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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쪽 행 오 정 사유

  의약품각조 제1부

글루콘산칼슘 

수화물
23 우 상 20

3 mol/L 

염산시액·산성염화석(II)시액

3 mol/L 

염산시액·산성염화주석(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글리메피리드 정 27 우 상 7
인산수소이나트륨시트르산완충

액

인산수소이나트륨·시트르산완

충액

오기 정정 

(기재 통일)

니카르디핀 

염산염
61 우 하 21 거울상 이성체 거울상이성질체 문구 수정

니코틴산아미드 64 우 하 1 1.0 1.0 %
오기 정정 

(단위 추가)

디리트로마이신 113 좌 하 18 = 

×S
E
×1000S  = 


×S
E
×1000 오기 정정

디메르카프롤 114 우 상 20 C3H8S3 C3H8S2
분자식 오기 

정정

디설피람 118 우 상 26 엔탄올 에탄올 오기 정정

디시클로민 

염산염
119 우 상 10 아세트산제이수은수액

비수적정용아세트산수은(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디클록사실린 

나트륨수화물
128 좌 하 7 토기의 토끼의 오기 정정

디히드로에르고

타민메실산염
134 우 상 24 황산구리색의 황산구리(II)오수화물의 색의

시약시액 

기재 통일

라타목세프 

나트륨
147 좌 상 25 C20H18N6O9S C20H18N6O9S

분자식 오기 

정정

로페라미드 

염산염
171 우

하 46, 

47
아세트산제이수은 아세트산수은(II)

시약시액 

기재 통일

리팜피신 캡슐 196 좌 상 10 이산이수소칼륨 인산이수소칼륨 오기 정정

메베베린염산염 209 우 하 28 아세트산제이수은시액
비수적정용아세트산수은(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메클리진염산염

수화물
220 좌 하 29 아세트산제이수은시액

비수적정용아세트산수은(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메타돈염산염 220 우 하 43 아세트산제이수은시액
비수적정용아세트산수은(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메토클로프라미

드염산염수화물
226 우 상 15 아세트산제이수은시액

비수적정용아세트산수은(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L-메티오닌
232 우 하 3 무수황산구리 무수황산구리(II) 시약시액 

기재 통일233 좌 하 4 포화수산암모늄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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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쪽 행 오 정 사유

모사프리드시트르

산염 정
258 우 하 7, 10 용출율 용출률 오기 정정

미노사이클린염산

염
263 우 하 2 수산암모늄용액 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브로모크립틴메

실산염
321 좌 상 15 황산구리색의 황산구리(II)오수화물의 색의

시약시액 

기재 통일

비스무트차갈르

산염
335 우 상 9 생기지 않는다. ᄆ 생기지 않는다. 오기 정정

살리실산나트륨 348 좌 상 29 수산암모늄포화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설파살라진 358 우 상 6 포화수산암모늄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세프디니르 세립 409 우 하 22 상징액 위의 맑은 액 기재 통일

세프디니르 캡슐 410 우 상 1
이 액을 (pH3000 0)을 넣10 

분간

이 액을 매분 3000 회전으로 

10분간
오기 정정

주사용 

세프메타졸나트

륨

421 좌 상 10 타나낸다. 나타낸다. 오기 정정

시클로세린 캡슐 471 우 상 15 C13H6N2O2 C3H6N2O2
분자식 오기 

정정

시트르산수화물 477 좌 상 22, 26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아목시실린수화

물
498 좌 상 10 C16H19N3O5S2 C16H19N3O5S

분자식 오기 

정정

아세타졸아미드 519 좌 상 31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알마게이트 560 우 하 5 Al2Mg6C2H14O20·4H2O : 630
Al2Mg6C2H14O20·4H2O : 

630.00
기재 통일

알마게이트 561 우 하 15
세균수는 1000 이하이고, 

진균수(곰팡이 및 효모)는 100

총호기성미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진균수는 100 

CFU

기재 통일

에탐부톨염산염 

정

603 우 하 1 정화하게 정확하게 오기 정정

603 우 상 6
비수적정용아세트산제이수은시

액

비수적정용아세트산수은(II)시

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에티닐에스트라

디올 정
612 좌 하 10 클로르포름 클로로포름 오기 정정

옥사졸람 638 좌 하 6 포화수산암모늄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옥시메톨론 645 우 하 20 5 mL씽을 5 mL씩을 오기 정정

이미프라민염산

염
669 좌 상 6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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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쪽 행 오 정 사유

카르보플라틴

728 우 상 11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22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기재 통일

729 좌 상 15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23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기재 통일

칼리디노게나제
740 좌 상 8

상징액 위의 맑은 액 기재 통일
741 좌 상 18

클레보프리드말

산염
774 좌 상 4 98.5 % 98.5 오기 정정

클로르프로마진

염산염 주사액
799 우 상 19

브롬크레솔그린·염화메틸로사

닐린시액

브로모크레솔그린·메틸로사닐

린염화물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클록사졸람 818 좌 하 7 포화수산암모늄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톨페리손염산염 871 우 상 5 아세트산(100)혼합액(7 : 3)
아세트산탈수물·아세트산(100)혼

합액(7:3)

시액명 오기 

정정

티아민염산염
897 좌 하 3 (1 → 100,000) (1 → 100000) 기재 통일

897 우 하 18 10 μL씩를 10 μL씩을 오기 정정

티아프로펜산 902 우 하 7 +0.10 +0.10° 기재 통일

파록세틴염산염

수화물
920 좌 상 21 분리도은 분리도는 오기 정정

페노바르비탈 932 좌 하 5 아세토니트릴를 아세토니트릴을 오기 정정

페노테롤브롬화

수소산염
936 우 상 11 이성질채 이성질체 오기 정정

페니토인 정 945 좌 하 19 <추가>

AT : 검액 중 페니토인의 피크

면적

AS : 표준액 중 페니토인의 피

크면적

오기 정정 

(계산식 약자 

설명 추가)

펜타조신 955 우 상 8 71.5° 71.5 오기 정정

포스포마이신나

트륨
966 좌 상 13 적외부스펙트럽측정법의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오기 정정

프라바스타틴나

트륨
984 우 하 1 +159 +159° 오기 정정

프로판텔린브롬

화물
1009 좌 하 8 정화하게 정확하게 오기 정정

플라빈아데닌디

뉴클레오티드나

트륨

1017 우 상 21 한 반울씩 한 방울씩 오기 정정

플루오르화석 1036 좌 상 10 제일석(Sn2+ : 118.71) 주석(II)(Sn2+ : 118.71)
시약시액 

기재 통일

플루클록사실린

나트륨

1044 좌 하 2

헥산산2-에틸 헥사노산2-에틸
시약시액 

기재 통일1044 우

상 2, 9, 

10, 1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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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쪽 행 오 정 사유

피리독신염산염 

정
1061 좌 하 16 20 μL식을 20 μL씩을 오기 정정

피페라진시트르산

염수화물
1073 좌 하 7 검액 (2다. 검액 (2)로 한다. 오기 정정

할록사졸람 1079 우 상 15 포화수산암모늄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헤파린나트륨

1081 좌 상 23 자외흡광광도계 자외부흡광광도계 오기 정정

1082 우 상 21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제1부 전반

황산구리의 황산구리(II)오수화물의
시약시액 

기재 통일

크리스탈바이올렛시액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염화메틸로사닐린시액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디메틸아닐린의 함량 (%) 디메틸아닐린의 순도 (%) 기재 통일

농도기울기으로 농도기울기적으로 기재 통일

이동상 A (%) 이동상 A (vol%) 기재 통일

이동상 B (%) 이동상 B (vol%) 기재 통일

 의약품각조 제2부

감자전분 165 우 상 11, 27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낙화생유 170 좌 하 6 오산화인 산화인(V)
시약시액 

기재 통일

덱스트린 171 좌 상 13 수산암모늄시액 옥살산암모늄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밀전분
180 좌 상 18, 34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180 우 상 9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백당
184 우 상 27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185 좌 상 8

정제백당 186 우 상 10 저항율 저항률 오기 정정

벤조산벤질 187 우 상 13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사카린나트륨수

화물

190 우 상 27 포화수산암모늄용액 포화옥살산암모늄용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191 우 상 26 수산암모늄시액 옥살산암모늄시액

산화티탄
192 우 하 23 염화제일석·황산시액 염화주석(II)시액ᆞ황산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192 우 하 1 브롬티몰블루시액 브로모티몰블루시액

수산화나트륨 203 우 하 6 염화제일석·황산시액 염화주석(II)시액ᆞ황산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6

KP Forum Vol.10, No.1 (2013)



품목명 쪽 행 오 정 사유

수산화칼륨 204 우 하 11 염화제일주석시액 염화주석(II)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수산화칼슘 206 좌 하 3 수산암모늄시액 옥살산암모늄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스테아르산마그

네슘
209 우 상 7 브롬티몰블루시액 브로모티몰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쌀전분
212 우 상 2

브롬티몰블루시액 브로모티몰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212 우 상 18

아세트산
214 우 상 5 증발잔류물증발잔류물 증발잔류물 오기 정정

214 우 상 6 순도시험 5) 순도시험 8) 오기 정정

야자유 220 좌 하 3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에틸렌디아민
224 좌 하 3 염화벤조일 벤조일염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224 우 상 16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옥수수전분
225 우 상 26

브롬페놀블루시액 브로모페놀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226 좌 상 6

인산수소칼슘수

화물
232 우 상 8 수산암모늄시액 옥살산암모늄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젤라틴 237 우 상 7 염화제일석·황산시액 염화주석(II)시액ᆞ황산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유동파라핀 262 좌 상 44 8) 황산에 대한 정색물 9) 황산에 대한 정색물 오기 정정

포르말린 264 좌 상 29 브롬티몰블루시액 브로모티몰블루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포비돈 266 우 하 7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히프로멜로오스 289 우 하 7 미크로시린지 마이크로시린지 기재 통일

히프로멜로오스프

탈레이트
291 좌 상 19 시안아세트산 시아노아세트산

시약시액 

기재 통일

아연화연고 295 우 상 23 수산암모늄시액 옥살산암모늄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크레솔 297 좌 하 4 브롬크레솔퍼플시액 브로모크레솔퍼플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제2부 전반

브롬크레솔그린 브로모크레솔그린
시약시액 

기재 통일

황산구리의 황산구리(II)오수화물의
시약시액 

기재 통일

이동상 A (%) 이동상 A (vol%) 기재 통일

이동상 B (%) 이동상 B (vol%) 기재 통일

증발건고시킨 0.5 mol/L 질산
증발건고시킨 다음 0.5 mol/L 

질산

의미가 

분명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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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험법

10. 미생물한도 

시험법

31 하 6 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미리스틴산이소프로필
시약시액 

기재 통일

40 상 9 ATCC 17404 ATCC 19404 오기 정정

49 상 13
크리스탈바이올렛 메틸로사닐린염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50 상 8

18. 비소시험법 
81 상 18

산성염화제일석시액 산성염화주석(II)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82 상 3

33. 열분석법 189 하 7 세미미크로화학천칭용 세미마이크로화학천칭용 기재 통일

39. 융점측정법 216 상 10 올바fms 올바른 오기 정정

55. 질소정량법 

(세미미크로 

킬달법)

285 상23
55. 질소정량법 

(세미미크로킬달법)

55. 질소정량법 

(세미마이크로킬달법)
기재 통일

65. 1) 표준품

344 상 12 디옥소데카히드로 데옥소데카히드로
명명법에 

맞게 정정

345 상 12 카르복사이트 카르복사미드
명명법에 

맞게 정정

347 상 14
시스-4-이미노메틸시졸로헥산-1-

카르본산
<삭제> 각조 미사용

349 하 3
{1-페닐-3-(피페리디-1-닐)프로

파-1-논}

{1-페닐-3-(피페리디-1-닐)프로

판-1-논}

명명법에 

맞게 정정

65. 2) 

시약·시액

417 하 5
브로모크레솔그린․크리스탈바이

올렛시액

브로모크레솔그린․메틸로사닐린

염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417 하 5
크리스탈바이올렛 메틸로사닐린염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519 상 8

425 상 7 염화석(Ⅲ)시액, 산성 참조 염화주석(II)시액, 산성 참조
시약시액 

기재 통일

442 하 3

크리스탈바이올렛시액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519 상 9

588 하 1

590 상 6

458 상 13
Cd(CH3COO)2․2H2O 

_Cd(CH3COO)2․2H2O
Cd(CH3COO)2․2H2O 오기 정정

473 상 6  수산화나트륨액을 액이  수산화나트륨액이 오기 정정

484 상 2 염화주석(II)시액ᆞ염산시액 염화주석(II)ᆞ염산시액 오기 정정

484 상 3 염화주석(II)시액ᆞ황산시액 염화주석(II)ᆞ황산시액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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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하 1 <추가>

인산수소이나트륨·시트르산완

충액, pH 7.5  0.05 mol/L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액 1000 

mL에 시트르산일수화물 

5.25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 액을 pH 7.5가 될 

때 까지 넣는다.

각조에 

사용된 시액 

제법 추가

570 하 8 헥산산2-에틸 헥사노산2-에틸
시약시액 

기재 통일

570 하 5 2-헥사노산에틸 헥사노산2-에틸
시약시액 

기재 통일

65. 3) 

용량분석용 

표준액

629 상 11

황산테트라암모늄세륨(Ⅳ)액 황산사암모늄세륨(Ⅳ)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629 상 15

630
상 3, 10

하 6

630
상 5, 7

하 4

황산테트라암모늄세륨(Ⅳ)이

수화물

황산사암모늄세륨(Ⅳ)이수화

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

630 하 2 황산테트라암모늄세륨액 황산사암모늄세륨(Ⅳ)액
시약시액 

기재 통일

65. 5) 색의 

비교액

636 하 3
염화제이철 염화철(III)육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639 표

637 상 13
염화코발트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639 표

638 상 5
황산구리 황산구리(II)오수화물

시약시액 

기재 통일639 표

  일반정보

등전점 

전기영동법
59 상 3 보다 R은 보다 R은 보다 오기 정정

모세관 

전기영동법

67 하 6 불리를 분리를 오기 정정

69 하 6 박는 막는 오기 정정

75 하 10 이동신간 이동시간 오기 정정

입도측정법

139

상 6, 7, 

8, 9, 

12, 13, 

14

하 4, 6, 

7

미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기재통일

140 상 3 미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기재통일

146 표 권장된 USP체번호(mesh) 권장된 USP체번호(microns)

오기 

정정(USP 

참조)

147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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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공정서 개정

「대한민국약전」개정안 작성지침 (개정)

Ⅰ. 서  론

  1 목  적

    본 지침은 ｢대한민국약전｣1)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정안의 작성방침, 기재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대

한민국약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재를 유도하여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2 구  성

    이 지침은 1. 기본 사항, 2. 일반 사항, 3. 의약품각조, 4.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기재 및 5. 기

타로 되어 있다.

  3 적  용

    이 지침은 ｢대한민국약전｣ 제 10 개정(추보 포함)에 적용한다.2)

Ⅱ.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 지침

  1.  기본 사항

    1.1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1.1.1  시험항목의 설정

    대한민국약전은 약사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적정한 성상 및 품질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

며, 시험항목은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 동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품질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1.1.2  기준값의 설정

    기준값은 반드시 최상의 순도나 함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실측값 및 필요에 따라 안정성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필

요한 값을 설정한다.

      1.1.3  시험방법의 설정

    시험방법은 품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약품의 품질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시험방법은 반드시 최상의 정밀도․정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시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작법이나, 표준액을 써서 시험하는 방법과 같이 그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밀도․정확도가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조작법 등을 시험법에 도입하여 합

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한다. 검체의 조제법에서는 시험할 때 쓰는 검체 및 시약의 양을 가능한 한 줄

이도록 한다.

    1.2  유해한 시약의 취급

    유해한 시약을 쓰지 않는 등, 사람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려한 시험방법이 되도록 노력한다.

1.2.1 다음의 시약은 사용을 피하거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한다.

  • 유해성으로 인해 시험자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는 시약

1) 약사법 제51조 :「대한약전」에서 「대한민국약전」으로 제목개정(2011.6.7,), 시행일 (2012.6.8)
2) 본 지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2011.9.15)를 거쳐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 적용되었으며, 이 후 정기 

개정시는 본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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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작용 및 잔류성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약

  • 마약류 등 특수한 취급이 필요한 시약

1.2.2 다음의 시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1,4-dioxane

  • 수은화합물

  • 시안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1,2-dichloroethane

  • 1,1-dichloroethene

  • 1,1,1-trichloroethane

1.2.3 다음의 시약은 대체용매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Halogen 화합물(chloroform, dichloromethane 등. chloroform과 dichloromethane 중 선택 가능한 경

우에는 dichloromethane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이황화탄소

    1.3  대한민국약전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국제조화

    통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단위(SI 단위계,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에 따른다.

  2.  일반 사항  

    2.1  용어

    약전의 기재는 구어체로, 가로쓰기로 한다.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글(표준어 표기)을 사용한다. 

      2.1.1  검액 및 표준액

    ｢검액｣ 및 ｢표준액｣은 각각 일반시험법 및 의약품각조 중의 각 시험법 또는 표준액 항에 규정된 것을 

쓴다. 

      2.1.2  구두점

    구두점은｢,｣, ｢.｣, ｢:｣을 사용한다. 구두점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쓴다.

      2.1.3  숫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로마자를 쓸 수 있다

      2.1.4  문자 및 기호 

    동식물명 또는 세균 등의 학명,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예: 굴절율  , 비중   등) 및 수식 중의 변

수 등의 기호(예: 흡광도  , 피크면적비 S 등)는 원칙적으로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2.2  기준값 및 실측값

      2.2.1  기준값 및 실측값의 정의

    기준값이란 시성치, 순도시험, 특수시험, 정량법 등에서 시험성적에 근거하여 적부를 판정하는 수치를 

말한다.

    실측값이란 각각의 항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얻은 수치를 말한다.

      2.2.2  기준값

        2.2.2.1  기준값의 표기 

    기준값은 예를 들어 ○~○ %, ○~○ ℃와 같이 범위로 나타내거나 ○ % 이하(이상)와 같이 나타

낸다.

        2.2.2.2  기준값의 자릿수

    기준값의 자릿수는 실측값의 유효숫자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릿

수로 한다. 기준이 1000 이상인 경우로 그 유효숫자의 자릿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준을 지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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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000 ~ 12000 단위 → 0.8 × 104 ~ 1.20 × 104 단위

      30000 단위 이상 → 3.0 × 104 단위 이상

        2.2.2.3  실측값의 자릿수

      기준 또는 기준의 유효숫자의 자릿수가 n 자릿수인 경우 통칙의 규정에 따라 실측값을 n+1 자리까

지 구한 후 n+1 자리의 수치를 반올림하여 n 자릿수의 수로 한다. 실측값이 더 많은 자릿수까지 구

해졌을 경우에는 n+2 자리 이하를 버리고 n+1 자리의 수치를 반올림해서 n 자리의 수치로 한다. 

   (예) 기준 또는 기준의 유효수자가 2자리수의 경우

1.23 → 1.2,       1.25 →1.3,

           1.249 →1.2,

2.54  X 103 (2540)  → 2.5 X 103  (2500),

2.549 X 103 (2549)  → 2.5 X 103  (2500)

    2.3  단위 및 기호

    통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단위에 맞는 물리적, 화학적 단위를 사용한다(단 엔도톡신 단위와 같은 생물

학적 단위는 국제표준단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w/v%에 대해서는 제제의 처방 또는 성분 등의 농도

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미터                 m 센티미터          cm 밀리미터           mm

마이크로미터        μm 나노미터          nm 킬로그램            kg

그램                 g 밀리그램          mg 마이크로그램        μg

나노그램            ng 피코그램          pg 섭씨 도             ℃

리터                 L 밀리리터          mL 마이크로리터        μL

제곱센티미터        cm2 카이저            cm-1 킬로파스칼         kPa

파스칼             Pa<삭제> 몰                mol<삭제> 리터당 몰         mol/L

리터당밀리몰    mmol/L 메가헤르츠        MHz 초당제곱밀리미터  mm2/s

밀리파스칼초     mPa·s 엔도톡신단위      EU 뉴턴                 N

질량백분율           % 질량백만분율      ppm 질량십억분율       ppb

용량백분율        vol% 용량백만분율  vol ppm 질량대용량백분율  w/v%

룩스                lx<삭제> 당량               Eq<삭제> 밀리당량           mEq

도                   ° 피에이치           pH<삭제> 센티미터당

  마이크로지멘스  μS·cm-1 
<신설>

    2.4  온  도

      2.4.1  온도에 관한 정의

        2.4.1.1  온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온도에 관한 용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온도는 다음과 같다.

표준온도 20 ℃

상온 15 ~ 25 ℃

실온 1 ~ 30 ℃

미온 30 ~ 40 ℃

        2.4.1.2  냉소의 정의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 ~ 15 ℃의 곳이다.

        2.4.1.3  물의 온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물의 온도에 관한 용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온도는 다음과 같다.

냉수 10 ℃ 이하

미온탕 30 ~ 40 ℃

온탕 60 ~ 70 ℃

열탕 약 100 ℃

        2.4.1.4.  가온의 정의

    ｢가온한다｣는 보통 60 ~ 70 ℃ 로 가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열한다｣ 또는 ｢강열한다｣의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온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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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5  가열한 용매 (열용매)  및 가온한 용매 (온용매)의 정의  

    ｢가열한 용매｣ 또는 ｢열용매｣는 그 용매의 비점 부근의 온도로 가열한 것이다. ｢가온한 용매｣ 또는 

｢온용매｣란 보통 60 ~ 70 ℃로 가열한 것이다.

        2.4.1.6  냉침 및 온침의 정의

    ｢냉침｣은 보통 15 ~ 25 ℃ 에서 한다.

    ｢온침｣은 보통 35 ~ 45 ℃ 에서 한다.

        2.4.1.7  수욕을 사용한 가열에 관한 정의

    ｢수욕에서 가열한다｣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끓고 있는 수욕 또는 수욕 대신에 약 100 ℃ 의 증기욕

을 써서 가열하는 것이다.

    ｢환류냉각기를 달고 가열한다｣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용매를 끓여서 용매를 환류시키는 것이

다.

      2.4.2  온도의 단위

    온도의 표기는 2.3에 따라 섭씨온도를 써서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를 붙인다.

      2.4.3  온도의 범위

    시험조작법에서 하나의 수치로 온도를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보통 ± 3 ℃ 이다. 또 가능한 

한 약 △ ℃ 라는 온도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고 시험조작법등의 필요에 따라 37 ± 1 ℃  또는 32 ~ 

37 ℃ 와 같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2.4.4  크로마토그래프법의 칼럼온도의 표기 

    크로마토그래프에서 칼럼 온도의 표기는 ｢○○ ℃ 부근의 일정온도｣로 기재하고 ｢실온｣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2.5  압  력

      2.5.1  압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는 2.3에 따라 파스칼을 기본단위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단위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2.5.2  압력의 범위

    시험조작법에서 하나의 수치로 압력을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보통 ± 10 %로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약 ○ kPa 이라는 압력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고 시험조작법등의 필요에 따라 50 ± 

2 kPa 와 같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2.5.3  ｢감압｣의 정의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2.0 kPa 이하의 진공도이다.

    2.6  시  간 

      2.6.1  시간의 단위

    시간의 표기에는 ｢초｣, ｢분｣, ｢시간｣, ｢일｣, ｢개월｣을 사용한다. 

    또한, 이들 단위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정수로서 작은 수치가 되는 하나의 단위를 사용하

며, 관련된 기술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단위를 사용한다.

    (예) 1시간 30분은 보통 90분이라고 기재하며 1.5시간 또는 5400초라고는 기재하지 않는다. 

      2.6.2  시간의 범위

    시험조작법 등에서 하나의 수치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보통 ± 10 %로 한다. 단, 액

체크로마토그래프법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유지시간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6.3  ｢곧｣의 정의

    의약품의 시험조작에서 ｢곧｣은 보통 앞의 조작이 종료된 다음 30초 이내에 다음 조작을 시작하는 것

이다.

