및 폐기 절차를 구체화하여 시험의 재현성이 요구되는 기간

까지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유지함으로써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자료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료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3.2 자료보관책임자

3.2.1 자료보관실로 이관된 모든 자료의 이관 및 보관 방법을 구체화하고 색인을 확

인할 책임이 있다.

3.3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3.1 자료의 이관 및 보관사항이 적절히 실시되는지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4 직원

3.4.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4.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자료의 색인

4.1.1 자료의 표지 색인방법이 이관시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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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표준작업지침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이관목록과 자료목록을 공통적으로 

작성하여 색인하여 각 자료의 첫 번째 바인더에 정렬하여 보관한다.

4.2 자료의 이관 및 보관

4.2.1 모든 자료는 각 자료의 정해진 책임자에 의해 규정된 이관시점에 

자료보관실로 자료보관신청서와 함께 이관한다.

4.2.2 자료보관책임자는 접수된 자료의 이관목록 및 자료목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각 자료목록에 대하여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확인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2.3 각 자료의 확인 기간은 접수당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을 실시한다. 

4.2.4 자료보관책임자는 자료확인이 완료되면 이관개시일을 이관목록에 기재하고 각 

자료별로 구획된 공간에 자료를 배치하고 각 자료의 배치별 일련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자료보관관리대장]에 기록한다.

4.2.5 자료의 배치별 보관번호는 다음과 같은 모식도로 작성하고 각 배치별로 

배치번호를 기재하여 쉽게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자료종류 의미 책임자 이관시점 바인더표기방법

시험기초
자료

시험 특이적으로 
생산되는 측정, 관찰 

자료 등
분석책임자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

시험번호, 
해당권수/총수

공통자료
기기(장비)관련기록, 

교육기록, 
환경모니터링 기록 등

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

매년 초에 
작년도 자료

SOP번호(기기번
호), 자료생성팀, 
해당권수/총권수

표준작업지
침서 원본

-
SOP관리(담당)

자

운영책임자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
SOP번호

R-2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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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자료의 보관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한다. 

4.3 자료의 대출(열람)/반납(복사)

4.3.1 자료의 대출/반납

4.3.1.1 대출(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열람)반납(복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종류(시험번호(분석) 등), 대출일자, 대출하는 사람, 대출사유를 기재하여 운

영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4.3.1.2 자료보관책임자는 [대출(열람)반납(복사)요청서]기록을 확인하고 [자료이관대

출반납대장]에 자료접수,반납,대출일자, 사유, 책임자, 대출시 반납예정일 등

을 기재한다.

4.3.1.3 자료의 대출기한은 1회에 2주로 하며 최대 1회 연장 가능하다.

4.3.1.4 대출기한의 연장인 경우 연장을 요청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대출(열람)반납

(복사)요청서]에 추가 기재하고 자료보관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자료보관담당

자는 확인하고 [자료이관대출반납대장]에 연장횟수와 반납예정일을 기재한

다.

4.3.1.5 자료가 반납되면, 자료보관책임자는 자료의 손상여부, 번호매김의 순서, 권

수 등을 확인하고 [자료이관대출반납대장]에 반납일을 기재한다.

4.3.1.6 자료보관책임자는 자료반납예정일의 2~3일 전에 대출반납요청에 관한 메일

을 관련 책임자에게 보내어 반납일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4 자료의 반환과 폐기

4.4.1 시험자료의 보관이유가 상실된 경우 시험의뢰자에게 공문으로 자료처분사항을 

공지하고 공식문서로서 시험의뢰자의 확인 및 [자료양도양수서]를 작성한다.

4.4.2 시험의뢰자의 확인된 자료는 처분할 대상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자료보관책

임자가 확인 및 서명을 실시하고 운영책임자의 확인 서명 후 전문 운송업체 

또는 직접 인수 및 인계로 실시하고 관련 문서는 보관한다.

4.4.3 시험의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규제기관에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책

임자와 각 책임자의 결정 하에 처분하며, [의사결정기록서]로 문서화한다.

4.4.4 처분한 기록은 확인하고 [자료보관관리대장]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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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자료보관실에서 생성된 자료는 자료보관고에 영구 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자료보관관리대장(F.SOP.ARC.001.01)

5.3.2 자료이관대출반납대장(F.SOP.ARC.001.02)

5.3.3 대출(열람)반납(복사)요청서(F.SOP.ARC.001.03)

5.3.4 자료양도양수서(F.SOP.ARC.001.04)

5.3.5 의사결정기록서(F.SOP.MNG.001.03)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자료보관관리대장
(Archived Material List) 

F.SOP.ARC.001.01 (Revision 00) - 8 -

자료보관책임자:                   (서명)

자료보관
일자

문서번호 책임자 자료종류
자료내역 성적서

페이지수
이동식저장

매체개수(ea)
분석자료

Server저장 
자료보관 

위치총권수 총페이지수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시험자료
□공통자료
□ SOP

□ Use 
□ NA



자료이관대출반납대장
(Transfer/Checkout/Return of the Archiv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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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접수/
반납일

문서번호 책임자 자료종류 사유
대출/반납 시

자료상태 실시자 확인자
대출일자 연장횟수 반납예정

시험자료, 
공통자료

□ 최초이관
□ 반납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 양호
□ 손상



대출(열람)반납(복사)요청서
(Request for Checkout/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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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 청 내 역

문서번호 문서종류 요청사유

 시험번호(분석) 시험기초자료 및 성적서 의뢰자요청에 의한 임상시험
검체분석성적서 변경서 작성

 공통자료번호 기기사용기록

2 . 요 청 실 시 자

대출요청일자 책임자   (서명)

대출요청자   (서명) 운영책임자   (서명)

□ 연장요청(사유:                                                     )

요청일자 책임자   (서명)

요청자   (서명) 운영책임자   (서명)

3 . 대 출 4 . 반 납

대출일자 반납일자

대출실시자   (서명) 반납실시자   (서명)

자료보관책임자               (서명) 자료보관책임자   (서명)

비고 자료상태



자료양도양수서
(Shipment to Sponsor of Archived Material) 

F.SOP.ARC.001.04 (Revision 00) - 11 -

1 . 인 계 자 정 보 ( 발 송 자 )

이 름 소 속

연락정보

□ 전자메일 

□ 모바일번호 `

□ 전화번호

운송수단 □ 인편   □ 전문운송업체 (                 )

발송일자 운송자정보

2 . 발 송 내 용 정 보

발송사유

발송내역
□ 시험기초자료 (총권수       /총 페이지수          )
□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총 페이지수          )
□ 분석계획서/변경서(총 페이지수       )

기타물질
□ 표준물질: 운송조건(      )
□ 임상시료: 운송조건(      )

포장방법

비고

3 . 인 수 자 정 보 ( 수 신 자 )

이 름 소 속

수 신 일 자

연락정보

□ 전자메일 

□ 모바일번호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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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DCM.001 (Revision 00)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과 관리

Preparation fo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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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SOP번호 SOP.DCM.001 효력발생일 yyyy.mm.dd 3/10

SOP제목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과 관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3 -

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8

6. 참고자료 및 지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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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회사명칭)에서 사용하는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그 관리방법을 구체화하여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표준작업지침서(이하, SOP): 시험계획서나 시험지침에 일반적으로 상세히 명시되

지 않은 시험과 활동 방법의 절차를 기술한 문서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표준작업지침서를 제정, 개정, 배포, 반납, 원본의 

영구보관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고 승인하며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표준작업지침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본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2.2 표준작업지침서에 대한 이력에 관한 사본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2.3 표준작업지침서 따라 업무가 실시되는지를 점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기본원칙

4.1.1 표준작업지침서의 용어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및 임상시험관리기준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두 고시 간의 용어가 상이한 경우 그에 

대해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 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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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표준작업지침서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작성하는지 명확히 

하도록 기술한다.

4.1.3 표준작업지침서의 형태는 모든 지침서가 통일되도록 양식을 정하고 서식은 

업무의 순서 또는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작성한다. 

4.1.4 필요한 경우 도식도,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4.1.5 각 부문의 표준작업지침서는 그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작성하고 

현재의 업무가 반영되도록 작성한다. 

4.1.6 표준작업지침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언제든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별로 배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 및 검토

4.2.1 표준작업지침서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과 운영 및 시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절차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4.2.2 작성자는 제정의 경우 문서작성을 위한 관리번호와 [첨부 1. 표준작업지침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전자양식을 SOP관리를 하는 담당자(이하, SOP담당자)로

부터 양식을 수령받아 초안 작업을 실시한다.

4.2.3 작성자는 작성된 초안과 [SOP검토기록서]를 작성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검토

를 요청하여 현재 업무의 적절성 등을 확인받는다.

4.2.4 책임자의 검토가 완료되면 [SOP검토기록서]를 SOP 초안에 첨부하여 신뢰성

보증부서에 송부한다.

4.2.5 신뢰성보증부서는 접수된 SOP초안에 대하여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임상시험관

리기준, 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그 적절성과 규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SOP검토기록서]에 검토사항을 기술한다.

4.2.6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4.2.3~4.2.4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4.2.7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SOP검토기록서]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기술하고 SOP

초안의 표지에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의 서명을 실시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한

다.

4.2.8 작성자는 최종 SOP초안의 전자본을 SOP담당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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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SOP담당자는 최종 전자본의 파일명을 SOP번호(개정번호)로 명명하여 “SOP

초안”폴더에 보관한다. 

4.3 승인, 이관 및 배포

4.3.1 작성자와 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하고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의 검토서명이 완

료되면, 운영책임자에게 승인요청을 한다.

4.3.2 운영책임자는 각 단계별로 서명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고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날짜와 서명을 함으로써 SOP를 승인한다.

4.3.3 승인이 완료되면 SOP담당자는 승인이 완료된 SOP를 읽기전용의 PDF형태로 

스캔하여 “승인SOP”폴더에 보관하고, 원본은 자료보관실로 이관한다.

4.3.4 SOP담당자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지정된 SOP 배포선에 따라 사본을 지정부수

대로 복사하고 각 SOP의 표지의 오른쪽 1/2지점에 “원본대조필”과 “관리사

본(배포처-배포부수#)”을 날인하여 해당 SOP를 사용하는 부서에 배포함으로

써 교육 및 업무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포부수 #는 해당 부서에 배포

된 부수의 일련번호이다.)

     예,

            
원본대조필

    
관리사본

(신뢰성보증부서-01)        

4.3.5 SOP담당자는 배포선 별 배포부수 등을 [표준작업지침서 관리대장]에 기록한

다. 

4.4 교육 및 효력발생, 회수(반납)과 폐기

4.4.1 각 업무별로 SOP가 배포되면 각 부문에서의 SOP를 관리를 실시하는 자 또는 

교육담당자는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시험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1주 이내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교육을 실

시한다.

4.4.2 각 부문의 SOP담당자 또는 교육담당자는 효력발생일자의 전일 업무종료 시에 

각 업무별 SOP보관파일함을 교체하고 구버전의 SOP는 모두 수거하여 SOP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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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SOP담당자는 [표준작업지침서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배포된 부수만큼 반납이 

되었는지 일치성을 확인한다. 만약, 구 버전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부문의 SOP관리를 실시하는 자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납하도

록 연락한다.

4.4.4 회수된 SOP의 사본은 파기하고 그 사항을 [표준작업지침서 관리대장]에 기술

한다.

4.5 개정 및 검토주기

4.5.1 표준작업지침서는 현재의 업무 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필요시 개

정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4.5.2 모든 SOP별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타당성 및 필요

성을 확인하고 [SOP검토기록서]에 기록한다. 단, 재검토 주기 이전에 개정이 

된 경우는 마지막 개정일을 기준으로 검토주기를 변경한다.

4.5.3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SOP검토기록서]만 작성하여 작성자, 확인자의 검토서

명을 실시하고 신뢰성보증부서에 검토요청을 실시한다. 

4.5.4 신뢰성보증부서는 의견이 없는 경우 [SOP검토기록서]에 “검토시 특이사항없

음”을 기술하고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확인 후 [SOP검토기

록서] 원본을 신뢰성보증부서에서 보관한다.

4.5.5 개정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을 위해 현재 버전의 전자양식을 신뢰성

보증부서로부터 수령 받아, 4.2.3와 동일한 절차로 개정작업을 실시한다. 

4.5.6 개정된 사항은 밑줄을 그어 변경부분이 확인되도록 하며, 개정이력에도 구체

적으로 기술한다.

4.6 표준작업지침서의 색인

4.6.1 표준작업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대분류 번호체계 세부항목

MNG 001~ Management: GLP 조직 및 운영 관리시스템

UNI 001~ UNIT: 단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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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각 지침서는 목차와 번호분류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록화하며 표기방법은 

“SOP.대분류.번호세자리”로 표기하며 개정번호는 “(Revision 00)”로 지정한

다. 표기 예, SOP.MNG.001 (Revision 00)

4.6.3 기록서의 작성

4.6.3.1 기록서의 제목은 사용목적을 알수 있도록 명명하며, 식별할수 있도록 한다.

4.6.3.2 각 절차마다 수행하는 결과 및 과정을 단계마다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

4.6.3.3 표준화된 기록서는 지침서에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

는다.

4.6.3.4 기록서의 식별을 위한 번호부여는 기록서(Form)를 의미하는 알파벳 F를 

SOP번호의 상단에 부여하고, 가장 하단에 기록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F.SOP.MNG.001.01

4.6.3.5 라벨의 번호는 라벨(Label)을 의미하는 알파벳 L를 SOP번호의 상단에 부여

하고, 가장 하단에 라벨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L.SOP.MNG.001.01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SOP번호별로 보관되며 원본은 운영책임자의 장이 승인하면 즉시 자료보관실로 

이관한다.

5.3 현재버전의 SOP의 사본은 필요한 부문에 배포되어 관련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에 보관되며 새로 개정되거나 효력이 중단된 경우 SOP담당자

ERM 001~ Equipment, Reagent, Material: 물질, 시약, 
기기,컴퓨터시스템 관리

ANA 001~ Analysis: 분석

QAP 001~ Quality Assurance Programme: 신뢰성보증시스템   

DCM 001~ Document: 문서의 관리

ARC 001~ Archive: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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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반납하여 파기되도록 관리한다.

5.4 신뢰성보증부서에 배포된 SOP사본은 신뢰성보증부서에서 영구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SOP검토기록서(F.SOP.DCM.001.01)

5.3.2 표준작업지침서 관리대장(F.SOP.DCM.001.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교육 및 훈련(SOP.MNG.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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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표준작업지침서 양식

Ÿ 머릿글/바닥글

   - SOP번호, SOP제목, 개정번호 두자리

   - 페이지수: 현재쪽수/전체쪽수

   - 효력발생일: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주일 이후로 지정

Ÿ 표지

   - SOP번호, SOP제목(영문과 국문), 개정번호 두자리수

   - 정의된 승인자의 서명과 날짜

   - 회사로고

Ÿ 개정이력

Ÿ 목차

Ÿ 1. 목적과 적용범위

Ÿ 2. 정의

Ÿ 3. 책임과 권한

Ÿ 4. 절차

Ÿ 5. 기록관리

Ÿ 6. 참고자료 및 지침



SOP검토기록서
(SOP Review Record) 

SOP번호(개정번호)

요청일자 검토마감기한

F.SOP.DCM.001.01 (Revision 00)                                        1/1- 1 -

SOP 제개정 사유

작 성 자 책임자

SOP 검토 내역

검 토 일 자 검 토 자            (Signature)

SOP 검토 내역

검 토 일 자 검 토 자            (Signature)



표준작업지침서 관리대장
(Distribution List of SOP) 

F.SOP.DCM.001.02 (Revision 00)                                                                                         1/1- 1 -

확인일자 확인자

SOP번호(개정번호) SOP번호(개정번호)

배포구역 배포
부수

반납
부수

확인/파기
일자 실시자 배포구역 배포

부수
반납
부수

확인/파기
일자 실시자

작업구역 1 작업구역 1

`

SOP번호(개정번호) SOP번호(개정번호)

배포구역 배포
부수

반납
부수

확인/파기
일자 실시자 배포구역 배포

부수
반납
부수

확인/파기
일자 실시자

작업구역 1 작업구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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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DCM.002 (Revision 00)

분석계획서 작성 및 관리

Preparation of Analytical Pla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SOP번호 SOP.DCM.002 효력발생일 yyyy.mm.dd 2/8

SOP제목 분석계획서 작성 및 관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2 -

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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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7

6. 참고자료 및 지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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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분석계획서와 그 변경의 작성과 그 관

리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

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분석계획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정확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시험 수행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3.2 분석책임자

3.2.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완전성있는 시험기

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분석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3.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분석계획서가 작성되고 계획되어 실시되는지를 검

토하고 보증할 책임이 있다.  

3.4 직원

3.4.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4.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분석계획서와 그 변경의 작성

4.1.1 [시험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의뢰된 시험에 대하여 

분석책임자는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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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계획서를 작성한다. 

4.1.2 분석계획서는 분석법밸리데이션을 위한 계획서와 임상시험검체를 분석하기 

위한 계획서로 구분하여 [분석계획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단 이때 

바닥글에 있는 서식번호는 삭제한다.

4.1.3 분석계획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4.1.3.1 시험의 식별

       (1) 시험번호(분석), 분석시험제목

       (2) 임상시험계획서의 시험번호, 시험제목(필요한 경우)

       (3) 계획서의 표지와 표지이외의 모든 머릿글에 포함된다.

