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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MP for blood component preparations has been obliged to be applied to the blood component manufacturer
(blood center) from January 2019. However, domestic regulations need revision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with
foreign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grasped the main items and technical level of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and tried to understand the application of GMP in blood centers and to elaborate items to be supplemented by domestic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foreign regulations. As a result of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regulation and the foreign regulation regarding the necessary composition
facilities, storage area, mobile site, and environmental composition part of the manufacturing area of the blood source. In
addition, while domestic regulations only describe the use of closed system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unclearity of
manufacturing areas in blood centers, foreign regulations require that aseptic connections be established for the construction
of such closed systems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items that are essential to be verified at the time of verification are
describ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blood products based o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foreign regulations,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blood center supplemented the detailed technical detail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GMP.
Keywords: Blood components, GMP, Blood center (Blood bank), Sterile connecting device, Validation

서 론(Introduction)

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1월부터는 국내 혈액성분제제 제조업체의 GMP가 의무화되었다.

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과 그 밖에 보건

그리하여, 혈액성분제제(이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관련 의약품이다. 혈액제제는 혈액성

기준(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3의4)은 해외 제약 선

혈액성분제제는 공혈자

진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존하는 의약품

의 혈액을 이용하고, 규정된 공정을 거쳐 다양한 제제로 제조되

을 대상으로 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비해 적용 범위가 충

분제제와 혈장분획제제로 구분된다.

1)~3)

5)

고 있다. 또한 혈액성분제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규제가 적

분치 않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시설 구축 사항 등이 혈

용되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

액제제 GMP 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PIC/S, 유

turing Practice)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으나, 2017년 1월 4

럽연합(EU), FDA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혈액제제

4)

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련된 규정 또는 가이드라
인이 적용되었다. 특히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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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s for Blood Centres”를 통해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과 “Good practice
guidelines for blood establishments and hospital blood bank”와
같은 혈액제제 관련 실행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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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Results)

위와 같이, 혈액제제의 원활한 GMP 운영과 국제조화를 위해
한국 혈액제제 GMP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까지 국내에서 혈액제제의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시설 및 환경관리” 항목에 대한 차이 분석

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액제제 제조

“시설 및 환경관리” 항목 중, 국내외 규정의 차이가 있는 부

및 품질관리 기준 중, 국내외에서 널리 인용 또는 적용되는 각

분은 “필수 구성 시설 부분”이었다. 국외 규정의 경우 필수 구

종 국외 규정과의 주요 항목 별 구성 정도와 기술 정도를 비교,

성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요건을 기술한 반면, 국내 규정

차이를 분석하여 국내 규정의 보완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해설서)의 경우 혈액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부분은 [혈액관리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에는 필수 시설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이 국외 규정 대비 상세 기

연구 대상
혈액제제 GMP 관련 규정의 국내외 비교를 위해 국내 관련

중 특히 보완의 필요가 있거나 국내 규정 대비 국외 규정에 상

규정 해설서에 기술된 국외 규정 목록 에 따라 혈액제제 관련

Collection Site”이었다.

선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U (European Union), WHO (World Health Organi-

의 환경 조성에 따른 필수 구성 시설에 대한 사항이었다. 국외

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를 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
술되지 않았다. 이러한 필수 시설의 요건에 대하여 기술한 사항

6)

세하게 기술된 항목은 “Production Area”, “Storage Area”, “Mobile
“Production Area”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조구역

zation), 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규정은 “제조 구역(또는 제제실, Production Area)”과 관련하여

등의 GMP 관련 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DA 관련

다른 작업 구역과 구분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환경을 조성하여

규정의 경우, 국내 관련 규정 해설서에서 언급하는 Code of

야 한다고 기술하였고 이러한 제조구역은 “폐쇄식 시스템(Closed

Federal Regulation Title 21, Part 606, 607, 610, 630, 640 항목

System)”을 이용하되, 폐쇄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무

외, “Guideline for Quality Assurance in Blood Establishment,

균의약품에 준하는 제조환경을 구축(Grade B의 배경에 Grade A

July 11, 1995, FDA”에서 언급하는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국

의 조건으로 제조)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국내 규정의 경

내 규정의 기술 사항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

우에도 가능한 폐쇄식 시스템을 사용하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 규정 사항을 국내 규정 및 국내 관련 규정 해설서 의 기술

청정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작업소의 온습도 유지를 위하여 공

6)

5)

사항과 비교, 분석하였다(Table 1).