    2.7  질량백분율 및 농도

      2.7.1  백분율 등의 표기

    백분율의 표기는 2.3에 따라 질량백분율은 ｢%｣, 용량백분율은 ｢vol%｣의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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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총칙에 ｢농도를 %로 표시한 경우에는 w/v%을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사제와 점안제 이

외에는 ｢%｣ 또는 ｢vo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질량백만분율은 ｢ppm｣, 질량십억분율은 ｢ppb｣, 용량백만분율은 ｢vol ppm｣ 의 기호를 사용한다. 

단, 일반시험법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 쓰는 ppm은 화학적 이동량을 나타낸다.

      2.7.2  화살표를 사용한 기재

    ｢○○의  **용액(O → △)｣은 고형의 약품은 O g, 액상의 약품은 O mL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 

mL로 한 경우와 같은 비율이 되도록 조제한 용액이다.

    ｢○○용액(O → △) ｣은 O g의 ○○를 물에 용해해서 전량을 △ mL로 한 경우와 같은 비율이 되도

록 조제한 수용액이다.

    ｢희석시킨 * *(O → △)｣은  △○<변경> mL의 * * 를 물로 희석해서 전량을 △ mL로 한 경우와 같은 

비율로 희석한 것이다. 

    즉, O 및 △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채취하는 절대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최소의 정

수가 되도록 기재한다. 예를 들어 (25 →100)이나 (0.25 → 1)이 아니고 (1 → 4)로 기재한다. 

    (예) 메틸테스토스테론의 에탄올용액(2 → 5)

        수산화나트륨용액(1 → 25)

        희석시킨 염산(1 → 5)

      2.7.3  몰농도의 표기

    몰농도의 표기는 mol/L로 한다.

    (예)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2.7.4  혼합액의 표기

    혼합액의 조성을 ○○○·△△△혼합액(10 : 1) 또는 ○○○· ·∇∇∇혼합액(5 : 3 : 1) 등으

로 표시한 것은 액상약품 ○○○ 10용량과  △△△ 1용량의 혼합액 또는 ○○○ 5용량과  3용

량과 ∇∇∇ 1용량의 혼합액 등을 나타낸다. 단 용량이 큰 것부터 앞에 기재하고, 용량이 같은 경우는 

3.8.8.1의 기재순서에 따른다.

    (예) 아세톤·헥산혼합액(3 : 1)

        ⇒ 헥산·아세톤혼합액(1 : 3)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2.7.5  농도의 범위 

    용액의 농도에 관한 수치의 허용범위는 보통 ± 10 %로 한다.

    2.8  길  이

      2.8.1  길이의 표기

    길이의 표기는 2.3에 따라 미터를 기본단위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단위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보통 

한 개의 단위 기호를 사용하여 정수로 기재한다.

    (예) 2 m 10 cm는 210 cm, 2.5 cm은 25 mm

      2.8.2  그림의 기구 등에 대한 척도

    일반시험법 및 의약품 각조의 그림에서 기구 등의 치수는 mm로 나타낸다. 따로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제외하고 개략의 수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을 넣어 기재한다.

      2.8.3  길이의 허용범위

    시험조작법 등에서 하나의 수치로 길이를 나타낸 경우에 그 허용범위는 보통 ± 10 %로 한다.

    2.9  질  량

      2.9.1  질량의 표기

    질량의 표기는 2.3에 따라 ｢○ mg을 단다｣, ｢약 ○ mg을 정밀하게 단다｣, 또는 ｢○ mg을 정확하게 

단다｣와 같이 기재한다. 

      2.9.2  ｢정밀하게 단다｣의 의미

    ｢약 ○ mg을 정밀하게 단다｣는 기재된 양의 ± 10 %의 검체를 화학천칭을 써서 0.1 mg까지 읽거나 

세미마이크로화학천칭을 써서 10 μg까지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천칭 또는 세미마이크로화학천

칭 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는 기준값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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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정확하게 단다｣의 의미

    질량을 ｢정확하게 단다｣는 지시한 수치의 질량을 그 자릿수까지 다는 것이다.

50 mg 49.5    ~  50.4 mg

50.0 mg 49.95   ~  50.04 mg

0.10 g 0.095   ~  0.104 g

1.000 g 0.9995  ~  1.0004 g

5 g 4.5      ~  5.4 g

      2.9.4  질량의 단위

    질량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00 ng 미만 ng

100 ng 이상  100 μg 미만 μg

100 μg 이상  100 mg 미만 mg

100 mg 이상 g

    2.10  용  량

      2.10.1  용량의 표기

    용량의 표기는 2.3에 따라 ｢○ mL를 취한다｣, ｢○ mL를 정확하게 취한다｣ 또는 ｢정확하게 ○ mL를 

취한다｣와 같이 기재한다.

    검체 및 시약 등의 용량에서 특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라는 용어를 쓰거나 용

량플라스크 등의 화학용 체적계를 쓰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이 약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는 보통 5 mL의 전량피펫을 사용하는 것이고, ｢○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는 ○ mL를 정확하게 100 mL의 용량플라스

크에 넣고 물을 표선까지 넣는 것이다.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는 보통 메스실린더를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2.10.2  용량의 단위의 표기

    용량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00 μL 미만 μL

100 μL 이상  1 mL 미만 mL (또는 필요에 따라 μL)

1 mL 이상  5000 mL 미만 mL

5000 mL 이상 L

    2.11  기타

      2.11.1  ｢적합｣에 관한 기재

    ｢…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에 적합하다｣로 기재한다. 

      2.11.2  ｢녹인다｣에 관한 기재

    ｢이 약 1.0 g에 물 20 mL를 넣어 녹인다｣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다

｣라고 기재한다.

      2.11.3  ｢건조한다｣의 의미

    검체에 대하여 단지 ｢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의약품 각조의 건조감량의 항과 같은 조건에

서 건조하는 것이다.

      2.11.4  여과에 관한 기재

    여지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여과하는 경우(예: 유리여과기 또는 멤브레인필터)는 여과기를 기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멤브레인필터 등의 재질을 기재한다. 유리여과기의 조작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흡

인여과한다.

      2.11.5  시험에 쓰는 물

    의약품의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를 쓴다.

      2.11.6  수용액의 표기

    용질명 다음에 용액이라고 기재하며, 따로 그 용매명이 없는 것은 수용액이다.

      2.11.7  검체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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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쓰는 검체는 조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량이 되도록 한다.

      2.11.8  차광조건하에서 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험조작중 차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험방법의 서두에 구체적인 조작조건 등을 기재한다.

    (예)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차광한 용기를 써서 한다.

      2.11.9  포화용액의 표기

    시약을 시액에 포화한 용액의 표기는 ｢[용질명]포화[시액명]｣으로 기재한다.

    (예) 크롬산은포화크롬산칼륨시액

        물이 용매인 포화용액의 표기는 ｢[용질명]포화용액｣, 물 이외 용매인 포화용액의 경우에는 ｢[용

질명]의 포화[용매명]용액｣으로 기재한다.

    (예) 숙신산암모늄포화용액(숙신산암모늄을 포화한 수용액)

        수산화칼륨의 포화에탄올용액(수산화칼륨을 포화한 에탄올용액)

      2.11.10  대한민국약전에 규정된 시약·시액의 활용

    시약·시액을 설정할 때는 시약·시액을 신규 설정하기 전에 기존 시약·시액이 사용가능한지를 적극적으

로 검토한다. 기존의 시약·시액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새로 설정한다.

      2.11.11  최신의 학문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질적 향상 유도

        2.11.11.1  통칙의 개정

         통칙은 약전 전반에 관계되는 공통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최신의 학문·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모

든 수재의약품에 공통되는 점을 고려하여 항목의 수정, 필요한 항목의 추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2.11.11.2  제제총칙의 개정

         제제총칙은 각종 제형의 정의, 제법, 보존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개발의약품을 포함하여 의약

품 제형의 기본을 확립하도록 한다. 제제총칙은 신기술이나 신제형의 도입에 따른 제형의 구성요소, 제

조방법, 투여형태 및 투여경로에 따른 이해 및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형의 삭제 등 최신의 의

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2.11.11.3  일반시험법의 개정

         일반시험법은 의약품 각조에 공통되는 시험법, 의약품의 품질평가에 유용한 시험법<삭제> 및 이와 관련되

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일반시험법의 개정은

  ㉮ 이미 수재되어 있는 일반시험법의 검토

  ㉯ USP, EP, 및 JP 등에 수재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약전에는 수재되지 않은 시험법의 도입

  ㉰ 범용성이 있으나 아직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시험법의 도입

  ㉱ 국제조화가 확정된 시험법의 도입

  ㉲ 참고정보 중에서 일반시험법으로의 이행이 필요한 항목 검토

  ㉳ 시험에 관계되는 환경부담의 절감 

         등을 중심으로 최신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시험법을 설정하도록 검토

        2.11.11.4  의약품 각조의 정비

         주로 다음의 항목에 유의하여 검토한다.

  ㉮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에 최신의 분석법 도입

  ㉯ 제제시험규격(용출 등)의 설정

  ㉰ 제제의 신규수재에 수반되는 기수재 원료의약품의 재검토

  ㉱ 제법에 따른 불순물의 규격설정 명확화. 시험항목의 합리적 설정(비소, 중금속, 유연물질 등)

  ㉲ 시험에 쓰는 검체량, 시약·시액량 및 용매량의 감소

  ㉳ 유해시약의 가급적 배제

  ㉴ 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법(대체시험법)의 검토

  ㉵ 첨단기술의약품에 대응하는 의약품 각조 설정의 검토

        2.11.11.5  참고정보의 활용

         참고정보는 약전의 부록으로서 약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규제사항은 아

니다.

          참고정보는 의약품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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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6  표준품 정비

         약전 표준품은 약전의약품의 각조를 작성하는데 필수적이다. 향후 추가로 수재되는 품목과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표준품의 정의 등을 검토한다.

      2.11.12  국제조화의 추진

         미국약전, 유럽약전 및 일본약전의 국제조화내용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대한민국약전의 국제화를 도

모한다.

      2.11.13  대한민국약전의 개정에 관한 신속성의 확보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우 또는 국제조화가 된 경우에는 종래의 정기개정 외에도 신속

한 부분개정을 추진한다.

      2.11.14  대한민국약전 개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약전의 보급

  ㉮ 대한민국약전의 충실한 공개 및 개정안 의견수렴

  ㉯ 대한민국약전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12  본 지침 외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생약 및 생물의약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작성원칙은 따로 정한다.

  3.  의약품각조

    3.1  의약품각조의 내용 및 기재순서

    약전 의약품각조는 아래의 항목 순서로 구성한다. 의약품의 성상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기

재하지 않는다. 

    원료의약품은 <별지 1> 기재양식을 참고하여 기재하며 제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료의약품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항    목 원  료 제  제

 1) 한글명 (필요할 때 한자명 병기) 및 영문명 ○ ○

 2) 구조식 ○ ×

 3) 한글별명 또는 라틴명 (필요한 품목에만 기재함) △ △

 4) 분자식 및 분자량 (조성식 및 조성량) ○ ×

 5) 화학명 ○ ×

 6) Chemical Abstract Service 등록번호(CAS번호) ○ ×

 7) 기원 △ △

 8) 성분의 함량규정 또는 표시규정 ○ ○

 9) 제법 × ○

 10) 성상 ○ △

 11) 확인시험 ○ ○

 12) 시성치 △ △

 13) 순도시험 ○ △

 14)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 △

 15)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

 16) 제제시험주1) × ○

 17) 특수시험주2) △ △

 18) 기타시험주3) △ △

 19) 정량법 ○ ○

 20) 저장법 ○ ○

 21) 유효기간 △ △

 (주) O표는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항목, △표는 필요에 따라 기재하는 항목, ×표는 원칙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나타낸다.

 주1) 무균시험, 엔도톡신 또는 발열성물질시험,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붕해 또는 용

출시험, 제제의 입도시험, 제제균일성시험(실용량시험) 및 기타 제제시험 순으로 한다.

 주2) 안전성시험, 항원성시험, 히스타민시험, 제산력시험, 소화력시험 등

 주3) 원료의 미생물한도시험, 원료의 입자도시험, 이성질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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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한글명과 영문명

    의약품각조의 한글명은「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원료의약품의 영문명은「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과 국제일반명칭(INN)을 참고하여 명명한다. 이들을 

참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용명을 참고하여 명명한다. 원료의약품의 한글명은 영문명에 해당하는 한글명

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제의 한글명은 주성분의 명칭부분과 제제총칙에 따른 제형, 기능 등을 나타내는 부분을 조

합하여 명명한다. 주성분의 명칭부분은 제제의 주성분이 한 개일 때는 그 주성분을 원료의약품의 명명법

에 따라 명명한다. 제제의 주성분이 여러 개일 때는 그 주성분들을 원료의약품의 명명법에 따라 명명한 

다음 유효성분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고, 그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다. 다

만,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제의 관용명 등이 특정한 상품명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써도 된다. 제제의 한글명은 영문명에 해당하는 한글명으로 한다.

    3.3  구 조 식

    구조식은 원칙적으로 WHO 화학구조식기재법지침(“The Graphic Representation of Chemical Formulae 

in the Publications of International Nonpropriotary Names(INN)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1996))에 따른다.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의 아미노산 배열은 3문자 또는 1문자로 표기한다. 또한 디설피드결합 및 번역 후 

수식(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등의 구조정보도 명기한다.

    (예 1) 펩티드의약품    

      

          Glu1 : 피로글루타민산

    (예 2)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헤테로다이머)

      

           B 사슬 K35 : 프로세싱(부분적)

    (예 3)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호모다이머) 

       C245 : 분자간 디설피드 결합 N322 : 히드록시아스파라긴

    (예 4) 단백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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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구조

      N87,N362 및 T436 : 당사슬결합    N389 : 당사슬결합(부분적)

      S285 : 당질화    N322 : 히드록시아스파라긴

       당사슬구조

         N87

     

         N362,  N389

   

         T436

 NeuAcα2-6Galβ1-3GalNAc

    3.4  한글별명

    원료의약품의 한글명과 다른 국제일반명칭(INN) 및 빈용되는 명칭을 한글별명으로 쓸 수 있다.

    제제는 주성분의 명칭부분에 한글별명을 쓸 수 있다. 또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제의 관용명 

등이 특정한 상품명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 한글별명으로 쓸 수 있다.

    원료의약품 또는 제제의 한글명이 개정되었을 때는 개정 전의 한글명을 한글별명으로 쓴다.

    3.5  분자식 및 분자량 (조성식 및 조성량)

      3.5.1  유기 및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에는 분자식 및 분자량을, 무기화합물에는 조성식 및 조성량을 기재한다.

      3.5.2  분자식의 기재

    유기화합물의 분자식에서 원소 기재순서는 C, H 순서로 하고 이어서 그 이외의 원소기호를 원소기호

의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염산염, 타르타르산염 등의 산 및 결정수는 분자식과 분자식 사이에 ｢・｣ 
을 넣어 기재하며, 산과 결정수가 함께 있는 경우 산 기재 후 결정수를 기재한다.

    (예) C24H30N2O2・HCl・H2O 

    결정수의 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xH2O로 표기한다. 

      3.5.3  분자량 (조성량)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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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량 (조성량)은 최신 국제원자량표에 따라 각 원소의 원자량을 그대로 합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

      3.5.4  분자식과 분자량 등의 구분   

    분자식 (조성식)과 분자량 (조성량) 사이에 ｢ : ｣를 넣는다.

    (예) C6H12O2 : 180.16

      3.5.5  펩티드 및 단백질 의약품의 분자식과 분자량의 기재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은 그 분자식 및 분자량을 기재한다. 당단백질의약품은 단백질 부분의 

분자식과 분자량만을 기재하고 당사슬를 합한 분자량(개략수)은 기원에 기재한다. 펩티드의약품, 단백

질의약품 및 당단백질의약품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펩티드의약품 (3.3의 예 1의 두 번째 경우)

        C86H137N21O31S3 : 2057.33 [주]

       [주] N말단, C말단 및 측쇄는 비해리상태로 계산한다. 또한 Glu1은 피로글루타민산으로 계산한다.

    (예)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 (3.3의 예 2의 경우)

        C326H499N79O97S8 : 7333.44 (다이머) [주1]

        A 사슬   C148H221N35O49S5 : 3434.87 [주2]

        B 사슬   C178H280N44O48S3 : 3900.59

      [주1] N말단, C말단 및 측쇄는 비해리상태로 계산한다. 분자내 및 분자간 디설피드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한다. A 사슬 M1는 포르밀메티오닌으로 계산한다. A 사슬 G31은 글리신아미

드로 계산한다. 또한 B 사슬 K35는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주2] 분자내 디설피드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한다. 분자간 디설피드결합은 환원형으로 계산한다.

    (예)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 (3.3의 예 3의 경우)

        C4078H6216N1186O1314S100 : 96086.65 (다이머) [주1]

        모노머  C2039H3109N593O657S50 [주2]

      [주1] N말단, C말단 및 측쇄는 비해리상태로 계산한다. N322는 히드록시아스파라긴으로 계산한다. 

분자내 및 분자간 디설피드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한다.

      [주2] 분자내 디설피드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한다. 분자간 디설피드결합은 환원형으로 계산한다.

    (예) 당단백질의약품 (3.3의 예 4의 경우)

        C2039H3109N593O657S50 : 48044.33 [주]

      [주] N말단, C말단 및 측쇄는 비해리상태로 계산한다. N322는 히드록시아스파라긴으로 계산한다. 

분자내 디설피드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한다. N87, 362, 389, T436 및 S285는 당이 결

합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다.

      3.5.6 화학명 및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등록번호

        3.5.6.1 화학명의 기재

    화학명은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UPAC) 명명법에 

따라 영어로 명명하고 화학명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기재한다.

        3.5.6.2 CAS 등록번호의 기재

    CAS 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화학명 다음에 [  ]를 붙여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화학명을 기재하지 않

은 경우에는 분자식(조성식)아래에 기재한다. 또한 의약품 각조품목에 해당하는 CAS 등록번호와 결정

수가 다른 경우 무수물 등의 CAS 번호를 [○○-○○-○, 무수물]과 같이 기재한다.  또한 의약품 각

조품목과 결정수가 다른 CAS 번호로서 기재하는 경우는 무수물 등의 CAS 번호를 [○○-○○-○, 무

수물]과 같이 기재한다. 염이 있는 품목에서 무염물의 CAS 번호로서 기재하는 경우는 [○○-○○-○, 

무염명(예. 무황산염) 또는 무염형의 명칭을 직접 기재]과 같이 기재한다. <변경>

    3.6  기  원

      3.6.1  기원의 기재

    원료의약품은 보통 화학합성으로 제조한 것 이외는 그 기원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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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는 보통 화학합성으로 제조한 것 이외의 원료의약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제제와 천연물

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제 등에 원료의약품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원을 기재한다.

    또 고분자화합물은 합성원료 등 그 기원을 명기한다.

    (예) 펩티드의약품(3.4의 예 1의 경우)

      ｢이 약은 <건강한> ××(종)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18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폴리펩티드 (분자량 □ )이다. 이 약은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cytokine), 증식인자, 백신, 항

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 등)로서> ▽▽ 등의 작용이 있다.｣
    (예)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3.3의 예 2의 경우)

       ｢이 약의 본질은 <건강한> ××(종)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31개의 아미노산잔

기로 된 A 사슬 1분자 및 35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B 사슬 1분자로 구성된 ◇◇(폴리펩티드 또

는 단백질) (분자량 )이다. 이 약은 수용액이다. 이 약은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

(cytokine), 증식인자, 백신,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로서> ▽▽작용이 있다.｣
    (예)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3.3의 예 3의 경우)

      ｢이 약은 <건강한>××(종)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449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Subunit 2분자로 구성된 ◇◇(폴리펩티드 또는 단백질) (분자량 )이다. 이 약은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cytokine), 증식인자, 백신,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 등)로서> ▽▽작용이 있다.｣
    (예) 당단백질의약품(3.3의 예 4의 경우)

      ｢이 약의 본질은 <건강한>××(종)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449개의 아미노산잔

기로 된 당단백질 (분자량 )이다. 이 약은 수용액이다. 이 약은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

(cytokine), 증식인자, 백신,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 등)로서> ▽▽활성이 있다.｣
    (예) 다당류

      ｢이 약은 <건강한> ××(종)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에서 <얻은 ▲▲(예 : 헤파린나트륨)의 ◇

◇분해로> 얻은 ○○ 및 ◎◎(단당)으로 된 ◆◆(예: 글리코사민글리칸, 저분자량 헤파린) (분자량 

)이다. 이 약은 ▽▽활성이 있다.

      3.6.2  기원의 첫머리

    기원의 첫머리는 ｢이 약은 ……｣ 으로 시작한다.

    3.7  성분의 함량규정 

      3.7.1 원료의약품의 기재

    원료의약품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원료의약품 일반

      ｢이 약은 정량할 때 ×× (분자식) ○ ~  %를 함유한다.｣
     (예) 항생물질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 (분자식 : 분자량) ○ ~  μg (역가)을 함

유한다. 

    (예) 단백질의약품(용액)

      ｢이 약은 정량할 때 1 mL 당 ○ ~  m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단백질 1 mg당 ×단위 이상을 함

유한다.｣
      3.7.2  제제의 기재

    제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제제일반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 ~ %에 해당하는 ×× (분자식 : 분자량)을 함유한다.

    (예) 주사제(성분·분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사제) 및 주사용 ○○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 ~ %에 해당하는 ×× (분자식 : 분자량)을 함유한다.｣ 
    (예) 주사제(성분·분량이 규정되어 있는 주사제)

      ｢이 약은 정량할 때 ◇◇ (분자식·분자량) ○ ~  w/v%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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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성분의 함량규정에서 의약품각조명 또는 화학적순수물질명의 기재법

    성분의 함량을 규정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의약품각조명 또는 화학적순수물질명을 기재

한다. 

    의약품각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 ｣ 안에 의약품명을 기재한다. 

    화학적순수물질을 나타내는 경우는 해당 명칭 다음 (   ) 안에 분자량 또는 조성량을 기재한다. 다만, 

그 명칭에 해당하는 분자식 또는 조성식이 해당 의약품각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자식 또

는 조성식에 이어서 분자량 또는 조성량을 기재한다. 

    (예)

     (1) 의약품각조를 나타내는 경우 

(각조한글명) (예)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2) 화학적순수물질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각조에 그 분자량 또는 조성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조한글명) (예)

       도파민염산염   도파민염산염(C8H11NO2・HCl)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NaCl)

     (3) 화학적순수물질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각조에 그 분자량 또는 조성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

우 

(각조한글명) (예)

       레세르핀 산   레세르핀(C32H40N2O7 : 608.68)

       생리식염 주사액   염화나트륨(NaCl : 58.44)

      3.7.4  함량기준의 기재

        3.7.4.1  %로 규정된 경우

    성분의 함량을 %로 나타낸 경우 원료의약품 또는 제제의 구분 없이 보통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규정한다.

    원료의약품의 성분함량 기준은 보통 범위로 기재한다.

    제제의 성분함량 기준은 보통 표시량에 대한 %로 나타내고 범위로 기재한다.

        3.7.4.2  단위 또는 역가로 규정된 경우

    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생물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역가로 나타낼 때는 대한민국약전에서의 ｢단위｣로 

규정한다. 항생물질의 역가는 표준품을 써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방법에 의한 비교로 정하고 ｢
질량(역가)｣ 또는 ｢단위｣로 나타낸다.

     성분함량 기준은 보통 범위로 기재한다.

        3.7.4.3  건조 등을 하여 정량한 경우 함량의 기재

    건조감량의 조건에 따라 건조한 것을 정량하는 경우에는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로, 건

조감량의 실측값에 따라 환산하는 것은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로, 수분의 실

측값에 따라 환산하는 것은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로 기재한다.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한도가 있으며, 잔류용매량이 정량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탈잔류용매물(무

용매물)환산을 할 수 있다.

    (예) 에피루비신염산염

        3.7.4.4  기타

    유기화합물에서 의약품의 정량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량규정에 할로겐 함량을 추가

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로겐 함량을 규정할 경우에는 성분함량이 아니라 시성치로 규정한다.

    3.8  성  상 

    성상은 해당 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및 형태를 참고로 기재한 것이다. 