       (4) 분석시험목적

4.1.3.2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분석책임자의 정보

       (1)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전자메일 등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명칭과 주소, 전자메일 등(필요한 경우)

       (3) 분석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전자메일 등

4.1.3.3 날짜

       (1) 분석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분석계획서의 승인일

       (2) 운영책임자 및 시험의뢰자의 서명에 의한 분석계획서 승인일

       (3) 분석실험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4.1.3.4 표준물질의 식별

       (1) 코드번호 또는 명칭(IUPAC, CAS번호,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

       (2) 유효기한

       (3) 보관조건

       (4) 취급시 주의사항  

4.1.3.5 임상시험검체의 정보

       (1) 임상시험검체의 종류: 혈액, 뇨, 조직 등

       (2) 유효기한

       (3) 보관조건 

       (4) 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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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분석방법 및 윤리준수 사항

       (1) 분석법밸리데이션/임상시험검체 분석에 사용하는 시험지침

       (2) 윤리준수사항(중도하차, 동의 철회 등으로 인한 대상자의 검체 처리방법 등)  

4.1.3.7 기타사항

       (1) 분석의 이유

       (2) 분석시험의 경시적 순서, 모든 방법, 재료 및 조건, 분석유형 및 빈도, 

사용된 통계학적 방법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

       (3) 임상시험검체의 운송 조건, 임상시험검체 처리방법 등          

4.1.3.8 기록

       (1) 보관해야할 문서목록

       (2) 보관기간 및 장소       

4.1.4 분석계획서는 시험의뢰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4.1.5 분석책임자는 분석계획서 승인 전에 신뢰성보증부서에 검토를 의뢰하여  

규정의 적합여부,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와의 일치성을 확인함으로써 

분석계획서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다.

4.1.6 분석계획서의 변경

4.1.6.1 분석책임자 승인 후 개시된 분석계획서의 실험수행단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4.1.6.2 [분석계획서 변경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수행단계 전에 계획되어 

분석책임자의 서명과 날짜를 개시함으로 변경이 완료된다.

4.1.6.3 분석책임자는 시험의 진행이나 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분석계획서 변경서]를 

분석시험을 수행하는 담당자들과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6.4 변경서의 항목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1) 시험번호(분석), 분석시험제목

        (2) 임상시험계획서의 시험번호, 시험제목(필요한 경우)

        (3) 변경하고자하는 항목

        (4)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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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책임자, 운영책임자, 시험의뢰자의 서명과 날짜          

4.2 분석계획서의 관리

4.2.1 [시험의 등록 및 관리]의 4.1항 시험의 관리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4.2.2 모든 분석계획서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수행하는 담당자와 

점검을 실시하는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그 변경서 또한 

분석계획서와 동일한 배포선에 따라 배포되고 같이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한

다.

4.2.3 시험 중 분석계획서 또는 표준작업지침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 분석책임자

는 담당자로부터 [일탈기록서]로 보고받고 [일탈 및 개선조치보고]의 지침서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4.2.4 분석책임자는 시험 중 이상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시험의뢰자 또는 시험책임자

에게 시험의 결과나 이상사항을 보고한다. 

4.2.5 시험 중 모든 자료는 시험별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시험 중 하루 일과가 종료

되면 임시보관고에 시건장치로 보관한다.

4.2.6 실험이 완료되면 분석책임자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시험의 완전성과 적합

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업무일 14일 이내로 자료보관실로 이

관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분석계획서

5.3.2 분석계획서 변경서(F.SOP.DCM.002.01)

5.3.2 일탈기록서(F.SOP.DCM.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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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시험등록 및 관리(SOP.MNG.005)

6.4 일탈 및 개선조치보고(SOP.DCM.005)



분석계획서 변경서
(Analytical Plan Amendment) 

F.SOP.DCM.002.01 (Revision 00) - 9 -

시험번호(분석)

분석시험제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분석책임자                        (서명) 날짜

운영책임자    (서명) 날짜

시험의뢰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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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DCM.003 (Revision 00)

시험기초자료의 작성 및 관리

Preparation of Raw Data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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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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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7

6. 참고자료 및 지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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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시험수행 및 운영 중 발생한 자료의 기록을 

분류하고 기록의 작성방법 및 관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완

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확립하여 통일

되고 일관성이 있는 시험기초자료를 생산하도록 시스템을 확립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3.2 분석책임자

3.2.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모든 시험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시험의 재구성과 

재현성을 위한 자료의 완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3.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분석계획서, 시험기초

자료 및 관련 시험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시험기초자료가 작성되고 관리되는

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4 직원

3.4.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4.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시험기초자료의 작성원칙



SOP번호 SOP.DCM.003 효력발생일 yyyy.mm.dd 5/7

SOP제목 시험기초자료의 작성 및 관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5 -

4.1.1 표준작업지침서, 분석계획서 등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언제, 누가 

수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재현성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4.1.2 컴퓨터시스템으로 측정 또는 분석되어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는 전자기록이 

시험기초자료인지를 정의해야 하며 전자기록이 시험기초자료인 경우 그 

기록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4.1.3 시험기초자료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1.3.1 기인성

       (1) 모든 기록은 누가, 언제, 무엇을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2) 기록할 때는 기록한 내용, 기록한 날짜, 기록한 사람의 이름 또는 

서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3) 기록자는 관찰한 자가 기록하도록 하며 다를 경우 관찰자와 기록자의 

이름이 확인되도록 한다.

4.1.3.2 기록의 동시성/즉시성

       (1) 모든 기록은 관찰 또는 자료의 발생과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4.1.3.3 기록의 최초성

       (1) 최초로 작성된 기록을 시험기초자료 인정한다.

       (2) 시험기초자료를 훼손하거나 옮겨 써서는 안된다. 

       (3) 불가피하게 원본이 훼손되거나 원본의 사본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보증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4.1.3.4 기록의 정확성

       (1) 모든 기록은 일관성 있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2) 표준적이고 지침서에 기재된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

       (3) 모호한 표현이나 주관적인 기술은 하지 않는다.       

4.1.3.5 기록의 읽기용이성

       (1) 기록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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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은 도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컴퓨터언어로 기록된 사항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기록의 작성 및 수정방법     

4.2.1 기록의 기본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4.2.2 붉은색을 제외한 유성펜 등의 쉽게 번지지 않는 도구로 작성한다. 

4.2.3 열감지테이프에 의해 출력될 경우는 반드시 복사본을 추가로 남겨놓도록 

한다.

4.2.4 기록의 데이터 입력란은 작업 실시와 동시에 채워져야 하며 입력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NA (Not Applicable) 또는 공란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소급하여 

추가 기재될 수 없도록 작성한다.

4.2.5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최초 기록이 지원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정한다.

4.2.6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할 경우는 처음 작성한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4.2.6.1 수정방법

       (1) 수정은 한 줄 또는 두 줄 긋기 한다.

       (2) 수정, 삭제 및 추가한 경우는 변경사유, 변경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 

변경한 날짜가 기재되도록 한다.

       (3)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자료의 경우도 이전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변경한 사람, 변경한 날짜와 

이전 기록과 변경한 기록이 모두 확인되고 저장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럴 수 없는 경우 변경 전 자료를 출력하고 변경 후 자료를 

출력하여 변경사유, 변경한 사람, 변경한 날짜를 기재한다.           

4.3 기록의 식별 및 색인

4.3.1 시험번호(분석)별로 생성되는 자료는 반드시 시험번호(분석)가 모든 기록지에 

확인되어 추적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4.3.2 공통으로 발생하는 운영자료는 각각 문서번호정책에 따른 부여방법에 따라 



SOP번호 SOP.DCM.003 효력발생일 yyyy.mm.dd 7/7

SOP제목 시험기초자료의 작성 및 관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7 -

관리한다.

4.3.3 시험이 완료되면 모든 자료는 번호매김을 실시하여 시험기초자료 및 운영공통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록화하고 색인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해당없음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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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DCM.004 (Revision 00)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작성 및 관리

Preparation of Analytical Report (Result)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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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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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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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와 그 변경의 

작성과 그 관리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

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이하 분석법밸리데이션 

성적서 포함)가 분석계획서, 시험기초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여 기술될 수 있도

록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3.2 분석책임자

3.2.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분석계획서, 시험기초

자료 및 관련 시험법에 따라 정확히 기술하고 시험의 재현성 있게 작성할 책

임이 있다.

3.3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3.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분석계획서, 시험기초

자료 및 관련 시험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시험이 재현성 있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4 직원

3.4.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4.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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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험결과의 표기

4.1.1 측정된 실험결과에 관련하여 측정단위를 통일하여 보고하고 각 측정값은 

다음과 같이 소수자리를 통일하여 표기한다.

4.1.2 최저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BQL, Below Quantitation Limit”로 표기하며, 

분석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ND, Not Detected”로 표기한다.

4.1.3 임상시험대상자의 중도탈락, 동의철회에 의하여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 경우 

“Drop out”으로 일괄 처리한다.

4.1.4 시험시료가 손실되어 측정하지 않는 경우는 “No data”로 표기한다.

4.2 데이터의 처리

4.2.1 재분석/재주입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비채택하며, 

재분석/재주입/재적분은 임의로 결과값을 비채택하거나 재적분할 수 없다.

4.2.2 비채택 데이터는 [분석작업기록서 표지]의 결과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4.2.3 분석작업에 대한 [배치별 요약서]를 작성하여 요약한다.

4.3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작성

4.3.1 [시험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의뢰된 시험에 대하여 

분석책임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4.3.2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는 분석법밸리데이션을 위한 분석법밸리데이션 

성적서와 임상시험검체를 분석하기 위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로 구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단 이때 바닥글에 있는 

서식번호는 삭제한다.

4.3.3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4.3.3.1 시험의 식별

       (1) 시험번호(분석), 분석시험제목

       (2) 임상시험계획서 시험번호, 시험제목 (필요한 경우)

       (3) 계획서의 표지와 표지이외의 모든 머릿글에 포함된다.

       (4) 분석시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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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분석책임자의 정보

       (1)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전자메일 등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명칭과 주소, 전자메일 등(필요한 경우)

       (3) 분석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전자메일 등

4.3.3.3 날짜

       (1) 분석시험개시일과 분석시험종료일  

4.3.3.4 분석책임자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진술서

4.3.3.5 신뢰성보증확인서

4.3.3.6 (분석)표준물질의 식별

       (1) 코드번호 또는 명칭(IUPAC, CAS번호,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

       (2) 순도, 안정성, 균일성을 포함한 표준물질의 특성

       (3) 유효기한

       (4) 보관조건

       (5) 취급시 주의사항  

4.3.3.7 임상시험검체의 정보

       (1) 임상시험검체의 종류: 혈액, 뇨, 조직 등

       (2) 유효기한

       (3) 보관조건

       (4) 취급시 주의사항  

4.3.3.8 분석방법 및 윤리준수 사항

       (1) 분석법밸리데이션/임상시험검체 분석에 사용하는 시험지침

       (2) 윤리준수사항(중도하차, 동의 철회 등으로 인한 대상자의 검체 처리방법 등)

4.3.3.9 결과

       (1) 분석시험결과의 요약

       (2) 분석계획서에 제시된 정보 및 자료

       (3)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4) 결과의 평가와 고찰, 가능하다면 결론       

4.3.3.10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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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계획서, 표준물질, 임상시험검체, 시험기초자료 및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보관기간 및 장소       

4.3.4 작성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안)은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 의하여 

검토되어 시험기초자료, GLP 준수유무, 시험법, 표준작업지침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준하여 일치성, 완전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4.3.5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 의하여 점검사항이 발생하면 분석책임자는 성실하게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게 재점검을 의뢰한다.

4.3.6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발행에 대한 시험의뢰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분석책임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고 

시험기초자료와 함께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3.7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최종보고서와 색인된 시험기초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재확인하고 신뢰성보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다.

4.3.8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변경

4.3.8.1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작성 및 검토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되어야 하며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뢰성보증확인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4.3.8.2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변경서]의 항목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1) 시험번호(분석), 분석시험제목

        (2) 임상시험계획서 시험번호, 시험제목 (필요한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4)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5) 분석책임자, 운영책임자의 서명과 날짜

4.3.8.3 규제기관 제출을 위한 양식의 변경은 변경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4.3.8.4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1) 시험의뢰자의 요청에 의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내용 수정

        (2) 시험기초자료와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최종의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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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결과가 재해석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분석책임자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4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관리

4.4.1 [시험의 등록 및 관리]의 4.1항 시험의 관리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4.4.2 시험 중 분석계획서 또는 표준작업지침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 분석책임자

는 담당자로부터 문서로 보고받고 [일탈기록서]에 시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

시한다.

4.4.3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은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작성 시에 그 내

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4.4.4 모든 승인이 완료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사본은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시험의뢰자에게 송부한다.

4.4.5 색인된 시험기초자료와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원본은 분석책임자가 시험

종료일로부터 업무일 14일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한다.

4.4.6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발행 후에 추가적인 변경사항에 의하여 자료가 발생

한 경우 추가로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한다.

4.4.7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발행시점에 이관하지 못하고 누락한 자료가 있는 경

우 [시험기초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를 준수하지 못하였

으므로 [일탈기록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분석작업기록서 표지(F.SOP.ANA.003.01)

5.3.2 배치별 요약서(F.SOP.ANA.003.03)

5.3.2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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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변경서(F.SOP.DCM.004.01)

5.3.4 일탈기록서(F.SOP.DCM.005.01)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시험등록 및 관리(SOP.MNG.005)

6.4 시료준비 및 분석(SOP.ANA.003)

6.5 시험기초자료의 작성 및 관리(SOP.DCM.003)

6.6 일탈 및 개선조치보고(SOP.DCM.005)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변경서
(Final Report Amendment) 

F.SOP.DCM.004.01 (Revision 00) - 10 -

시험번호(분석)

분석시험제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분석책임자                        (서명) 날짜

운영책임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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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DCM.006 (Revision 00)

일탈 및 위반보고

Deviation and Improvement Action Report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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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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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일탈 보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시험에 대

한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 사항 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일탈 및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필요 시 재발방지를 위한 교

육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일탈 및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절차가 규정과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실시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시험실시 중의 일탈 

4.1.1 분석계획서의 일탈

4.1.1.1 분석시험 실시 중 분석계획서로부터 일탈이 발생한 경우, 분석책임자 또는 

관련 담당자가 일탈 발생을 확인한 시점에 [일탈기록서]의 ‘일탈내용 및 

일탈사유’를 작성하고, 분석책임자는 ‘시험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한 후, 관련 내용이 시험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이하, 분석법밸리데이션성적서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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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4.1.1.2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4.1.1.3 [일탈기록서]의 원본은 해당 시험의 시험기초자료로 보관하며, 그 사본은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시험의 QA점검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4.1.2 표준작업지침서의 일탈

4.1.2.1 시험실시 중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 일탈이 발생한 경우, 분석책임자 또는 

관련 담당자가 일탈 발생을 확인한 시점에 [일탈기록서]의 ‘일탈내용 및 

일탈사유’를 작성하고, 분석책임자는 ‘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작성하여 확인 서명한 후, 관련 내용이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경우에만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4.1.2.2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4.1.2.3 [일탈기록서]의 원본은 해당 시험의 시험기초자료로 보관하며, 그 사본은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시험의 QA점검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4.2 시험 실시 이외 운영상의 표준작업지침서의 일탈

4.2.1 시험 실시 이외 운영상의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의 일탈사항은 해당 책임자 또

는 담당자가 [일탈기록서]를 작성하고, 해당 일탈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여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4.2.2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4.2.3 [일탈기록서]의 원본은 운영자료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관련 부서 및 신뢰성

보증부서에 송부하여 해당 부서 운영자료로 보관한다.

4.3 개선조치의 처리 및 보고

4.3.1 개선조치는 심각한 규정 위반, 시험의뢰자의 요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탈 

, 운영시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원인파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의미한다.

4.3.2 원인파악과 예방 및 개선조치를 위해 운영책임자를 포함한 관련 부서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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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실시하여 [개선조치처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4.3.3 [개선조치처리보고서]의 원본은 신뢰성보증부서의 운영자료로 보관하고, 사본

은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해당 부서의 운영자료로 보관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원본은 공통자료로 자료보관실로 이관하며 시험에 관련된 

일탈사항의 경우 그 사본을 시험기초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일탈기록서(F.SOP.DCM.005.01)

5.3.2 개선조치처리보고서(F.SOP.DCM.005.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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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시험계획서      □ 표준작업지침서        
발행번호 Issue No. :
분석시험제목  :
분석시험/SOP 번호 :
일탈 발생일자 yyyy/mm/dd

 일탈 내용 및 사유  

 시험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예방조치 

시험담당자 :            서명   (sign)           /          /

분석책임자 :            서명   (sign)           /          /

운영책임자 :            서명   (sig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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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

개시
사유

시험의뢰자 요구사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탈 등, 개선조치를 위해 개
시된 원인을 기술

원인
파악

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원인을 파악하
여 자세히 기록

조사
담당자 날짜

운영
책임자 날짜

2. 즉각조치 및 개선 필요 결정

즉각
조치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 또는 이전에 수행된 내용을 기술

진행
결과

□ 개선필요　　 □ 개선불필요
(1.개시에 의하여 파악된 내용에 대한 회의결과상세기술.)

조치
확인자 날짜

운영
책임자 날짜

3. 개선조치계획 및 결과

개선
조치
계획

1.   개선 내용 (프로세스, SOP 변경을 포함) :

3.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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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치
결과

조치
실시자 날짜

조치
확인자 날짜

4. 최종 보고

평가 시험의뢰자의 평가 등 조치결과에 따른 평가 실시

최종
결과

□ 적합　　 □ 추가 조치 필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

(관련)
책임자 날짜

QA검토자 날짜

운영
책임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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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ERM.001 (Revision 00)

기기(장비)/컴퓨터시스템 검증 및 관리

Equipment/Computerized System Validation and Management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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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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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사용하는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관리, 검

증, 점검, 고장수리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밸리데이션(Validation): 특정한 방법, 기기(장비), 설비 및 컴퓨터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적격성평가(Qualification):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이 설계한 대로 제작, 설

치되고 목적한 대로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문

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검체의 분석을 

위한 모든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입수되는 모든 장비의 위험관리사항을 확인하고 밸리데이션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검증되는지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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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검증

4.1.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관련된 모든 기기(장비)와 컴퓨터시스템은 

검증(밸리데이션)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여 실시한 대상을 사용한다. 