7)

기조화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작업
소의 공기조화장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국내 규정 해설서에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 GMP 규정에 정의된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서 근거자료로 기술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내용과

해외 GMP 규정의 기술사항을 비교 분석하였고, 국내 GMP 규

구역에 대한 온습도 관리 등의 사유로 필요 시 공기조화장치를

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해외 GMP 규정의 항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된 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연계된 관

상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내 규정 및 해설서에는 제조

통해 국내 GMP 규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혈액성

련 규정에는 제제실 내 공기조화장치 또는 시설이 필수 설치 사

분제제 GMP 규정에 기술된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해외 규정

항으로 규정 되어 있어 국내 규정 간 내용이 상충됨을 확인할

(EU GMP, PIC/S GMP, CFR, AABB STD 등)과 비교 분석한

수 있었다(Table 2).

항목은 Appendix 1에 설명하였다.

8)

공기조화 시스템은 제조소의 청정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Table 1.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Gap analysis with domestic regulation
Association
MFDS
WHO
PIC/S
EU
FDA

Regulation or Guidance
Regulation for Safety of the medicines, etc. Appendix 3.4 Blood component product manufacturing and quality management standard
A commentary of Blood component product manufacturing and quality management standard(GMP)
Annex 4. WHO 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blood establishments, WHO TRS 961, 2011
Design Guidelines for Blood Centres, WHO, 2010
PIC/S GMP GUIDE FOR BLOOD ESTABLISHMENTS, PIC/S PE005-3, 2007
Good practice guideline for blood establishments and hospital blood bank required to comply with EU Directive 2005/62/EC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 Part 606, 607, 610, 630, 640/Guideline for Quality Assurance in Blood Establishment, July 11, 1995, FDA
Standard for blood bank and transfusion service, 31st,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2018(Published: 2/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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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duction Area
Category

Production Area
Separation from
other area

Using a Closed System

Requirements of Grade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WHO GMP

O

If Possible

If Using a closed system is
not possible

N/A

EU Good Practice

O

N/A

N/A

O

Domestic Regulation

O

O

If Using a closed system is
not possible

If Need

Blood Management Act regulation

O

N/A

N/A

Mandatory

Item

Table 3.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Storage Area
Category

Storage Area
Principle

Alarm System
Composition

Alarm Method

Checking the
Temperature

WHO GMP

O

O

X

O

O

O

EU Good Practice

O

O

O

O

X

X

MFDS

O

O

X

O

X

X

Item

Temperature
Temp. checking of
Distribution Test Intermediate Storage Area

Table 4.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mobile collection site
Category
Item

Mobile Collection Site
Principle

Essential Facility Composition

Requirement of Facility

WHO GMP

O

O

O

MFDS

△

X

X

△: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상세 요건 기술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이다. 작업소 청정도

이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되, 이에 대

설정의 근거가 되는 전제조건은 무균 연결 장치(Sterile Connecting

한 전달 방식(가시적, 청각적)과 운영 시간에 대한 사항이 상세

Device)의 검증을 통한 기능적 폐쇄식 시스템의 구성이며(폐쇄

기술되었다.

식 시스템의 전제 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밸리데이션 항목에 기

국내 규정의 경우 접근제한, 부적합한 보관물품의 격리 등 보

술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작업소 청정도 설정을 위하

관소의 일반적인 원칙과 온도 점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반면,

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이다. 이러한 주요 설비의 구

국외 규정은 보관소의 관리/점검 사항과 관련한 사항이 상세 기

성 요건이 국내 규정 간 상충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 혈

술되어 있음을 Table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규

액성분제제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원에서는 올바른 기준을

정의 상세 기술 사항은 보다 안전한 혈액성분제제 등의 보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 규정의 경우 공기조화장

위한 적절한 요건으로 사료되며, 국내 규정에도 반영이 필요할

치의 필수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폐쇄식 시스

것으로 사료된다.