      3.8.1  성상의 기재

    원료의약품의 성상은 필요에 따라 색, 형상, 냄새, 맛, 용해성, 액성,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흡습성, 

빛에 의한 변화 등), 시성치(적부의 판정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의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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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의 성상은 제형별로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제제화에 따라 원료의약품과 다른 안정성, 특징적인 

시성치(적부의 판정으로 하지 않는 것)가 생긴 경우는 이들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시성치의 기재방법은 3.10에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원료의약품이 수재되지 않은 제제는 원칙적으로 

제제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성상(용해성, 액성 등)을 원료의약품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예)  주사용 아세틸콜린염화물 

      3.8.2  광학활성이 있는 의약품에서 염의 기재

    광학활성이 있는 의약품의 염에서 ｢약리작용은 있으나 광학활성이 없는 산 또는 염기부분｣과 ｢약리작

용은 없지만 광학활성이 있는 산 또는 염기부분｣이 이온쌍(대)을 구성하여 선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는 선광성을 성상 중 시성치로 기재한다.

    (예)  이펜프로딜타르타르산염

      3.8.3  냄새 및 맛의 설정

    냄새와 맛은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시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한다. 

    다만 독극약, 마약류 또는 작용이 강한 경우 등 시험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는 비산성이 있는 것에는 냄새 및 맛을 설정하지 않는다. 

      3.8.4  색

    색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성상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현한다. 

        3.8.4.1  유채색의 기본 색이름 

    유채색의 기본 색이름은 12종으로, 빨강(적), 주황, 노랑(황), 연두, 초록(녹), 청록, 파랑(청), 남색

(남), 보라(자), 자주(적자), 분홍, 갈색(갈)으로 한다. (  ) 속의 색이름은 조합색이름의 구성에 사용

하여, 기본색 이름에 “색”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빨강, 노랑, 파랑의 경우에는 빨간색, 노란

색, 파란색으로 한다. 분홍과 갈색을 제외한 유채색의 기본색이름은 색상이름으로서 사용한다.  

        3.8.4.2  무채색의 기본 색이름 

    무채색의 기본 색이름은 3종으로, 하양(백), 회색(회), 검정(흑)으로 한다.  

    (  ) 속의 색이름은 조합색 이름의 구성에 사용하며, 하양, 검정의 경우 흰색, 검은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3.8.4.3  유채색․무채색의 명도 및 채도

    유채색의 명도 및 채도에 관한 형용사는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 등을 쓴

다.

    무채색의 명도 및 채도에 관한 형용사는 밝은, 어두운을 쓴다.

        3.8.4.4  무색에 관한 기재

    무색은 거의 무색을 포함한다. “무색의 징명한 액” 등은 “무색의 맑은 액”으로 기재한다. 

      3.8.5  형  상

        3.10.5.1  결정, 결정성 가루 및 가루

    결정 및 가루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결정 : 육안 또는 확대경을 써서 결정으로 인정되는 것

    가루 : 육안과 확대경으로는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결정성 가루 : 가루 중 분말X선 회절측정법 또는 광학현미경으로 결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 

      3.8.6  냄  새 

        3.8.6.1  냄새의 기재

    냄새의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자극성 냄새, 특이한 냄새, 불쾌한 냄새, ○○같은 냄새. 

        3.8.6.2  냄새의 강약 표현

    냄새의 강약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기재한다.

    강, 약, 강한, 약한, 약간의

      3.8.7  맛

        3.87.1  맛의 기재  

    맛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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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떫다, 맵다, 짜다, 쓰다, 시다, 짠맛, 신맛, 쓴맛 등

        3.8.7.2  맛의 강약의 기재

    맛의 강약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기재한다.

    강, 약, 강한, 약한, 약간의 

      3.8.8  용해성 

        3.8.8.1  용해성의 기재순서

    용해성에 관한 각 용매의 기재순서는 녹기 쉬운 순서로 한다. 용해성이 같은 경우는 보통 물, 메탄

올, 포름산, 에탄올(또는 무수에탄올), 아세트산(100), 1-부탄올, 2-프로판올, 아세토니트릴, 아세트

산탈수물,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톤, 디클로로메탄, 피리딘,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테트

라히드로푸란, 에테르, 자일렌, 헥산, 시클로헥산, 석유에테르의 순서로 한다. 

    상기 이외의 용매에 대해서는 그 극성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용매를 쓸 때는 1.2, 또한 용매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5.2.3에 유의한다.  

        3.8.8.2  용해성을 규정하는 용매

    용해성을 규정하는 용매는 물 및 에탄올 이외에 원칙적으로 시험에 쓰이는 모든 용매로 한다. 시험

에 에탄올이 용매로 사용되는 경우 무수에탄올 대신 에탄올에 대한 용해성을 규정한다. 시험에 쓰이

는 용매는 검체를 직접 용액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매이며, 혼합용매 및 혼합용매의 구성성분이 

되는 용매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서 전개용매를 구성하는 용매 및 염기 또는 산으로서 추출할 때 사용하

는 용매는 제외한다.  

    수분 시험 등과 같이 간략하게 기재하기 위해 용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험 

등에서 고체검체를 직접 녹이는 데 사용되는 용매(예: 수분을 측정할 때 검체를 녹이는 데 쓴 메탄

올 등의 용매)는 그 용해성을 기재한다.  

        3.8.8.3  ｢용매에 녹는다｣ 또는 ｢섞인다｣의 의미

    의약품이 ｢용매에 녹는다｣는 맑게 녹는 것이고 ｢섞인다｣는 임의의 비율로 맑게 섞이는 것이다.

        3.8.8.4  용해성의 시험방법 및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의 정의

    용해성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용해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100호(150 μm)체를 통과하는 가루로 한 다음 용매에 넣

고 20 ± 5℃에서 5분마다 30초 동안 세게 흔들어 섞을 때 30분 이내에 녹는 정도이다. 시험에서 

얻은 용매의 양이 두 단계에 걸칠 때는 용매의 양이 많은 쪽의 용어를 쓴다.

    또 용해성은 포화용액의 농도로 산출해도 된다.

｢용  어｣ ｢용질 1 g 또는 l mL를 녹이는데 필요한 용매의 양｣
썩 잘 녹는다

잘 녹는다.

녹는다.

조금 녹는다.

녹기 어렵다.

매우 녹기 어렵다.

거의 녹지 않는다.

                         l mL 미만

     l mL 이상         10 mL 미만 

   10 mL 이상         30 mL 미만

   30 mL 이상        100 mL 미만

  100 mL 이상       1000 mL 미만

 1000 mL 이상      10000 mL 미만

10000 mL 이상

        3.8.8.5  기체의 발생과 염의 형성 등을 수반 할 때 용해성의 표현

    기체의 발생, 염의 형성 등 의약품이 반응하여 녹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해성을 나타내는 용어 다

음에 줄을 바꾸어 ｢○○는 △△에 녹는다｣로 기재한다.

    시험에 복수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시액이 사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시액명을 기재한다. 

      3.8.9  액  성 

    액성은 pH로 기재한다. 보통 ｢이 약 ○ g을 물 × mL에 녹인 액의 pH는 ……｣로 기재한다.  

      3.8.10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의약품의 흡습성, 조해성, 풍해성, 휘산성, 증발성, 고화성, 응고성, 빛에 의한 변화, 색의 변화, 분해 

또는 불용물의 생성 등 주로 해당의약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에 관한 특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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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에 의한 변화의 기재는 빛에 의하여 변화하는 내용이 보다 적절히 표현되도록 분해생성물이 검출되

는 것과 같은 변화는 ｢분해한다｣, 착색이 일어나는 변화는 ｢○색으로 된다｣로 하며 ｢이 약은 빛에 의하

여 천천히 변화한다｣로는 기재하지 않는다.

    (예) ｢이 약은 빛에 의하여 천천히 갈색으로 된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이 약은 습기에 의하여 조해한다｣

      3.8.11  성상항의 시성치

        3.8.11.1  성상에서의 시성치의 취급

    성상항에 기재하는 시성치는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적부의 판정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 

수치는 대략의 값으로 나타내어도 된다.  

        3.8.11.2  성상에서 시성치의 기재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3.10에 따른다. 다만, 융점은 ｢약 ○ ℃｣의 표현을 써도 된다. 분해점은 ｢약 

× ℃ (분해)｣로 기재하고 ｢○ ~ × ℃ (분해)｣와 같이 범위로 기재하지 않는다.

        3.8.11.3  부재탄소는 있으나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라세미체 등) 경우의 취급

    라세미체와 같이 부제탄소를 가지고 있으나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성상항에 ｢
이 약의 수용액(1→××)은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고체인 경우) 또는 ｢이 약은 선광성을 나타

내지 않는다.｣(액체인 경우)로 기재한다. 

    3.9  확인시험

      3.9.1  확인시험의 설정

    확인시험은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성분 등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이다.  

    제제의 확인시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제제에 설정한다. 제제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는 

배합성분과 첨가제의 영향에 유의하여 확인시험을 설정한다.  

      3.9.2  확인시험의 간략화

    확인시험 이외의 항목으로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확인시험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정량법에 특이성이 높은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쓰는 경우와 같이 확인시험 이외의 항목에서도 유효성

분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시험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확인시험은 다른 시

험항목(예: 정량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3.9.3  확인시험으로 설정하는 시험법

    확인시험법으로는 보통 스펙트럼분석, 화학반응,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이화학적 방법, 생화학적 방

법 또는 생물학적 방법 등을 고려한다.

        3.9.3.1  스펙트럼분석법

    스펙트럼분석은 원칙적으로 적외부스펙트럼 및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을 설정한다. 다만 중합고분

자화합물 등에 대하여는 적외부스펙트럼 및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 적용의 의의를 신중하게 검토

한다.

    필요에 따라 핵자기공명스펙트럼의 설정을 검토한다.  

        3.9.3.2  화학반응

    화학반응에 의한 방법은 화학구조의 특징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이 있을 경우에 설정한다.

        3.9.3.3  크로마토그래프법

    스펙트럼분석 및 화학반응에 의한 시험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 등의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확인시험은 표준품과 비교하여 시험한다.

      3.9.4  확인시험의 기재순서

    확인시험의 기재순서는 정색반응, 침전반응, 분해반응, 유도체 생성반응, 스펙트럼(자외, 가시, 적외), 

핵자기공명스펙트럼, 크로마토그래프법, 특수반응, 양이온, 음이온의 순서로 한다.

    분해 뒤에 다음 반응을 행하는 것은 분해반응으로 한다.

        3.9.4.1  일반시험법의 정성반응을 쓰는 경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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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시험에서 일반시험법의 정성반응을 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일반시험법의 염화물 정성반응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시험하는 경우에는 ｢이 약은 염화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로 기재한다. 규정되어 있는 항목 중 특정한 항목의 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 의 정성반응 1)을 나타낸다｣와 같이 기재한다.

    정성반응을 규정하는 경우 검액의 이온농도는 보통 0.2 ~ 1 %로 하고 명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이 약의 수용액(1 → 100)은 …의 정성반응 …을 나타낸다｣와 같이 농도를 규정하도록 한다.

        3.9.4.2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에 의한 확인시험

    자외가시부흡광도로 확인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측정파장은 원칙적으로 210 nm 이상으로 한다. 제제의 확인시험에 이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흡수극대파장으로 규정한다.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같은 측정조건에서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검체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여 두 스펙트럼을 비교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같은 물질임을 

확인한다.

    보통 ｢이 약 및 ○○표준품의 에탄올용액(1 →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로 기재한다. 

    흡수극대파장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쓸 때는 규정하는 파장폭은 보통 ± 2 nm를 기준으로 하고 흡

수견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파장폭은 ± 5 nm 정도로 하고 원칙적으로 흡수의 극

소는 규정하지 않는다.

        3.9.4.3  적외부스펙트럼에 의한 확인시험

    적외부스펙트럼으로 확인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브롬화칼륨정제법에 의한 것으로 하

고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염산염은 염화칼륨정제법이 바람직하다. 확인시험으로

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경우에는 페이스트법으로도 가능하다.

    보통 ｢이 약 및 ××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

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로 기재한다.

    결정다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결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상기와 같은 

판정기재의 말미에 재측정 시의 전처리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예) ｢만일 두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을 에 녹인 다음 를 날려 보낸 다음 

잔류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제제 등에서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표준품의 스펙트럼과의 비교가 어려울 경우에는 파수로 규정하

는 방법을 쓰며 유효성분에 특징적인 흡수대를 골라 설정한다. 2000 cm-1 이상의 파수는 첫째자리

의 수치를 반올림하여 규정한다.

    (예) ｢… 대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2940 cm-1, 2810 cm-1, 

2770 cm-1, 1589 cm-1, 1491 cm-1, 1470 cm-1, 1434 cm-1, 1091 cm-1 및 1015 cm-1 부

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규정하는 흡수대는 스펙트럼 중의 주요한 흡수대 및 유효성분의 구조확인에 유용한 가능한 한 넓은 

파장 범위를 선택한다. 

        3.9.4.4  핵자기공명스펙트럼에 의한 확인시험

    핵자기공명스펙트럼으로 확인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물질에 대한 신호의 화학적

이동, 갈라진 모양 및 각 신호의 면적강도비를 규정한다.

    (예) ｢이 약은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용 중수용액(1 → 10)에 녹여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1H를 측정할 때 δ1.2 ppm 부근에 삼중선의 신호 A를, δ6.8 ppm 및 δ7.3 ppm 부근에 각

각 한 쌍의 이중선의 신호 B 및 C를 나타내고, 각 신호의 면적강도비 A : B : C는 약 3 : 2 

: 2 이다.｣
        3.9.4.5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확인시험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확인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 검액 및 

표준품으로 만든 표준액에서 얻는 주반점의 Rf 값, 색 또는 형상 등이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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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는 검액 및 표준품으로 만든 표준액에서 얻은 유효성분의 유지시간이 같은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제제의 경우는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표준액과 비교해도 된다.

    (예) ｢이 약 및 이오헥솔표준품 0.1 g씩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부탄올·물·

아세트산(100) 혼합액(50 : 25 : 11)을 전개용매로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

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엑소이성질체와 

엔도이성질체에 해당하는 두 개의 반점이 나타나고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예: 이오헥솔)

        3.9.4.6  염인 경우 쌍이온의 확인시험 설정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 염일 경우에는 약리작용을 가지지 않는 쌍이온의 확인시험도 설정한다. 다만 

제제에는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3.9.4.7  확인하는 물질의 명칭기재

    확인하는 물질의 명칭을 시험의 끝 (  )안에 나타내는 것은 확인하는 물질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요오드·살리실산·페놀 주정) 등에 한한다.

    (예) 확인시험 1) 이 약 1 방울을 전분시액 1 mL 및 물 9mL의 혼합액에 넣을 때 어두운 청자색을 

나타낸다 (요오드).

2) 이 약 1 mL에 에탄올 5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 mL에 pH 2.0 염산·염

화칼륨완충액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5 mL에 질산제이철용액(1 → 200) 5 mL를 넣

을 때 액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살리실산).

3) 이 약 1 mL에 티오황산나트륨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어 물 20 mL 및 묽은염산 5 

mL를 넣고 에테르 25 mL로 추출한다. 에테르추출액을 탄산수소나트륨시액 25 mL씩으로 2 

회 씻은 다음 묽은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로 추출한다. 추출액 1 mL에 아질산나트륨시액 1 

mL 및 묽은염산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다시 수산화나트륨시액 3 mL를 넣을 때 액은 황

색을 나타낸다 (페놀).

    3.10  시성치

      3.10.1  시성치의 설정

    굴절률, 비선광도, 비점, 삼투압비, 알코올수, 융점, 응고점, 점도, pH, 흡광도, 산가, 비누화가, 에스

테르가, 수산기가, 요오드가 등에서 적부의 판정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광도, 융점과 같은 항

목명을 써서 설정한다. 기재순서는 일반시험법의 배열순서에 따른다. 다만 확인시험에 자외가시부흡광

도측정법에 의한 시험을 설정한 경우에는 흡광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주사제용 원료의

약품에는 pH를 설정하지만, 비이온성화합물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

    각 항목은 3.10.2 ~ 3.10.12에 따라 기재하고 시험법이 일반시험법과 다를 경우에는 조작법을 기재

한다.  

        3.10.1.1  제제의 시성치

    제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제제의 안정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과 관계있는 품질평가에 직접 관

여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원료의약품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제제는 필요에 따라 그 원료의약품의 시성치를 기재한다. 

    주사제 등의 삼투압비 및 pH는 품목 허가시에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설

정한다. 삼투압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쓸 때 녹여 쓰는 주사제의 경우에는 검액조제법을 

기재한다. 

    삼투압비  0.9 ~ 1.1

    삼투압비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 1.0 g에 해당하는 양을 주사용수 10 mL에 녹인 액의 삼

투압비는 1.0 ~ 1.2 이다.

      3.10.2  흡광도의 기재

    흡광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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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광도
  (247 nm) : 390 ~ 410 (건조한 다음 10 mg, 메탄올, 1000 mL)

    이것은「이 약을 건조감량항에 규정하는 조건으로 건조하여, 그 약 10 mg을 마이크로화학천칭으로 정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0 mL로 한 경우와 같은 비율의 용액으로 한다. 이 액을 가지

고 일반시험법의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47 nm에서의 흡광도 는 390 

~ 410 이다｣는 것이다.

    흡광도의 기호 중 1 %는 1 g/100 mL이다.

      3.10.3  응고점 기재

    응고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응고점 112 ℃ 이상.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응고점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응고점은 112 ℃ 이상이다」는 것

이다.

      3.10.4  굴절률 기재

    굴절률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굴절률 D : 1.481 ∼ 1.486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굴절률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굴절률은 1.481 ∼ 1.486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10.5  비선광도 기재  

    비선광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비선광도  D : +48 ~ +57° (건조한 다음, 0.25 g, 물, 25 mL, 100 mm)  

    이것은「이 약을 건조감량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건조하여, 그 약 0.2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일반시험법의 선광도측정법에 따라 층장 100 mm인 측

정관에 넣어 측정할 때  D 가 +48 ~ +57° 이다」는 것이다.

      3.10.6  점도 기재

    점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점도  345 ~ 445 mm2/s (제 l 법, 20 ℃).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점도측정법 제 1 법에 따라 20 ℃에서 시험할 때 그 운동점도는 345 

~ 445 mm2/s 이다｣는 것이다.

    점도  123 ~ 456 mPa・s (제 2 법, 20 ℃).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점도측정법 제 2 법에 따라 20 ℃에서 시험할 때 그 점도는 123 ~ 

456 mPa・s 이다｣는 것이다.

      3.10.7  pH 기재  

    pH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액상의약품의 경우 

      pH 7.1 ~ 7.5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pH는 7.1 ~ 7.5 이다｣는 것이다.

     ∘ 고체의약품의 경우

      이 약 1.0 g을 OO ×× mL에 녹인 액의 pH는 △△ ~ 이다.

      3.10.8  비중 기재 

    비중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비중 
 : 0.718 ~ 0.721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비중 및 밀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물의 온도 20℃ 및 검체의 온도 

20℃에서 같은 부피의 질량비가 0.718 ~ 0.721이다」는 것이다.

      3.10.9  비점 기재  

    비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비점 118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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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비점측정법 및 증류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비점은 118 ~ 122 ℃

이다」는 것이다.

      3.10.10  융점 기재  

    융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융점 110 ~ 114 ℃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융점측정법의 제 1 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융점은 110 ~ 114 ℃이

다｣는 것이다. 제 2 법 또는 제 3 법을 쓸 때는 그 방법을 융점값 다음에 기재한다.

      3.10.11  산가 기재

    산가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산가  188 ~ 203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유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산가는 188 ~ 203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10.12  에스테르가, 비누화가, 수산기가 등 기재

    에스테르가, 비누화가, 수산기가 등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에스테르가  72 ~ 94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유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에스테르가는 72 ~ 94이다」는 것이

다.

    3.11  순도시험

      3.11.1  순도시험의 설정

    순도시험은 의약품각조의 다른 시험항목과 더불어 의약품의 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혼재

물의 종류, 그 혼재량의 한도 및 혼재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을 규정한다. 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불순물은 그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원료, 용매 등을 포함한다)에서 혼재하거나 보존하는 동안 생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유연물질을 설정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의 설정을 생략할 수 있

다. 

    의약품 중의 잔류용매량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용매를 설정한다. 

    용량이 미량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검체량이 적은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또한 품질평가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을 생략해도 된다.

      3.11.2  순도시험의 기재순서

    순도시험의 기재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따른다.

색, 냄새, 용해상태, 액성, 산 또는 알칼리, 무기염, 암모늄, 중금속, 금속, 비소, 유기물, 일반이물, 증

발잔류물, 유연물질, 기타 불순물, 황산에 대한 정색물

    기재순서의 동일분류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예: 금속 분류 중 각 금속은 가나다 순으로 기

재).

      3.11.3  용해상태

    용해상태는 특별히 순도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용매는 물을 쓰지만, 난용성으로 충분한 시험농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기용매를 써도 된다. 

    용해상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색으로 규정하지 않고 흡광도의 수치 비교 또는 색의 비교액 등과 비

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용해상태 시험에서의 농도는 10 g/100 mL 즉 (1 → 10)을 기준으로 하고 임상투여에서의 농도가 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농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농도를 설정한다. 또한 해당의약품의 용해도로 볼 

때 (1 → 10)의 농도에서는 용해상태를 시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녹는 범위 내에서 가능

한 한 높은 농도로 한다.

      3.11.4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

        3.11.4.1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의 설정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은 제조과정(원료, 용매 등도 포함한다) 및 용법·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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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4.2  염화물・황산염

    염화물, 황산염의 시험은 원칙적으로 적당한 용매에 검체를 녹인 다음 검액을 조제한다.

        3.11.4.3  가용성할로겐화물

    가용성할로겐화물은 염소 이외의 할로겐을 시험할 때 설정한다.

        3.11.4.4  비소 설정의 원칙

    비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1) 제조과정에서 비소 혼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인산을 함유하는 화합물(인산염, 인산에스테르 등)

      3) 무기화합물

        3.11.4.5  중금속, 비소의 첨가회수율 검토

    중금속, 비소를 설정할 때는 미리 첨가회수율을 검토한다.

    중금속, 비소의 첨가회수율은 원칙적으로 기준값 수준의 농도로 시험하여 70 %이상인 것을 필요로 

한다.

      3.11.5  유연물질

        3.11.5.1  유연물질시험의 설정  

    안전성이 우려되는 특정 유연물질은 각각의 혼재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특이성이 높은 시험을 

설정한다.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유연물질은 물질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유연물질시험으로 해도 된다. 

        3.11.5.2  분해생성물

    강제분해생성물에 관한 정보 및 안정성시험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제조과정 및 보존 

중 분해로 유래하는 불순물에 대하여 설정한다.

    제제의 보존기간 중에 분해산물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연물질의 설정을 고려한다. 

        3.11.5.3  유연물질의 시험방법

    유연물질의 시험방법은 정량법 및 검출감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액을 희석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유연물질 표준

품의 용액을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고 시험의 항목에 적합한 품질의 표

준품을 쓴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에는 표준액의 반점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고 ｢단일 반점이다｣로 판

정하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표준액으로는 검액을 규격한도값까지 희석한 용액 또는 유연물질의 표

준품을 쓴다. 

        3.11.5.4  유연물질의 한도값 설정의 사고방향

    특정 유연물질의 한도값은 검체량에 대한 % 또는 표준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물질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은 유연물질의 한도값은 필요에 따라 개개의 양과 총 양의 두 가지 방

법으로 규정한다. 개개유연물질의 한도값 및 유연물질의 총 양은 면적백분율(%) 또는 표준액과 비

교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다만 정량법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특이성이 높은 방법이며 또한 개개의 유연물질이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서는 0.2 %,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서는 0.1 % 이하로 규정된 경우에는 총 

양규정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3.11.5.5 작성요령

 이 약 약 ○○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표준품 약 ☆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xx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각 유연물질의 양은 ○○ % 이하

이고, 총 유연물질의 양은 ×× % 이하이다. 

 유연물질의 양 (%) = × T
S
× 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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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 표준액 중 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xxx nm)

칼  럼 : 안지름 약 xx mm, 길이 약 xx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xx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xx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xx·xxx혼합액(xx : xx) 

유  량 : xxxx의 유지시간이 약 xx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x.x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xx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xxxx, xxxx의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x.x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xx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x 회 반복할 때 xxx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x.x % 이하이다.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의 유지시간의 약 △배의 범위

      3.11.6 잔류모노머

    중합고분자화합물은 원칙적으로 순도시험에 잔류모노머를 규정한다.