4.1.2 그 밸리데이션관련 자료는 자료보관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4.1.3 모든 기기(장비)와 컴퓨터시스템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며 

시험결과의 직접적인 측정과 분석을 통해 자료를 생성하는 경우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비한다.

4.1.3.1 사용자요구사항(URS, User Requirement Specification)

4.1.3.2 제품의 품질보증서

4.1.3.3 매뉴얼

4.1.3.4 검교정문서 또는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수행자료(DQ, IQ, OQ, PQ, 

plan&report and etc.)

4.1.3.5 SOP와 교육

4.2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주기적인 관리

4.2.1 검증이 완료되어 단순 장비는 내부적 또는 외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밸리

데이션 또는 교정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한다. 

4.2.2 내부적으로 실시한 경우 [기기(장비)정기점검기록서]에 기록하며, 외부에 의뢰

한 경우 외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또는 밸리데이션 성적서를 첨부하여 보

관한다.

4.2.3 외부에서 발급받아 수령한 경우 관련 담당자가 확인 및 서명을 실시하여 해당 

성적서에 이상이 없는지,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4.2.4 고장 등의 사유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고장수리기록서]에 발견일자, 발견자, 

발견내용, 연락업체 등을 기록한다.

4.2.5 기기(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장비)사용기록서]를 작성한다.

4.2.6 온도와 습도는 [온도/습도기록서], 저울은 [저울정도관리기록서]를 이용하여 

사용전 점검을 포함한 사용 사항을 기록한다.



SOP번호 SOP.ERM.001 효력발생일 yyyy.mm.dd 6/6

SOP제목 기기(장비)/컴퓨터시스템 검증 및 관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6 -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밸리데이션이 실시된 문서는 기기번호에 대한 문서번호로 관리되어 밸리데이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이관된다.

5.3 관련기록

5.3.1 기기(장비)배치도(F.SOP.ERM.001.01) 

5.3.2 기기(장비)사용기록서(F.SOP.ERM.001.02)

5.3.3 기기(장비)정기점검기록서(F.SOP.ERM.001.03)

5.3.4 고장수리기록서(F.SOP.ERM.001.04)

5.3.5 온도/습도기록서(F.SOP.ERM.001.05)

5.3.6 저울정도관리기록서(F.SOP.ERM.001.06)

5.3.7 기기(장비)식별라벨(L.SOP.ERM.001.01)

5.3.8 기기(장비)점검라벨(L.SOP.ERM.001.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6.4 시험‧검사장비 운영 관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6.5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기기(장비)배치도
(Apparatus/Equipment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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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yyyy.mm.dd 작성자:           (서명)

실험실명

기기(장비)상세
기기(장비)번호 기기명칭



기기(장비)사용기록서
(Instrument (Equipment) Use Record) 

F.SOP.ERM.001.02 (Revision 00)                                      - 8 -

기기(장비)번호: 확인자                 (서명) 

날짜 시간 목적 사용자 비고



기기(장비)정기점검기록서
(Routine Maintenance Record) 

F.SOP.ERM.001.03 (Revision 00)                                      - 9 -

1. 기기(장비)정보

기기(장비)명칭 기기(장비)번호

설치장소 Serial No.

점검주기 Service 업체

주요사용기준  예: 온도 40도 사용이며, 70과 30도 사용하나 빈도는 적음

2. 점검항목 및 기준

점검항목 허용기준 실측치 결과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점검일자 점검자

3. 표준장비/표준시약정보

명칭 교정보증기간(유효기한) 성적서 유무 비고

□ Yes □ No

□ Yes □ No

□ Yes □ No

4. 허용범위벗어난 경우 조치이력

결과 차기교정기한

5. 확인

담당자  (서명) 일자

확인자  (서명) 일자



고장수리기록서
(Repair Record) 

F.SOP.ERM.001.04 (Revision 00)                                      - 10 -

기기(장비)번호 Serial No,

1. 고장내역

발견자 발견일자 (서명)

Service 연락처

2. 고장수리내역

고장수리일자 서비스담당자

3. 결과

4. 기타사항

5. 조치완료확인

담당자 (서명) 일자

확인자 (서명) 일자



온도/습도기록서
(Temperature/Humidity Record) 

F.SOP.ERM.001.05 (Revision 00)                                      - 11 -

기기(장비)번호: 확인자:                       (서명)

날짜 시간 지시값 기록자 비고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 온도 (       )
□ 습도 (       )



저울정도관리기록서
(Balance QC Record) 

F.SOP.ERM.001.06 (Revision 00)                                      - 12 -

기기(장비)번호 설치장소

주사용범위

1. 정도관리방법

표준분동번호 표준분동번호

표준분동무게 표준분동무게

2. 인자테이프부착 2. 인자테이프부착

실시자       (서명) 일자 실시자   (서명) 일자

확인자   (서명) 일자 확인자   (서명) 일자



기기(장비)식별라벨
(Appratus/Equipment ID Card) 

L.SOP.ERM.001.01 (Revision 00) - 13 -

기기(장비)식별라벨
(Appratus/Equipment ID Card) 

명칭

기기번호

Serial No.

구입/설치일

설치구역

Service

L.SOP.ERM.001.01 (Revision 00)



기기(장비)점검라벨
(Appratus/Equipment Maintenance Card) 

L.SOP.ERM.001.02 (Revision 00) - 14 -

기 기 (장 비 )점 검 라 벨
(Appratus/Equipment Maintenance Card) 

기기(장비)번호

점검일

실시자

차기점검일

L.SOP.ERM.001.02 (Revisio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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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ERM.002 (Revision 00)

Deep Freezer의 작동 및 관리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eep Freezer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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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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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6

6. 참고자료 및 지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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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사용하는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관리, 검

증, 점검, 고장수리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단순 기기(장비)를 제외한 모든 기기(장비)와 컴퓨터시스템에 관한 표준작업지

침서를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모든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이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

고 유지관리가 실시되는지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온도이상 시의 주의사항

4.1.1 설정된 온도 범위에서 일탈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에 의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람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된다.

4.1.2 최초 발견자는 기기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4.1.3 기기담당자는 동일한 온도조건의 “임시이동보관고”로 시료 및 물질목록과 

함께 이동하고 즉시 관련 업체에 연락하여 상태를 확인요청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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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기기담당자는 [고장수리기록서]에 발견자, 발견당시 상태, 발견일자와 시간, 

즉시 조치사항 등을 기술한다.

4.1.5 일탈된 온도를 확인하고 [일탈기록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관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보고하고 운영책임자가 최종 승인한다.

4.1.6 일탈 사항이 시험에 관련된 경우 시험번호(분석)에 따라 분석책임자에게도 

공지하여 시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2 기기(장비)의 사용

4.2.1 기기(장비)의 구성은 첨부 1과 같다.

4.2.2 표준물질, 임상시험검체는 같은 보관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4.2.3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 구획을 실시하고 모든 물질 및 임상시험검체는 이름표

부착을 통해 식별하여 보관한다.

4.2.4 Deep freezer사용 전, 사용자는 온도가 정상범위인지, 도어의 오픈상태는 이

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4.2.5 온도는 제품사양 및 보관을 유지하는 상시 사용하는 온도의 허용기준을 유지

하고 그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알람이 정해진 사람에게 통보되도록 한다.

4.2.6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하여 온도 저하로 인해 알람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4.2.7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 구획을 실시하고 모든 물질 및 임상시험검체는 이름표

부착을 통해 식별하여 보관한다.

4.3 온도기록 및 내부점검

4.3.1 온도기록은 온도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연속으로 기록되며 그 해당 기록은 

검증된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정해진 서버로 전송되어 보관된다.

4.3.2 자동연속하여 기록할 수 없는 경우 [온도/습도기록서]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4.3.3 온도 센서는 해당 기기의 온도센서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며, 기기의 온도확

인창과 모니터링되는 온도기록이 동일한 지를 매 분기마다 확인해서 [기기(장

비)정기점검기록서에 기록한다.

4.4 외부점검 및 교정

4.4.1 기기담당자는 매 년 1회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검교정 성적서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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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내부적으로는 매 분기별로 내부 및 외관확인, 필터의 상태, 시료보관상태, 소

급성있는 온도계를 이용하여 1시간의 온도기록, 온도측정개시 전과 개시 후 

모니터링온도기록과 기기의 온도 지시창의 오차를 확인해서 [기기(장비)정기점

검기록서]에 기록한다.

4.4.3 기기(장비)이상이 확인되면, 4.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고장수리기록서]에 

기록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기기관련 자료는 기기번호별로 Log book을 만들어 관리하며, 매년 초에 작년도

에 발생한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보관고로 이관한다.

5.2 밸리데이션이 실시된 문서는 기기번호에 대한 문서번호로 관리되어 밸리데이션 

완료 후 차년도에 초에 자료보관고로 이관된다.

5.3 관련기록

5.3.1 일탈기록서(F.SOP.DCM.005.01)

5.3.2 기기(장비)정기점검기록서(F.SOP.ERM.001.03)

5.3.3 고장수리기록서(F.SOP.ERM.001.04)

5.3.4 기기(장비)사용기록서(F.SOP.ERM.001.02) 또는 출력지

5.3.5 온도/습도기록서(F.SOP.ERM.001.05)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6.4 시험‧검사장비 운영 관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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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장비/시스템 사양(규격)



SOP번호 SOP.ERM.003 효력발생일 yyyy.mm.dd 1/7

SOP제목 표준물질/시약의 입수, 보관, 사용 및 처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1 -

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ERM.003 (Revision 00)

표준물질/시약의 입수, 보관, 사용 및 처리
Receipt, Storage, Use and Disposal 

of Standard Reference/Reagent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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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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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6

6. 참고자료 및 지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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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1.1 본 SOP는 표준물질/시약의 입수, 보관,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표준물질은 보관 조건에 적합하게 보관함으로써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

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1.2 본 SOP는 표준물질 및 시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 표준품이라고도 하며 분석물질을 정량하기 위하

여 표준으로 사용되는 물질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물질/시료관리담당자를 임명하여 입수되는 물질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고된 품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확립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입수된 표준물질 및 시약, 임상시험검체가 물질의 정보에 따라 보관 및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표준물질의 입수 및 보관

4.1.1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가 표준물질을 시험의뢰시, 

시험개시 전, 시험 중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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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물질/시료관리담당자는 입수한 물질에 대한 정보와 입수 상태를 확인하여 [물

질/시료인수인계서]에 상세히 외형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기술한다.

4.1.3 담당자는 용기를 포함한 무게를 측정하고 인자테이프도 출력하여 [물질/시료

인수인계서]에 부착하여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다.

4.1.4 담당자는 표준물질에 대한 [표준물질라벨]을 실시하고 보관조건에 따른 보관

고를 지정하여 지정한 보관고로 입고한다.

4.1.5 담당자는 입수된 물질에 대하여 [표준물질보관대장], [표준물질사용기록서]를 

작성한다.

4.1.6 [표준물질보관대장]은 분기별로 확인하여 유효기한이 지난 시약은 “별도의 구

역”에 지정하여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시험의뢰자에게 연락하여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4.2 표준물질의 송부 및 사용

4.2.1 시험담당자는 물질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시험번호에 관련된 표준물질의 출

고를 위해 [물질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한다. 

4.2.2 물질관리담당자는 요청한 정보와 시료가 동일한 지를 이름표부착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표준물질사용기록서]에 출고시간을 기재하고 시험담당자에게 송부

한다.

4.2.3 시험담당자는 수령한 표준물질에 대한 [표준물질사용기록서]를 작성하고 각 

물질에 적합한 기록서를 준비하여 사용한다. 

4.3 잔여물질의 송부 및 처리

4.3.1 시험담당자는 실험이 종료되면 시험 후 사용하고 남은 물질에 대하여 [표준물

질사용기록서]에 잔여량 및 반환량을 기재하고 물질관리담당자에게 반환한다.

4.3.2 물질관리담당자는 반환량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표준물질사용기록서]에 기재

하여 폐기하고 잔여분은 잔여량을 용기포함하여 측정하여 보관한다.

4.3.3 그 물질에 대한 모든 시험이 종료되면 물질관리담당자는 시험의뢰자와 연락하

여 기관에 입수된 모든 물질의 반환 또는 폐기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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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반환이 확정되면, [표준물질사용기록서]과 [표준물질관리대장]에 처분과 관련

한 사항을 기술하고 [물질/시료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자에게 반환

한다.

4.3.5 폐기가 확정되면, [표준물질사용기록서]과 [표준물질관리대장]에 처분과 관련

한 사항을 기술하고 폐기 처리한다.

4.4 시약의 입수, 보관 및 폐기

4.4.1 시약은 각 실험실로 입수되며, 각 시약의 특성에 따라 보관고에 보관하며 시

약의 정보에 관련된 MSDS, COA 등을 확보하여 보관한다.

4.4.2 각각 보관고별로 [시약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입수, 보관 및 폐기가 확인되도

록 관리한다. 

4.4.3 모든 시약은 [시약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물질/시료인수인계서 (F.SOP.MNG.005.03)

5.3.2 표준물질관리대장 (F.SOP.ERM.003.01)

5.3.2 물질출고요청서 (F.SOP.ERM.003.02)

5.3.3 표준물질사용기록서 (F.SOP.ERM.003.03)

5.3.4 시약관리대장 (F.SOP.ERM.003.04)

5.3.5 표준물질라벨 (L.SOP.ERM.003.01)

5.3.6 시약라벨 (L.SOP.ERM.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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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물질관리대장
(Reference item List) 

F.SOP.ERM.003.01 (Revision 00)                                      - 8 -

YYYY 년도                                                         시험물질관리책임자:             (서명)     

물질번호 물질명칭 Lot/Batch No. 입수일 입수량 유효기한 보관온도 보관고번호 처분내역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 폐기(yyyy.mm.dd)
□ 반환(yyyy.mm.dd)
□ 전량소모(yyyy.mm.dd)



물질출고요청서
(In/Out Request for Reference Item)

F.SOP.ERM.003.02 (Revision 00) - 9 -

1. 요청정보

의뢰요청일 연락처                

송부예정일 수령자                  (서명)

요청사유 확인자                  (서명)

2. 물질정보

물질 #1 물질 #2 물질 #3 물질 #4 물질 #5

물질번호

물질명칭

Bath/Lot No.

소분요청량

운송조건

3. 측정출력물 부착



표준물질사용기록서
(Reference Item Usage Record) 

F.SOP.ERM.003.03 (Revision 00) - 10 -

1. 물질정보
물질번호 입수일
물질명칭 입수량
Lot/Batch No. 유효기한
보관시작일시 yyyy.mm.dd. HH.MM 보관조건/보관고번호            /
소분방법

실시자 (서명) 확인자 (서명)

2. 사용내역

날짜 시간 사용량 잔여량 목적 사용자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확인자 (서명)



시약관리대장
(Reagent List) 

F.SOP.ERM.003.04 (Revision 00)                                      - 11 -

YYYY 년도                                                                   작성자:                 (서명)     

시약명칭 Lot/Batch No. 입수일 입수량 유효기한 보관온도 보관고번호 처분내역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 폐기
□ 전량소모



표준물질라벨
(Reference Item Label) 

L.SOP.ERM.003.01 (Revision 00) - 12 -

표준물질라벨
(Reference Item Label) 

물질번호

물질명칭

Lot/Batch No.

용기번호

입수일

입수량

유효기한

보관고조건/보관고번호

L.SOP.ERM.003.01 (Revision 00)



시약라벨
(Reagent Label) 

L.SOP.ERM.003.02 (Revision 00) - 13 -

시약라벨
(Reagent Label) 

명칭

Lot/Batch No.

농도/함량/조성

유효기한

보관고조건/보관고번호

L.SOP.ERM.003.02 (Revisio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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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ERM.004 (Revision 00)
임상시험검체의 입수, 보관, 사용 및 처리
Receipt, Storage, Use and Disposal 

of Clinical Trial  Samples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임
상시험검체분석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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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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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임상시험검체의 입수, 보관,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표준물질은 보관 조건에 적합하게 보관함으로써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

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물질/시료관리담당자를 임명하여 입수되는 임상시험검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고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확립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입수된 표준물질 및 시약, 임상시험검체가 물질의 정보에 따라 보관 및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4. 절차(Procedure)

4.1 임상시험검체의 입수 및 보관

4.1.1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검체를 실험개시 

전에 송부한다. 

4.1.2 물질/시료관리담당자는 입수한 임상시험검체에 대한 정보와 입수 상태를 확인

하여 [물질/시료인수인계서]에 상세히 외형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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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임상시험검체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검체채취일, 검체종류, 보관예정인 보관

고 번호를 포함하여 [임상시험검체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4.1.4 담당자는 임상시험검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분석키트를 포함한 라벨을 확인

하고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정해진 보관고로 이동한다. 

4.2 임상시험검체의 송부 및 사용

4.2.1 시험담당자는 시료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시험번호에 관련된 임상시험검체

의 출고를 위해 [임상시험검체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한다. 

4.2.2 시료관리담당자는 요청한 정보와 시료가 동일한 지를 이름표부착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기기(장비)사용기록서]에 출고시간을 기재하고 ice-pack의 이동랙

에 옮겨 시험담당자에게 송부한다.

4.2.3 시험담당자는 수령한 임상시험검체의 사용을 위하여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

서]를 작성하고 [시료준비 및 시험분석]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4.3 잔여 임상시험검체의 송부 및 처리

4.3.1 시험담당자는 시험이 종료되면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에 잔여량 및 반환량

을 기재하고 시료관리담당자에게 반환한다.

4.3.2 시료관리담당자는 반환상태를 확인하고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 및 [기기(장

비)사용기록서]에 기록한다.