템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환경 조성의 기준(Grade B의 배경에

“Mobile Collection Site”에 대한 사항은 국내 규정에 별도 기

Grade A의 조건으로 업무 수행)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

술되지 않았으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채혈업무를

서 국내 규정은 청정도 설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항에 “혈액원 외의 장

해 공기조화 시스템의 필수 구축 여부를 지정하여 국내 규정 간

소에서 채혈하는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어 해

이러한 불일치 되는 기준이 기술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요

당 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국외 규

구된다.

정의 경우 “Mobile Collection Site” 등의 표현으로 이동형 시설

“Storage Area”의 경우 보관 구역의 온도 분포 측정, 모니터링

(헌혈 차량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

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의 기술 정도가 국내 규정 대

건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요건에는 이동형 시설이 갖

비 국외 규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 규

추어야 할 헌혈자 공간(인터뷰실, 휴게공간, 대기실), 시설적 필

정의 경우 보관 구역의 온도(또는 습도 포함) 조건이 보관 구역

수 구성 사항(환기, 전기, 조명, 수세, 문진시설, 혈액 저장시설

내부에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등) 및 시설의 요건(분리가 필요한 구역의 지정, 헌혈자의 관찰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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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tems for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ecord
Category
Item

Record
Principle

Revise method Concurrency

Traceability

Checking method Essential Item Destruction of Record

WHO GMP

O

O

O

O

O

X

X

PIC/S GMP

O

X

X

X

X

X

X

EU Good Practice

O

X

O

O

X

X

X

CFR

O

X

O

X

X

O

X

AABB STD

O

O

O

O

X

O

O

MFDS

O

O

O

O

X

X

X

Table 6.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documents retention
Category

Document Archiving

Item

Archiving Period

Restricted access to Archiving

Validation of Archiving

WHO GMP

At least 10 years

O

X

PIC/S GMP

At least 10 years

X

X

EU Good Practice
AABB STD
MFDS

At least 10 years

O

O

Depend on Document Type

O

O

At least 10 years

X

X

가능 여부 등)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4).

Record)에 대한 사항 또한 AABB STD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국내 규정은 이동형 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 및 필

이는 기록과 백업 데이터 사항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요 요건을 국외 규정과 같이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적절하게 파기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국내 규정

상세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 단지 기록의 작성 방법, 취급 요령 등에 대하여 기술되었다
면 국외 규정에는 기록의 파기 사항까지 취급 절차를 구비하여

“문서” 항목에 대한 차이 분석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Table 5).

“문서” 사항의 확인 결과, “기록 문서”, “문서의 보관”, “전자

“문서의 보관” 항목과 관련하여 국내 규정 해설서는 [혈액관

문서 시스템” 부분에서 국내외 규정 간 세부 기술 정도 차이가

리법 시행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 등)]에 따르도록 기술하였으

있음을 확인하였다.

며,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록의 보관 기간은 10년이다. 이
9)

“기록 문서”의 경우 국내 규정 해설서는 기록문서의 작성 원

외 기록문서의 종류 및 보관 기간은 명확히 명시된 바 없다. 그

칙, 수정방법, 기록의 동시성, 추적성에 대하여 기술한 반면, 국

러나 AABB STD는 기록의 종류에 따른 최소 보관기간을 상세

외 규정은 기록의 점검 방법과 필수 구성 항목 사항을 추가 기

기술하여 국내 규정과 대비되었는데, 이는 혈액원이 보관하여야

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WHO GMP에는 기록의 이중 점

할 문서의 보관 기간뿐 만 아니라 필요 문서의 종류를 세부 기

검, 기록의 독립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이는 단

술하였다는 점에서 혈액원이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의

순하게 기록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기록의 신뢰성 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내 규정과 차이를 보였다. 추가

증을 위하여 기록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록의 점

사항으로 문서의 보관 기간 외 별도 기술이 없는 국내 규정에

검은 다른 인원을 통한 이중 점검 또는 다른 조직 등의 별개 단

반해 국외 규정은 기록의 접근 제한, 보관 시스템의 유효성 검

위 조직의 점검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록의 인위적

사, 각 기록의 종류 별 보관 장소의 정의 등이 추가 기술되었으

변경 등 무단 접근 방지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과 기

며, 특히 단순하게 문서의 보관 시스템이 “장소”로 존재하는 것

록문서의 구성 항목 관련 사항은 AABB STD에 기술되어 있다.