      3.11.7 검체의 채취

        3.11.7.1  검체의 건조

    순도시험은 보통 검체를 건조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3.11.7.2  검체의 채취량

    순도시험에서 검체의 채취량은 보통 다음과 같이 한다. 

    질량은 0.10, 0.20, 0.30, 0.40, 0.5 ~ 3.0 g 등으로 한다. 

    용량은 1.0, 2.0, 3.0, 4.0, 5 ~ 10 mL 등으로 한다. 

    또한 질량에서 절대량으로 최종판정하는 경우에는 정밀하게 다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유

효숫자를 고려한다.  

      3.11.8  순도시험과 정량법에서 같은 시험조건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기재

    순도시험과 정량법에 같은 조작조건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조작조건은 정량법

에 기재하고, 순도시험의 조작조건은 준용하여 기재한다.

    (예)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3.11.9  % 또는 ppm으로의 환산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및 비소시험법에서 % 또는 ppm으로의 환산은 아래 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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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0  제제의 순도시험

    제제의 순도시험은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불순물에 대하여 설정한다. 

    제제화의 과정 및 제제의 보존 중에 분해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제제의 용량・저장법과 해당 불

순물의 독성 및 약리작용, 안정성시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분해생성

물의 종류 및 그 혼재량의 한도 또는 혼재량을 규정하기 위한 시험법을 설정한다. 

    3.12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감량

      3.12.1  건조감량 또는 수분의 설정

    건조감량을 설정하는 경우는 건조조건에서 검체가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건조한 검체를 다

른 시험에서 쓸 수 있도록 건조조건을 설정한다). 또한 건조한 것의 흡습성이 현저할 때는 각 시험조작 

중에 흡습을 피하도록 기재한다.

    건조조건에서 의약품이 분해되는 경우는 수분을 설정한다.

    수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분을 설정한다. 

    용량이 미량인 의약품인 경우에는 검체량이 소량인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또한 품질평가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을 생략하여도 된다.

      3.12.2  건조감량

        3.12.2.1  건조감량시험

    건조감량시험은 건조에 의하여 소실되는 의약품 중의 수분, 결정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휘발성물질 

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며, 건조감량시험법 또는 열분석법의 제 2법에 따라 시험한다. 

        3.12.2.2  건조감량시험법에 의한 경우의 기재

    건조감량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건조감량의 기준값의 기재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건조감량  0.5 % 이하 (1 g, 105℃, 3 시간)

      이것은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다｣는 

것이다.

   (예) 건조감량 4.0% 이하 (0.5 g, 감압, 오산화인, 110℃, 4 시간)

      이것은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오산화인을 건조제로 한 데시케이터에 넣고 2.0 kPa 이하

의 감압으로 110 ℃에서 4 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4.0 % 이하이다｣는 것이다.

      3.12.3  열분석법 제 2 법에 의한 경우의 기재

     열분석법 제 2 법에 따라 규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건조감량  이 약 약 ○ mg을 정밀하게 달아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열분석법 제 2 법에 따라 시험할 

때 △% 이하이다.

    조작조건

      가열속도 : 5 ℃/분

      온도범위 : 실온 ~ 200 ℃

      환경기체 : 건조 질소

      환경기체의 유량 : 40 mL/분

    기준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규정한다.

      3.12.4  수분

        3.12.4.1  수분측정

    수분측정은 의약품 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분측정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한다. 

용량적정법에 비하여 전량적정법의 정량한계가 보다 작으므로 검체의 양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전량적

정법을 쓰는 것을 검토한다.

        3.12.4.2  수분의 기재

    수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용량적정법(직접적정, 역적정) 또는 전량적정법 중 어느 측정법을 사용

할 것인가를 기재한다.

    (예) 수분 4.0 ~ 5.5 %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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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 약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용량적정법의 직접적정에 따라 측정할 때 수분은 4.0 ~ 5.5 

% 이다｣는 것이다.

    수분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검체를 녹이는 데 쓴 용매에 대한 용해성을 성상항에 기재한다.

      3.12.5  강열감량

        3.12.5.1  강열감량시험

    강열감량시험은 강열함으로서 그 구성성분의 일부 또는 혼재물이 소실하는 무기약품에 대하여 강열할 

때의 감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강열감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12.5.2  강열감량의 기재

    강열감량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강열감량  12.0 % 이하 (1 g, 850 ~ 900 ℃, 항량)

      이것은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850 ~ 900 ℃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2.0 % 이하이다｣는 것이다.

      3.12.6  제제의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감량의 설정

    제제의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감량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예로서 제제의 수분함량이 그 제제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원료의약품에 준하여 설정한다.

    3.13  강열잔분

      3.13.1  강열잔분의 설정

    강열잔분은 유기물 중에 불순물로 들어있는 무기물의 양, 유기물 중에 구성성분으로 들어있는 무기물의 

양 또는 강열할 때 휘발하는 무기물 중에 불순물로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

정한다. 다만, 금속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용량이 미량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검체량이 소량인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또한 품질평가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13.2  강열잔분의 기재

    강열잔분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강열온도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 ℃]로 하지 않고 ｢○ ~ × ℃｣ 
와 같이 온도범위로 기재한다.

    (예)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이것은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강열잔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강열잔분은 0.1 % 이하이다

｣는 것이다.

    3.14  제제시험

      3.14.1  제제시험의 설정

    제제총칙에서 규정한 시험과 그 제제의 특성 및 기능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설정한다. 

        3.14.1.1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의 설정

    다음과 같은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을 설정한다.

    경피흡수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신설>

    과립제는 입도시험을 설정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제제총

칙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설정하지 않는다.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

성을 설정한다.

    관류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및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하며, 엔도톡신

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설정한다.

    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신설>

    산제는 입도시험을 설정하며,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추가로 설정한다. 

    시럽제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제제균일성시험

을 설정한다.

    안연고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무균시험 및 금속성이물시험을 설정한다.

    액제는 내용제로서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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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제 및<신설> 유동엑스제는 중금속시험을 설정한다.

    엘릭서제로서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신설>

    유제 및 현탁제 중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피부 국소 적용 

외용제제 제외). 

    이식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신설>

    점안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무균시험,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빛에 불안정

한 제제로 시험이 곤란한 용기사용시 생략가능)을 설정한다.

    정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당의정

은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한다.

    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주사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을 설정한다(단, 현탁성주사액은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제외) 또한, 쓸 때 녹이

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은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대신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피내, 피하 및 근육내 

투여에만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하며, 엔도톡신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을 설정한다.

    캡슐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투석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하며, 엔도톡신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설정한다. <신설>

    트로키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전신에 적용하는 것 등 필요한 

경우 그 제제특성에 적합한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한다.<신설>

    환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신설>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설정한다.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 외 그 제제의 특성 및 기능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제제총칙에 

‘~성을 가진다.’, ‘~특성을 나타내는 시험에 적합하다.’ 등 제형의 특징을 기재한 것을 고려하여 필요시 

의약품각조에서 정한다. <신설>

    제제총칙에 규정되지 않는「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의 시험항목은 제제의 각조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의 적용은「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에 따로 규정한 적용범위에 따른다.

        3.14.1.2  엔도톡신시험의 설정

    제제총칙의 규정에 엔도톡신시험법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는 제제에는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한다.

    엔도톡신 기준은 대한민국약전 엔도톡신 기준값의 설정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한다. 다만 단백질의

약품의 원료의약품에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실측값도 고려한다.

        3.14.1.3  제제균일성시험의 설정

    제제총칙에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는 제제는 제제균일성시험법의 적용범위를 참고

하여 함량균일성시험 또는 질량편차시험을 설정한다. 

      3.14.2  기타 제제시험

    알코올수는 엘릭서제, 주정제, 틴크제, 유동엑스제에 설정을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또한 특정한 제제기

능을 시험하는 등 특별히 규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설정한다. 

      3.14.3  제제시험의 기재순서

    제제별로 따로 정한다.

      3.14.4  제제시험의 기재방법

    제제시험의 각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엔도톡신  엔도톡신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농도·조성이 규정되어 있는 주사제의 경우;

        (예)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 EU 미만이다.

      농도·조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사제의 경우;

        (예) 엔도톡신  이 약은 ○○ 1 mg 당 × EU 미만이다.

    ∘금속성이물  안연고의 금속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금속성이물  시험할 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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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의 실용량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캡슐 등)을 가지고 △△ ○○ mL를 넣고 완전하게 붕해될 때 까지 흔들어 섞는

다. 다음 △△ ○○ mL을 넣고 ○○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 mL를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1 mL 중 ○○ (CxHyOz…) 약 ○○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하 정량조작과 동일)

        (예)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다만, L1, L2, T 값을 설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L1 : ○○, L2 : 

○○, T : ○○)

        (예)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L1 : ○○, L2 : ○○, T : ○○).

    ∘미생물한도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세균수 총호기성미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진균(곰팡이 및 효모) 수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고 또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및 황

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는다.

    ∘불용성이물  주사제 및 점안액에 대하여 불용성이물검사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미립자  

      주사제에 대하여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점안제에 대하여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붕해시험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예) 붕해시험  보조판을 써서 시험할 때 적합하다.

    ∘무균시험  무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용출시험  용출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보통 시험조건, 기준 및 시험조작법을 기재한다.

      시험액은 시험조건에 관한 규정 중에 시액명 또는 시험액 조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조작법에

는 ｢시험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시험액이 물일 때에는 ｢시험액｣으로 하지 않고 ｢물｣로 기재한다.

      용출액 채취시간은 기준 중에 구체적인 시간을 규정하고 시험조작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시간 또는 ｢
규정시간｣으로 기재한다.  

        (예) 용출시험  이 약 1 정(1 캡슐 등)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 ×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OO 법에 따라 매 분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OO 분 후에 용출액 × mL 이상

을 취하여 공경 ×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xxx (분자식) 약 △△ μg을 함유

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V '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분간의 용출률이 ○○ % 이상일 

때 적합하다.

xxx{성분명} (분자식)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S×S
T
×
 ′
×


 X OO{용출액량/표준액희석배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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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삭제>

Ws : xxxx{성분명}표준품의 양 (mg)

C  : 1 정(1 캡슐 등) 중 xxx{성분명}의 표시량 (mg) 

      판정값으로 Q 값을 설정할 때의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용출시험  이 약의 ○○ 분간의 X의 용출률은 ○○ % (Q) 이상이고 Y의 용출률은 ○○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예) 용출시험  이 약의 ○○ 분간의 용출률은 ○○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또한 과립제 및 산제와 같이 시험에 쓰이는 검체의 양이 표시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때의 시험조작

법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분자식) 약 ×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

      싱커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다만 쓰는 싱커가 일반시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는 그 형상을 규정한다.

        (예) 용출시험  … 이 약 1 정(1 캡슐 등)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 액 ○○ mL를 써

서 싱커를 사용하여 제 2 법에 따라 매 분 ○○ 회전으로 시험한다. … 

이 약의 ○○ 분간의 용출률은 ○○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또한 검액의 조제법에서 다시 희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액의 조제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 용출액 ×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 (분자식) 

약 ○○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장용성제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신설>

        (예) 용출시험  이 약 1 정(1 캡슐 등)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1 액 및 제 2 액 900 

mL씩을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시험액으로 제 1 액을 쓸 때의 

120 분간의 용출률이 5 % 이하이며 제 2 액을 쓸 때의 90 분간의 용출률이 8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입도시험  제제의 입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제제의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3.15  특수시험

      3.15.1  특수시험의 설정

    소화력, 제산력, 항원성, 이상독성, 티몰, 침강시험, 분자량, 분자량분포, 질소함량, 단백질량, 비활성, 생

화학적 성능, 생물학적 성능 등 품질평가와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직접 관여하는 시험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설정한다.

    3.16  정량 또는 성분 함량

      3.16.1  정량법

    정량법은 성분의 함량, 역가 등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3.16.2  정량법의 설정

    정량법은 정확성, 정밀성 및 재현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이성이 

높은 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의한 상대시험법의 채택을 고려한다.

    또한 적절한 순도시험으로 불순물의 한도가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이성은 낮지만 재현성이 좋은 절

대량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정법과 같은 절대정량법을 채택할 때에는 특이성이 낮음을 순도시험 등에 특이성이 높은 방

법을 써서 상호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6.2.1  제제의 정량법

    제제의 정량법으로는 다른 배합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이성이 높은 시험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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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검체 20정 이상을 가지고 시험한다. 다만 채취한 검체 전량을 녹이는 경우에는 보다 적은 

개수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필름코팅제제 등 균일하게 섞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는 전량을 적당한 용매에 잘 녹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3.16.2.2  작성요령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방법

검액 및 표준액 xx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XXXX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XXXX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xxxx{주성분명} (분자식)의 양 (mg) = xxxx{주성분명}표준품의 양 (mg) X S
T

[S
T

]

내부표준액 OOOO의 XXX용액(x → xxxx)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xxx nm)  

칼  럼 : 안지름 약 xx mm, 길이 약 xx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xx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xx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xx·xxx혼합액(xx : xx) 

유  량 : xxxx의 유지시간이 약 xx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x.x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xx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xxxx, xxxx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

도는 x.x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xx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x 회 반복할 때 xxx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x.x % 이하이다.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방법

검액 및 표준액 x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XXXX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XXXX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xxxx{주성분명} (분자식)의 양 (mg) = xxxx{주성분명}표준품의 양 (mg) X S
T

[S
T

]

내부표준액 OOOO의 XXX용액(x → xxxx)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x mm, 길이 약 x.x m인 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50 % 페닐 - 50 % 메틸폴리

실록산을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규조토에 1 ~ 3 %의 비율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처음 x 분간 xx ℃로 유지하고 그 다음 x 분간 xx ℃의 상승속도로 xxx ℃까지 상승시킨 

다음 이 온도로 xx 분간 유지한다.

운반기체 : xx

유  량 : xx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x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분리도 x.x 이상이고 대칭계수가 x.x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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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x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x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x.x % 이하이다.

      3.16.3  단백질의약품의 정량법

    단백질 의약품에 있어서 함량규격을 단백질당 역가로 규정하는 경우, 보통 (1) 단백질함량 (2) 역가로 설

정한다.

      3.16.4  검체의 건조

    검체의 건조는 보통 규정된 채취량의 2 ~ 5배량으로 한다.

      3.16.5  시험용액의 분할채취 또는 역적정할 때의 기재

    정량법에서 검액을 분할채취 하는 경우 또는 역적정에서 처음에 넣는 용량분석용 표준액의 경우는 ｢정확

하게｣라는 말을 붙인다.

      3.16.6  공시험에 관한 기재

    적정법의 공시험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직접적정 :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역적정 :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3.16.7  적정에서 대응량의 기재

    적정에서 대응하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는 mg 수로 기재하고 그 자릿수는 4자리로 한다.

    대응하는 양은 3.5.3에 따라 규정한 분자량 또는 조성량으로 구한다. 

      3.16.8  적정의 종말점에 관한 기재

    적정의 종말점이 일반시험법의 용량분석용 표준액을 표정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적정한다｣
로 기재한다. 적정의 종말점이 용량분석용 표준액을 표정할 때와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크리스탈바이

올렛시액을 쓰는 지시약법의 경우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보라색이 청록색을 거쳐 황록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로 기재한다.

      3.16.9  적정에 쓰는 아세트산탈수물·아세트산(100)혼합액의 비율의 기재

    적정할 때 쓰는 아세트산탈수물·아세트산(100)혼합액은 7 : 3 비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비수적정용 아

세트산을 쓸 때에는 아세트산(100)을 써도 되는지를 검토한다.

    3.17  저장법

    보통 용기를 설정한다. 안정성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합하여 저장법을 설정한다. 

    (예) 저장법  기밀용기

    (예) 저장법  이 약은 기밀용기에 넣어 얼지 않도록 보존한다. 

    3.18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지만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 설정한다. 

    (예) 유효기간  제조한 다음 24개월

    3.19  기타

      3.19.1  기재준용의 원칙

    의약품각조 사이의 준용은 원칙적으로 원료의약품의 기재를 그 원료의약품을 직접 쓰는 제제에 준용하고 

그 이외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기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쓸 때 그 조작조건 등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4.1  기재사항

    ｢조작조건｣ 및 ｢시스템적합성｣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조작조건｣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설정조건 등을 기재한다.

    ｢시스템적합성｣은 조작에 쓰이는 시스템이 만족하는 요건과 그 판정기준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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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조작조건의 기재사항 및 표기 예

    ｢조작조건｣에는 다음 항목을 기재한다. 일반시험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기재되

어 있는 것과 같이 칼럼의 안지름 및 길이 등은 시스템적합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로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할 때 참고로 수치를 기재한 것이다.

      4.2.1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표기 예

  1) 검출기

    (예)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예) 검출기 : 형광광도계 (여기파장 : 281 nm, 형광파장 : 305 nm)

  2) 칼럼 : 분석에 쓰인 칼럼의 안지름, 길이 및 관의 재질 및 충전제의 입자경 및 종류를 기재한다.

    (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용 옥틸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3) 칼럼온도 

    (예)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4) 반응코일

    (예) 반응코일 : 안지름 0.5 mm, 길이 20 cm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관

  5) 냉각코일

    (예) 냉각코일 : 안지름 0.3 mm, 길이 2 m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관

  6) 이동상 : 혼합액의 표기는 2.7.4에 따른다. 시약·시액 항에 수재되지 않은 완충액·시액을 쓸 때는 그 조

제법은 원칙적으로 이 항에 기재한다.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 등 복수의 이동상을 쓸 때는 알파벳 번

호(A, B, C …)를 붙인다. 

    (예) 이동상 : 희석시킨 인산(1 → 1000)·아세토니트릴 혼합액(3 : 2)

    (예)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8.70 g 및  무수황산나트륨 8.52 g을 물 980 mL에 녹이고 아세트산

(100)을 넣어 pH 4.0으로 맞춘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230 mL에 메탄올을 20 

mL를 넣는다.

  7) 이동상의 송액 : 농도기울기(gradient) 조건을 표 형식으로 기재한다. 재평형시간은 기재하지 않는다.

    (예)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의 혼합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15.0 g을 물 1000 mL에 녹인다.

 이동상 B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

시간 (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0 ~ 30

30 ~ 35

35 ~ 65

70 → 40

40 → 70

70

30 → 60

60 → 30

30

 

  8) 반응온도 : 칼럼온도와 같이 실제로 분석할 때의 반응온도를 기재한다.

    (예) 반응온도 : 100 ℃

  9) 냉각온도 : 칼럼온도와 같이 실제로 분석할 때의 냉각온도를 기재한다.

    (예) 냉각온도 : 15 ℃

  10) 유량 : 시험법 설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얻었을 때의 유속을 분석대상물질의 유지시간으로 기재한다. 

유지시간과 유속을 병기하던가 유속만을 기재해도 된다.

    후라벨유도체화 할 경우 등 반응액을 쓰는 경우의 명칭은 ｢반응시약 유량｣으로 한다.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에서는 설정유량을 기재한다.

    (예) 유  량 : ○○의 유지시간이 약 ×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예) 유  량 : 1.0 mL/분 (○○의 유지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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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반응시액 유량 : 시험법 설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얻었을 때의 유속을 기재한다. 이동상 유량과 같을 

때는 ｢이동상의 유량과 같다.｣로 기재한다. 

    (예) 반응시액 유량 : 1.0 mL/분

    (예) 반응시액 유량 : 이동상의 유량과 같다.   

  12) 측정범위 : 분석대상물질의 유지시간의 배수로 기재한다.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에서는 시간을 기재한다.

    (예)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의 ○○의 유지시간의 약 ○ 배의 범위

    (예) 측정범위 : 검체를 주입한 다음 40 분간

      4.2.2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표기 예

  1) 검출기 

    (예)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2) 칼럼 : 분석에 사용한 칼럼의 안지름, 길이 및 크로마토그래프관의 재질, 충전제의 명칭 및 입자경, 고정

상 액체의 명칭, 고정상의 두께 등을 기재한다.

    (예) 칼  럼 : 안지름 3 mm, 길이 1.5 m의 유리관에 150 ~18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다공성에틸

비닐벤젠디비닐벤젠공중합체 (평균공경 0.0075 μm, 500 ~ 600 m2/g)을 충전한다.

    (예) 칼  럼 : 안지름 3 mm, 길이 1.5 m의 유리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0% 페닐메틸실리콘폴리머

를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규조토에 1 ~ 3 %의 비율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예)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30 m의 용융실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폴리에틸렌

글리콜 20 M을 0.25 μm의 두께로 입힌다. 필요하면 보호칼럼을 쓴다.

  3) 칼럼온도

    (예) 칼럼온도 : 210 ℃ 부근의 일정온도

    (예) 칼럼온도 : 40 ℃로 20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10 ℃씩 240 ℃까지 승온하고 240 ℃로 20 분간 유

지한다. 

  4) 검체도입부온도 : 온도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기재한다.

    (예) 검체도입부온도 : 140 ℃

  5) 검출기온도 : 온도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기재한다.

    (예) 검출기온도 : 250 ℃

  6) 운반기체

    (예) 운반기체 : 질소

  7) 유량 : 원칙적으로 선속도를 기재한다. 선속도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분석대상물질의 유지시간을 기재한

다.

    (예) 유  량 : 35 cm/초

    (예) 유  량 : ○○의 유지시간이 약 ××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8) 분할 비

    (예) 분할 비 : 1 : 5

    (예) 분할 비 : 분할 주입하지 않는다.

  9) 측정범위 : 분석대상물질의 유지시간의 배수도 기재한다.

    (예)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 ○○의 유지시간의 약 × 배의 범위

    4.3  시스템적합성

      4.3.1  목적

    시스템적합성의 목적은 의약품의 시험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해당의약품의 규격을 설정했을 때와 동일하게 

적절한 성능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시험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다. 시스템적합성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각조에서 규정한다.

    각조의 판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분석해서는 안된다. 

    시스템적합성은 일련의 분석 때마다 실시되는 일상의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들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2는 일반적인 의약품을 예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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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것이며 각 각조에서는 제품의 특성이나 시험의 목적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는 데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4.3.2  시스템적합성의 기재사항

    의약품 각조 중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시스템의 성능｣ 및 ｢시스템의 재현성｣을 정한다. 순도시

험에서는 이외에 ｢검출의 확인｣을 정할 때가 있다.

        4.3.2.1  검출의 확인

    ｢검출의 확인｣은 순도시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연물질 등의 피크가 그 규격한도값 수준의 농도에서 

확실하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

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유연물질의 총 양을 구하는 경우 등의 정량적인 시험에서는 규격한도값 수준의 용액을 주입할 때의 반

응의 폭을 규정하고 한도값 부근에서 반응이 직선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응의 허용범위는 ｢7 

~ 13%｣ 등, 원칙적으로 이론값의 ± 30 % 범위로 규정한다.

    한도시험과 같이 규격한도값과 같은 농도의 표준액을 써서 이것과 검액으로부터의 반응정도와 비교하

여 시험하는 경우와 한도값 수준에서의 검출을 ｢시스템의 재현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

출의 확인｣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4.3.2.1  시스템의 성능

    ｢시스템의 성능｣은 시험하는 성분에 대한 특이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사용하는 시스

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검증한다. 

    ｢시스템의 성능｣항은 정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험하는 성분과 분리확인용 물질(기본적으로는 인접한 

피크가 바람직하다)과의 분리도 및 필요한 경우에는 유출 순으로 규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대칭

계수를 같이 규정한다. 다만 적당한 분리확인용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하는 성분의 이론단수 및 대

칭계수로 규정해도 된다.

    ｢시스템의 성능｣항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품을 달아 용액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표준액을 써

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수재된 시약 등을 첨가하는 시스템적합성용액을 제조하여도 된다. 이 

경우 특정유연물질 등 시판되지 않는 특수한 시약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4.3.2.3  시스템의 재현성

    ｢시스템의 재현성｣은 표준액 혹은 시스템적합성용액을 반복하여 주입했을 때 대상성분의 측정값들의 

근접성(정밀도, (precision)이 시험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함으로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검증한다.