4.3.3 시험이 종료되면 시료관리담당자는 시험의뢰자와 연락하여 기관에 입수된 모

든 임상시험검체의 반환 또는 폐기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4.3.4 반환이 확정되면, [기기(장비)사용기록서]와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에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기술하고 [물질/시료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에게 반환한다.

4.3.5 폐기가 확정되면, [기기(장비)사용기록서]와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에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기술하고 폐기 처리한다.

4.4 시험종료 전 임상시험검체의 처리 요청

4.4.1 임상시험대상자의 중도하차, 동의철회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로부터 반환 또는 폐기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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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 시험기초파일 또는 공통파일에 보관하며, 

시험자료는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에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5.3. 관련기록

5.3.1 물질/시료인수인계서(F.SOP.MNG.005.03)

5.3.2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F.SOP.ERM.004.01)

5.3.3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F.SOP.ERM.004.02)

5.3.4 임상시험검체출고요청서(F.SOP.ERM.004.03)

5.3.5 기기(장비)사용기록서(F.SOP.ERM.001.02)

5.3.6 임상시험검체라벨(L.SOP.ERM.004.01)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임상시험검체관리대장
(Clinical Trial Sample List) 

F.SOP.ERM.004.01 (Revision 00)                                      - 7 -

보관고 번호:              확인자:                       (서명)

입수일 시험번호(분석) 샘플박스번호 샘플수 Rack No. 주담당 비고



임상시험검체사용기록서
(Clinical Trial Sample Usage Record) 

F.SOP.ERM.004.02 (Revision 00) - 8 -

1. 임상시험검체정보
임상시험번호 입수일
시험번호(분석) 입수량(개)
임상시료명칭 유효기한
보관시작일시 yyyy.mm.dd. HH.MM 보관조건/보관고번호            /
소분방법

실시자 (서명) 확인자 (서명)

2. 사용내역

날짜 시간 사용량(개) 잔여량(개) 목적 사용자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확인자 (서명)



임상시험검체출고요청서
(In/Out Request for Clinical Trial Samples)

F.SOP.ERM.004.03 (Revision 00) - 9 -

1. 요청정보

의뢰요청일 연락처                

송부예정일 수령자                  (서명)

요청사유 확인자                  (서명)

2. 임상시험검체정보

시험검체종류 □ Blood  □ Urine  □ Tissue  □ 기타(         )

시험번호

검체채취일

입수일

운송조건

3. 비고



임상시험검체라벨
(Clinical Trial Sample Label) 

L.SOP.ERM.004.01 (Revision 00) - 10 -

임상시험검체라벨
(Clinical Trial Sample Label) 

임상시험번호

시험번호(분석)

샘플번호

시험검체종류

시험검체채취일

용량

보관고조건/보관고번호

L.SOP.ERM.004.01 (Revisio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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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MNG.001 (Revision 00)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조직 및 운영

Organization and Management for Good Clinical Laboratory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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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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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전반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

관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운영책임자는 그의 임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다.

3.1.2 운영책임자은 모든 조직, 인력, 시설, 장비, 검체관리, 신뢰성보증업무 등에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책임자가 지명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말한다.

3.2.2 신뢰성보증업무를 실시하는 자는 모든 조직, 인력, 시설, 장비, 검체관리 등 

시험에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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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직 및 인력의 운영

4.1.1 분석기관의 조직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기타 조직운영에 필요한 책임자 

및 담당자와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4.1.2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운영책임자를 임명하며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4.1.3 분석기관과 관련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조직도 및 직원의 업무분장에 따라 

[조직 및 인력현황도]을 작성한다.

4.1.4 조직 및 인력현황의 변경사항을 [조직 및 인력현황도]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4.1.5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의사결정기록서]으로 보존한다.

4.2 시설의 운영

4.2.1 분석기관의 시설은 시험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설계 및 적절하게 분리

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4.2.2 시험구역은 각 특성에 따라 요구조건에 맞게 설계 및 운영한다.

4.2.3 시설의 출입은 운영책임자에 의해 허가된 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하며, 

자료보관고, 서버실 주요 구역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이중으로 제한 관리

한다.

4.2.4 분석기관의 구역은 [시설도면]으로 관리하고, 작업구역의 재배치, 재공사 등의 

변경사항은 운영책임자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기록서]를 작성하여 실

시한다.

4.2.5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설도면]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4.2.6 시설유지를 위한 설비의 가동, 환경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화재예방 및 안전

과 보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4.2.7 각 구역은 시설관리, 보안(입출입포함), 안전사고 및 청결상태 유지하여 관리

한다. 

4.3 장비(컴퓨터시스템), 재료 및 시약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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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은 시험 실시 전에 각 기기(장비)특성

에 따라 검증, 교정, 보정 및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시험에 사용한다.

4.3.2 모든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은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적합하도록 충

분한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설치 및 배치되어야 한다.

4.3.3 주요 기기(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은 각 기기(장비)와 컴퓨터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정기적인 관리(유지보수, 고장수리) 및 검증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3.4 모든 기기(장비), 컴퓨터시스템, 재료 및 시약 등은 추적이 될 수 있도록 식별

화하여 관리한다.

4.3.5 시험에 이용하는 모든 시약과 재료는 시험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인된 기

관 또는 검증된 성적서(CoA 등)가 구비된 시약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보관

조건에 따른 유효기한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4.3.6 시약의 경우, MSDS를 확보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가는 정보를 알려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4.4 표준물질 및 임상검체의 관리

4.4.1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표준물질은 시험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공인된 

기관 또는 검증된 성적서가 구비된 것을 사용한다.

4.4.2 모든 표준물질 및 임상검체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하고 입수, 사용, 폐기

량이 추적 관리되도록 기록한다.

4.4.3 표준물질은 보관조건에 따른 유효기한내의 것을 사용하며 작업자에게 위해가 

가는 모든 정보는 작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4.5 임상검체는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보관조건에서 관리하며, 동의철회 및 중도포

기, 시험종료 후에 처리절차에 관하여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의뢰자와 연락하

여 처리한다.

4.5 자료의 관리

4.5.1 모든 기록은 문서화되어 시험종료 시점으로부터 업무일 14일 이내, 공통자료

의 경우 정해진 매년 초에 작년도의 자료를 자료보관고에 이관되어야 한다.

4.5.2 각 자료는 [자료이관 및 보관]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식별과 검색이 용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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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색인화되며 일정 기간이내에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4.5.3 시험수행동안은 분석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의 관리하에 보관되며, 자료보관고

에 이관된 이후에는 자료보관책임자의 관리하에 모든 자료의 이관, 대출, 열

람, 폐기 등이 통제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시험별 또는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한

다.

5.3 관련기록

5.3.1 조직 및 인력현황도(F.SOP.MNG.001.01)

5.3.2 시설도면(F.SOP.MNG.001.02)

5.3.3 의사결정기록서(F.SOP.MNG.001.03)

5.3.4 출입대장(F.SOP.MNG.001.04)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자료이관 및 보관(SOP.ARC.001)

6.4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환경관리(SOP.UNI.001)

6.5 자료/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보관실의 환경관리(SOP.UNI.002)



조 직 및 인력현 황도
(Organization Chart)

F.SOP.MNG.001.01 (Revision 00) - 8 -



시  설  도  면
(Location Plan)

F.SOP.MNG.001.02 (Revision 00) - 9 -



의사결정기록서
(Decision Making) 

F.SOP.MNG.001.03 (Revision 00) - 10 -

날    짜 작성자                 (서명)

참 석 자

안건 제목

주요안건상세

결론 및 향후 조치 계획

운영책임자                         (서명)



출입대장
(In/Out Record) 

F.SOP.MNG.001.04 (Revision 00) - 11 -

실명칭:                      확인자:  (서명)

YYYY 년도

출입날짜 출입시간 출입자 출입목적

MM.DD HH:MM~HH:MM ⑥ (청소대행)

① 시험수행 ④ 소방/안전점검
② QA점검 ⑤ 실태조사(의뢰자/규제기관 등)
③ 장비/시설수리 ⑥ 기타( 주목적    )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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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MNG.002 (Revision 00)

직원의 서명등록 및 이력관리 

Registration and History Management of the Personnel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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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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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서명등록, 개인이

력, 교육훈련이력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컴퓨터 데이터에 기록되는 것으로, 수기서명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개인에 의해 공인되거나 적용, 실행되는 상징 또

는 상징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직원의 서명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자격, 훈련, 경험,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1.2 모든 직원의 업무별로 실시해야하는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1.3 모든 직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해하거나 시험에 영향이 있는 

경우 업무변경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개인의 서명등록, 개인이력 및 임명에 관련된 절차가 규정과 표준작업지침서

에 따라 실시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2.2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이 적절히 계획되고 실시되는지 점

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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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Procedure)

4.1 서명등록의 관리 

4.1.1 서명등록

4.1.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입소 또는 관련 업무 

실시 전 본인의 이름과 서명등록 및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신청한다.

      (1) 국문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2) 동명인 자가 있는 경우 등록 상 알파벳 순서로 이름 뒤에 추가하여 

표기하며, 공식적인 문서상에서는 동일한 국문/영문 명칭을 사용한다.

      (3) 영문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4) 서명은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등록하는 경우, 영문이름과 성으로 ID를 

생성하며 최초 PW는 생년원일로 등록이후에는 반드시 변경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한다. 

      (6) PW는 매 6개월마다 전산시스템 상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4.1.1.2 수기등록은 [서명등록대장]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등록하고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4.1.1.3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책임자 확인 

승인을 받은 후 컴퓨터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한다. 

4.1.1.4 서명등록의 효력은 서명등록을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당일부터 발생한다.

4.1.2 서명등록의 변경

4.1.2.1 수기 및 전자서명에 최초 등록한 이후로 특정 사유(개명, 여권영문명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1.2.2 변경을 요하는 자는 수기서명의 경우 [서명등록대장]에 기존 등록사항은 삭

제하고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한다. 예를 들어, 개명에 의한 변

경등록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의 등록사유란에 “③”라고 명시하고 새로 등

록하는 등록사유란에는 “②(개명에 의한 국문이름변경)”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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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명등록대장]은 국문이름, 영문이름, 한문이름, 서명(Signature), 등록

상/변경상세로 구성된다.

       (2) 등록/변경사유란은 코드화하여 기술하며 코드는 아래와 같다.

      

 4.1.2.3 분석기관의 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타부서로 이동한 경우도 퇴직으로 간주

하여 기술한다.

 4.1.2.4 일정기간 분석기관으로서 업무를 중단하고 다시 실시하는 경우 신규등록의 

절차로 등록하지만 동일한 서명(Signature)을 사용할 수는 없다.

4.2 개인이력의 관리

4.2.1 개인이력의 작성

4.2.1.1 서명등록 이후 직원은 [개인이력]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4.2.1.2 각 항목에 기재할 사항이 없더라도, NA (Not Applicable)을 명시하며, 빈 

항목이 없도록 한다.

4.2.1.3 이력의 갱신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 개인파일로 보관하며, 매

년 12월에 출력 및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그 사본을 운영책임자에게 제출

하고 원본은 개인이력철에 보관한다. 

4.2.1.4 퇴직 또는 관련 업무를 종료한 경우 퇴직(업무종료)일 전에 개인이력을 정리

하여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고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4.2.1.5 관련 담당자는 퇴직자의 개인이력철은 퇴직 후 5일이내에 자료보관고로 이

관한다.

4.2.2 개인이력의 구성

4.2.2.1 기본정보

       (1) 이름(국문, 영문, 한문), 소속, 직위 또는 직책

       (2) 최종학력: 전공, 학위

기호 ① ② ③ ④

상세내용 신규등록

변경등록
(필요한 경우 

특정사유 추가 
기재)

서명변경등록에 
따른 삭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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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격 및 면허

       (4) 경력사항

4.2.2.2 직무이력(최신이력을 상단에 기재) 

       직무시작일과 종료일, 직무명, 직무상세내용

4.2.2.3 학술단체활동이력(최신이력을 상단에 기재)     

4.2.2.4 교육훈련이력(각 카테고리별 최신이력을 상단에 기재) 

       (1) 외부교육: 외부강사에 의해 내외부에서 실시된 교육(학회 등포함)

       (2) 내부 직무교육

       (3) 내부 SOP교육

4.3 직원의 건강관리

4.3.1 개인검강검진표의 제출

4.3.1.1 분석기관으로 입소 또는 전보발령된 경우, 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4.3.1.2 운영책임자는 매년 직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여부

를 매년 보고 받아 확인한다.

4.3.1.3 건강상 이상이 확인되면 개인별 면담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여 배치한다. 

4.3.2 정보공지 및 건강이상보고

4.3.2.1 각 분석책임자 및 물질관리책임자는 검체의 특성, 표준물질의 정보를 파악

하여 물질 및 검체를 다루는 취급자에게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지한다.

4.3.2.2 모든 담당자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요소에 적합한 개인보호장비를 착

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3.2.3 업무 수행 중 건강이상 또는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이상이 발생하는 경

우 즉시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의 조정 및 배치를 요청한다. 

4.3.2.4 운영책임자는 최종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조정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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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서명등록대장(F.SOP.MNG.002.01)

5.3.2 전자서명등록신청서(F.SOP.MNG.002.02)

5.3.3 개인이력(F.SOP.MNG.002.03)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21 CFR Part 11,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 US FDA

6.4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2012



서명등록대장
(Signature Registration List) 

F.SOP.MNG.002.01 (Revision 00)

기호 ① ② ③ ④

상세내용 신규등록
변경등록

(필요한 경우 특정사유 추가 기재)
서명변경등록에 따른 삭제 퇴직

- 9 -

일련
번호

이름
서명

등록/변경상세
확인자

한글 한문 영문 등록/변경일자 등록/변경사유



전자서명등록신청서
(Electronic Signature Registration Request) 

F.SOP.MNG.002.02 (Revision 00) - 10 -

1 . 신 청 자  정 보

이 름 생 년 월 일

소 속 담 당 업 무

신 청 사 유

신 청 자                (서명) 운 영 책 임 자               (서명)

2 .  시 스 템 상 세

시 스 템 명 칭 담 당 업 무

ID 권 한 요 청

담 당 자  (서명) 권 한 부 여 일

시 스 템 명 칭 담 당 업 무

ID 권 한 요 청

담 당 자  (서명) 권 한 부 여 일

시 스 템 명 칭 담 당 업 무

ID 권 한 요 청

담 당 자  (서명) 권 한 부 여 일



개인이력
(Personnel History) 

F.SOP.MNG.002.03 (Revision 00)                                               1/3- 1 -

1 . 인 적 사 항

이 름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직무개시일 담당직무

2. 학력사항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대학교

대학원

3. 자격/면허사항

명칭 발급처 자격/면허번호 발행일



개인이력
(Personnel History) 

F.SOP.MNG.002.03 (Revision 00)                                               2/3- 2 -

4.경력사항

기간 기관명칭 직위 담당업무

5.담당업무

기간 담당업무 업무상세



개인이력
(Personnel History) 

F.SOP.MNG.002.03 (Revision 00)                                               3/3- 3 -

6.교육훈련이력

교육일자 교육분류 교육훈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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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MNG.003 (Revision 00)

교육 및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승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최종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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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개정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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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8

6. 참고자료 및 지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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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직원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완

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모든 직원의 업무별로 실시해야하는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1.2 각 부문에 적절한 교육담당자를 두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계

획하고 실시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3.2 교육담당자

3.2.1 각 부분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3.1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이 적절히 계획되고 실시되는지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4 직원

3.4.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4.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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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교육 목적에 따라 연간직무교육, 신입/임명을 위한 교육 및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4.1.2 교육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은 기본공통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으로 

분류된다.

4.1.3 기본공통교육훈련은 신뢰성보증부서가 주관하며, 직무교육훈련은 각 부분의 

교육담당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단 외부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4.1.4 모든 교육계획은 운영책임자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4.1.5 교육계획에 따른 수행율은 매 분기마다 총괄 교육담당자가에서 각 부분의 

교육담당자로부터 취합하여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2 교육 및 훈련의 계획

4.2.1 연간 직무교육훈련계획

4.2.1.1 기본교육훈련의 수립

      (1) 총괄 교육담당자가 매년 말에 차년도의 기본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2) 선정방법은 규정의 변경사항, 매년 규제기관의 규제동향을 비롯하여 

신뢰성보증부서에서 실시하는 시설위주, 시험위주, 수행절차의 점검에서 

확인한 취약부분을 중점으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4.2.1.2 직무교육훈련의 수립

      (1) 기본적으로 SOP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2) 교육담당자는 각 구성원의 직무향상 및 지속성을 위해 각 구성원과 

상담 후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계획한다. 

      (3) 신뢰성보증부서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직무교육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4.2.1.3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연간)

      (1) 총괄 교육담당자가 각 직무별로 취합한 교육계획을 취합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운영책임자는 선정된 주제와 교육방법 및 교육자가 기록된 

[연간교육훈련계획서]를 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하면 교육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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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다.

4.2.2 신입/임명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4.2.2.1 입소한 직원은 기본적으로 신입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필요한 분야의 임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4.2.2.2 신입을 위한 교육훈련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교육훈련과목 주관부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신뢰성보증부서

임상시험관리기준
전자기록:전자서명

SOP교육(공통)

MNG
UNI
QAU
ARC

SOP교육(시험)
DCM 신뢰성보증부서/시험부서
ANA 시험부서

위해물질의 취급 및 주의사항 물질관리부서

4.2.2.3 책임자로 임명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단 신뢰성보증부서는 담당자까지 실시한다.

   

교육훈련과목 주관부서
OECD GLP No.8

신뢰성보증부서/시험부서
OECD GLP No.4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방법
의사소통의 방법

4.2.2.4 각 직무별로 책임자의 임명을 위한 경우 각 직무교육을 추가적으로 

계획하며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4.2.2.5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신입/임명)

     (1) 신입/임명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은 신뢰성보증부서가 [교육훈련표]를 

작성한다. 각 업무별로 각 팀의 책임자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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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변경을 위한 임명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임명을 위한 [교육훈련표]를 

작성하여 신뢰성보증부서에 접수한다. 각 임명분야별로 신뢰성보증부서가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3) 검토가 완료되면 [교육훈련표]를 총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가 검토승인 후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운영책임자가 [교육훈련표]에 승인함으로써 신입/임명을 위한 

교육훈련이 개시된다.