이 아니고 관련 문서가 지정된 기간까지 “안전(무결)하게 보관

근본적으로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항목이라고 이해되며,

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 국내 규정 대비 상세

기록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기술된 사항은 Critical
activities performed, Individual who performed the activity,

기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When the activity was performed, Result obtained, Method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외 규정은 문서 보관을 위하

used (when more than one method is in use), Equipment

여 데이터 보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성을 검사할 것(WHO

used, Critical materials used, The facility where the activity

GMP),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이러한

was performed 이다. 이외에도 기록의 파기(Destruction of

행위를 최소 연 1회 점검할 것(PIC/S GMP), 시스템의 변경 기

Vol. 64, No. 1, 2020

“전자 문서 시스템” 항목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모두 정의와

국내외 혈액제제(혈액성분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규정(GMP) 비교를 통한 국내 규정의 개정 방안 연구

69

Table 7.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electronic documents management
Category
Item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Define

Management

Validation

Define & Inspection of Failure Situation

Archiving of Backup Data

WHO GMP

O

O

O

X

X

PIC/S GMP

O

O

O

O

O

AABB STD

O

O

O

X

O

MFDS

O

O

O

X

O

록은 최소 10년간 보관 할 것(PIC/S GMP), 백업데이터는 외부
저장매체(Off Site)에 보관하고 무단 접근을 방지할 것(AABB

Table 8.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validation

STD) 등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 기술하였다(Table 7).

Category

(국내 규정의 경우 2008년 개정된 새 GMP 시행에 따라 밸리
데이션과 백업데이터의 구성이 의무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음)

“밸리데이션” 항목에 대한 차이 분석
“밸리데이션” 항목 중 국외 규정이 국내 규정에 비하여 추가

Validation

Item

Validation for Sterile connecting device

WHO GMP

Sterile connecting devices validation is described

PIC/S GMP

Sterile connecting devices validation is described

EU Good Practice

Sterile connecting devices validation is described

MFDS

N/A

적으로 기술된 항목은 “무균 연결장치(Sterile connecting device)”
의 밸리데이션 부분이었다. “무균 연결 장치”의 검증(밸리데이
션)과 관련한 사항은 “시설 및 환경관리” 부분과도 연관되는데,

Table 8에서 확인 가능하듯 WHO GMP, PIC/S GMP, EU

국내 규정이 혈액제제 제조구역의 청정도 설정 및 공기조화기

Good Practice에는 Sterile Connecting Device의 검증에 대한 사

설치 여부에 대하여 “폐쇄식 시스템(Closed System)”을 갖추었

항이 Closed System을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기술된 반면, 국

을 경우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됨을 기술함에 반하여 국외 규

내 규정에는 해당 사항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

정은 이러한 Closed system의 기능적 구성의 요건으로 “무균 연

다. 따라서 밸리데이션 항목과 관련하여 국내 규정은 “무균 연

결장치”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즉, Closed system

결장치”의 검증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의 구성이 제조소의 시설 및 환경조건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라
는 사항은 국내외 규정의 공통 기술 사항인데, 국외 규정은 추

“혈액제제 제조 단계 별 관리” 항목에 대한 차이 분석

가적으로 이러한 Closed system은 “밸리데이션된 무균 연결 장

“혈액제제 제조 단계 별 관리” 항목에서는 채혈공정 부분이

치”를 사용할 때 구성 가능함을 전제조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내외 규정 간 기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규

결론적으로, 국외 규정의 경우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웰더, 봉

정이 채혈 시 소독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기술된 반

합기 등의 무균 연결장치의 검증(Validation)이 제조구역의 청정

면, 해외 규정은 채혈자의 손 소독을 의무화하여야 함을 기술하

도 또는 공기조화장치의 필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폐쇄식 시

였으며, 채혈 전 정맥천자 부위의 소독 절차와 사용하는 소독액

스템(Closed system) 구성 여부에 중요 인자로 기술된 반면, 국

의 효력은 검증(Validated)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업무

내 규정에는 해당 사항의 기술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국외 규

절차에 대한 규정에는 소독 절차와 소독액의 적절성 확인 절차

정과 국내 규정의 기술 차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헌혈 관련 증상 관련하여 국내 규정