    보통 표준액 혹은 시스템적합성용액을 반복주입하여 얻은 대상성분의 반응의 상대표준편차(RSD)로 규정

한다. 검액을 주입하기 전에 표준액의 주입을 반복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표준액을 검액의 주입 전과 후로 

나누어 주입하는 형태나 검액을 주입하는 사이사이에 표준액을 주입하는 형태로 시스템의 재현성을 확인

해도 된다.

    반복하여 주입하는 횟수는 6 회를 원칙으로 하나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을 쓰는 경우나 검액 중에 

용출유출이 느린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등 1 회의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6 회 주입 때

와 거의 동등한 시스템의 재현성이 담보되도록 달성되어야 할 근접성(정밀도)의 허용한도값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반복주입의 횟수를 줄여도 된다. 

    근접성(정밀도)의 허용한도는 해당분석법 적용을 검토했을 때의 밸리데이션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

로 설정한다. 

     4.3.3  시스템적합성의 표기 예

        4.3.3.1  일반적인 표기 예

    (예) 정량법 : 내부표준물질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반대도 

가능)로 추출하고 분리도는 ×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 % 이하이다.

    (예) 정량법 : 내부표준물질이 없을 경우

45

KP Forum Vol.10, No.1 (2013)



      시스템의 성능 :  × g 및 △△△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와 △△△의 분리도는 ×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 % 이하이다.

    (예) 순도시험

      검출의 확인 : 검액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한다. 이 액 × mL

에서 얻은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의 피크면적의 × ~ × %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 g 및 △△△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 % 이하이다. 

    (예) 순도시험

      검출의 확인 : 검액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를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

용액으로 한다. 시스템적합성용액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한다. 

이 액 × μL에서 얻은 의 피크면적이 시스템적합성용액의 의 피크면적의 × ~ ×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의 피크의 이론

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 단 이상, ××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 % 이하이다. 

        4.3.3.2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기타 표기 예

  1) 유출순, 분리도 및 대칭계수를 규정하는 경우

     × g 및 ○○○ × g을 ○○○ × mL에 녹이고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 이상이며 의 피크의 대칭계수는 ×.×이하이다. 

  2) 유출순, 분리계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를 규정하는 경우

     × g 및 △△△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계수는 × 이상이며 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 단 이상, ×.× 이하이다.

  3) 적당한 분리대상물질이 없어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로 규정하는 경우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 단 이상, ×.× 이하이다.

  4) 표준액을 강제로 분해시켜 대상성분과 분해물의 분리도를 규정하는 경우

    표준액을 × ℃의 수욕에서 × 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 액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을 넣

어 정확하게 × mL로 한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의 피크와 의 분리도는 × 이상이고 의 대칭계수는 ×.× 이하이다.

    4.4  기타의 기재 예

4.4.1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 215 nm)

칼  럼 : 안지름 4.6 mm, 길이 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 ℃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4 : 1)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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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0 ~ X

X ~ X

X ~ X

X

X→X

X

X

X→X

X

유  량 : 1.0 mL/분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의 다음부터 의 유지시간의 약 X 배의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 mL를 정확하게 취하고 ○○○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한다. 이 액 × μL에서 

얻은 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의 피크면적의 × ~ ×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 g 및 △△△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4.4.2  구성아미노산

조작조건 

검출기 : 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 440 nm(프롤린) 및 570 nm(프롤린 이외의 아미노산)]

칼  럼 : 안지름 4 mm, 길이 25 cm의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폴리스틸렌에 설폰산기를 결합한 액체크

로마토그래프용 약산성이온교환수지를 충전한다. 

칼럼온도 : 검체 주입 때에는 57 ℃의 일정온도, 일정시간 후에 승온하고 62 ℃ 부근의 일정온도

화학반응조온도 : 98 ℃ 부근의 일정온도

발색시간 : 약 2분

이동상 : 이동상 A, 이동상 B 및 이동상 C를 다음의 표에 따라 조제한 후 각각 카프릴산 0.1 mL를 넣는다.

(표 생략)

이동상의 송액 : 이동상 A, 이동상 B 및 이동상 C의 혼합비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농도기울기 제어한다.

(표 생략)

이동상 및 칼럼온도의 전환 : 아미노산 표준액 0.2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스파라긴산, 

트레오닌, 세린, …, 아르기닌의 순서로 용출유출하고 시스틴과 헤파린의 분리도가 2.0 이상, 암모니아와 

히스티딘의 분리도가 1.5 이상이 되도록 이동상 A, B, C를 차례로 전환한다. 또한 글루타민산과 프롤린의 

분리도가 2.0 이상이 되도록 일정시간 후에 승온한다. 

반응시약 : 아세트산리튬이수화물 408 g을 아세트산(100) 100 mL 및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에 디메틸설폭시드 1200 mL 및 2-메톡시에탄올 800 mL를 넣어 (Ⅰ) 액으로 한다. 따로 디메틸설폭시드 

600 mL 및 2-메톡시에탄올 400 mL를 섞은 다음 닌히드린 80 g 및 수소화붕소나트륨 0.15 g을 넣어서 

(Ⅱ)액으로 한다. (Ⅰ) 액 3 L에 20분간 질소를 통한 다음 (Ⅱ)액 1000 mL를 신속하게 넣고 10분간 질소를 

통하여 섞는다.

이동상 유량 : 약 0.275 mL/분

반응시액 유량 : 약 0.3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아미노산 표준액 0.25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트레오닌과 세린의 분리

도는 1.5 이상이다. 

4.4.3  승온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작조건 

검출기 : 전자포획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3 mm, 길이 30 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석영제모세관칼럼의 내벽에 기체크로마토그

래프용 7% 시아노프로필-7% 페닐메틸실리콘 폴리머를 0.25 ~ 1.0 μm의 두께로 피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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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온도 : 주입 후 2분간 60 ℃로 유지한 다음 200 ℃까지 매 분 10 ℃를 승온하고 이어서 260 ℃까지는 

매 분 2 ℃를 승온한다.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모든 대상물질의 유지시간이 10분에서 30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고 헥산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 μL로 얻은 

각 대상물질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에서 얻은 각 대상물질의 피크면적의 5 ~ 15%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각 대상물질의 피크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각 대상물질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4.4.4  순도시험에 있어서 정량법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의 표기 예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시험조건을 따른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의 유지시간의 약 × 배의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 μL로 

얻은 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은 정량법의 시스템의 성능을 따른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x % 이하이다.

  5.  기타

    5.1  표준품

      5.1.1  표준품의 정의

    표준품이란 의약품의 시험에 표준으로 쓰는 물질의 총칭이며 시험의 목적이나 용도에 상응되는 품질인 

것이 보증된 것이다.

      5.1.2  표준품의 명칭  

    표준품의 명칭은 ｢3.2 원료의약품의 한글명과 영문명｣에 준한 성분명에 “표준품”의 용어를 붙여서 ｢○○

○표준품｣으로 한다. 다만, 표준품이 수화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성분명에 “수화물” 용어는 붙이지 않는다.

    (예) 아세트아미노펜표준품

아목시실린표준품(각조명은 아목시실린수화물)

      5.1.3  표준품의 사용량

    표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량을 적게 쓰도록 한다. 그 사

용량은 일반적으로 20 ~ 50 mg이다. 

      5.1.4  표준품의 설정  

    표준품은 정량법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확인시험, 용출시험 또는 제제균일성시험의 함량균일성

시험에만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5.1.5  표준품의 용도  

    표준품은 정량법에서 쓰는 것으로 하며 정량적 시험을 하는 용출시험이나 함량균일성시험에도 쓸 수 있

다. 다만 시스템적합성시험에서는 표준액을 쓴다. 또한 확인시험에서 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2  시약·시액

      5.2.1  시약 

    시약은 대한민국약전의 시험에 쓰는 것이다. 시약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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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조의 의약품을 시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조의 의약품명을 시약명으로 한다. 다만 수화물

의 종류가 다른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한다. 의약품각조라고 기재한 것은 의약품각조에서 정

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시험방법을 기재한 시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약전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시약의 명칭에는 필요에 따라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등의 용어를 붙일 수 있다. 

      5.2.2  시액  

    시액은 대한민국약전에서의 시험에 쓰기 위하여 시약을 써서 조제한 액이다. 

      5.2.3  시약·시액의 기재  

    시약·시액 및 용량분석용 표준액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5.2.3.1  시약 및 시액의 명칭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IUPAC의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다. 한국어 명명규칙은 대한화학회가 제정한 화합물명명법 기본원칙에 

따른다. 

  3) 위의 규정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관용명을 쓸 수 있다. 

  4) 각조의 의약품을 표준품 등의 시약으로 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각조의 명칭을 시약명으로 한다.

  5) 시액의 명칭은 용질명 및 용매명으로 명명한다. 용매가 물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용질을 용해한 후에는 영향이 없는 ｢n수화물｣, ｢무수｣ 등의 표기를 제외하고 명명한다. 

  6) 에탄올(99.5)와 같이 농도를 기입하여 표기하는 용매를 사용한 시액의 명칭은, 농도를 표기하지 않아 

혼란이 예측되는 경우 외에는 ｢○○○·에탄올시액｣과 같이 농도를 기재하지 않은 명칭으로 한다.

        5.2.3.2  시약의 명칭의 기재 예

  1) 시약·시액명은 한글로 표시한다.

  2) 시약명 ｢○○｣의 다음에 괄호로 ｢○○(100)｣와 같이 표기할 때 괄호 안의 숫자는 분자식으로 표시되

어 있는 물질의 함량(%)를 나타낸다. 

    (예) 에탄올(95), 메탄올(99.5), 아세트산(31), 아세트산(100), 과산화수소(30), 암모니아(28) 등. 

  3) 표준품으로서 의약품 각조의 의약품을 쓰는 경우에는 각조의 명칭을 시약명으로 한다. 표준품 이외의 

시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약의 명명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용명은 

그것을 써도 된다.

  4) 특수한 용도의 시약은 ｢○○용 ○○｣으로 한다. 

    (예)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헥산

  5) 1,2,3급 아민류의 염산염은 ｢○○염산염｣으로 하고 ｢염화○○｣로는 하지 않는다.

    (예) N,N'-디메틸-p-페닐펜디암모늄이염산염

  6) D,L-부호 등을 쓴다.

    (예) L-아스코르브산

  7) 수화물은 ｢○○n수화물｣로 한다.

    무수의 시약은 단순히 ｢○○｣로 한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수○○｣도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예)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8) 무기화합물은 필요에 따라 로마숫자로 가수를 표시한다. 

    (예) 산화납(Ⅱ), 산화납(Ⅳ)

  9) 아세트산의 표기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acetic anhydride는 ｢아세트산탈수물｣로, acetic 

anhydrous 및 acetic acid, glacial은 ｢아세트산(100)｣으로 표기한다.

      5.2.4  시약·시액의 신규설정 

    대한민국약전에 이미 수재된 시약·시액을 가능한 한 사용한다. 단순한 용액 및 특정한 의약품 각조에서만 

사용하는 용액은 가능하면 그 조제방법을 각조 중에 기재한다. 시약·시액을 신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목

적·용도에 따라 적절한 품질규격으로 한다.

    이미 수재된 시약과 품질수준이 다를 경우에는 ｢○○용｣으로 하여 명칭과 내용을 구분한다. 

      5.2.5  용량분석용 표준액, 표준액의 신규설정

    용량분석용 표준액, 표준액을 신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표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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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작성요령(참고사항)   
1.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 오른쪽, 왼쪽 25 ㎜
2.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정렬방식  양쪽정렬, 내어쓰기 15 pt
3. 글자모양 : 글씨체  신명조, 장평 100 %, 자간 0 %, 크기 12 포인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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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쪽 행 오 정

[별표 2] 의약품각조 제1부

과당ᆞ 

농글리세린 

주사액

8 우 상 20 각각 5.0 mL씩을 가지고 각각 5.0 μL씩을 가지고

L-글루타

민ᆞ시아노

코발라민ᆞ

DL-포스포

세린 캡슐

21 우 하 9

L-글루타민ᆞ시아노코발라민ᆞ

DL-포스포세린 캡슐

L-Glutamine, Cyanocobalamin 

and DL-Phosphoserine 

Capsules

글루타민ᆞ시아노코발라민ᆞ

DL-포스포세린 캡슐

Glutamine, Cyanocobalamin and 

DL-Phosphoserine Capsules

〃 21 우 하 3 L-글루타민 글루타민

〃 22 좌

상 2, 
4, 
5,  
7, 
33

L-글루타민 글루타민

날부핀염산

염 주사액
34 우 상 7

(추가)

발열성물질  시험할 때 적합하다. 다만, 

이 약 5 mL에 생리식염주사액 75 m

L 및 1 mol/L 수산화나트륨용액 약 

1 mL를 넣어 pH가 7.0 되게 조정한 

다음 생리식염주사액을 넣어 100 m

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토끼 체

중 kg 당 검액 5 mL를 주사한다.

디아세레인 79 우 상 5

레인 (C15H8O6)의 양 (mg)

=레인표준품의 양 (mg)×S
T

×


레인 (C15H8O6)의 양 (mg)

=레인표준품의 양 (mg)×S
T

×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공정서 개정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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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우 상 18

디아세레인 (C19H12O8)의 양 (mg)

=디아세레인표준품의 양 (mg)×S
T

×


디아세레인 (C19H12O8)의 양 (mg)

=디아세레인표준품의 양 (mg)×S
T

디펙사미드

메티오다이

드

87 우 상 28 디펙사미드메티오다이드 디펙사미드메티오디드

레바미피드
108 

좌
상 24 164cm-1 1644 cm-1

리파제II
136 

우
상 6 유화액 5.0 mL 유화액 0.5 mL

리팜피신 

정

138 

좌
상 27  ×  


×


×



  ×  

×


×



 ×225

복방니코틴

산아미드․로
얄젤리․리보

플라빈 

캡슐

189 

좌
상 22

정 량 법  1) 10-히드록시-2-데세

노인산 
정 량 법  1) 로얄젤리 중 10-히드록

시-2-데세노인산 

복방니코틴

산아미드ᆞ

시아노코발

라민ᆞ피리

독신염산염 

캡슐

192 

우
상 34

  ×

    ×
× 

  ×

      ×
× 

〃
192 

우
상 39      


× 

     

 
× 

복방비타민

Aᆞ에르고

칼시페롤ᆞ

γ-오리자

놀 캡슐

219 

우
상 25

복방비타민Aᆞ에르고칼시페롤ᆞ

γ-오리자놀 캡슐

Compound Vitamin A, 

Ergocalciferol and γ-Oryzanol 

Capsules

복방비타민A유ᆞ에르고칼시페롤ᆞγ

-오리자놀 캡슐

Compound Vitamin A Oil, 

Ergocalciferol and γ-Oryzanol 

Capsules

〃
219 

우

상 33,

35,

41

비타민A 비타민A유

〃
220 

좌
상 20 비타민A 비타민A유

복방빌베리

70%에탄올

엑스3.0%

ᆞ리보플라

빈포스페이

트나트륨ᆞ

레티놀팔미

테이트 

캡슐

220

우
상 21

복방빌베리70%에탄올엑스 

3.0%ᆞ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

륨ᆞ레티놀팔미테이트 캡슐

Compound Bilberry Fruit 70% 

Ethanol Extract 3.0%, Riboflavin 

Sodium Phosphate and Retinol 

Palmitate Capsules

  복방빌베리건조엑스 

3.0%ᆞ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ᆞ레티놀팔미테이트 캡슐

Compound Bilberry Fruit Dried 

Extract 3.0%, Riboflavin Sodium 

Phosphate and Retinol Palmitate 

Capsules

〃
220

우
하 14 빌베리70%에탄올엑스 3.0% 빌베리건조엑스 3.0%

〃
220

우
하 12 빌베리70%에탄올엑스 3.0% 빌베리건조엑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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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우
하 6 빌베리70%에탄올엑스 3.0% 빌베리건조엑스 3.0%

〃
221

좌
상 2 「빌베리70%에탄올엑스 3.0%」 「빌베리건조엑스 3.0%」

〃
221

좌
상19

  2) 빌베리70%에탄올엑스 3.0% 및 

빌베리열매건조가루 중 안토시아노시

드 

  2) 빌베리건조엑스 3.0% 및 빌베리

열매건조가루 중 총 안토시아노시드 

〃
221

좌
상 26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복방빌베리

70%에탄올

엑스ᆞ아세

글루타미드

ᆞDL-포스

포세린 

캡슐

221

좌
하 8

복방빌베리70%에탄올엑스ᆞ아세글

루타미드ᆞ

DL-포스포세린 캡슐

Compound Bilberry Fruit 70% 

Ethanol Extract, Aceglutamide 

and DL-Phosphoserine 

Capsules

복방빌베리건조엑스ᆞ아세글루타미

드ᆞ

DL-포스포세린 캡슐

Compound Bilberry Fruit Dried 

Extract, Aceglutamide and 

DL-Phosphoserine Capsules

〃
221

좌
하 1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1 

우
상 4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1 

우
상 7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1 

우
상 8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1 

우
상 13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2

좌
상 12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2

좌
상 14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2

좌
상 21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2

좌
상 27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22

좌
상 28

= 안토시아니딘표준품의  양 (mg) × 

S
T

= 안토시아니딘표준품의  양 (mg) × 

S
T

 × 1.475

복방우르소

데옥시콜산

ᆞ타우린ᆞ

인삼30%에

탄올엑스 

캡슐

241 

좌
상 4

Compound Ursodesoxycholic 

AcidᆞTaurineᆞGinseng 30% 

Ethanol Extract Capsules

Compound Ursodeoxycholic 

AcidᆞTaurineᆞGinseng 30% 

Ethanol Extract Capsules

〃
241 

좌
상 14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
242 

좌
하 13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
242 

좌
하 11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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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좌
하 7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
242 

좌
하 2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
242 

우
상 19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
242 

우
상 20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시드 Rb1

비사코딜ᆞ

도큐세이트

나트륨 정

272 

좌
하 3

(추가)

이 약은 장용성제제이다.

비오디아스

타제1000

279 

우
하 10 × 1,000 × 750

비오디아스

타제1000

279 

우
하 6 1,000 : 시료희석배수 (1 g 당) 750 : 시료희석배수 (1 g 당)

비오디아스

타제2000II

283 

우
상 31 3) 단백소화력 (pH 3.0) 3) 단백소화력 (pH 6.0)

비오디아스

타제2000IV

286 

우
상 38

전분당화력 (pH 4.5) (단위/g)

= (a-b) × f × 


 ×

검액   중 검체의 양


전분당화력 (pH 4.5) (단위/g)

= (a-b) × 1.6 × f × 


 ×

검액   중 검체의 양


비오디아스

타제2000IV

286 

우
하 1

c : 0.05 mol/L 티오황산나트륨의 규

정도계수

f : 0.05 mol/L 티오황산나트륨의 규정

도계수

빌베리70%

에탄올엑스

ᆞβ-카로

틴현탁액30

%ᆞ토코페

롤아세테이

트 캡슐

292 

우
하 16

빌베리70%에탄올엑스ᆞβ-카로틴

현탁액30%ᆞ토코페롤아세테이트 

캡슐

Bilberry Fruit 70% Ethanol 

Extract, β-Carotene 

Suspension 30% and 

Tocopherol Acetate Capsules

빌베리건조엑스ᆞβ-카로틴현탁액3

0%ᆞ토코페롤아세테이트 캡슐

Bilberry Fruit Dried Extract, 

β-Carotene Suspension 30% 

and Tocopherol Acetate 

Capsules

〃
292 

우
하 9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92 

우
하 5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92 

우
하 2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92 

우
하 1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93 

좌
상 6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93 

좌
하 16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
293 

좌
하 8 「빌베리70%에탄올」 「빌베리건조엑스」

〃
293 

우
상 1 빌베리70%에탄올엑스 빌베리건조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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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로마이

세스보울라

르디균

295 

좌
하 12 유당     15.0 g D-만니톨     10.0 g

사카로마이

세스보울라

르디균 산

297 

좌
하 4 유당     15.0 g D-만니톨     10.0 g

사카로마이

세스보울라

르디균 

캡슐

299 

우
상 6 유당     15.0 g D-만니톨     10.0 g

살카토닌 

분무액

305 

우
하 3

(추가)
살카토닌의 함량 (%)

= 표준액의 농도(단위/mL)

×S
T
×


×100

설피리드 

캡슐

312 

좌
하 4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센텔라정량

추출물․히드

로코르티손

아세테이트․
네오마이신

황산염 

연고

339 

좌
상 25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티코시드

L-시스테

인ᆞ아스코

르브산ᆞ판

토텐산칼슘 

정

366 

우
상 12

L-Cycteine, Ascorbic Acid and 

Calcium Pantothenate Tablets

L-Cysteine, Ascorbic Acid and 

Calcium Pantothenate Tablets

L-시스틴

·피리독신

염산염 정

368 

좌
상 31 비타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아미노산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시프로피브

레이트

379 

좌
상 17 검액 20 mL를 가지고 검액 20 μL를 가지고

S-아데노

실-L-메티

오닌황산토

실산염

384 

좌
하 2

S-아데노실-L-메티오닌 (C15H22N6O5

S)의 양(mg)

=S-아데노실-L-메티오닌표준품의 양

(mg)×S
T
× 

S-아데노실-L-메티오닌 (C15H22N6O5

S)의 양(mg)

=S-아데노실-L-메티오닌표준품의 양

(mg) ×S
T
× 

S-아데노

실-L-메티

오닌황산토

실산염

384 

우
상 13 규조토 × 8 규조토 50W×8

아드레노크

롬모노아미

노구아니딘

메실산염수

화물

386 

좌
상 2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g씩을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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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

노펜ᆞ이소

프로필안티

피린ᆞ

카페인ᆞ만

델산벤질 

정

400 

좌
상 23

아세트아미노펜 (C8H9NO2)의 양 (mg) 

=아세트아미노펜표준품의 양 (mg) × S
T

이소프로필안티피린 (C14H18N2O)의 양

(mg)

=이소프로필안티피린표준품의 양(mg) ×

S
T

카페인 (C8H10N4O2ᆞH2O)의 양 (mg)

=카페인표준품의 양 (mg) × S
T

만델산벤질(C15H14O8)의 양 (mg)

=만델산벤질표준품의 양 (mg)×S
T

아세트아미노펜 (C8H9NO2)의 양 (mg) 

=아세트아미노펜표준품의 양 (mg)×S
T

× 2

이소프로필안티피린 (C14H18N2O)의 양

(mg)

=이소프로필안티피린표준품의 양(mg) × 

S
T

 × 2

카페인 (C8H10N4O2ᆞH2O)의 양 (mg)

=카페인표준품의 양 (mg) × S
T

 × 2

만델산벤질(C15H14O8)의 양 (mg)

=만델산벤질표준품의 양 (mg)×S
T

× 2

콜로이드성

알루미늄인

산염

429 

우
상 23 잔류물은 물 0 mL로 잔류물은 물 30 mL로

에코나졸질

산염ᆞ트리

암시놀론아

세토니드ᆞ

겐타마이신

황산염 

크림

459 

좌
상 16

에코나졸질산염 (C18H15Cl3N2Sᆞ

HNO3)의 양 (mg)

에코나졸질산염 (C18H15Cl3N2Oᆞ

HNO3)의 양 (mg)

〃
459 

좌
하 7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의 양 

(mg) × S
T

×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의 양 

(mg) × S
T

× 



에토필린니

코티네이트 

주사액

463 

우
상 16

니코틴산에토필린 (C15H15N5O4 : 329.3

1)을 함유한다.

에토필린니코티네이트 (C15H15N5O4 : 32

9.31)을 함유한다.

엔테로코쿠

스페슘스트

레인세르넬

레68균

469 

좌
하 7 이 약 1 mL를 이 액 1 mL를

엔테로코쿠

스페슘스트

레인세르넬

레68균 산

470 

좌
상 23 이 약 1 mL를 이 액 1 mL를

엔테로코쿠

스페슘스트

레인세르넬

레68균 

캡슐

471 

좌
상 6 105까지 희석시킨다. 이 약 1 mL를 105까지 희석시킨다. 이 액 1 mL를

엔테로코쿠

스페칼리스

F-100균

475 

우
상 23

45.4 ± 0.5 ℃에서 48시간 배양시킨

다.