4.2.3 수시교육

4.2.3.1 수시교육은 연간직무교육 또는 직무상 필요한 외부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2.3.2 교육담당자가 요청이나 직무상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할 수 있다.

4.2.3.3 시험 특이적으로 시험 또는 장비(기기)조작을 위한 추가교육도 수시교육에 

해당한다.

4.2.3.4 SOP 제정 및 개정에 의하여 교육이 발생한다.

4.2.3.5 개개의 구성원이 필요에 의하여 자기주도학습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4.3 교육훈련의 수행과 평가

4.3.1 교육훈련의 수행

4.3.1.1 매년 계획되어 실시되는 교육은 [연간훈련계획서] 교육은 수행되지만 직무상 

필요하면 수시교육이 수행된다.

4.3.1.2 신입/임명교육은 [교육훈련표]에 따라 수행된다.

4.3.1.3 교육의 수행의 결과 [교육훈련기록서]로 문서화하고 교육에 대한 별도의 자

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뢰성보증부서에 제출한다. 

4.3.2 교육훈련의 평가

4.3.2.1 연간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매년 말에 신뢰성보증부서의 주관 하에 부서별

로 평가를 실시한다.

4.3.2.2 신입/임명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신입/임명을 위한 교육을 평가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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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문제를 수령하여 피교육자를 평가한다.

4.3.2.3 모든 교육은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4.3.2.4 이수를 못한 직원은 재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하도록 한다.

4.4 교육훈련의 보고

4.4.1 총괄 교육담당자는 제출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알림 공지한다.

4.4.2 매 분기마다 운영책임자에게 교육진행율을 보고한다. 

4.4.3 운영책임자는 교육진행율이 50% 이하로 저조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판단되면 교육계획에 따른 진행을 각 팀에 14일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

거나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연간교육훈련계획서(F.SOP.MNG.003.01)

5.3.2 교육훈련표(F.SOP.MNG.003.02)

5.3.3 교육훈련기록서(F.SOP.MNG.003.03)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연간교육훈련계획서
(Annual Education and Training Plan) 

교육훈련
분    류

□ 기본공통
□ 직무교육
□ 신입/임명교육

□ 담당직무  

(해당부서 또는 직무) (OOQ분야 시험책임자/담당자)

교육대상 전직원

F.SOP.MNG.003.01 (Revision 00)                                        1/1- 1 -

※ 교육계획에 따라 추가와 삭제가 가능함.

교육상세내역

교육분류 실시예정일 교육명 교육자

직 무 교 육 1월 법정보수교육 대 한 임 상 병
리사협회 등

작 성 자 : (서명) 날 짜 :

검 토 자 : (서명) 날 짜 :

운 영 책 임 자 : (서명) 날 짜 :



교육훈련표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훈련분류
□ 신입/임명교육        □ 담당직무  

(해당부서    ) (OOQ분야 분석책임자/담당자)

교육대상 OOO

F.SOP.MNG.003.02 (Revision 00)                                        1/1- 1 -

※ 교육일정에 따라 피교육자명단은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며 페이지가 변경되는 경우 회색음
영과 페이지쪽이 각 페이지마다 확인되도록 작성함.

교육상세내역

교육분류 실시일 교육명 교육자 확인
S O P ,외 부 , 

실 무 □

□

□

□

□

□

□

□

□

□

□

□

□

□

작 성 자 : (서명) 날 짜 :

검 토 자 : (서명) 날 짜 :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 (서명) 날 짜 :

운 영 책 임 자 : (서명) 날 짜 :



교육훈련기록서
(Education and Training Record) 

교육훈련분류
대 분 류 □ 연간교육  □ 신입/임명교육  □ 수시교육

중 분 류 □ SOP교육  □ 실무교육(내부)  □ 외부교육

날짜와 시간 2019.07.01.~2019.07.01.   (       시간(hr))

교 육 훈 련 명

F.SOP.MNG.003.03 (Revision 00)                                        1/2- 1 -

교 육 자 정 보
소 속 명 외부강사일 경우 외부기관명칭, 내부인 경우, 소속팀

이   름                       (signature)

교육훈련자료유무
□ 제공(자료첨부)  
□ 미제공(사유: 동영상사이트  URL 에 자료확인     )

교육훈련요약

피교육자 명단

이름 서명과 날짜 이름 서명과 날짜



교육훈련기록서
(Education and Training Record) 

교육훈련분류
대 분 류 □ 연간교육  □ 신입/임명교육  □ 수시교육

중 분 류 □ SOP교육  □ 실무교육(내부)  □ 외부교육

날짜와 시간 2019.07.01.~2019.07.01.   (       시간(hr))

교 육 훈 련 명

F.SOP.MNG.003.03 (Revision 00)                                        2/2- 2 -

※ 교육인원에 따라 피교육자명단은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며 페이지가 변경되는 경우 회색음
영과 페이지쪽이 확인되도록 작성함.

피교육자 명단

이름 서명과 날짜 이름 서명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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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MNG.004 (Revision 00)

직원의 임명, 교체 및 업무대행 

Personnel Appointment, Replacement and Deputy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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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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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각 책임자 및 담당자별 임명,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부재시 업무대행에 관한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완

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격조건 및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를 업무별로 임명

할 책임이 있다. 

3.1.2 임명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1.3 각 업무의 부재시 대행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계획된 임명절차, 변경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2.2 각 업무에 대한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부재시 대행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

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임명에 따른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 

4.1.1 운영책임자

4.1.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서 규정된 운영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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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분석기관)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4.1.1.2 시험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유능한 담당자 및 적절한 시설, 기기(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1.1.3 각각의 시험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 훈련, 경험,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확인한다.

4.1.1.4 담당자별로 실시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한다.

4.1.1.5 기술적으로 타당한 표준작업지침서가 작성되고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제정, 개정, 수정 및 폐기를 승인한다.

4.1.1.6 신뢰성보증업무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업무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1.1.7 시험의 실시 전에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을 갖춘 자가 분석책임자로서 

시험별로 임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분석책임자를 교체할 경우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1.1.8 분석책임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한다.

4.1.1.9 분석책임자가 분석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하는지 확인한다. 

4.1.1.10 분석책임자가 승인한 분석계획서를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1.1.11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이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1.1.12 자료보관시설의 관리를 위해 자료보관책임자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4.1.1.13 시험일정총괄표가 작성되고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4.1.1.14 분석기관에 공급된 물품이 시험 용도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4.1.1.15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 신뢰성보증부서 및 시험담당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전달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1.1.16 임상시험검체의 관리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고 그에 따라 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4.1.1.17 컴퓨터시스템이 사용목적에 적합하며, 비임상시험관리기준과 조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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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조작,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4.1.2 신뢰성(품질)보증업무책임자 및 담당자

4.1.2.1 자신이 보증해야할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4.1.2.2 승인된 모든 분석계획서와 표준작업지침서의 사본을 유지하며, 

시험일정총괄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2.3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분석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4.1.2.4 모든 시험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험실시 담당자들이 

분석계획서와 표준작업지침서를 이용하며 또한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1.2.5 방법, 절차, 점검 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서술되고 있는지, 보고된 

결과가 시험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점검하여야 한다.

4.1.2.6 점검결과를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 및 관련된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4.1.2.7 신뢰성(품질)보증확인서를 준비하고 서명해야 한다. 신뢰성(품질)보증확인서는 

점검을 수행한 시험단계, 날짜, 점검 종류 및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에게 

보고한 날짜 등을 포함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확인서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시험기초자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1.3 분석책임자

4.1.3.1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유지하고 확인한다.

4.1.3.2 분석책임자가 작성한 분석계획서 및 그 변경서를 승인한다.

4.1.3.3 분석계획서와 변경서의 사본을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험 수행 중 필요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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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분석계획서와 그 변경서 및 표준작업지침서를 시험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4.1.3.5 분석계획서에서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획서로부터의 

일탈이 시험의 통합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록하며, 필요시 

적절한 수정 또는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실시 중에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의 

일탈 여부를 인지해야 한다.

4.1.3.6 모든 시험의 기초자료가 문서화되어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1.3.7 시험에 이용된 컴퓨터시스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다.

4.1.3.8 자료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시험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시험에 대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다.

4.1.3.9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와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하고, 시험관련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 적절한 통신수단을 

명확하게 하며, 분석책임자는 통역이 필요한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각 시험책임자 또는 의뢰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4.1.4 자료보관책임자

4.1.4.1 운영책임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자료보관실의 접근이 허가된 자이다.

4.1.4.2 확립된 표준작업지침서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자료보관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절차를 문서화할 책임이 있다. 

4.1.4.3 이관된 자료의 색인방법의 적절성, 목록과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고 

보관하며 자료의 대출, 반납, 폐기 또는 반환에 대한 관리와 보관된 자료의 

주기적 확인을 실시한다.

4.1.4.4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시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 후 실시한다.

4.1.5 시험담당자

4.1.5.1 시험의 실시에 관련된 모든 시험담당자는 시험에 관련된 해당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조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1.5.2 시험에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석계획서와 적절한 표준작업지침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험담당자는 이러한 문서에서 명시한 내용을 따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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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가 있고 이러한 지시에 대한 일탈이 있는 경우 [일탈기록서]로 

문서화하여 분석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1.5.3 시험기초자료를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시험데이터의 신뢰성에 책임을 진다.

4.1.5.4 자신에 대한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4.1.6 기타담당자

4.1.6.1 각 직무를 위해 각 직무의 분석책임자, 시험담당자, 신뢰성보증부서의 인원 

중의 인원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따라 담당자를 지명하여 

실시한다.

4.1.6.2 각각의 임명분야별 업무에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4.1.6.3 기타담당 업무로는 교육담당, SOP담당, 기기/컴퓨터담당, 시설안전, 

물질/시료관리담당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개인이력]의 

“현재직무이력”에 상세히 기술한다.

4.2 임명분야 및 기본조건

4.2.1 업무별 임명분야

운영책임자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기본인력
규제기관의 승인 후 
기관장이 임명
임명장 발급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
QA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운영책임자가 임명
임명장 발급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기본인력

자료보관책임자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기본인력

분석책임자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기본인력

시험담당자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기본인력

기타담당자 업무에 따라 업무가 배정된 인력 임명장 발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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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본조건

4.2.2.1 운영책임자는 임상검체분석시험기관의 장이거나 그 장이 조직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임명한 자이다.

4.2.2.2 각 책임 및 담당자별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4.3 임명절차

4.3.1 임명신청

4.3.1.1 행정적인 채용에 따라 임용된 인원이 배치되면 해당 직무의 교육담당자는  

[교육훈련표]를 작성하여 총괄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3.1.2 총괄 교육담당자는 임명분야별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계획이 정

확히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에게 제출한다.

4.3.1.3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는 자격조건 및 교육계획의 정확성이 확인되면 서명을 

실시하고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한다.

4.3.1.4 운영책임자는 교육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임명신청을 위한 교육이 

개시된다.

4.3.2 임명교육의 수행

4.3.2.1 각 팀의 교육담당자가 부서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주관하며, 공통교육은 총

괄 교육담당자가 주관하여 임명을 위한 [교육훈련표]에 따라 교육을 수행한

운영책임자 ·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명교육을 이수한 자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기관에서 2년 
이상 QA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관련 자격
을 소지한 자
· 기관의 임명교육을 이수한 자

공인된 기관 
또는 학회에
서 실시하는 
비임상시험관
리기준에 대
한 교육을 3
회이상 이수
한 자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 기관의 임명교육을 이수한 자

자료보관책임자 · 기관의 임명교육을 이수한 자

분석책임자
· 학사이상의 관련 전공자
· 기관의 임명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담당자 ·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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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3.2.2 피교육자는 교육계획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표]에 교육자의 서명을 받아 

완료되면 신뢰성보증부서에 제출한다.

4.3.2.3 교육자는 [교육훈련기록서]과 교육자료를 신뢰성보증부서의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3.2.4 총괄 교육담당자는 피교육자의 [교육훈련표]와 교육자가 제출한 [교육훈련기

록서] 및 교육자료를 비교 확인하여 교육이수 완료를 확인한다.

4.3.3 임명승인

4.3.3.1 총괄 교육담당자는 [교육훈련표]에 확인서명을 실시하고 [임명장]을 작성하

여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의 확인 후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한다.

4.3.3.2 운영책임자는 [교육훈련표]를 확인서명 후 [임명장]을 발급한다.  

4.3.4 시험별 분석책임자의 임명

4.3.4.1 기본적으로 분석책임자로 임명장을 수여한 인원에 대하여 시험번호별로 운

영책임자가 선택한다.

4.3.4.2 운영책임자는 시험계약에 따라 작성된 [시험의뢰서]에 분석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시험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임명을 실시한다.

4.3.4.3 시험번호별 임명사항은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시험의뢰서]의 사본을 해당 책

임자와 신뢰성보증부서에 배포하여 임명여부를 공지한다.

4.4 교체 및 대행절차

4.4.1 책임자/담당자의 교체

4.4.1.1 분석책임자의 교체

(1) 최초 시험번호별로 임명된 분석책임자가 퇴직,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의 

10일 이상의 장기적인 휴가 또는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운영책임자는 분석책임자에 대한 교체 절차를 수행한다.

(2) 교체대상의 분석책임자는 동일한 임명장을 발급받은 인원 중에서 선택하

며 [시험의뢰서]에 재임명된 분석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유를 지해

함으로써 교체를 승인한다.  

(3) 재승인된 [시험의뢰서]의 사본을 최초 배포선 및 교체된 분석책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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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여 교체임명 여부를 공지한다.

(4) 교체임명된 분석책임자가 교체에 대한 사항을 분석계획서 변경서를 작성

하여 분석계획서의 변경에 운영책임자의 재확인 및 시험의뢰자의 확인받

을 수 있도록 한다.

4.4.1.2 책임자의 교체

(1) 퇴직, 인사발령(전보, 승진 등) 및 기타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책임자의 교체를 수행한다.

(2)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교체하며, [임명장]을 발급하고 교체된 사

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공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험의뢰자와 시험책임

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4.4.2 부재중 대행

4.4.2.1 시험수행 중 분석책임자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서 3일 이상의 휴가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기관내에 부재할 경우,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대행

기록서]을 실시하도록 한다.

4.4.2.2 부재 중 대행자는 관련 시험에 대하여 가장 이해하는 담당자의 인원을 임명

할 수 있으며 시험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의뢰자

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4.2.3 대행 기간동안의 모든 업무는 [업무대행기록]을 통해 기록하여 문서화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임명장(F.SOP.MNG.004.01)

5.3.2 업무대행기록서(F.SOP.MNG.004.02)

5.3.3 시험의뢰서(F.SOP.MNG.005.01)

5.3.4 연간교육훈련계획서(F.SOP.MNG.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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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교육훈련표(F.SOP.MNG.003.02)

5.3.6 교육훈련기록서(F.SOP.MNG.003.03)

5.3.7 일탈기록서(F.SOP.DCM.006.01)

5.3.8 개인이력(F.SOP.MNG.002.03)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직원의 서명등록 및 이력관리(SOP.MNG.002)

6.4 교육 및 훈련(SOP.MNG.003)

6.5 시험등록 및 관리(SOP.MNG.005)

6.6 일탈 및 개선조치보고(SOP.DCM.005)



F.SOP.MNG.004.01 (Revision 00) - 13 -

위 사람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

할 충분한 자격, 경험을 갖추었으며 임명을 위한 교육과 훈련

을 수료하였으므로 [회사명칭]의 임상검체분석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명합니다.

[회사명칭] 

운영책임자 O O O (Signature)

임명분야:
담당업무:
임명일자:
이   름:

임  명  장
(Certification of Appointment)



업무대행기록서
(Deput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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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번호(분석) 대 행 기 간

분 석 책 임 자 대   행   자

주요연락수단 (□ 전자메일 2. □ 모바일(긴급) 3. □ 기타(   ))

대행자 확인 사항
□ 분석계획서 숙지  
□ 관련 SOP 숙지
□ 주요사항요약 숙지
   [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인수인계              ]

대행기간 업무요약

대행자 분석책임자

보고 및 확인일자:

이 름 과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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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MNG.005 (Revision 00)

시험의 등록 및 관리 

Study Registration and Management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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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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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등록(접수),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일정

총괄표의 작성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시설의 수용정도, 시험진행정도, 

직원의 업무부하를 관리하여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2.1 시험일정총괄표(Master Schedule): 비임상시험실시기관등에서 각 시험과정들을 

추적 조사하고 업무량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적인 

자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일정총괄표가 작성되고 신뢰성보증부서에 의

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1.2 시험의 등록, 개시, 수행, 보고 및 자료이관까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시험일정총괄표의 사본을 확인하여 시험이 일정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2.2 시험일정총괄표에 따른 업무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시험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SOP번호 SOP.MNG.005 효력발생일 yyyy.mm.dd 5/9

SOP제목 시험의 등록 및 관리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5 -

4.1 시험의 관리

4.1.1 시험등록(접수)

4.1.1.1 사업부로부터 계약 건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따라 운영관리담당은 

[시험의뢰서]를 작성한다.

4.1.1.2 시험의뢰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의뢰자정보(명칭, 주소, 시험의뢰자모니터 이름, 연락체계)

      (2) 임상시험실시기관정보(명칭, 주소, 시험책임자 이름, 연락체계)

      (3) 표준물질의 정보(물질이름, COA, MSDS  등)와 코드번호 부여

      (4) 자료 및 검체의 처리(보관기한, 검체반환 등)

      (5) 시험부여(시험번호 및 시험별 분석책임자 임명)     

4.1.1.3 분석책임자의 기재여부는 각 팀의 책임자에게 확인하여 시험책임자를 

지정하며 기재한다. 