Table 9. Description of Domestic/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Blood collect
Category
Item
WHO GMP
EU Good Practice

Management of Blood Collection Process
Disinfection
Need a hand disinfection before process
Need a verify of disinfectant
Need a verify of disinfection process
Need a verify of disinfectant

Safety of Donors
If required, Drink provide during collection
N/A

No description related hand disinfection
MFDS

No description related verify of disinfection process

If required, Drink provide after collection

No description related verify of disinfe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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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혈자 보호를 위하여 “채혈 직후 필요한 음료의 제공 등”

인한 연구 문서로, 혈액제제 제조 시 사용되는 무균 연결장치의

이라는 단서를 둔 것에 비하여, WHO GMP는 “채혈 중 음료

검증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을 제시

제공이 가능”함을 기술하였다. 이는 단순하게 음료 제공의 시점

하였다.

14)

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 “시설 및 환경관리”과 연관하

이러한 관련 사례와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 혈액원

여 판단 시, 국내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채혈실 및 대기공

에서 무균 연결장치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구역의 청정

간”은 구분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음식물 섭취는 채혈이

도를 설정하지 않고 혈액제제 제조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완료된 후 “대기실”에서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

행위가 제조되는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가능할 것

만 국외 규정은 채혈실 내에서도 공혈자 보호 목적의 음식물 섭

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무균 연결장치의 검증의

취가 필요에 따라 가능하며, 그 예로 성분헌혈 시 적용 가능함

대한 필수 수행과 적용 할 수 있는 검증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이 기술되었다. 현실적으로 국내 규정 기술된 사항은 실제 채혈

고 판단된다.

과정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
며, 이러한 사항은 국외 규정과 동일한 표현을 이용하여 개정이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내 규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9).
1) 시설 및 환경 관리

고 찰(Discussion)

혈액원의 필수 구성 시설에 대한 정의 및 필요 요건에 대하
여 다음 사항을 추가 보완 필요

본 연구는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GMP)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기술 항목 및 세부 기술 사항의 차이를 비교 분
석(Gap Analysis)하였으며, 연구결과 중 국내 규정 개선이 가장

① 대기실, 휴식실, 건강진단실
- 헌혈자를 위한 공간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균연결 장치의

- 제조 또는 시험 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검증(Validation)” 부분이다.

- 가능한 단일 방향으로 업무 진행 가능하도록 설계

해당 사항은 단순하게 특정 기기에 대한 검증(Validation) 후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과 함께, 청정도의 설정, 공기조화

- 헌혈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② 채혈실

기의 구성 등과 같은 몇 가지 중요 항목과 연계되어 고려해야

- 채혈 공간

한다. 해외 규정에서는 Closed System의 필수 선행 요건으로 웰

- 헌혈자가 부작용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초기 치료를 위

더, 봉합기 등의 무균 연결장치의 검증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
한 무균 연결장치의 검증이 선행되었을 때 혈액제제 제조에 사

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야 함
③ 제제실

용되는 튜빙 등의 무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Closed System이

- 혈액 취급 및 혈액제제 제제화 공간

기능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 가능한 폐쇄식 시스템을 사용할 것

거쳐 Closed System이 기능적으로 구성된 경우, 혈액제제를 제

- 공기조절설비(온도 및 필요한 경우 습도와 Filter를 포함)

조하는 작업환경의 청정도 설정은 필수가 아닌 사항으로 간주

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함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무균 연결장치가 검증되지 않았다면
Closed System은 인정될 수 없으며, 혈액제제 제조 환경은 무균
제제의 제조 시와 동일한 환경으로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과거

④ 공급실
- 혈액 및 혈액제제 입출고를 위한 공간
⑤ 보관실

완벽하게 밀봉되지 않은 튜빙의 사용으로 혈액이 오염되고 이

- 혈액, 자재, 혈액제제 보관 공간

러한 혈액이 수혈에 사용되어 세균 합병증 사례가 발생한 경우

- 혈액제제 입고 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의 방지를 위하여 무균 연결장치의 사용