45.5 ± 0.5 ℃에서 48시간 배양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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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좌
상 5 섞은 다음 108배 희석액으로 한다. 섞은 다음 108배 희석액으로 한다.

엘카토닌 

주사액 (10 

단위)

477 

우
상 2

(추가) 발열성물질  시험할 때 적합하다. 다만, 

시험용량은 시험동물의 체중 kg 당 2.0 

mL로 한다.

엘카토닌 

주사액 (40 

단위)

478 

우
하 1

(추가) 발열성물질  시험할 때 적합하다. 다만, 

시험용량은 시험동물의 체중 kg 당 2.0 

mL로 한다.
염화나트륨

ᆞ락트산나

트륨액ᆞ염

화칼슘ᆞ염

화마그네슘

ᆞ포도당 

관류액

479 

좌
상 20 락트산나트륨 락트산나트륨액

오라노핀
483 

좌
상 5 검액 및 표준액 20 mL씩을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오라노핀 

정

483 

우
상 7 검액 및 표준액 30 mL씩을 검액 및 표준액 30 μL씩을

오로트산수

화물

483 

우
상 31 Orotic Acid Orotic Acid Hydrate

옥시코나졸

질산염

497 

좌
상 1

Cl

Cl

N Cl

N

N

Cl

N

• HNO3

요오드화옥

사피움 정

500 

좌
상 2 요오드화옥사피움 정 옥사피움요오드화물 정

〃
500 
좌

상 6, 
8, 
10, 
13, 
22, 
27, 
30, 
44 

〃
500 
우

상 2, 
8, 
11, 
12, 
26, 
29 

우라자미드

수화물

502 

좌
상 10 C9H14N6O6ᆞH2O : 320.26 C9H14N6O6ᆞH2O : 302.26

우르소데옥

시콜산 

캡슐

503 

좌
상 28 Ursodesoxycholic Acid Capsules Ursodeoxycholic Acid Caps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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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소데옥

시콜산ᆞ티

아민염산염

ᆞ리보플라

빈 캡슐

503 

우
상 20

Ursodesoxycholic Acid, 

Thiamine Hydrochloride and 

Riboflavin Capsules

Ursodeoxycholic Acid, Thiamine 

Hydrochloride and Riboflavin 

Capsules

이소소르비

드질산염 

서방형캡슐

514 

좌
상 17

질산이소소르비드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한다.

질산이소소르비드 (C6H8N2O8)의 양

(mg) = 질산이소소르비드표준품의 양

(mg) × S
T

이소소르비드질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한다.

이소소르비드질산염 (C6H8N2O8)의 양

(mg) = 이소소르비드질산염표준품의 양(mg)

× S
T

이소코나졸

질산염ᆞ디

플루코르톨

론발레레이

트 크림

515 

좌
하 2

이소코나졸질산염 질좌제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소코나졸질산염 크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지페프롤염

산염

523 

좌
상 28 N

OCH3 N

OH

OCH3

• 2HCl

카르모푸르 

정

530 

좌
상 30 검액 및 표준액 4 mL씩을 검액 및 표준액 4 μL씩을

케토코나졸 

액

533 

좌
하 3 검액 및 표준액 20 mL씩을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
533 

우
상 13 3 ∼ 10 mm 3 ∼ 10 μm

〃
533 

우
상 20 표준액 20 mL를 표준액 20 μL를

크로모카르

브디에틸아

민

545 

우
상 17 아세트산(100) 20 mL를 넣고 아세트산탈수물 20 mL를 넣고

클로닉신리

시네이트

554 

좌
상 11 톨루엔·디옥산·3 % 아세트산혼합액 톨루엔·디옥산·33 % 아세트산혼합액

테스토스테

론운데카노

에이트 

캡슐

574 

좌
상 16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테트라사이

클린염산염

ᆞ콜리스틴

메탄설포네

이트나트륨 

안연고

575 

좌
상 33

Colistin Sodium 

Methanesulfonate and 

Tetracycline Hydrochloride 

Ophthalmic Ointment

Tetracycline Hydrochloride and 

Colistin Sodium 

Methanesulfonate Ophthalmic 

Ointment

텔리트로마

이신

579 

우
상 26  10α-이성체       1.00  10α-이성체       0.93

〃
579 

우
상 27  텔리트로마이신   0.93  텔리트로마이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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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좌
상 28

각 잔류용매의 양 (%)

= × S
T

×
T

S ×  × 
각 잔류용매의 양 (%)

= S
T

×
T

S ×  × 

토코페롤아

세테이트 

2배산

585 

좌
상 3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높이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트리파미드 

정

599 

좌
상 30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10.0 mL를 취하여  한 다음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10.0 mL를 취하여 메탄올·염산혼합액

(1000 : 9)을 넣어 50 mL로 한 다음

티아민질산

염 3배산

605 

우
하 5

티아민질산염 (C12H17N5O4S)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질산염표준품

의 양 (mg)× S
T

× 

티아민질산염 (C12H17N5O4S)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질산염표준품

의 양 (mg)× S
T

티옥트산
614 

좌
상 6 검액 및 표준액 10 mL씩을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티페피딘시

트르산염

618 

우
상 5 99.0 ∼ 101.1 % 를 함유한다. 99.0 ∼ 101.0 % 를 함유한다.

판크레아스․
셀룰라제․우
담즙엑스 

정

624

좌
상 3 콜린산 콜산

판크레아틴

Ⅱ

627 

좌
상 23 이 약 1 g의 전분소화력 (FIP단위) 이 약 1 g의 지방소화력 (FIP단위)

포도당·염

화나트륨·

락트산나트

륨 주사액

636 

좌
상 3

Dextrose, Sodium Chloriden 

and Sodium Lactate Injection

Dextrose, Sodium Chloride and 

Sodium Lactate Injection

폴리말토오

스수산화제

이철착염

640 

좌
상 25 0.05 mol/L 0.1 mol/L

폴리말토오

스수산화제

이철착염 

액

640 

우
상 14 2.2975 mg Fe 2.7925 mg Fe

프로나제A
654 

좌
하 24 × 검체 취한 양 


× 검체 취한 양 



프로나제B
654 

우
상 34 × 검체 취한 양 


× 검체 취한 양 



플루나리진

염산염 

캡슐

666 

좌
하 4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캡슐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피리티온아

연 현탁액

685 

우
상 26 Zinc Pyrithione Suspension Pyrithione Zinc Suspension

피페로닐부

톡시드

691 

좌
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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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쪽 행 오 정

〃
691 

좌
상 20

〃
691 

우
상 20

〃
691 

우
상 33

피페미드산 

캡슐

692 

좌
상 33 따로 피미드산표준품 따로 피페미드산표준품

할로메타손 

크림

695 

좌
상 31

할로메타손수화물 (C22H27ClF2O5ᆞH2

O : 461.91)을 함유한다.

할로메타손수화물 (C22H27ClF2O5ᆞH2O 

: 462.92)을 함유한다.

[별표 5] 의약품각조 제4부

숙신산젤라

틴
10 좌 상 25 강열잔분  2.0 % 이하 (0.5 g) 강열잔분  3.5 % 이하 (0.5 g)

[별표 7] 시약·시액 및 표준액

- 5 좌 하 4

나프탈렌-1,3-디올에탄올시액, 0.2 

% 나프탈렌-1,3-디올에탄올 0.1 g

을 에탄올에 녹여 50 mL로 한다. 

나프탈렌-1,3-디올에탄올시액, 0.2 %

나프탈렌-1,3-디올 0.1 g을 에탄올에 

녹여 50 mL로 한다. 

- 40 우 하 11 락트산시액 120 mL 락트산시액 1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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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공정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데이터베이스 활용

소개 및 사용메뉴얼

  대한민국약전 등 국내 의약품 공정서의 개정에 따라 개정 이력과 개정과정에서의 요구의견 등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미 외국에서는 각국의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베이
스를 만들고, 각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日本藥局方” 개정판의 발간에 따라 일본후생성 홈페이지에서 개정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USP-NF Online 및 European Pharmacopoeia Online을 통해 유료회원에 한하여 
해당 약전의 검색 및 개정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에서도 이의 일환으로 의약품공정서 데이터베이스(http://www.mfds.go.kr/kp/index.jsp)를 운용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고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 의약품공정서 데이터베이스의 메인화면은 다음과 같다. 이 메인화면을 통해 통합검색, 상세검색, 
의견게시판, 자료실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중 먼저, 통합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의약품이 수재된 공정서 및 시약시액/표준액의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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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공정서 수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개정별로 검색결과가 도출되어 필
요한 개정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내용에는 옆에 개정내역을 기재하고 어느 개정에서 해당의약품의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또, 개정사항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여 공정서 개정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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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 내에 수재된 시약 및 시액들을 링크로 연결하여 해당 시약의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해당 의약품각조의 하단에는 출력버튼과 의견등록버튼이 있어서 출력이 수월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의견
등록버튼을 눌러 의약품 각각에 대한 의견을 실명확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의견등록은 
식약청 내부에서만 실명확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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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공정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통합검색 외에도 각 공정서 별로 검색할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의약
품 공정서에 따라 수재 항목을 확인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최신의 공정서 규격으로 수재되어 
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 3개정」 또한 수재되어 있지만, 자료실에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의 폐지고시가 실
려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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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게시판에는 위의 의약품 각각에 등록한 의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등록
한 의견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식약처의 공정서 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인하고 개정사항으로 적
용하여 추보의 원고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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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에는 구 DIMS자료 등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의 옛 자료들을 PDF로 실어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의약품공정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도로 공개되
어 의견의 수렴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약품공정서 DB 웹주소 : http://www.mfds.go.kr/kp/index.jsp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홈페이지(http://www.nifds.go.kr/nifds)의 의약품분야에서 링크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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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논문

목과(木瓜)의 공정 확인시험법 확립

김정미, 김선미, 신승훈, 김경희, 박전희, 백완숙
†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Establishment of Official Identification Test Method of Chaenomelis Fructus

Jung Mi Kim , Seon Mi Kim, Seung Hoon Shin, Kyung hee Kim, Jeon hee Park, 
Wan Sook Baek

Korea Pharmaceutical Test & Research Institute
Jegi-dong, Dongdaemun-gu 130-864, Seoul, Korea

Abstracts
 New official identification method of Chaenomelis Fructus is established comparing the Thin–Layer 
Chromatographic identification methods described in Korean Pharmacopoeia, Korean Herbal 
Pharmacopoeia, Chinese Pharmacopoeia and Japanese Pharmacopoeia.

Key words : Chaenomelis Fructus, Identification, Thin–Layer Chromatographic Identification Test, 
Korean Pharmacopoeia, Korean Herbal Pharmacopoeia, Chinese Pharmacopoeia, 
Japanese Pharmacopo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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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약품의 확인시험은 의약품의 품질확보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며 대한민국약전 등 의약품 공

정서에서 “확인시험은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 등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

는데 필요한 시험이다”로 정의하고 있다1). 

 확인시험법으로는 확인대상물질의 특성에 따라 화학적 방법(정색반응, 유도체생성반응, 침전반응, 분해

반응, 특수반응, 이온 정성반응), 분광분석(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핵자기공명

스펙트럼측정법, 원자흡광광도법),크로마토그래프법(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생물학적 활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1). 

 일반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그 분자구조 또는 반응기가 명확하고 극성 등 물리항수가 일정하여 화학적 

방법, 분광학적 방법 또는 크로마토그래프법의 활용이 용이하지만 생약의 경우 그 구성성분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위의 확인시험법을 적용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서에서 생약의 

확인시험법으로 위의 확인시험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확인

시험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약의 확인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활용할 때는 대조표준품을 사용

하여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여 판정하며 이 때 대조 표준품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지표성분, 대조생

약 또는 활성성분을 활용한다. 그러나 지표성분 또는 활성성분을 표준품으로 사용할 때는 단일성분으로 

분리 확인하지만 대조생약의 경우에는 생약 중의 복합성분의 패턴으로 확인하므로 분리가 확실하지 않

으면 판정이 애매할 때가 많다. 따라서 전개용매, 발색제 또는 추출방법 등을 변화시켜 판정의 오류를 

방지하여 공정 시험법으로 활용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각조 목과(木瓜)의 기원은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 또는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Nakai (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로서 확인

시험법은 아세트산납시액에 의한 침전법으로 목과의 성분인 탄닌의 침전반응이며 생약시험법의 제제에 

적용하는 확인시험법에서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설정되어있다2,3). 그리고 중국약전에서는 우르솔

산을 지표성분으로 한 표준액과 목과 약전품을 대조로 한 대조액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5) 일본약전에서는 염화철(Ⅲ)과의 정색법으로 설정되어 있다.6). 

 이 연구에서는 위의 각 공정서 시험법을 비교 검토하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의 전개용매 및 발색제등

을 변화시켜 지금까지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보다 분리능 및 발색할 때의 선명성을 개선한 새로운 확

인시험법을 확립하여 공정서 법으로 제안한다.

 실험방법

1. 실험재료

 목과 :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 목과 3종 및 중국산 목과 3종을 산지 및 형상에 따라 목과1, 목과2, 

목과3, 목과4, 목과5 및 목과6으로 하였다 (Figure 1).

 목과생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양한 것

 목과국가약품표준물질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중국 구입) (ID : 121003-201005, 규격 1 g)

 우르솔산표준품 : Sigma (P/N : U-6753, 규격 : 100 mg) 

 기타 시약 및 시액은 대한민국 시약 및 시액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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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 2 3 4 5 6

Sampling 

place

Korea 
(Yeong cheon, 

Gyeongbuk)

Korea
(Buyeo, 

Chungnam)
Korea China

(Sichuan) China China

Descript

ion

Figure 1. Samples of Chaenomelis Fructus.

2. 목과의 확인시험 

 1) 화학적 방법(정색반응, 유도체생성반응, 침전반응, 분해반응, 특수반응, 이온 정성반응)

  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 이 약의 가루 0.5 g에 물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뒤에 여과한 여액에 묽은 염산 3 

mL와 에테르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에테르를 제거한 잔류물에 물 2 mL를 넣어 용해시키고 

아세트산납시액 2 ~ 3 방울을 넣으면 흰색의 침전이 생긴다.

  ② 일본약전

이 약의 가루 1 g에 물 10 mL를 넣어 수욕에서 10 분간 진탕한 다음 여과하고 이 여액에 염화철(Ⅲ)

시액 1 방울을 넣으면 액은 오록색으로 변한다6).

 2)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생약시험법 ; 이 약을 목과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테르 25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환류 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잔류물에 에탄올 25 mL를 넣어 1 시간 환류 추출한

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을 증발건고한 다음 메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목과 

생규품의 가루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ᆞ포름산ᆞ물혼합액(16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분무용황산시액을 분

무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자외선(365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

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을 비교한다2).

  ② 중국약전 

이 약의 가루 1 g을 취해서 클로로포름 10 mL를 넣고 30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증발 건고한다. 잔사에 메탄올ᆞ클로로포름혼합액 (1 : 3) 2 mL를 넣어 녹인 것을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목과국가약품표준물질 1 g을 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대조액으로 한다. 우르솔산

(Ursolic acid) 표준품 0.5 mg을 달아 메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대조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시클로헥산ᆞ아세트산에틸ᆞ아세톤ᆞ포름산혼합

액(6 : 0.5 : 1 : 0.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10 

% 황산에탄올용액을 분무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자외선(365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대조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으며 검액에서 얻은 반점 중 표준액에서 얻은 

우르솔산의 반점이 확인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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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각조에 따른 시험 결과 모든 검액에서 흰색의 침전이 생성

되었다 (Figure 2). 

 [before coloration]

 [after coloration]

Figure 2.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Chaenomelis Fructus according to 

monographs in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WS1 : Reference of Chaenomelis Fructus

   1 ~ 6 : Sample solutions

 일본약전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염화철(Ⅲ)시액을 떨어뜨렸을 때 모든 검액이 오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과대조품(WS1)과 4, 5, 6 번 검액이 진한 오록색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검

액은 비교적 연한 오록색을 나타내었다. 성상과 비교했을 때 진한 적갈색을 나타내는 4, 5, 6번 검체는 

적갈색을 나타내는 다른 검체들보다 진한 오록색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한 다음의 여

액의 색은 성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3).

 [before coloration]

WS1 1     2     3     4     5     6

[after coloration] 

Figure 3.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Chaenomelis Fructus according to 

monographs in the Japanese Pharmacopoeia.

   WS1 : Reference of Chaenomelis Fructus

   1 ~ 6 : Sample solutions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생약시험법에 따르고 여기에 중국약전의 우르솔산표준액을 동시에 

점적하여 시험하여 묽은황산시액 분무 했을 때 우르솔산(U)의 반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목과대조품

(WS1) 및 모든 검액에서 Rf 값 0.2 부근에서 흑갈색의 반점이 나타났다 (Figure 4-1). 묽은황산시액

을 분무한 다음 자외선 365 nm을 쪼였을 때 모든 검액에서 Rf 값 0.75 부근에서 황백색 형광 반점을 

확인하였다 (Figu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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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Figure 4.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Chaenomelis Fructus according to Herbal Drug 

tests in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detected by dilute sulfuric acid 

reagent (4-1) and UV-light after spraying dilute sulfuric acid reagent 

(4-2).  

   U : Ursolic acid

   WS1 : Reference of Chaenomelis Fructus

   1 ~ 6 : Sample solutions

 중국약전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묽은황산시액을 분무 했을 때 모든 검액에서 Rf 값 0.25 부근

의 적자색의 우르솔산(U)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1). 여기에 자외선(365nm)을 쪼였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등홍색 형광의 우르솔산(U)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2).

5-1

  

5-2
 Figure 5.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Chaenomelis Fructus according to Herbal Drug tests in 

the Chinese Pharmacopoeia(ChP) detected by dilute sulfuric acid reagent (5-1) and  

UV-light after spraying dilute sulfuric acid reagent (5-2).

   U : Ursolic acid  

   WS1 : Reference of Chaenomelis Fructus

   1 ~ 6 : Sampl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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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확인시험법 중  생약의 의약품각조의 확인시험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적용하고 표준품으로

서 우르솔산이 규정된 생약은 대한민국약전수재 4 품목{비파엽 (Eriobotrya Leaf), 산사 (Hawthorn 

Fruit), 쇄양 (Cynomorium Herb), 택란 (Lycopus Herb)}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수재 1

품목[연전초 (Glechomae Herb)] 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검액 및 표준액의 

조제법, 박층판, 전개용매, 검출방법은 각 생약이 수재된 공정서의 조건과 같다. 

 중국약전에 수재된 목과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과 대한약전에 수재된 비파엽 등의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을 비교할 때 전개용매가 중국약전에서는 시클로헥산ᆞ아세트산에틸ᆞ아세톤ᆞ포름산혼합액(6 : 

0.5 : 1 : 0.1)이며 쇄양, 택란, 연전초에서는 헥산 ․ 아세트산에틸․포름산혼합액 (15:5:0.5)이다. 

비파엽, 연전초, 산사, 쇄양, 택란 및 목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을 진행하였다.

쇄양, 택란, 연전초의 전개용매인 헥산ᆞ아세트산에틸ᆞ포름산혼합액(15 : 5 : 0.5)을 전개용매로 하여 묽

은황산시액을 분무했을 때 모든 검액에서 Rf 값 0.4 부근의 적자색의 우르솔산(U) 반점을 확인하였고, 

여기에 자외선(365 nm)을 쪼였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등황색의 우르솔산(U) 반점을 확인하였다 

(Figure 6). 

 시험 결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생약시험법의 목과 전개용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조건의 

검액에서 우르솔산(U) 반점의 분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전개용매를 사용한 박층크로마

토그래프법을 확립하였다.

Developing solvent dilute sulfuric acid reagent
UV-light after spraying dilute 

sulfuric acid

n-hexaneㆍethylacetateㆍ 

formic acid

(15 : 5 : 0.5)

  U   1   2  3  4  5  6   U  U   1   2  3  4  5  6   U

Figure 6.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Eriobotrya Leaf, Glechomae Herb, Hawthorn Fruit, 

Cynomorium Herb, Lycopus Herb and Chaenomelis Fructus.

        U : Ursolic acid 

       

1 : Eriobotrya Leaf 2 : Glechomae Herb 3 : Hawthorn Fruit 

4 : Cynomorium Herb 5 : Lycopus Herb 6 : Chaenomelis Fructus

  목과생규품 및 목과검체 6개를 각각 메탄올로 추출한 액을 검액으로 하여 헥산ᆞ아세트산에틸ᆞ포름산

혼합액(15 : 5 : 0.5)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10 % 황산에탄올용액으로 발색 했을 때 목과대

조품(WS1) 및 모든 검액에서 Rf 값 0.4 부근의 적자색 반점을 확인하였고, 발색한 다음 자외선(365 

nm)을 쪼였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등홍색 반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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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solvent
10% sulfuric acid methanol 

solution

UV-light after 10% 10% sulfuric 

acid methanol solution

n-hexaneㆍethylacetateㆍ 

formic acid mixture

(15 : 5 : 0.5)

Figure 7.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Chaenomelis Fructus according to newly 

established Method.

        U : Ursolic acid
        WS1 : Reference of Chaenomelis Fructus
        1 ~ 6 : Sample solutions

결론

위의 실험결과로 다음과 같이 목과의 확인시험법을 확립하였다.

   1) 이 약의 가루 0.5 g에 물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에 묽은염산 3 mL와 에

테르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에테르를 제거한 잔류물에 물 2 mL를 넣어 용해시키고 아세트

산납시액 2 ~ 3 방울을 넣으면 흰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고 30 분간 초음파처리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증

발건고한다.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이고 이를 검액으로 한다. 따로 우르솔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에 녹이고 이를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헥산ᆞ아세트산에틸ᆞ포름산혼합액(15 : 5 : 0.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분무용 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5 ℃에서 가열했을 때 검액에서 얻

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적자색의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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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참고정보

약전변천사

◇ 대한민국약전의 역사
 대한약전의 제정(초판, 1958. 10. 10)  8.15광복이후 

국민보건, 위생, 의정,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949년 7월 25일(대통령령 제150호) 
정부조직에 보건부를 설립하였고, 1955년 2월17일(대
통령령 제1004호)에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사회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가 
설립되어 약정과 의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약전이 없어 편의상 일본약전(日本
藥局方) 제5개정을 준용하였으나, 약업 발전에 불편
이 많아 약전편찬 논의하게 되었다.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불의의 6.25사변으로 지연되다가 정전 이후인 
1954년 12월 6일에 제1회 약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약전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본약전 제5
개정을 종전의 관례에 따라 준용할 것을 결의하고 약
전편찬에 필요한 약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심의 제정하였다. 제1회 약전위원회는 1953년 12월 
28일에 공포된 약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1954년 12
월 2일에 최재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약전위원이 되어, 
위원장에 정진욱, 부위원장에 정경모, 한구동, 위원에
는 허금, 채예석, 이남순, 이민재, 이세규, 최병창을 
위임하였으며, 이후 1958년 10월 10일 약의 날에 대
한약전을 공포하였다. 
 대한약전의 초판에는 무기, 유기, 항생물질 등 의약
품 총 632품목, 통칙 52조항, 제제총칙 21항, 일반시
험법 33항 및 참고로 원자량표를 수재하고, 표준품은 
일반시험법에서 따로 규정을 정의하고 총17종을 수재
하였다.

 제2개정(1967. 10. 10)  1963년 12월 13일 약사법이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면서 대한약전을 제1부와 제
2부로 구별하게 되어, 국정처방서를 제2부에 일부 수
재(1968. 7.15)하였다. 새로 제2부에 수재된 의약품은 
혼합제제 85품목, 한방제제 4품목을 포함하여 378품
목이며, 여기에 제1개정의 의약품 중 제1부에서 제외
된 168품목 중에서 79품목이 제2부로 수재되어 제1
부 총 725품목, 제2부 총 457품목이 되었다.

 제3개정(1976. 12. 10)  처음으로 제1부 및 제2부가 통
합 발간되면서 명칭에 한글명 및 라틴명 외에 별명으
로 영명을 기재하였다. 일반시험법에 처음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수재하는 등 기기분석법을 강화

하고, 용출시험법과 함량균일성시험법을 새로 수재하
여 제제균일성을 확보하였다. 