4.1.1.4 운영책임자는 [시험의뢰서]에 지정된 분석책임자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서명과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관련 시험에 대한 분석책임자를 시험별로 

임명한다. 

4.1.1.5 담당자는 분석책임자가 임명된 [시험의뢰서]의 사본을 신뢰성보증부서와 

분석책임자에게 공지한다.

4.1.1.6 [물질/시료인수인계서]의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에 대한 코드를 4.3.2항에 

따라 부여한다. 

4.1.2 시험의 개시

4.1.2.1 분석책임자는 [시험의뢰서]에 따라 시험의뢰자/시험책임자와 연락하여 분석

계획서를 작성한다. 

4.1.2.2 분석책임자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요청하여 임상시험계획서를 

수령받아 시험기초자료에 첨부한다.

4.1.2.3 임상시험대상자의 중도탈락 및 동의철회 시의 분석기관의 임상시험검체를 

취급함의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4.1.2.4 분석책임자는 시험개시 전 검체 및 표준물질의 수령 시점 및 방법과 시험종

료 후 또는 시험 중 임상시험대상자의 중도탈락 또는 동의철회 등의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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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의 반환시점 및 방법 등을 확인한다.

4.1.2.5 분석계획서가 분석책임자에 의하여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어 배포되면 임상

시험검체분석이 실시된다.

4.1.2.6 승인된 분석계획서는 신뢰성보증부서를 포함한 시험관련자에게 모두 배포된

다.

4.1.2.7 신뢰성보증부서는 분석계획서를 검토하여 비임상시험관리기준, 표준작업지

침서 등의 사항이 정확한지를 점검하고 점검일정을 계획한다.

4.1.3 시험의 수행 및 보고

4.1.3.1 시험담당자는 분석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중 분석계획서 및 

표준작업지침서와의 불일치하거나 일탈한 사항은 즉시 문서로서 분석책임자

에게 보고한다.

4.1.3.2 보고된 일탈사항에 대해 분석책임자는 시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4.1.3.3 시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석책임자는 실험수행 전에 [분석계획서 변경]을 

작성하여 날짜와 서명을 기재하여 시험담당자 및 신뢰성보증부서에 배포한

다.

4.1.3.4 분석책임자는 분석시험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시험의뢰자 또는 시험책임자에

게 보고한다.

4.1.3.5 신뢰성보증부서는 계획된 점검일정에 따라 시험의 수행 및 보고사항을 확인

하고 문서로서 분석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게 점검사항을 보고한다.

4.1.4 시험의 종료

4.1.4.1 분석책임자는 실험이 종료되면 모든 자료를 시험담당자로부터 취합하여 분

석법밸리데이션 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작성한다.

4.1.4.2 분석책임자는 신뢰성보증부서에 의해 점검이 완료되 발행된 신뢰성보증확인

서를 첨부한 분석법밸리데이션 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서명

과 날짜를 실시함으로써 완료한다.

4.1.4.3 분석책임자는 분석계획서, 시험기초자료, 분석법밸리데이션 성적서 또는 임

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시험의뢰자 또는 시험책임자와 연락한 모든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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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모든 자료를 색인하여 자료보관실로 시험종료 후 업무일 14일 이내

에 이관한다.

4.2 시험일정총괄표의 작성 및 관리

4.2.1 시험일정총괄표의 작성

4.2.1.1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의뢰된 시험에 대하여 시험번호가 부여되고 시험

책임자가 지정되면 시험일정총괄표에 등록한다.

4.2.1.2 각 항목에 기재할 사항이 없더라도, NA(Not Applicable)을 명시하며, 빈 

항목이 없도록 한다.

4.2.1.3 시험일정총괄표의 구성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1) 시험물질코드번호

       (2) 시험책임자 이름

       (3) 시험의뢰자 이름

       (4) 분석책임자 이름

       (5) 임상시험번호(가능한 경우)

       (6) 시험번호(분석)

       (7) 임상시험검체의 종류(혈액, 뇨, 조직 등)

       (8) 분석시험의 종류(ELISA,  등)

       (9) 분석시험개시일, 분석시험종료일

       (10) 분석시험진행단계(실험개시, 실험진행, 실험종료)

       (11) 자료보관개시일

4.2.1.4 분석계획서에 따라 시험일정에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한다.

4.2.2 시험일정총괄표의 관리

4.2.2.1 시험일정총괄표는 매월 입력자가 1차 확인하여 신뢰성보증부서에 전달한다.

4.2.2.2 신뢰성보증부서는 시험일정총괄표의 정확성과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

여 서명한 후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확인 서명을 받는다.

4.2.2.3 시험일정총괄표의 사본을 신뢰성보증부서에 배포하며 그 사본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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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험번호 및 물질번호의 번호체계

4.3.1 시험번호의 번호체계

4.3.1.1 분석법밸리데이션

       (1) 분석법밸리데이션을 의미하는 기호 알파벳 V, 해당년도(YYYY), 일련번

호(###)를 부여한다.

       (2) 밸리데이션이 확립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

는 경우 모번호 뒤에 추가적으로 알파벳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3) 2019년도 최초 의뢰된 분석법밸리데이션에 대하여 추가로 첫 번째 부분

밸리데이션이 수행된 경우 다음과 같다. 예: V2019001-A

4.3.1.2 임상시험검체의 분석

       (1) 임상시험검체의 분석임을 의미하는 기호 알파벳 A, 해당년도(YYYY), 일

련번호(###)를 부여한다.

       (2) 본 분석에 더하여 추가적인 자료 입증을 위하여 추가로 분석을 하는 경

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부여한다.

       (3) 2019년도 최초 의뢰된 임상시험검체분석의 시험이 종료되고 추가로 장

기안정성이 의뢰된 경우 다음과 같다. 예: A2019001-A

4.3.2 표준물질번호의 번호체계

4.3.2.1 입수되는 모든 표준물질은 물질의 의미하는 기호(M), 입수년도(YYYY), 일

련번호(###)의, 세자리로 운영되며, 최초 입수되는 물질과 관련된 대사체의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부여한다.

4.3.2.2 표준물질의 2019년 입수년도의 최초 입수된 물질의 첫 번째 대사체는 다음

과 같다. 예: M-2019001(A)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하며 공통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차년도의 월 초에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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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련기록

5.3.1 시험의뢰서(F.SOP.MNG.005.01)

5.3.2 시험일정총괄표(F.SOP.MNG.005.02)

5.3.3 물질/시료인수인계서(F.SOP.MNG.005.03)

6. 참고자료 및 지침서(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21 CFR Part 11,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 US FDA



시험의뢰서
(Study Request) 

Request No.               

F.SOP.MNG.005.01 (Revision 00) - 10 -

----------------------------------------------------------------------------

1 . 시 험 의 뢰 자  정 보

회 사 명 칭 대 표 자 이 름

주 소 대 표 연 락 처

시 험 모 니 터 연 락 처
email

HP

주요연락수단 (□ 전자메일 2. □ 모바일(긴급) 3. □ 기타(   ))

2 . 임 상 시 험 실 시 기 관  정 보

회 사 명 칭 시 험 책 임 자

주 소 연 락 처
email

HP

주요연락수단 (□ 전자메일 2. □ 모바일(긴급) 3. □ 기타(   ))

3 . 시 험 정 보

임상시료종류 □ 혈액 □ 뇨 □ 조직(예, 간) □ 기타(            )

문서제공유무 □ 임상시험계획서 □ 분석방법 □ 물질인수인계서

표준물질정보 □ CoA □ MSDS □ 기타

시료 및 물질운송 □ 인편 □ 전문운송업체  □ 기타(    )

분석책임자임명서

시험번호(분석) 분석책임자/임명일 교체
교체임명자/임명일 운영책임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운영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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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코드

시험번호
(분석)

분석
책임자

시험번호
(임상)

시험책임자 시험의뢰자
임상시험검

체종류
분석종류

분석시험 
개시일

시험
진행상태

분석시험
종료일

자료보관 
개시일



물질/시료인수인계서
(Reference item / Clinical sample chain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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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 계 자 정 보 ( 발 송 자 )

이 름 소 속

연락정보

□ 전자메일 

□ 모바일번호 `

□ 전화번호

운송수단 □ 인편   □ 전문운송업체 (                 )

발송일자 운송자정보

2 . 발 송 내 용 정 보

물질종류 □ 임상시료 □ 표준물질

종류

□ 혈액
□ 뇨
□ 조직
□ 기타 물질명칭

항응고제
□ 유(             )
□ 무

운송조건
□ 냉동(      )
□ 냉장(      )

운송조건
□ 냉동(      )
□ 냉장(      )
□ 실온

추가문서
□ 샘플리스트
□ 기타(     )

추가문서
□ CoA
□ MSDS

3 . 인 수 자 정 보 ( 수 신 자 )

이 름 소 속

수 신 일 자

연락정보

□ 전자메일 

□ 모바일번호 `

□ 전화번호

도착시
상태

□ 온도기록(              )
□ 파손유무(              )
□ 외형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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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QAP.001 (Revision 00)

시험위주의 점검

Study-Based Inspectio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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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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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4

5. 기록관리 8

6. 참고자료 및 지침 8



SOP번호 SOP.QAP.001 효력발생일 yyyy.mm.dd 4/8

SOP제목 시험위주의 점검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4 -

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 중 시험위주의 점검에 

대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임명, 수행방법과 신뢰성보증확인서의 작성법을 구

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3.1.2 신뢰성보증업무활동에 관련한 표준작업지침서와 그 활동이 문서화되는지 확인

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의 실시와 관련한, 인원, 시설, 기기, 시험의 

계획, 수행 및 보고와 자료보관 등의 제반 활동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2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는 신뢰성보증활동에 대한 절차를 계획하고 제

정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점검의 기본원칙

4.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표준작업지침서, 분석계획서 등을 시험수행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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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시험수행이 실시되는지를 점검한다. 

4.1.2 각 작업구역별로 요구하는 개인보호장비(의복, 장갑, 보호안경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4.1.3 점검 시 담당자의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4.1.4 점검 중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담당자가 계획서 또는 

표준작업지침서와 상이한 활동을 실시할 경우 그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 

실수를 예방하도록 한다. . 

4.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지정과 시험배분

4.2.1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자 중에서 시험별로 지정

된다.

4.2.2 운영책임자 또는 그가 위임한 자(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가 신뢰성보증업무담

당자를 시험별로 지정하여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지명목록서]에 기록한다.

4.3 시험점검의 계획

4.3.1 분석책임자는 분석계획서(안)(이하, 밸리데이션 계획서 포함)을 작성하여 시험

의뢰자 또는 시험책임자,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및 관련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다.

4.3.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분석계획서(안)에 대하여 GLP규정, 표준작업지침서, 

관련 시험법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4.3.3 임상시험검체의 분석의 경우 임상시험검체에 대한 분석법밸리데이션이 수행되

어 서명되어 완료된 결과 값에 따라 계획서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3.4 분석책임자는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와 시험의뢰자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분

석계획서(안)를 완료하여 서명함으로써 시험을 개시한다.

4.3.5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승인된 분석계획서의 사본을 재검토하고 점검에 대한 

주요점검단계를 설정한 [점검계획서]를 작성한다. 

4.3.6 각 시험실시의 주요단계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시험의 특성에 

따른 시험디자인에 따라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점검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분류 임상시험검체의 분석 분석법 밸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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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4 시험점검의 실시

4.4.1 각 단계의 점검 시에는 분석일정표를 토대로 해당 시험담당자 또는 분석책임

자와 정확한 실시시간을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한다.

4.4.2 분석계획서와 표준작업지침서에 기술된 방법과 단계를 실시하는지를 확인한

다.

4.4.3 각 업무담당자들의 자격여부와 교육여부 등을 확인한다.

4.4.4 임상시험검체(생체시료) 및 표준물질의 이름표부착, 각 보관조건에 따른 보관

여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다.

4.4.5 컴퓨터시스템, 보관고, 저울, 피펫, 분석기기 등의 기기(장비)유지 및 관리, 사

용전 점검여부, 온도모니터링 여부 등을 확인한다.

4.4.6 표준물질 및 임상시험검체(생체시료)의 입수량, 사용량, 잔량의 기록을 실시하

는지 확인한다.

4.4.7 분석기기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에 대한 밸리데이

1. 분석계획서 분석법밸리데이션계획서

2. 분석계획서 변경* 분석법밸리데이션계획서 변경*

3. 표준물질의 보관 표준물질의 보관

4. 표준물질의 조제 표준물질의 조제

5. 임상시험검체의 입수 및 보관 생체시료의 입수 및 보관

6. 임상시험검체의 전처리 생체시료의 전처리

7. 임상시험검체분석 생체시료의 분석

8. 검체검증분석* -

9. 시험기초자료 시험기초자료

10.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안) 분석법밸리데이션성적서(안)

11.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최종) 분석법밸리데이션성적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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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등의 검증유무, 사용전 점검사항, 점검주기에 따른 점검여부 등을 확인한

다.

4.4.8 기타 관리상태 및 실험실 관리 사항 등의 적절성의 여부를 확인한다.

4.4.9 표준작업지침서의 일탈 또는 계획서로부터의 일탈이 있는지 실험 진행에 대한 

점검 중에도 확인한다.

4.4.10 각 기록서와의 일치성을 여부를 확인한다. 

4.5 시험점검의 완료

4.5.1 실험이 완료되어 분석책임자가 시험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임상시험검체분석성

적서(안)(이하, 분석법밸리데이션성적서(안) 포함)을 작성하여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4.5.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시험기초자료와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안)을 GLP

규정, 표준작업지침서와 관련 시험법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와 시험기초자료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4.5.3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위반된 사항의 경우는 반드시 분석책임자의 GLP 진술

서에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4.5.4 모든 사항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신뢰성보증확인서를 

발행함으로써 시험점검을 완료한다.

4.6 시험점검의 기록 및 보고

4.6.1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점검단계마다 [점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4.6.2 [점검체크리스트]로 확인한 각 단계에 대해서 일자 또는 점검의 연속성에 따

라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석책임자, 운영책임자 필요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6.3 점검사항이 있는 경우 분석책임자에게 답변을 받아 응답내용을 확인하며, 부

적절한 경우에는 재요청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책임자와 의견조

율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요청한다.

4.7 신뢰성보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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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신뢰성보증확인서는 각 시험마다 시험에 대한 최종 점검이 완료되면 작성하여 

서명과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발행한다.  

4.7.2 신뢰성보증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7.2.1 시험번호(분석)와 시험제목(분석)

4.7.2.2 점검단계, 점검날짜, 분석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 날짜

4.7.2.3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의 서명과 날짜

4.7.2.4 관련 고시 명칭 및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시험기초자료를 정확히 반영

한다는 사항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험위주의 점검에 관련한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은 문서화되어 점검파일에 보관

하며, 매년 초에 작년도에 점검이 완료된 시험을 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지명목록서(F.SOP.QAP.001.01)

5.3.2 점검계획서(F.SOP.QAP.001.02)

5.3.3 점검체크리스트(F.SOP.QAP.001.03)

5.3.4 점검결과보고서(F.SOP.QAP.001.04)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지명목록서
(QAP List per a Analytical Study/SOP) 

F.SOP.QAP.001.01 (Revision 00) - 9 -

시험번호(분석)
/SOP번호

QAP이름 배정일자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
(담당자)

                       (서명) 날짜



점검계획서
(Audit Schedule) 

F.SOP.QAP.001.02 (Revision 00) - 10 -

시험번호(분석)

1. 계획확인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서명) 날짜: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    (서명) 날짜:

점검단계 점검예정일자 점검실시일자 변경사유 및 서명

2. 최종확인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서명) 날짜: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    (서명) 날짜:



점검체크리스트
(Audit Checklist) 

시험번호(분석) 페이지  1/2

점검단계 분석계획서

F.SOP.QAP.001.03 (Revision 00) - 1 -

번호 점검내용 준수여부 답변필요성

1 시험의 식별 □Y □N □NA □R □NR

2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분석책임자의 정보 □Y □N □NA □R □NR

3 날짜 □Y □N □NA □R □NR

4 표준물질의 식별 □Y □N □NA □R □NR

5 임상시료의 정보 □Y □N □NA □R □NR

6 분석방법 및 윤리준수 사항 □Y □N □NA □R □NR

7

시험의 경시적 순서, 모든 방법, 재료 및 조건, 

분석유형 및 빈도, 사용된 통계학적 방법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

□Y □N □NA □R □NR

8 임상시료의 운송 조건, 임상시료 처리방법 등 □Y □N □NA □R □NR

9 기록 및 자료보관 □Y □N □NA □R □NR

10 표준작업지침서 준수 □Y □N □NA □R □NR

11
분석계획서 변경사항(변경전과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Y □N □NA □R □NR

기타

답변사항



점검체크리스트
(Audit Checklist) 

시험번호(분석) 페이지  2/2

점검단계 분석계획서

F.SOP.QAP.001.03 (Revision 00) - 2 -

시험책임자                        (서명) 날짜



점검결과보고서
(Audit Report) 

F.SOP.QAP.001.04 (Revision 00) - 3 -

시험번호(분석)

점검단계

점검일자

보고일자

보고대상
□ 분석책임자(OOO)
□ 운영책임자(OOO)

재점검일자

재보고일자

점검결과

※ 점검사항에 대한 응답이 발생한 경우 재점검일자 및 재보고일자를 기술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한다.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

                       (서명) 날짜

신뢰성보증업무
책임자

   (서명) 날짜



SOP번호 SOP.QAP.002 효력발생일 yyyy.mm.dd 1/6

SOP제목 수행절차의 점검 개정번호 00

회사로고
- 1 -

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QAP.002 (Revision 00)

수행절차의 점검

Process-Based Inspectio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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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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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6

6. 참고자료 및 지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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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 중 발생하는 신뢰성보

증업무의 활동 중 수행절차의 점검에 대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3.1.2 신뢰성보증업무활동에 관련한 표준작업지침서와 그 활동이 문서화되는지 확인

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의 실시와 관련한, 인원, 시설, 기기, 시험의 

계획, 수행 및 보고와 자료보관 등의 제반 활동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2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는 신뢰성보증활동에 대한 절차를 계획하고 제

정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수행절차의 점검범위

4.1.1 수행절차의 점검은 특정 시험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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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반복되는 과정 또는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되며, 어떠한 절차가 

실험실내에서 자주 수행되어 수행절차의 점검으로 수행이 가능한 경우 

실시한다.