- 온도분포 시험을 통해 저장조건의 온도(필요 시 습도)가

이 필요함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10,11)

FDA에서는 무균

균일함을 확인할 것

연결장치 사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무균 연결장치 사용 및

- 보관 조건의 일탈 확인을 위한 경보 시스템은 청각 또

관리 절차를 문서화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특정 제조공정

는 시각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근무 시간 외 시간을

에서의 무균 연결장치 사용 절차 등을 제시하여 혈액제제 제조

포함하여 작동되어야 함

시 무균 연결장치의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

무

균연결 장치의 검증과 관련한 사항은 국제표준규격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ISO 3826-1에서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되
는 튜브 등 용기는 사용 전 검증되어야 함과 이러한 경우 참고
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제시 하였다.

13)

해당 프로토콜은 각

종 규격 조건의 튜빙을 웰더를 사용하여 연결 시 적절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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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구역의 온도 확인은 매일 수행할 것
- 보관 구역은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
⑥ 검사실
- 품질 시험을 위한 공간
⑦ 부대시설
- 화장실, 수세실 등 부대 시설

국내외 혈액제제(혈액성분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규정(GMP) 비교를 통한 국내 규정의 개정 방안 연구

⑧ 폐기실
- 부적합품, 사용상 폐기물품의 처리, 보관 공간
-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보관 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⑨ 이동형 시설
- 이동형 혈액 수집 공간
- 건강진단실, 대기실, 보관구역, 채혈 구역 등을 포함함
- 헌혈자를 위한 공간(건강진단실, 휴게공간, 대기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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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공정 관리
- 각 제제 별 진행되는 제조공정의 상세 관리 사항을 규
정할 것
- 주요 단위 공정 방법을 기술할 것(원심분리, 추출, 냉동,
방사선 조사 등)
- 작업 전 환경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장비의 표면균 등을 모니터링 할 것

고려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크기로 설계
필요

특히 혈액제제의 제조를 수행하는 제제실의 환경 구성 측면

- 작업 전 환경의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시에는

에서 국내 규정 상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무균 연결장치의 검

환기, 전기공급, 조명, 수세시설, 문진시설, 혈액 저장 시

증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제조소의 청정도 설정에 필수적으

설 등이 확인 필요

로 연관된 사항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필수 조건의 수행을 통해

- 휴게실 등은 채혈구역, 보관 구역과 분리하되 헌혈자의
회복기간 동안 관찰이 가능하여야 함

검증된 환경에서 제조되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이 보다 확실하게
보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인 혈액제제 관
련 국내 규정에 연계되어 있으나, GMP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규

2) 문서관리

정(예. 수혈자 역추적 조사 지침 등)이 있었으며, 이를 국외 규

① 기록문서

정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교 분석

- 기록문서는 중요 수행활동, 수행자, 수행 시기, 결과, 사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혈액제제가 [약사법]

용된 시험방법, 사용된 장비정보, 사용된 주요 재료, 활

및 [혈액관리법]의 동시 제제를 받는 특수한 의약품으로서 이러

동이 수행된 시설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기록의 기밀성 보장을 위하여 기록의 무단 접근 방지 시
스템 구성 필요

한 상세 업무 절차 등은 필수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관련 모든 규정 사항을 국외 규정과 비교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 기록 문서의 원본과 사본 구분 방법을 규정할 것

결 론(Conclusion)

- 기록의 파기(Destruction of Record)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할것
② 문서의 보관

본 연구를 통해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한 국

- 문서의 종류 별 보관 권고 기간 기술 필요

내 규정 및 해설서의 기술 사항 중 시설 및 환경 관리, 문서관

- 문서의 보관 장소(시스템)은 문서 보관 기간 동안의 유

리, 밸리데이션, 혈액제제 제조 단계별 관리 사항 등이 국외 규

효성을 확인할 것
③ 전자 문서 시스템
- 전자 문서 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 일상적 조치 행위를
정의하고 최소 일년에 한번 점검 할 것

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항의 반
영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GMP를 도입하여야 하
는 혈액원이 관련된 업무를 보다 상세한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스템의 변경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할 것
- 백업데이터는 외부 저장 매체(Off-site)에 보관할 것
3) 혈액제제 제조 단계별 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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