 제4개정(1982. 3. 1)  정제, 캡슐제 등 제제총칙에 수재
되었던 중량편차시험을 일반시험법의 중량편차시험법
으로 통합하여 수재하고 정확성과 편리성이 좋은 액
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하여 약전의 과학화를 도
모하였다. 알코올수시험법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하고, 붕해시험법에서 제2액의 조성을 pH 7.5에
서 pH 6.8로 변경하고 용출시험을 적용하는 제제는 
붕해시험 적용을 삭제하였다.

 제5개정(1987. 4. 22)  명칭에서 영명을 우선으로 하여 
라틴명을 구조식 밑에 기재토록 변경하였다. 제제총
칙에서는 세립제 및 크림제를 삭제하고 안연고제의 
입자크기를 75 μm이하로 규정하였다. 일반시험법에 
전기적정법, 형광광도법을 신규수재하고 함량균일시
험을 적용받는 제제는 중량편차시험을 적용받지 않게 
규정하였다.

 제6개정(1992. 4. 7)  의약품명에서 라틴명을 삭제하고, 
제제총칙에서 라틴명을 삭제하여 영명으로 대체하였
다. 일반시험법에 핵자기공명시험법, 아미노산크로마
토그래프법을 추가하여 약전의 기기분석법을 업그레
이드하고,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발열성물질시험의 대
체방법으로 엔도톡신시험법을 신규로 수재하였다.

 제7개정(1997. 12. 31) 통칙 2)항으로 약전영명 「the 
Korean Pharmacopoeia seventh edition」을 신설
하고 단위ℓ 를 L로 mℓ를 mL로 변경하였다. 제제
총칙에서 좌제의 붕해시험, 함량균일성시험을 적용하
도록 하고, 일반시험법에서 케톤‧이소프로판올‧제3부
탄올시험법을 에탄올중 휘발성혼재물시험법으로 개정
하였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추가하고 아미노
산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삭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포함시켰고, 붕해시험법에서 적당한 제피를 한 
정제의 시험액을 제1액에서 물로 변경하였다.

 제8개정(2002. 12. 30)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의약
품안전청이 새로 발족되어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에서 관장하던 약전편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
청으로 이관하여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
로 되었다. 통칙에서 위생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상수
항을 제2부의 의약품각조로 수재하고, 제제총칙에서 
캅셀제를 캡슐제로 영어 발음에 따르도록 하였다. 중
량편차를 질량편차로 변경하고, 제제총칙 내의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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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금속성이물시험, 실용량시험 등을 일반시험법으
로 이기수재하고, 미생물한도시험, 소화력시험, 열분
석법, 전기영동법을 신설 수재하였으며 붕해시험법에
서 20 mm 이상 크기의 제제를 제외시켰다. 

 제9개정(2007. 12. 28)  국제조화회의(ICH)는 미국, 일
본, 유럽연합 3국 약전검토회의(PDG)에 의한 국제조
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
서 2003년부터 대한약전포럼을 발간하여 약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에 관한 합리성, 타당성을 수렴
하였다. 이를 토대로 9개정에서는 통칙의 의약품제조
관리에 관한 항을 삭제하고 방출조절제제에 대한 내
용을 신설 하고, 함량기준 상한치 101.0%을 삭제하
였다. 제제총칙에서 투여제형개발로 관류제, 이식제, 
흡입제, 점이‧점비제를 추가신설하고, 경피흡수제의 
방출특성에 대한 시험을 추가였다. 일반시험법에서 
메탄올시험법, 메톡실기시헙법, 여지크로마토그래프
법, 전기영동법 등 6개항을 삭제하고 결정성시험, 바
이오오토그래프법 등을 추가하였으며 항생물질의약품
기준이 폐지될 것을 고려하여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 히스타민시험법을 추가하고 또한 일반정보
을 신설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10개정(2012. 12. 27)  통칙에서 의약품각조의 화학
명에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명명법에 따른 명
칭과 CAS등록번호를 포함시켜 신설기재하고 동물유
래원료일 경우 건강한 동물의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
을 신설하였다. 제제총칙에서 껌제, 다제, 가글제의 
제형을 추가신설하고 정제의 세부제형으로 구강붕해
정, 박칼정, 발포정, 부착정, 분산정, 설하정, 용해정, 
저작정 및 질정을 신설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일반시험법에서 전도율측정법이 신설 추가되고, 국제
조화회의 및 약전검토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생물한도
시험, 분말엑스선회절측정법 등이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일반정보가 참고정보로 변경되어 의약품등 분석
법의 벨리데이션에 대한 지침 등 일반정보로 수재되
었던 총17항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 등으로 운영
되게 되었다. 

◇ 약전내용변천
 초판 대한약전

 약사법(1957.10.5.) 제28조(대한약전, 국정처방서)의 
“보건부장관은 의약품의 강도, 품질과 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약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 또는 이의 추보를 발행하여 공포하
여야 한다”는 법의 규정에 따라 1958년 10월 10일 
정부수립 10주년을 맞아 제2회 약의 날에 보건사회부
고시 제25호로 초판 대한약전을 공포하였다. 

 최초 약전편찬 분과위원회는 통칙분과위원회, 제제
분과위원회, 일반시험법분과위원회, 화학약품분과위원
회, 생물학적제제분과위원회 및 생약수지분과위원회
을 두어 편찬작업을 하였다.
 무기약품 78품목 유기약품 224품목 항생물질 11품
목 생약 68품목 유지 및 납 33품목 제제 205품목 생
물학적제제 13품목 총 632품목, 통칙 52조항, 제제총
칙 21항, 일반시험법 33항 및 참고로 원자량표를 수
재하였다. 
 표준품은 총17종이며, 표준품이란 화학적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의약품 시험의 정확도와 
역가를 일정히 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품을 써서 비교
할 경우가 있다. 이 기준품을 표준품이라 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 

 1960년 1월18일 보건사회부고시 제681호로 스코폴
리아엑스, 1963년 10월11일 보건사회부고시 제1057
호로 설파구아니딘정 및 건위산을 추보로 제정 공포
하여 총635품목이 되었다. 

 또한 약전의 보조적인 국민의약품집과 같은 국정처
방서(대한약전의 제2부의 시조)를 1958년 10월 30일 
보건사회부고시 제26호로 공포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빈용하는 효능이 확실한 처방
을 선택 일반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것은 가능한 한 피하여 산제 및 연고제 수재하였으
며, 효능별〔진정제(1), 진정최면제(2), 멀미(과속도병)
방지제(2), 해열제(10), 제한제(2), 진통제(8), 강심제
(5), 이뇨제(5), 혈압강하제(5), 지혈제(4), 요로질환제
(6), 진해거담제(9), 건위소화제(3), 식욕증진제(2), 제
산제(1), 청량제(1), 포화제(1), 진토제(4), 지사제(4), 
구충제(10), 사하제(4), 배변관장제(2), 보혈제(1), 변
질제(2), 안질환제(5), 이비인후질환제(5), 치과질환제
(3), 피부질환제(16), 결핵치료제(2), 화학요법제(2), 
각기제(1)로 총117품목〕로 분류되어 있으며 용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당시 병원제제 및 약국
제제가 있어 병원 및 약국에서 처방에 따라 연고제와 
산제를 만들어 사용했다. 특히 산제를 만들어 캡슐에 
충진하여 약국에서 직접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국정처방서의 처방상 부형제로는 유당 및 전분을 연
고기제로는 바셀린, 우지, 돈지 외에 세틸알코올연고, 
단연고, 친수연고 등을 쓴다. 

제2개정은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로 약사법이 개정
되어 대한약전에 제1부와 제2부로 구별하게 됨에 따
라 보건사회부 고시 제14호(1967.10.10)에서 대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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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1부를 개정하여 대한약전 제2개정판 제1부로 고
시하고 국정처방서는 제2부가 개정공고 될 때 까지 
제2부로 하였다. 
 약사법 개정으로 법14조 2항 규정에 의해 1964년 1
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년 3월 10일 대
통령령 제1667호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및 중앙
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65년 6월 3일 약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동
년 7월1일 대통령령 제2169호로 공포된 약사법시행
령 부칙에 의해 종전의 보건사회부 내규 제9호(1964
년 5월 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폐지
되었다. 
 그 후 보건사회부 내규 제17호(1965년 7월 8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규정의 주요 골자는 현행의 약사, 규격 및 특별분과
의 3개 분과위원회를 1) 약전, 2) 의약품등 규격, 3) 
의약품안전대책 및 4) 약사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
원회로 개편한 것이다.
 1965년 11월 23일 중앙약사심의원회 약전분과위원
회에서 대한약전의 전면개정을 의결하고 6개 소분과
위원회에 3개 소분과를 추가하여 대한약전 개정에 대
한 자료수집 및 개정편찬을 시작하였다. 

소분과위원회
 1. 통칙소분과위원회
 2. 일반시험법소분과위원회
 3. 생약유지소분과위원회
 4. 제제소분과위원회
 5. 생물학적제제소분과위원회
 6. 무기약품소분과위원회
 7. 유기약품소분과위원회
 8. 항생물질소분과위원회
 9. 비타민 및 호르몬소분과위원회

 1966년 2월 1일 약전분과위원회는 각 소분과위원회
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 업무의 신속, 원활을 기하
고자 기획조정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약전개편
을 위하여 소분과위원장 10명, 위원 46명으로 총 56
명의 위원들이 약전개정사업 계획예정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년 동안 약전분과위
원회 40회와 소분과위원회 160여회 등 200여회의 회
의를 진행하였다. 라틴명과 약용량은 그 분야의 권위
자와 연석회의를 거친 결과 제1부의 원고작성과 전체
의 편집이 1967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9월 8일 중
앙약사심의위원회 약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
안을 보건사회부장관에 답신하였다. 

 1967년 10월 10일 제 11회 약의 날을 기념하여 보
건사회부 고시 제14호로 대한약전 제2개정 제1부로 
총725품목을 개정공포 되었다.
 대한약전 제2개정 제1부 수재품목은 제1개정에서 계
속 수재되는 467 품목, 신수재품목은 방사성의약품 5
품목을 포함 258품목으로 총725품목이다. 무기약품 
78, 유기약품 200, 비타민 22, 호르모 37, 효소 4, 
항생물질 19, 생약 71, 유지 24, 방사성의약품 5, 무
기제제 15, 유기제제 121, 비타민제제 23, 호르몬제
제 39, 효소제제 2, 항생제제 7, 생약제제 25, 유지
제제 7, 생물학적제제 22 및 위생용품 4등 총 725품
목이다. 또한 약전은 통칙 57조항, 제제총칙 28항, 
일반시험법 39항 및 원자량표을 수재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 성상항 다음에 별도 용해도를 성상
항에 포함시키고, 일반시험법에 있던 적수측정법을 
통칙에 표시하고 표준온도를 25℃를 20℃로 개정, 도
량형의 단위의 cc를 mℓ로 mcg를 μg으로 개정, 제
제총칙중 수제를 액제에 가루약을 산제에 합병하고 
일반시험법에서 미생물학적정량법을 삭제하고(항생물
질의약품기준에 따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여
지크로마토그래프법등을 추가하고, 파이로젠시험법을 
발열성물질시험법으로 화학약품의 회분을 강열잔분으
로 변경하였다.
 명칭에서도 감홍를 염화제일수은으로 브롬칼륨을 브
롬화칼륨으로 요오드칼륨을 요오드화칼륨으로 창연을 
비스마스로 예방약을 백신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통칙 55항에는 “대한약전 구판에 수재된 의약
품중 이 약전 제1부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제2부가 공
포될 때 까지 제2부 수재의약품으로 취급한다”를 신
설하여 별도의 제2부가 개정 공고될 때까지 유예기간
을 두었다. 
 제2부의 개정은 1968년 9월중에 개최되는 FAPA회
의 이전에 제정 공포할 것으로 합의하여 1967년 12
월 16일 및 12월 18일 약전분과위원회에서 제2부 개
정자료를 수집하였고 1968년 1월 18일 생약소분과위
원회를 필두로 각 소분과별로 품목선정에 착수 2부의 
특이성을 감안 9인이 원고작성에 착수 소분과위원회 
70여회, 약전분과위원회 30여회 등 총 100여회의 회
의를 거쳐 1968년 7월 6일 중앙약사심의원회 약전분
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1968년 7월 15일 보건사회부고시 제17호
에 국정처방서(58년 10월 30일 고시 제26호)의 내용
을 포함하는 대한약전 제2개정 제2부가 개정공포 되
었다. 
 제2부에 새로 수재된 의약품은 혼합제제 85품목, 한
방제제 4품목을 포함하여 378품목이며, 제1개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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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제외된 168품목 중 79품목을 2부로 옮겨 총 
457품목을 수재하였다. 한편 대한약전 제1개정판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의약품 89품목과 국정처방서는 완전
폐기하게 되었다.

약전개정 품목선정기준 
 1)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 
 2) 사용빈도는 많지 않지만 치료상 중요한 의약품 
 3) 치료상 필요하고 사용할 때 위험이 수반되는 의
약품 
 4) 제제 원료로 첨가제로 없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1968년 8월 29일(보건사회부고시 제20호)로 제2개
정 추보 I를 발간 시험법 개정 및 정오표를 수재하였
고 1969년 5월 28일(보건사회부고시 제10호)로 추보
II를 발간 삭제 2품목 및 새로 1품목을 수재하고, 
1972년 1월 24일(보건사회부고시 제3호)추보 III를 발
간하여 신규 49품목 및 일반시험법 중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 및 수액용플라스틱용기시험법을 추가 수재
하였다.

제3개정은
 1975년 2월 2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약전 및 의
약품등 규격분과위원과 각 소분과위원을 개편위촉하
여 의약품의 현황 조사에 착수하여 제3개정 방침을 
제정하였다.
 소분과위원회는 무기약품과 유기약품을 통합하여 무
기‧유기약품소분과위원회로, 통칙과 일반시험법을 통
칙‧시험법소분과위원회으로, 항생물질을 화학요법제소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총 8개 소분과위원회로 개편
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1976년 10월 
28일 최종원고를 완료하고 제2개정 체제와 기본원칙
에 따라 제 1, 2부 합본으로 편찬하기 위해 1976년 
11월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
부장관에게 원안을 제출하였고, 1976년 12월 10일 
보건사회부고시 제40호로 대한약전 제3개정이 공포되
었다.
 주 개정요지는 먼저 편찬순서가 통칙, 제제총칙, 제
1부 의약품각조, 제2부 의약품각조, 일반시험법의 순
으로 변경되어 제제총칙 다음의 일반시험법이 의약품
각조 다음으로 편집되었다. 
 통칙에서 함량규정에 의약품 다음에 ( )안에 분자식
을 기재 화학적 순수물질을 의미하고 저장조건은 실
온으로 단위 미크론 μ → 마이크로미터 μm, 밀리미
크론 mμ → 나노미터 nm, 큐리 C → 큐리 Ci 로 하
고, 새로 나노그람 ng, 마이크로리터 μℓ, 나로큐리 
nCi, 수은주밀리미터 mmHg를 추가하고, 냉수를 10

∘이하, 미온탕을 30 ∼ 40∘로 정하여 총 61조 항을 
두었다.
 제제총칙에서 점안제(안연고포함)에서 무균시험에 적
합하여야 함을 정하고 과립제에서 입자크기 및 입도
시험과 붕해시험 조건을 정하고, 유제에 현탁제를 추
가 현탁제 정의를 정하고 주사제에 유탁성주사제를 
정의하고, 주사제에서 광유시험법을 일반시험법으로 
이기 총28항을 수재하였다. 
 의약품각조에 주효능 항을 넣었다. 확인시험, 순도시
험, 정량법의 정의를 신설했고 함량기준에서 상한치
가 없는 것은 101.0%로 정하고 제 1, 2개정에서는 
한글명 및 라틴명을 표기하였으나 3개정에서는 별명
에 영명을 추가하였다. 
 일반시험법에 처음으로 기기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
래프법을 수재하고, 의약품의 제제균일성을 확보하고 
용출성을 강화하는 용출시험법, 함량균일성시험법 등
의 11개항을 추가하여 총46항을 두었으며 부록으로 
계량기 및 용기, 표준액 표준품등 시약‧시액항을 수재
하였다. 붕해도시험을 붕해시험으로하고 시험법에서 
장치에서 보조판과 보조통을 새로 규정하고, 지방 및 
지방유시험법을 유지시험법으로 고치고, 납시험법의 
조작법에서 비색법을 흡광도측정법으로 개정 총46항
을 수재하고, 계량기, 용기, 색의 비교액, 시약, 시액, 
용량분석용 표준액, 표준액 및 표준품을 두고 용기에
서 체의 규격을 한국공업규격으로 개정하고, 시약시
액에 정량용표준품을 추가하였다.
 제3개정에서 삭제된 품목은 총 331품목이며, 새로 
수재된 품목은 115품목으로 총 656품목, 제2부에는 
357품목으로 총 1013품목이 수재되었으며, 2개정 1
부에서 3개정 2부로 변경된 품목이 139품목, 2개정 
2부에서 3개정 1부로 변경된 품목이 82품목으로 의
약품각조의 대대적인 변경을 하였다. 
 명칭도 꺼즈를 가아제로 유황을 황으로 시렆제를 시
럽제로 엘맄실제를 엘릭실제로 중탄산나트륨을 탄산
수소나트륨으로 변경 총 125개품목의 명칭을 개정하
여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의약품각조 전반에 
걸쳐 정밀기기분석, 제제균일성 등을 강화하는 대대
적인 개정을 하였다. 
 1978년 2월 1일(보건사회부고시 제4호) 추보 I에서
는 제제총칙에 세립세항을 신설하고 새로 146품목을 
수재공포하고, 79년 1월 13일(보건사회부고시 제1호) 
추보 II에 새로 72품목이 수재 공포되었다.

제4개정은
 1981년 1월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과 각 소분과위
원을 개편하여 위촉하고 그 개정방침을 정하여 통칙
소분과위원회, 일반시험법소분과위원회,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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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위원회(신설)를 개설하였다. 종전의 추보소분과
위원회는 약전편찬소분과위원회로 바꿔 추보와 약전
편찬사업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획
조정소분과위원회, 무기‧유기약품소분과위원회, 생물
학적제제소분과위원회, 생약소분과위원회, 화학요법제
소분과위원회, 제제소분과위원회, 비타민‧호르몬제소
분과위원회, 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 등 총12개 소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1월 29일 기획조정소분과위원
회를 소집하여 4개정에 대한 용강을 결정하였다. 소
분과위원회별로 수 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을 선
정하고, 원고를 작성‧검토하여 1981년 11월 17일 최
종 원고검토를 완료하였다. 1981년 11월 27일 중앙
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 개정 
원안을 제출하여 1982년 3월 1일에 제1부 785품목, 
제2부 427품목 등, 총 1212품목을 보건사회부고시 
제 82–4호 대한약전 제4개정으로 개정고시하였다. 
 제4개정에서는 제1부에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과 기초제제를, 제2부에는 혼합제제와 1부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생약, 생물학적제제, 혼합
제제, 위생재료, 제제첨가물 등을 각각 따로 묶어 수
재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하였다. 수재순서는 
제3개정과 같이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일반시
험법, 부록 순으로 하여 일반시험법 문미에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을 수재하고, 부록
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원자량표를 넣고 의약품
각조에 저장법 다음에 극량을 수재하였다.
 통칙에서는 총 60조항으로 계량단위 중 큐리(Ci), 밀
리큐리(mCi), 마이크로큐리(μCi), 나노큐리(nCi)를 삭
제하고, 메가헤르츠(MHz)를 추가하였으며, 상용량, 
주효능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생약의 정의를 “의
약품각조의 생약은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
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이다”로 하고 생
약의 건조온도를 60℃ 로 정하였다. 
 제제총칙에서 내용량 100mL 이상의 주사제에서 불
용성미립자시험을 규정하고 무균시험법을 멤브레인필
터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제, 주사제, 캡슐제, 트로키
제의 중량편차를 일반시험법으로 이기하는 등 총 29
항을 수록하였다. 

 일반시험법에서 납시험법 및 멸균법을 삭제하고 멸
균법을 별도의 시약‧시액항에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을 두었다. 현재 가장 많이 응용되고 정확성 및 편리
성이 좋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암모늄시험법을 새
로 수재하여 총 47항의 일반시험법을 수재하여 약전
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알코올수측정법에 가
스크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하고 붕해시험법에서 제2

액의 조성을 변경하여 pH를 7.5에서 6.8로 하고 용
출시험을 적용하는 제제는 붕해시험을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또 제4개정의 개정과정에서 시험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수재가 보류되었거나 새로 수
재할 필요성이 인정된 30품목을 선정하여 1982년 11
월 24일 보건사회부고시 제82–65호로 제4개정 추보 
I를 고시하였다.

제5개정은
 1986년 1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기획조정소분
과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정 발간계획에 착수하였다. 
대한약전의 발간 및 추진방향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약전 편찬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약전편찬소분과
위원회가 품목선정, 원고의 작성‧검토를 진행하였다. 
1986년 11월 13일 무기‧유기소분과위원회, 생물학적
제제소분과위원회, 생약소분과위원회, 화학요법제소분
과위원회, 제제소분과위원회, 비타민‧호르몬제소분과
위원회, 방사성의약품소분과위원회, 진단용의약품소분
과위원회, 통칙소분과위원회, 일반시험법소분과위원회
등 12개 소분과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1986년 12월 8
일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전 및 규격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원안을 보건사회부장관에
게 제출하였다.
 제5개정의 편찬방법과 기재순서는 제4개정과 같이 
하고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일반시험법은 가나다순으
로 편찬되었다. 제1부에 신규수재 69품목(삭제 12품
목)을 포함 868품목, 제2부에 신규수재 20품목(삭제 
9품목)을 포함 440품목 등 총 1308품목을 수재하고 
통칙에는 60조항을, 제제총칙에는 27항, 일반시험법
에는 49항을 수재하여 1987년 4월 22일 보건사회부
고시 제87-20호로 공포하였다.
 제 5개정의 통칙에서는 약사법의 정의에 따라 의약
품에서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의약품각조의 명칭에 
영명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라틴명을 구조식 밑에 기
재토록하고, 계량단위 중 데시미터, 나노그람을 삭제
하고 카이자(cm−1)를 신설하였다.
 제제총칙에서는 4개정 추보에서 추가한 세립제를 삭
제하고 크림제를 삭제, 안연고제의 입자크기를 75μm
이하로 규정하고, 좌제의 유동성을 위해 굳기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제의 조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엑기스제의 명칭을 엑스제로 개정하였다. 
 일반시험법에서 전기적정법 및 형광광도법을 신규 
추가하고 발열성시험법에서 시험동물을 1.5kg 이상으
로 바꾸어 시험동물 체중의 상한선을 삭제하였다. 적
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의 검체조제 항에 건조감량의 
조건으로 건조한 것을 쓰도록 하고 정성반응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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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염소산염의 정성반응을 삭제하였으며, 중금속시험
법에서 검액 조제의 제4법을 추가하였다. 중량편차시
험법에서 함량균일성시험적용을 받는 제제는 이 시험
을 적용하지 않게 하였고, 표준품 및 정량용표준품을 
추가하였다.