4.1.3 매우 잦은 빈도로 수행되는 단계들을 점검하는 수행절차의 점검을 수행할 

경우 시험위주의 점검 시 개별적으로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4.1.4 일탈기록서, 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시험위주의 점검마다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특정 점검 단계를 수행절차로 수행할 수 있다.

4.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지명과 시험배분

4.2.1 운영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중에서 선정한다..

4.2.2 수행절차점검에 대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를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지명목

록서]에 기록하여 지명한다.

4.3 점검의 계획 및 수행

4.3.1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는 매월 초에 [수행/시설점검계획서]를 계획하여 

관련 업무의 책임자에게 공지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4.3.2 수행절차의 점검은 [시험위주의 점검] 및 [시설위주의 점검]의 지침서의 점검

수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항목에 적합한 [점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4.4 점검의 완료 및 보고

4.4.1 수행점검이 완료되면,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는 [수행/시설점검보고서]

를 작성하여 관련 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4.2 점검사항이 있는 경우 분석책임자에게 답변을 받아 응답내용을 확인하며, 부

적절한 경우에는 재요청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책임자 등과 의

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요청한다.

4.5 신뢰성보증확인서

4.5.1 신뢰성보증확인서는 수행점검이 완료되면 작성하여 서명과 날짜를 기재함으로

써 발행한다.  

4.5.2 신뢰성보증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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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시험수행단계

4.5.2.2 점검단계, 점검날짜, 분석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 날짜

4.5.2.3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의 서명과 날짜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수행절차의 점검에 관련한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은 문서화되어 점검파일에 보관

하며, 매년 초에 작년도에 점검이 완료된 시험을 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지명목록서(F.SOP.QAP.001.01)

5.3.2 수행/시설점검계획서(F.SOP.QAP.002.01)

5.3.3 수행/시설점검보고서(F.SOP.QAP.002.02)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직원의 임명, 교체 및 업무대행(SOP.MNG.004)

6.4 시험위주의 점검(SOP.QAP.001)

6.5 시설위주의 점검(SOP.QA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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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Facility-Based Audit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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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종류 □ 수행절차      □ 시설위주

점검단계

점검예정일자

보고일자

보고대상
□ 관련책임자(OOO)
□ 운영책임자(OOO)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

                       (서명) 날짜

신뢰성보증업무
책임자

   (서명) 날짜

운영책임자    (서명) 날짜



수행/시설점검보고서
(Process and Facility-Based Audit Report) 

F.SOP.QAP.002.02 (Revision 00) - 8 -

점검계획 종류 □ 수행절차      □ 시설위주

점검단계

점검실시일자

보고일자

재점검일자

재보고일자

보고대상
□ 관련책임자(OOO)
□ 운영책임자(OOO)

점검결과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

                       (서명) 날짜

신뢰성보증업무
책임자

   (서명) 날짜

운영책임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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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QAP.003 (Revision 00)

시설위주의 점검

Facility-Based Inspection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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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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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지 1

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8

6. 참고자료 및 지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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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 중 시설위주의 점검에 

대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

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3.1.2 신뢰성보증업무활동에 관련한 표준작업지침서와 그 활동이 문서화되는지 확인

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의 실시와 관련한, 인원, 시설, 기기, 시험의 

계획, 수행 및 보고와 자료보관 등의 제반 활동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2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는 신뢰성보증활동에 대한 절차를 계획하고 제

정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시설위주의 점검범위

4.1.1 특정 시험위주로 점검하지 않고 시설 및 일반적인 운영으로 시스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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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한 지를 점검한다. 

4.1.2 시설(설비), 밸리데이션, 기기(장비)유지관리(점검, 검교정 등), 교육과 훈련, 

표준작업지침서의 관리, 직원이력의 관리, 환경모니터링 관리 등을 포함한다. 

4.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지명과 시험배분

4.2.1 운영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중에서 적절한 인원을 선정

한다.

4.2.2 시설위주점검에 대한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를 [수행/시설점검계획서]에 기록

하여 지명한다.

4.3 점검의 계획 및 수행

4.3.1 신뢰성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는 매월 초에 [수행/시설점검계획서]를 계획하여 

관련 업무의 책임자에게 공지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4.3.2 각 구역 또는 각 항목별로 일정과 범위를 정하여 관련 책임자들과 확인하여 

계획한다.

4.3.3 시설위주의 점검 시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4.3.3.1 조직과 인원에 대한 점검.
  (1) 조직도 현황(인력현황포함)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직원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적절하여 자신의 업무를 잘 파

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일정총괄표가 적절히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3.3.2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점검
        (1)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지 확인한다.

  (2) 훈련 및 직무 경험에 대한 기록이 적절한가 확인한다.
4.3.3.3 기기(장비)관리에 대한 점검

  (1) 기기(장비)/컴퓨터시스템인벤토리리스트가 작성되어 실시되고 있는지 확
인한다. 

   (2) 관리주기가 적절하여 정기점검, 교정, 청소 등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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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기의 배치는 밸리데이션, 교정, 사용 및 고장수리를 위해 적절히 배
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각 기기에 대한 지정된 담당자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4.3.3.4 시설에 대한 점검

  (1) 공급되는 물품이나 기기(장비)는 시험구역과 분리되고 적절한 물품을 보
관할 크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간의 환기 등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
인한다.

  (3) 자료보관실은 홍수, 해충과 화재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전산관리를 실시하는 중앙제어시스템 또는 서버룸의 관리는 물리적 및 
논리적으로 제한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모든 작업구역은 그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및 필요한 환경제어가 실시
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4.3.3.5 표준작업지침서(이하, SOP)에 대한 점검
  (1) SOP의 제정, 개정, 배포, 반납, 회수, 보관 및 폐기가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각 구역에 배포된 SOP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SOP는 작업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가를 확인한다.
  (4) 시험과 시설에 적합한 SOP로 제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5) 현재 효력이 유효한 SOP가 시험작업구역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

며 효력이 만료된 SOP가 작업구역에 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3.3.6 시약/표준물질관리에 대한 점검

  (1) 모든 시약 및 표준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이름표부착이 실시되고 있는가
를 확인한다.

  (2) 모든 시약과 표준물질은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하며 취급시 주의사항
에 따라 보관되는지 확인한다.

        (3) 표준물질의 수령, 보관,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3.3.7 임상시험검체에 대한 점검

  (1) 임상시험검체는 표준물질 및 일반시약과 구분된 구역에 보관되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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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임상시험검체의 이름표부착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임상시험검체의 입수, 보관, 사용, 배포 및 폐기가 확인되도록 관리되는

지 확인한다.
  (4) 임상시험검체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따라 보관되어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3.3.8 자료보관에 대한 점검

  (1) 시험진행 중인 시험기초자료가 적절한 보관 구역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를 확인한다.

  (2) 시험이 완료된 시험기초자료가 적절한 시기에 자료보관고로 이동되어 
자료보관책임자에 의하여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3) 자료보관실로 이관된 자료의 색인, 이관일, 보관기간, 대출일과 반납일 
등이 적절히 문서화되어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4) 자료보관실에 출입하는 자가 운영책임자로부터 임명되어 관리되는지 확
인한다.

4.4 점검의 완료 및 보고

4.4.1 시설점검이 완료되면,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는 [수행/시설점검보고서]를 작성
하여 관련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4.2 점검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책임자로부터 해당 조치사항에 대한 응답을 
받아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4.4.3 점검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답변을 받아 응답내용을 확인하며, 부
적절한 경우에는 재요청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요청한다.

4.5 신뢰성보증확인서

4.5.1 시설위주의 점검 시에는 별도의 신뢰성보증확인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4.5.2 [수행/시설점검보고서]에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 유무를 진술하여 신뢰성

보증업무책임자(담당자)의 서명과 날짜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과 날짜로 기입
함으로서 완료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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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시설위주의 점검에 관련한 신뢰성보증업무의 활동은 문서화되어 점검파일에 보관

하며, 매년 초에 작년도에 점검이 완료된 시험을 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수행/시설점검계획서(F.SOP.QAP.002.01)

5.3.2 수행/시설점검보고서(F.SOP.QAP.002.02)

5.3.3 시설점검체크리스트(F.SOP.QAP.003.01)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수행절차 점검(SOP.QA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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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비고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 조직과 인원 

1.1. 일반사항

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임상시험 수행 및 관리, 신뢰성보

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고 적정한 인원을 확보 하

였는가?

☐    ☐    ☐

2) 조직도에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조직과 직원의 업무를 포함

하고 있는가?
☐    ☐    ☐

3) 인력현황자료에는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 시험담당자, 신

뢰성보증업무담당자, 자료보관책임자 등 필요한 인력을 모

두 포함하고 있는가?

☐    ☐    ☐

4)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

시험담당자,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경력 증빙자료를 확

보 하고 있는가?

☐    ☐    ☐

5)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ㆍ훈련규정을 작성하고 있는가?
☐    ☐    ☐

6)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직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의 

실시, 신뢰성보증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    ☐

7) 교육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교육을 하

고 있는가?
☐    ☐    ☐

1.2. 운영책임자의 책무

1) GLP에서 규정된 운영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는가?
☐    ☐    ☐

2) 시험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유능한 담당자 및 적절한 

시설, 장치 및 실험용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3) 각각의 시험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 훈련, 경험, 직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였는가?
☐    ☐    ☐

4) 담당자별로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이들의 업무에 관련된 훈련을 실

시하였는가?

☐    ☐    ☐

5)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표준작업지침서가 작성되고 ☐    ☐    ☐



시설위주점검체크리스트
(Facility-Based Audit Checklist) 

F.SOP.QAP.003.01 (Revision 00)                                                      2/11

GLP 점검 목록
점검결과

비고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제정, 개정 

및 폐기를 승인하였는가?

6) 지정된 담당자에 의해 신뢰성보증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신뢰성보증업무가 GLP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였는가?
☐    ☐    ☐

7) 시험을 실시하기 전,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을 갖는 개인을

분석책임자로 임명하였는가?
☐    ☐    ☐

8) 분석책임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마

련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9) 분석책임자에 의해 분석계획서가 승인되도록 하였는가? ☐    ☐    ☐
10) 분석책임자가 승인한 분석계획서를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11)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이력을 유지토록 하였는가? ☐    ☐    ☐
12) 자료보관 관리를 위해 자료보관실 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    ☐    ☐
13) 시험일정총괄표가 작성되고 유지되도록 하였는가? ☐    ☐    ☐
14) 시험용도에 적절한 물품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공급되도

록 하였는가?
☐    ☐    ☐

15) 표준물질의 특성이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였는가? ☐    ☐    ☐
16)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목적에 적합하며, GLP와 조화롭게 

검증, 조작,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하였는가?

☐    ☐    ☐

17)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의 점검결과가 분석책임자, 주임시험자

및 관련된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문서로 보고 되고, 이에 대

한 수정 조치가 취해지고 문서화되는 지를 확인하는가?

☐    ☐    ☐

1.3. 분석책임자 

1) 분석책임자는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경험이 있는가? ☐    ☐    ☐
2) 분석책임자는 결과의 해석, 분석, 문서화, 보고를 포함하는 

시험의 기술적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는가?
☐    ☐    ☐

3) 분석책임자의 책무

a. 분석계획서 및 그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였는가?(서명 및 

날짜 기입)
☐    ☐    ☐

b.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분석계획서와 그 변경계

획서의 사본을  적절한 시기에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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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험 수행 중 필요시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는가?
☐    ☐    ☐

d. 분석계획서와 그 변경계획서 및 표준작업지침서를 시험담

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    ☐

e. 분석계획서에서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또한 분석계획서로부터의 일탈이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f. 시험실시중에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의 일탈을 인지하였는가? ☐    ☐    ☐

  g. 예상하지 못한 관찰 결과를 포함하여 생성된 모든 시험기

초 자료가 문서화되며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    ☐

  h. 시험에 이용된 컴퓨터시스템을 검증하였는가? ☐    ☐    ☐
  i. 자료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험이 GLP에 따라 수행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였는가?

☐    ☐    ☐

  j. 시험종료 후, 분석계획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시험기

초자료, 검체 및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자료보관실로 이

관하였는가?
☐    ☐    ☐

1.4. 시험담당자의 책무

1) 담당시험에 관련된 해당 GLP 조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2) 분석계획서와 해당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    ☐    ☐

3) 분석계획서와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 일탈사항을 문서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    ☐    ☐

4) 이러한 일탈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때에 분석책임자에게 일

탈사항을 직접 알렸는가?
☐    ☐    ☐

5) 시험기초자료를 GLP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가?
☐    ☐    ☐

6) 자신에 대한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완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유지에 주의하고 있는가?
☐    ☐    ☐

2. 신뢰성보증부서 

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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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GLP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2) 신뢰성보증업무는 그 시험의 절차에 익숙한 사람 중 운영책임

자에 의해 임명된 개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가?
☐    ☐    ☐

3)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보증해야할 시험에 참여하

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2.2.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의 책무

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승인된 모든 분석계획서와 표준

작업지침서의 사본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2) GLP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분석계획서, 표준작업지침

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문서화하고 있

는가?

☐    ☐    ☐

3) 모든 시험이 GLP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험담당자들

이 분석계획서와 표준작업지침서를 이용하며 또한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점검은 신뢰성보증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시험위주의 점검,

시설위주의 점검 및 수행절차의 점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

4) 방법, 절차, 관찰결과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서술되고 있는지,

보고된 결과가 시험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점검

하고 있는가?

☐    ☐    ☐

5) 점검결과를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 주임시험자 및 각각의

운영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문서로 보고하고 있는가?
☐    ☐    ☐

a. 신뢰성보증확인서는 점검의 종류, 점검날짜, 점검을 수행한

시험의 단계 및 운영책임자․분석책임자․주임시험자에게 보고

한 날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포

함되고 있는가?

☐    ☐    ☐

b. 신뢰성보증확인서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시험기초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가?

☐    ☐    ☐

3. 시설 

3.1. 일반사항

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시험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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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배치를 갖추고 있는가?

2)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여러 구역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각

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    ☐

3.2. 표준물질/임상시료의 취급시설 

1) 오염과 혼동(mix-ups)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2)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방이나 구역은 시험계를 수용하고 있는 방

또는 구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    ☐    ☐

3)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방이나 구역은 화학적 동질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하고,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가?

☐    ☐    ☐

3.3. 시험작업구역 

1) 필요에 따라 혈액검사, 병리검사, 수술, 부검 등 시험실시에

따른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리된 작업구역을 갖

추고 있는가?

☐    ☐    ☐

3.4. 자료보관실 

1) 분석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검체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

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    ☐

2) 자료 보관 공간이 권한을 가진 담당자만이 접근하도록 제한

하여 마련되어 있는가?
☐    ☐    ☐

3.5. 폐기물처리

1)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시험의 완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수행되고 있는가?
☐    ☐    ☐

a.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 시설과 오염방지 및 운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    ☐

b. 모든 임상시험검체의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설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제거되기 전에 폐기물을 안전하

고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가?

☐    ☐    ☐

4. 기기, 재료,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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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작성, 보관 및 검색에 사용되거나 시험환경6/293조

건의 제어에 사용되는 검증된 컴퓨터시스템 등의 기기는 적

절히 배치되고, 적절한 설계와 충분한 처리능력을 갖추었는

가?

☐    ☐    ☐

2)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청소, 보수, 교정되어야 하며 작업 기록은 유지․보존되

고 있는가?

☐    ☐    ☐

3)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와 재료가 시험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되고 있는가?
☐    ☐    ☐

4) 화학물질, 시약 및 용액은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농도를 포함하여 유효기한과 보관조건이 표시되어 있는가?
☐    ☐    ☐

5) 화학물질, 시약 및 용액의 공급처, 조제일, 안정성에 관련된 

정보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    ☐

a. 손상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 및 용액이 사용되지 않는가? ☐    ☐    ☐
5. 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

5.1 수령, 취급, 표본추출 및 보관

1) 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의 특성, 외관 및 물리화학적 성상

(표준물질의 경우), 수령날짜, 유효기한, 수령한 양과 시험에 이

용한 양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    ☐

2)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염이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취급, 표본추출, 보관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
☐    ☐    ☐

3) 표준물질을 위한 각각의 보관용기에는 물질의 동일성, 농도

(strength), 순도, 조성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관 조건,

물질명, CAS번호, 코드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 표기

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5.2 식별

1) 각 표준물질은 코드, CAS번호, 화학물질명,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을 이용하여 명확히 식별되고 있는가? 임상시료의 경우 각 

임상시료검체에 대한 식별이 명확한가?

☐    ☐    ☐

2) 각 시험에 있어서 표준물질은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순도, 조성, 농도, 기타 특성 등의 식별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    ☐    ☐

3) 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가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으로부터 공급될 경우, 그 시험에 사용될 표준물질/임상시험검

체의 식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과 시험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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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자 간의 적절한 의사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가?

4) 보관 및 시험조건 하에서 안정성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확

보되어 있는가?
☐    ☐    ☐

6. 표준작업지침서

6.1 표준작업지침서

1)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작업지침서의 개정 및 폐기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    ☐

2) 각 부서 또는 구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최신의 표준

작업지침서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고 있는가?

(이들 표준작업지침서의 보조수단으로 출판된 교과서, 분석 

방법, 문헌 및 매뉴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    ☐

3) 시험과 관련하여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 일탈된 경우에 이를 기

록하고 있는가?
☐    ☐    ☐

4) 표준작업지침서의 개정 시에는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유지․보존하고 있는가?
☐    ☐    ☐

5) 표준작업지침서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정되어 있는가?

a. 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 수령, 식별, 라벨링, 취급, 혼합, 표

본추출, 보관
☐    ☐    ☐

b. 기기, 재료 및 시약

- 기기 : 사용, 보수, 청소 및 교정

- 컴퓨터시스템 : 검증, 조작, 보수, 보안, 변경 관리 및 백업

- 재료, 시약 및 용액 : 조제와 라벨링

☐    ☐    ☐

c. 기록의 보존, 보고, 보관 및 검색 

-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 시험의 코드화,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검색시스템, 자료취급

☐    ☐    ☐

d. 신뢰성보증 절차

- 시험의 계획․일정․실시․기록․보고에 대한 점검 시 수행할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의 활동

☐    ☐    ☐

7. 시험의 실시

7.1 분석계획서

1) 분석계획서는 각각의 시험개시 전에 작성되고 있는가? ☐    ☐    ☐
2) 분석계획서는 분석책임자가 날짜를 명시한 서명을 함으로써

승인되며, GLP가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성보증업무 담

당자가 확인하고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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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계획서는 시험의뢰자의 확인을 받고 있는가? ☐    ☐    ☐
4) 분석계획서의 변경은 분석책임자가 날짜를 명시한 서명을 함

으로써 승인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며, 시험의뢰자의 확

인을 받고, 그 변경사항은 분석계획서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5) 분석계획서로부터 일탈된 경우에는 분석책임자 또는 주임

시험자가 적시에 일탈내용을 인식하고 서술 및 설명과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 기초자료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7.2 분석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1) 시험의 종류, 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의 식별

a. 서술적인 제목

b. 시험 목적

c. 코드 또는 명칭(IUPAC, CAS번호,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에 의한 표준물질의 식별

d. 임상시험검체의 식별

☐    ☐    ☐

2) 시험의뢰자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관련 정보

a.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b.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명칭과 주소

c. 분석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d.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과 주소

☐    ☐    ☐

3) 날짜

 a. 분석책임자와 시험의뢰자의 서명에 의한 분석계획서의 승

인일

  b.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운영책임자 및 시험의뢰자의 서명에 

의한 분석계획서의 승인일

  c. 예정된 실험개시일 및 실험종료일

☐    ☐    ☐

4) 시험방법

a. 시험에 사용할 각 부처의 시험지침 또는 ICH

b. 시험지침

☐    ☐    ☐

5) 기타 사항(적용되는 경우)

a. 시험의 경시적 순서, 모든 방법, 시험재료 및 조건, 분석 

유형 및 빈도, 측정, 실시된 검사 및 관찰, 사용된 통계학

적방법을 포함하여 시험계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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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록 : 보관해야할 문서 목록 ☐    ☐    ☐
7.3 시험의 실시

1) 각 시험마다 고유의 식별기호를 사용하며, 이 식별기호는 

시험과정에서 모든 자료나 검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    ☐

2) 시험의 식별기호를 사용할 때 시험 중 채취한 검체에 대해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    ☐

3) 시험은 분석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4) 시험 실시 중 생성된 모든 자료는 입력담당자가 직접, 신속,

정확,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    ☐    ☐

a. 이 기록에는 서명이나 개인의 약어와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5) 시험기초자료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 기록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의 이유를 기재하고, 변경하는 개인의 서

명이나 약어와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6) 컴퓨터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생성된 자료는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입력 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7) 컴퓨터시스템은 이전 자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자료 변경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    ☐

8) 컴퓨터시스템의 자료는 모든 변경사실에 날짜나 (전자)서명 

등을 사용함으로써 변경한 사람과 변경내용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이유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8 시험결과의 보고 

8.1 일반사항

l) 시험마다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작성되고 있는가? ☐    ☐    ☐
2) 시험에 관여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들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고 있는가?
☐    ☐    ☐

3)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는 자료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분석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가 명기되어

야 하며 GLP 준수의 내용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4)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대한 정정 및 추가는 개정의 형식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이나 추가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

타나야 하며, 분석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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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5) 등록을 위해 관련부처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상시험검체분석성

적서를 편집할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대해 정정, 추가 또는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6.2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1) 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의 식별

a. 표제

b. 코드 또는 명칭(IUPAC, CAS번호, 생물학적 매개변수 

등)에 따른 표준물질의 식별

c. 임상시험검체의 식별

☐    ☐    ☐

2) 시험의뢰자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관련한 정보

a. 시험의뢰자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b.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c. 분석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d.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    ☐    ☐

3) 날  짜

a. 실험개시일 및 실험종료일
☐    ☐    ☐

4) 신뢰성보증확인서

a. 점검의 종류, 점검 날짜, 점검한 시험 단계 

b. 점검결과를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다지점시험의 경우, 주임

시험자 포함)에게 보고한 날짜

c.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가 시험기초자료를 반영하고 있

음을 보증하는 내용

☐    ☐    ☐

5) 시험재료와 시험방법

a. 사용한 시험방법과 시험재료에 대한 기술

b. 시험에 사용한 해당부처의 시험지침 또는 ICH 시험지침

☐    ☐    ☐

6) 결  과

a. 시험결과의 요약

b. 분석계획서에서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c.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d. 결과의 평가와 고찰, 가능하다면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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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  관

a. 분석계획서, 표준물질의 표본, 임상시험검체, 시험기초자

료 및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보관 장소

☐    ☐    ☐

10. 기록과 재료의 보관과 유지

1) 해당물질의 관리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간 동안 아래의 기록

및 재료들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자료보관 장소가 있는가?
☐    ☐    ☐

2) 아래의 기록 및 재료들은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가? ☐    ☐    ☐
a. 각 시험의 분석계획서, 시험기초자료, 표준물질, 임상시험검

체,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    ☐    ☐

b. 신뢰성보증업무에 의하여 실시된 모든 점검기록과 시험

일정총괄표
☐    ☐    ☐

c. GLP 인원의 자격, 훈련, 경험, 직무 기록 ☐    ☐    ☐
d. 기기의 유지, 교정의 기록과 보고서 ☐    ☐    ☐
e.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검증 문서 ☐    ☐    ☐
f.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과거기록에 대한 파일 ☐    ☐    ☐
g. 환경 측정 기록 ☐    ☐    ☐

3)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시험재료의 최종처분

조치는 문서화되었는가?
☐    ☐    ☐

4)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자료에는 보관 및 검색을 차례대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색인을 붙여 놓고 있는가?
☐    ☐    ☐

5) 보관기간과 문서 또는 검체의 특성에 따른 요구조건에 따라

문서나 검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보관 상태인가?
☐    ☐    ☐

6) 운영책임자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담당자만이 자료보관실에 

접근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7) 자료보관실로부터 자료의 반입과 반출을 적절히 기록하고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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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

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검체의 분석을 위한 제반적인 시설관

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설을 유지하고 각 작업구역의 업무에 영

향이 없도록 배치할 책임이 있다.

3.1.2 정전, 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하여 대비를 위한 시설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시설유지를 위한 공간, 배치, 백업시스템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

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시설의 출입제한

4.1.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출입은 사원증에 의한 전자적인 Tag 또는 특정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출입대장]을 통하여 특정 

구역별로 소속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4.1.2 특정구역인 표준물질, 임상시험검체보관고 및 자료보관고는 추가적인 

[출입대장]을 기록하여 운영책임자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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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한다. 

4.1.3 외부인력의 출입제한     

4.1.3.1 시험의뢰자, 물질운반(택배기관등), 규제기관 조사관, 기기(장비)관리 

외부업체 등이 외부인력에 해당한다. 

4.1.3.2 기기(장비) 및 상시 출입이 가능한 외부인력은 [출입허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기와 출입구역 등을 명시하여 출입한다. 단 각 부문의 담당자가 

동행한다. 

4.1.3.3 기기(장비) 등 표준작업지침서에 의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력은 

담당자로부터 관련 표준작업지침서를 교육받아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4.1.3.4 규제기관의 조사관 및 시험의뢰자 등은 공문 등의 공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출입허가서]를 대신한다.

4.2 시설도면의 변경, 모니터링관리

4.2.1 시설의 배치, 설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설도면이 변경되는 경우,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따라 실시한다.

4.2.2 모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설도면]에 표기하여 관리한다.

4.2.3 각 작업구역에 비치된 기기(장비)에 관한 [기기(장비)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4.3 환경관리

4.2.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각 작업은 각 작업별 구역으로 구획되어 관리한다.

4.2.2. 대부분의 구역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2.3. 화재 및 작업자 안전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에 따라 관리

한다.

4.2.4. 모든 구역은 소독관리를 실시한다.

4.2.5. 분석기기(장비)와 같은 주요 기기(장비)는 정전 등에 대비하여 UPS를 연결하

여 전원차단에 즉시 대비한다.

4.2.6 비상발전기는 전원차단 후 30분 이내에 가동하도록 하며 시험을 위한 기기(장

비)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전원이 복구되는 시간까지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원

을 최소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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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각 작업단위 별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하며 공통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차년도의 월 초에 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출입허가서(F.SOP.UNI.001.01)

5.3.2 시설도면(F.SOP.MNG.001.02)

5.3.3 의사결정기록서(F.SOP.MNG.001.03)

5.3.4 출입대장(F.SOP.MNG.001.04)

구역          항목 온도 습도
비상전력

공급
화재예방

방충/
방서관리

사무실 X X X O O

표준물질 보관구역 O O O O O

표준물질 준비구역 O O O O O

분석기기실 O O O O O

검체보관구역 O O O O O

UPS실 X (통풍) O X O X

전산서버실 O (통풍) O O O O

자료보관구역 O O O O O

폐기물보관구역 X (통풍)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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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기기(장비)배치도(F.SOP.ERM.001.01)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조직 및 운영(SOP.MNG.001)



출입허가서
(Entry Permit) 

F.SOP.UNI.001.01 (Revision 00)

1. 외부출입자 정보

소속

담당업무

이름

2.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동행자

소속 부서장

3, 출입사유

출입기간

출입구역

출입사유/목적

4. 요청 및 허가 승인

담당자 (서명) 날짜 yyyy.mm.dd

운영책임자 (서명) 날짜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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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UNI.002 (Revision 00)

시험구역의 환경관리

Environment Control of Laboratory Unit

Effective Date YYYY.MM.DD

단계 이름 직책 서명/날짜

작성 담당

확인 책임자

검토 신뢰성보증업무

승인
운영책임자/

임상시험검체분
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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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
번호

효력
발생일

개정내용
작성자

(개정사유)

00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적용에 따른 제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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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2

1. 목적과 적용범위 4

2. 정의 4

3. 책임과 권한 4

4. 절차 4

5. 기록관리 6

6. 참고자료 및 지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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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실시하는 시험구역에 관한 온도 및 습도관리, 작업자 안

전 및 기기(장비)의 배치, 작업동선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구역의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고 각 작업구역

의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할 책임이 있다.

3.1.2 구역간 작업동선이 시험에 영향이나 교차오염이 없도록 배치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시험구역의 공간, 배치, 작업동선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3.2.2 구역간 작업동선이 시험에 영향이나 교차오염이 없도록 배치되고 관리되는지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시험구역/작업동선의 배치

4.1.1 시험구역은 임상시험검체분석 구역으로 [시설도면]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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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업무의 유형에 맞도록 기기(장비)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와 작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4.1.3 시험구역은 업무의 흐름에 따라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임상시험검체 및 표준물질을 취급함에 서로 교차오염이 없도록 배치한다.

4.1.4 임상시험검체, 표준물질 및 시약의 보관 및 취급하는 구역은 적절하게 

분리시켜 각 물질간의 오염 또는 혼입을 방지하도록 배치한다.

4.1.5 시험 중 발생한 폐기물은 실질적인 시험작업구역이나 작업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배치하여 수거한다. 

4.2 기기(장비)의 배치

4.2.1 각 기기(장비)는 청소, 교정 또는 보정,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기(장비)간 및 벽과 기기(장비)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

분한 간격을 두어 배치한다.

4.2.3 각 시험구역별로 기기(장비)에 관한 [기기(장비) 배치도]를 작성하여 각 작업구

역의 출입구 측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4.2.4 각 기기(장비)마다 관련한 표준작업지침서와 [기기(장비) Log book]을 비치하

여 작업자가 언제든 기기(장비)에 대한 상태(청소, 점검, 유지보수 등)를 확인

하고 기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3 기기(장비)와 컴퓨터시스템의 접근 제한

4.3.1 기기(장비)에서 발생 또는 측정한 자료(data)가 직접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 

각 시스템 상에서의 조작행위가 감사추적(audit trail)에 남고, 각 시스템 상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 등으로 접근 제한을 관리한다.

4.4 환경관리

4.4.1 일반적으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환경관리]의 지침에 준한다. 

4.4.2 시험구역은 대부분 기기(장비) 등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므로 시험구역에 적절

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4.3 시험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된 구역과 폐기물 종류에 따른 지정된 폐

기함에 폐기하며, 시험당일 또는 기한 내에 폐기물 보관고로 이동하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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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분리 폐기한다. 

4.4.4 각 시험구역 중 UPS나 비상발전기와 연동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비

상상황에서 가동이 실시되는지를 확인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실로 이관하여 보관하며 공통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차년도의 월 초에 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시설도면(F.SOP.MNG.001.02)

5.3.2 기기(장비)배치도(F.SOP.ERM.001.01)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환경관리(SOP.UNI.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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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UNI.003 (Revision 00)

자료/표준물질/임상시험검체보관실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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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본 SOP는 (회사명칭)에서 생산된 자료의 보관과 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

관으로부터 수령한 임상시험검체, 표준물질 등을 보관하는 구역의 환경관리에 관

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시험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정의(Definition)

해당사항없음

3.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3.1 운영책임자/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 

3.1.1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자료, 표준물질, 임상시험검체의 보관구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고 자료 등의 품질 유지와 보존을 위한 관리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신뢰성(품질)보증업무

3.2.1 정해진 기간 동안 자료, 표준물질, 임상시험검체가 적절한 보관조건 및 보관

구역에 보관되어 유지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3.3 직원

3.3.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3.3.2 모든 직원은 본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Procedure)

4.1 자료보관구역

4.1.1 분석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표준물질 등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자료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1.2 침수 등에 대비하여 자료보관을 위한 선반은 바닥면으로부터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보관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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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화재진화용 스프링클러 등의 물로 진화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스형 

진화장비를 설치한다. 진화장비가 가동 시에는 즉시 비상탈출할 수 있도록 

안전문구와 알람장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4.1.4 자료는 적절한 항온과 항습으로 관리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4.1.5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을 경우 자료보관책임자가 매일 1회 

[온도/습도기록서]에 기록한다.

4.1.6 자료보관고의 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발생 시 자료보관책임자 및 

시설관련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경고되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1.7 방충과 방서를 위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서화 한다.

4.1.8 운영책임자가 허가한 자료보관책임자만 출입이 제한되며, 신뢰성보증부서,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관리자, 실태조사관 등 운영책임자가 임시로 허가한 

자가 출입하는 경우 자료보관책임자가 동행한다.

4.1.9 출입하는 모든 자는 [출입대장]에 기록한다.

4.2 표준물질보관구역

4.2.1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의 수령, 보관, 사용 및 폐기에 관

련된 일련의 작업절차에 따라 구역을 분리한다.

4.2.3 표준물질과 표준물질로 이용한 작업용 조제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4.2.4 휘발성물질은 통풍이 잘되는 장치가 설치된 보관고에 보관하며 유전자재조합

물질 등 양성물질은 다른 표준물질과 분리된 구역에 보관한다.

4.2.5 표준물질의 칭량이 실시되는 공간과 보관구역은 분리하도록 하고 모든 물질은 

라벨링이 되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2.6 해당 구역은 표준물질의 보관조건에 따른 특정 보관고에 보관하고 온도기록이 

실시간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며 습기에 취약한 물질은 방습 처리를 실시하여 

보관한다.

4.2.7 온도는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하며, 자동으로 온도가 기록되지 않을 경우, 

[온도/습도기록서]에 매일 출근/퇴근 전 각 1회씩 기록한다.

4.2.8 보관고의 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발생 시 물질관리담당자 및 

시설관련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경고되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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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출입하는 모든 자는 [출입대장]에 기록한다.

4.3 임상시험검체보관구역

4.3.1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의 수령, 보관, 사용 및 폐기에 관

련된 일련의 작업절차에 따라 구역을 분리한다.

4.3.2 각각의 임상시험검체는 시험에 따라 라벨링하여 표준물질 및 시약이 보관된 

구역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4.3.3 대부분의 임상시험검체의 종류는 혈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 시까

지 검체에 따른 온도조건의 보관고에 보관한다.

4.3.4 온도는 실시간 기록되고 보관고의 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발생 시 

임상시험검체관리를 담당자 및 시설관련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경고되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5 자동으로 온도가 기록되지 않을 경우, [온도/습도기록서]에 매일 출근/퇴근 

전 각 1회씩 기록한다.

4.3.6 출입하는 모든 자는 [출입대장]에 기록한다.

5.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5.1 모든 절차는 기록되어 문서로 관리되도록 한다.

5.2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공통자료로 자료보관고로 이관하여 보관하며 공통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차년도의 월 초에 이관한다.

5.3 관련기록

5.3.1 기기(장비)배치도(F.SOP.ERM.001.01)

5.3.1 온도/습도기록서(F.ERM.001.05)

5.3.2 출입대장(F.SOP.MNG.001.04)

6. 참고자료 및 지침(Reference and SOPs)

6.1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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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3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환경관리(SOP.UNI.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