제6개정은 
 1991년 1월 1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전편찬소분
과위원회를 개최 제6개정 발간 및 추진방향을 심의 
결정하였다. 약전편찬소분과위원회, 무기‧유기약품소
분과위원회, 생물학적제제소분과위원회, 생약소분과위
원회, 항균항생물질소분과위원회, 제제소분과위원회, 
비타민‧호르몬소분과위원회 방사성의약품소분과위원
회, 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 통칙 및 일반시험법소
분과위원회 등 소분과위원회를 수 회 개최하여 품목
을 선정하고, 원고를 작성 및 검토하여 1991년 12월 
2일 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1년 12월 6일 최
종적으로 약전 및 의약품등 규격분과위원회와 약전편
찬소분과위원회의 합동회의의 심의를 완료하여 그 원
안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1992년 4월 7
일 보건사회부고시 제92-28호로 제1부 986품목, 제2
부 442품목 총 1428품목을 고시하였고 통칙에 62조
항, 제제총칙에 29항, 일반시험법에 53항을 고시하였
다.
 제 6개정에서는 통칙의 계량단위 중 나노그람 ng, 
피코그람 pg, 오스몰 Osm, 밀리오스몰 mOsm 및 엔
도톡신단위 EU 기호를 신설추가하고, 중량백분율 
ppm과 동일한 기호를 쓰는 새로 수재된 핵자기공명
스펙트럼측정법에서 화학적 이동량을 말하는 ppm의 
다르다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시험할 때 수치의 반올
림 방법 및 시험조작할 때 “직후 또는 곧”의 정의를 
추가신설하고 의약품명의 라틴명 및 극량을 삭제하였
다. 
 제제총칙에서 제제명의 라틴명을 삭제하고 영어로 
대체하였다. 에어로솔제를 새로 추가하고 엘릭실제 
및 주정제에서 케톤‧이소프로판올시험법 및 메탄올시
험법을 삭제하고, 정제의 2)항에서 과립 만드는 방법
을 삭제하고 용출시험을 적용하는 것은 붕해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함량균일성을 적용하는 것은 중량편차
를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일반시험법에서 강열잔분시험법에 검체채취량이 용
량으로 되어있을 때를 추가하고 생약시험법에 경검시
험법을 추가하였다. 용출시험에서 생물학적비동등성
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주사제용유리용기시
험법에서 착색용기의 철용출시험을 새로 추가된 철시
험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삼투압시험법, 아미노
산크로마토그래프법, 엔도톡신시험법, 철시험법, 핵자

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을 새로 추가하여 흡광도비법을 
삭제하여 약전의 기기분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였
다. 
 의약품각조에서
 가아제를 거즈로 주사용 증류수를 주사용수로 개정
하고 제1부에서 머큐로크롬, 산토닌 등 30품목, 제2
부에서 두창백신, 카르복시메칠셀룰로스등 6품목을 
삭제하였으며, 제1부에 구연산펜타닐, 메톡살렌 등 
140품목이, 제2부에 건조디프테리아 항독소, 건조살
모사 항독소 등 8품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 후 1993년 3월 26일 보건사회부고시 제1993-26
호로 대한약전 제6개정 추보를 고시하여 제2부의 박
하유의 정량법을 적정법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으
로 개정하고 중량편차시험에 크림제, 연고제, 산제(분
포산제)를 추가하고 엔도톡신시험법의 LAL시약을 추
가하고 6개정 정오표를 고시하였다.

제7개정은
 신약개발이 증가되고 그 시험법이 다양화, 과학화됨
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최신 시
험방법을 도입하여 의약품 품질관리를 제고하고자 
1997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92호로 
대한약전 제7개정을 고시하였다. 제1부에 1007품목, 
제2부에 475품목(추보에서 사향삭제) 총1482품목을 
수재하고, 고미틴크 등 주로 제2부 의약품 중 65품목
을 삭제하였으며 염산시프로플록사신, 금은화등 70품
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1998년 2월 식품의약품의 안
전을 전담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족되어 정오표와 
사향을 삭제하는 등의 약전 개정을 수행하여 2000년 
2월 19일 추보 I 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하
였다.
 통칙에서 2)항으로 약전의 영명 「the Korean 
Pharmacopoeia Seventh Edition」을 신설 추가하
고, 의약품의 표시에 대한 규정, 「대한약전 6개정」, 
「약전 VI」, 「KP VI」 의 기재를 삭제하였다. 원자량은 
1993년 국제원자량표에 따라 개정하고, 비경구적 또
는 국소용으로 쓰는 액상 의약품에 사용되는 방부제, 
안정제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다. 계량단위 「오스몰 
Osm, 밀리오스몰 mOsm, 용량대중량백분율 v/w%」
은 삭제하고 ℓ는 L, mℓ는 mL, μℓ는 μL, ∘는 ℃, 
v/v%는 vol%, 수은주밀리미터 mmHg는 킬로파스칼 
kPa로 개정하고, 리터당 몰 mol/L, 밀리파스칼 초 
mPa‧s, 초당평방밀리미터 mm2/s, 질량십억분율 
ppb, 용량백만분율 vol ppm, 피에이취 pH의 새로운 
단위를 신설하여 총 53개 조항을 두었다.
 제제총칙의 과립제항에서 입자의 크기를 개정하고, 
입도시험의 기준, 과립제의 붕해시험의 검체채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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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개정하였다. 액제 중 내용량시험을 삭제하고, 좌
제의 중량편차시험과 함량균일성시험을 적용하는 규
정을 삽입기재하고, 「수액용플라스틱용기시험법」을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으로 「수액용플라스틱
용기」를 「플라스틱제수성주사제용기」로 개정하여 29
제항을 두었다.
 일반시험법에서 에탄올 중 혼재하는 아세톤, 이소프
로판올 및 제3부탄올을 황산제이수은(황산수은(II))시
액을 넣어 침전여부를 보는 케톤‧이소프로판올‧제3부
탄올시험법을 에탄올 중 휘발성혼재물시험법으로 개
정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500mL 이상의 수액용플라스틱용기시험법을 의약품
용기의 설계, 품질평가에 쓸 수 있는 플라스틱제 의
약품용기시험법으로 개정하였다. 제산력시험법을 신
설추가하고, 아미노산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삭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포함시켜 용어를 정의하고, 
비중측정법을 비중 및 밀도측정법으로 변경하여 측정
법의 제4법 진동식밀도계에 의한측정법을 추가하였
다. 수분정량법(칼핏샤법)을 수분측정법(칼핏샤법)으로 
바꾸어 용량적정법에 전량적정법을 추가 하였다. 엔
도톡신시험법 중 겔화법에 광학적방법을 추가하여 시
험법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개정하였으며, 용출시험법
에서 제3법(flow-through cell 법)을 추가하고, 붕해
시험법에서 적당한 제피를 한 정제의 붕해시험액을 
제1액에서 물로 변경하여 보다 진보된 시험법으로 개
정하였다. 일반시험법은 총 53항을 수재하여 의약품 
품질 및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시험법 항미에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
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항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파장 및 투과
율보정용 광학필터 조건을 추가하여 수재하였다.
 의약품각조에는 과루인, 광곽향 등 70품목이 새로 
수재되고, 고미틴크, 관중 등 65품목이 삭제되는 등 
주로 2부의 의약품이 새로 수재 또는 삭제되었다. 또 
동물보호관련 국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사향 등을 삭제 
하였다.

제8개정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8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
전청이 발족되어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던 약전편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되었다. 2001년 2월 23일 제8개정 발간계획 및 대한
약전 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전편찬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약협회 및 관련
단체에 약전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1

년 3월 16일 약전편찬소분과위원회에서 대한약전 제
8개정의 개정 기본방침, 약전의 성격, 수재 품목의 
원칙, 개정사항 및 개정시기 등 개정방침을 결정하였
다. 2001년 9월21일 약전편찬소분과위원회에서 제8
개정 추가 및 삭제품목을 선정‧검토하였으며. 2002년 
2월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의약품각조 등으로 
나누어 편찬사업을 진행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고시
로 발간하던 약전개정을 처음으로 2002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3호로 제1부 1018품
목, 제2부 467품목 총1485품목을 수재한 대한약전 
제8개정을 공포하였다. 
 통칙은 총 53조항으로, 위생용품을 약사법개정으로 
의약외품으로 개정하고, 원자량을 1999년 국제원자량
표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1항에 상수의 규격을 
삭제하고, 제2부 각조에 상수를 수재하였으며 단위에 
뉴턴 N을 추가하였다.
 제제총칙에서는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제제개발로 
패취제의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피흡수제를 추가신
설하고 경고제를 첨부제로 개정하여 총 27제제를 수
재하였다. 이 외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오숀제를 
로션제로, 리모나아데제를 레모네이드제로, 엘릭실제
를 엘릭서제로, 캅셀제를 캡슐제로, 파스타제를 페이
스트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중량편차를 질량편
차로, 불용성이물검사를 불용성이물시험으로, 퍼코레
이숀법을 퍼코레이션법으로 용어를 개정하였다. 주사
제의 실용량시험은 제제총칙에서 기준만 기재되었던 
것을 일반시험법으로 옮겨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으
로 수재하고 그 시험방법을 기재하였으며, 주사제 
12)항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서 광차폐형자동미립자
측정장치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고, 과립제, 시럽제 및 
산제의 분포제제에 질량편차시험 또는 함량균일성시
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점안제 중 8)항의 용기의 규
정에 “다만, 빛에 불안정한 제제로서 불용성이물시험
이 곤란한 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불투명 차광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불용성미립자시험을 추가하였다. 정제 중 4)
항에서 “당의로 제피한 것”만 질량편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제 중 3)항의 제제의 무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의 일반시험법 미생물
오염시험법을 삭제하면서 대한약전의 일반시험법에 
미생물한도시험법을 신설하였다. 소화력시험법, 열분
석법, 잔류용매시험법, 전기영동법, 점안제의 불용성
미립자시험을 신설 추가하고, 제제총칙에서 입도시험
법, 금속성이물시험법, 불용성이물시험법,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을 일반
시험법으로 하였으며, 엑스제 및 유동엑스제의 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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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험법을 중금속시험법 항으로 수재하였다. 가스크
로마토그래프법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염색반
응시험법을 불꽃반응시험법으로, 전기적정법을 적정
종말점검출법으로, 흡광도측정법을 자외가시부흡광도
측정법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총 64항을 수재하였다. 
 이 중 무균시험법에서 멤브레인필터법을 우선 적용
하도록 하고, 배지의 성능시험용 균주를 국제조화
(ICH)안에 따라 개정하여 판정항에 재시험에 대한 조
건을 추가하였다. 붕해시험법에서 20mm 크기를 적
용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씹어먹는 정제는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하였다. 비소시험법에서 브롬화수은시험
지를 써서 비교하는 장치 A를 쓰는 방법을 삭제하였
다.  
 의약품각조에서는 제7개정의 수재품목에서 4품목을 
새로 수재하고, 39품목을 삭제하여 총1485품목(1부에 
1018품목, 2부에 467품목)을 수재하였다. 신규수재 
품목은 노르플록사신, 세프다니르 등 총 43품목이고, 
주사용세파피린나트륨 등 39품목이 삭제되었다. 부펙
사막크림의 제법이 개정되었고, 붕해시험이 용출시험
으로 개정된 품목은 메페남산캡슐 등 5품목이었으며, 
함량균일성시험이 신설된 품목은 염산치아민정 등 4
품목,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등 기기분석법으로 개정
된 품목은 바클로펜정 등 24품목이고, 초산노르에치
스테론의 기기분석법이 적정법으로 개정되었다.
 2006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0
호로 항생물질의약품기준개정에 따라 제1부의 주사용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디클록사실린나트륨캡슐 
등 항생물질의약품 23품목을 삭제하고 정오표를 수록 
추보를 발간하였다. 

제9개정은
 의약학의 발전과 아울러 국제조화(ICH)로 약전의 세
계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
하여,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서 2003년부터 대한약
전포럼을 통하여 약전의 주요개정 예정 사항과 약전
관련 정보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2004년 
대한약전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고, 2005
년 대한약전 제9개정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계속적
인 연구검토회의로 약전의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위해 의약품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
였다. 2006년 5월 3일 약전 및 의약품규격분과위원
회, 약전 및 의약품기준소분과위원회, 항생물질소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개정 발간계획을 심의하고 기
본방침 및 원안작성지침 등을 심의하여 대한약전 작
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대한약전 작성의 원칙

 1) 보건의료상 중요한 의약품을 전면적 수재 
 2)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원활
하게 운영
 3) 국제적 조화에 따름 
 4) 대한약전 개정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 

 약전 및 의약품기준소분과위원회, 항생물질의약품소
분과위원회, 한약(생약)제제소분과위원회를 거쳐 
2007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전 및 의약품규격분과
위원회에서 대한약전 제9개정(안)을 최종 심의하였고 
2007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7-89호
로 공포하였다. 제1부에는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의
약품 1093품목, 제2부에는 생약, 생물제제, 혼합제제 
등 418품목 총 1511품목을 수재하였다.
 통칙에서 의약품제조관리(GMP)에 관한 사항(8개정 
통칙 9항)을 삭제하고 일반방출제제와 방출조절제제
에 대한 내용을 신설(10항 및 11항)하여 총 52항을 
두었다. 통칙 중 일반 원약의 함량기준의 상한치를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101.0%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각조에 상한치를 기재하였고, 차광에 대한 정의를 명
확히 하였다. 의약품의 농도표시방법의 예를 하나만 
제시하고 시험결과의 유효숫자를 얻을 때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제제총칙에서 겔제, 관류제, 이식제, 점비제, 점이제, 
흡입제 등 6개 제형을 추가신설하여 총 36개 제제를 
수재하였다. 제제명에서 한문표기를 삭제하고 한문표
기가 필요한 것은 정의항에 기재하였다. 경피흡수제
에서 방출특성에 대한 시험과 제제균일성시험을 추가
하고 점안제의 첨부용제에 무균시험에 적합하도록 하
였다. 정제 제법에 주조성형법, 유핵정 등 내용을 추
가하고 캡슐제 제법에 서방화, 정용화 캡슐을 추가하
였다.
 9개정에 새로 수재되는 품목은 제1부에 니모디핀, 
히오신부틸브롬화물 등 166품목, 제2부에 가자, 멸균
주사용수 등 60품목이고, 삭제되는 품목은 제1부에서 
설포브로모프탈레인나트륨, 인산나트륨주사액 등 73
품목, 제2부에서 디기탈리스엽, 안식향산벤질로션 등 
103품목이다.
 일반시험법에서 메탄올시험법, 메톡실기정량법, 에탄
올의 휘발성혼재물시험법,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 전
기영동법을 삭제하고 결정성시험법, 바이오오토그래
프법, 유기체탄소시험법을 추가하였으며, 항생물질의
약품기준에서 항생물질의 역가시험법 및 히스타민시
험법을 이기하여 총 64항을 수재하였다. 질량편차시
험과 함량균일성시험을 통합하여 제제균일성시험법으
로 하고 ICH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성분 25mg 또는 
25% 이하인 제제는 함량균일성시험을 적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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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용출시험법에서 일반방출제제와 서방성제제의 
용출판정법을 구분하였다.
 일반정보는 약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 새로 신설한 것이다. 근적외부스펙트럼(NIR)측정법
을 이용한 의약품품질관리지침, 의약품잔류용매지침 
등 일반정보를 신설하여 의약품시험에 참고가 되도록 
총 17항을 수재하였다.
 9개정 발간 이후 분말화장품의 탤크와 관련된 사회
적사건으로 의약품제제의 활탁제로 빈용되는 탤크의 
인체유해논란에 따라 2009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
전청 고시 제2009-50호로 탈크의 명칭을 탤크로 개
정하고 그 규격에 석면을 추가개정하였다. 또, 2011
년 예정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의 폐지에 따라 항생물
질의약품을 약전에 신규로 고시하여 추보8까지 발행 
공포함으로서 어느 때보다 많은 약전추보가 발행되었
다.
 2010년 2월24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10호로 세페핌염산염수화물 등 17품목을 추가
하고 류코보린칼슘, 히오신부틸브롬화물을 삭제하였
으며, 농글리세린, 독소루비신 등 일반의약품과 생약 
및 첨가제의 순도시험을 강화하여 추보Ⅱ를 발행하였
다.
 2010년 5월 3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27호 추보Ⅲ을 공포하여 약전수재의약품의 순
도 등 규격을 강화하고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일반의
약품 105품목, 생약 1 및 첨가제 3품목을 개정하였
다. 또, 일반정보로 수재되었던 결정성물질의 결정확
인에 쓰는 분말X선회절측정법을 일반시험법으로 이기
하였다.
 2010년 5월 28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35호 추보Ⅳ로 항생물질의약품 133품목을 추가
수재하고 염화칼슘 등 7품목의 순도시험을 개정하였
다.
 2010년 12월 31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100호로 추보Ⅴ로 항생물질의약품 디베카신황
산염 등 69품목을 신규수재하고, 그라미시딘 등 일반
의약품 92품목, 경화유 등 첨가제 10품목의 순도시험 
및 제제시험규격을 개정하였다.
 2011년 3월 14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1-11호 추보Ⅵ으로 간유 등 일반의약품 151품목
과 첨가제 감자전분 등 33품목의 순도시험 등을 강화
하여 개정하였다.
 2011년 10월28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1-65호로 추보Ⅶ로 일반의약품 에페리손염산염을 
신규추가하고, 부펙사막 등 3품목을 삭제, 간유 등 
238품목의 순도시험 등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2-9호로 추보Ⅷ로 인터페론 알파-2 농축액(유전
자재조합)을 신규수재하고, 페르페나진말레산염 및 그 
제제를 삭제하고, 겐타마이신황산염주사액 등 169품
목, 독활 및 백출의 생약,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2품목의 첨가제의 순도시험을 강화하여 개정고시하였
다.

제10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청사가 2010년 10월부터 충북 
오송의료산업단지로 이전을 시작해서 2011년부터 오
송청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2–129호(2012.12.27.)로 고시하였다. 약사법 제
51조 제1항의 개정으로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하고 의약품등의 품질관리 선진화 및 국제조화를 이
루고자 약전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통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필
요에 따라 의약품각조에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UPAC) 명명법에 따른 화학명을 영어로 쓰고,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등록번호를 기재
하도록 하였다. “의약품 등의 제조에 쓰이는 동물유
래 원료일 때에는 건강한 동물의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총 56항을 수재하였다. 또한 약전단
위에 리터당 밀리몰 mmol/L, 밀리당량 mEq, 콜로
니형성단위 CFU 및 센티미터당 마이크로지멘스 μS‧
cm-1등을 추가하고, 시험항목을 나타내는 pH를 삭제
하였다. 제제의 품질에 영향을 줄 때는 차광하여 보
존하는 차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각조의 시
험에 쓰는 물은 시험을 방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
는 등 시험에 적합한 물로 정의하여 전반적으로 의약
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기대로 개정하였다.
 제제총칙은 최근의약품의 개발동향 및 외국 공정서 
현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40제를 수재 
하였다. 가글제, 껌제, 다제 및 투석제의 제형을 신규
로 수재하고, 겔제, 과립제, 로션제, 시럽제, 안연고
제, 액제, 에어로솔제, 연고제, 점비제, 점안제, 점이
제, 주사제, 캡슐제 및 크림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
으며, 레모네이드제를 삭제하여 액제에 포함시키고, 
과립제에서 발포과립제를 신설하였다. 정제의 정의, 
제법을 개정 세부제형으로 구강붕해정, 박칼정, 발포
정, 붙착정, 분산정, 설하정, 용해정, 저작정 및 질정
을 신설하여 다양한 제형의 제품개발 및 복약 투약이 
편리한 의약품생산이 기대되도록 하였다.

 의약품각조에서는 의약품의 유통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서 수재품목관리하고, 기준규격의 선진화 및 국
제조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신설, 개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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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글리메피리드 등 
68품목(제1부 38품목, 제2부 생물학적제제 29품목, 
첨가제 1품목)을 신설하고, 건조갑상선 등 품목허가가 
없는 225품목(제1부 175품목, 제2부 생약 및 생약제
제 3품목, 생물학적제제 23품목, 혼합제제 24품목)을 
삭제하여 총 1559품목(제1부 1159품목, 제2부 400품
목)을 수재하였다. 특히 의약품각조에 화학명은 
IUPAC명명법에 따라 기재하고, CAS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였다. 의약품의 순도시험의 유연물질,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시험항목에서 메로페넴수
화물 등 348품목을 개정하고, 제제의 무균시험, 엔도
톡신시험, 붕해시험, 용출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또는 
실용량시험에서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정 등 34
품목을 개정하여 의약품규격을 선진화하고, 국제조화
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반시험법은 제제총칙과 의약품각조의 공통된 시험
법, 의약품 품질평가에 유용한 시험법 및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9개정 추보 중 일반정보의 항에서 일
반시험법으로 이기된 분말X선회절측정법을 전면개정
하여 수재하고, 9개정 일반정보에 수재되었던 의약품 
순도시험의 전도율시험 및 수질감시용으로 쓰는 전도
율측정법을 이기수재 하였으며 잔류용매시험법을 삭
제하여 총 65개항을 수재하였다. ICH 약전검토회의
(PDG)에서 비무균의약품에 대한 미생물시험법의 국제
조화작업 개시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도입하여 원안
을 개정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미생물한도시험, 
생약시험법 등의 20여항을 개정하였다. 
 일반정보는 약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9개정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지침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침이 제‧개정된 부분에 대해 
정비하였다. 일반정보에서 일반시험법으로 새로 수재
한 분말X선회절측정법, 전도율측정법을 삭제하고 미
생물한도시험으로 포함시켜 일반시험법에 수재한 비
무균성 의약품의 미생물학적 품질특성, 엔도톡신 규
격 값의 설정을 삭제하였다.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
격 설정지침 등 3개항을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총 13개항을 수
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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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
(대한약전) 발행년도 고시번호

 발행당초
수재 품목수 추가

품목수
삭제

품목수
최종

품목수 비  고
제1부 제2부

초판

추보
추보

1958.10.10
58.10.30
60.01.18
63.10.11

고시 제25호
고시 제26호
고시 제681호
고시 제1057호

632
-
-
-

-
117
-
-

-
-
1
2

-
-
-
- 635

제2개정

추보
추보

67.10.10
68.07.15
69.05.28
72.01.24

고시 제14호
고시 제17호
고시 제10호
고시 제3호

725

-
-

-
457
-
-

258
(378)

1
49

89
-
2
-

-
-
-

1230

삭제품목 중 
79품목은 

제2부로 수재

제3개정
추보
추보

76.12.10
78.02.01
79.01.13

고시 제40호
고시 제4호
고시 제1호

656
-
-

357
-
-

96(19)
146
72

242(89)
-
- 1231

제4개정
추보

82.03.01
82.11.24

고시 제82-4호
고시 제82-65호

785
-

427
-

-
30

-
- 1242

제5개정
추보

87.04.22
88.03.16

고시 제87-20호
고시 제88-26호

868
-

440
-

69(20)
8

12(9)
-

1308
1316

제6개정
추보

92.04.07
93.03.26

고시 제92-28호
고지 제93-26호

986
-

442
-

140(8)
-

30(6)
-

-
1428 정오표 등

제7개정
추보

97.12.31
2000.02.19

고시 제97-92호
고시 제00-09호

1007
-

475
-

50(20)
-

32(33)
(1)

-
1482

추보부터 
식약청 고시로

제8개정
추보

02.12.30
06.07.24

고시 제02-23호
고시 제06-30호

1018
-

467
-

38(5)
-

23(16)
23

1485
1462

항기개정으로 
항생물질 23 

삭제
제9개정
추보Ⅰ
추보Ⅱ
추보Ⅲ
추보Ⅳ
추보Ⅴ
추보Ⅵ
추보Ⅶ
추보Ⅷ

07.12.28
09.07.09
10.02.24
10.05.03
10.05.28
10.12.31
11.03.14
11.10.28
12.03.26

고시 제07-89호
고시 제09-50호
고시 제10-10호
고시 제10-27호
고시 제10-35호
고시 제10-100
고시 제11-11호
고시 제11-65호
고시 제12-9호

1093
-
-
-
-
-
-
-
-

418
-
-
-
-
-
-
-
-

160(20)
-
17
-

133
69
-
1
1

73(103)
-
2
-
-
-
-
3
2

1511
-
-
-
-
-
-
-

1725

탤크개정
항생물질
순도강화
항기폐지
항기폐지

탤크사건후

제10개정 12.12.27 고시 제12-129호 1159 400 38(30) 175(50) 1559 대한민국약전
 ( )는 제2부 품목

주1) 제6개정은 보건사회부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시로 되고, 제7개정 추보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되어 식품의약품안전고시로 공포되었다.

주2) 제8개정 추보에서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이 개정 항생물질의약품 23품목이 삭제되고
    제9개정 추보2부터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이 폐지되어 약전에 흡수 계속 추보를 발간
    항생물질의약품을 약전에 흡수하여 개정 공포하였다.
주3) 제10개정부터는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개정

표1. 대한민국약전 수재품목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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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초판 52 21 33 -

제2개정 57 28 39 -
제3개정 61 28 46 -
제4개정 60 29 47 -
제5개정 60 27 49 -
제6개정 62 29 53 -
제7개정 53 29 53 -
제8개정 53 27 64 -
제9개정 52 36 64 17
제10개정 56 40 65 13

1) 제7개정의 통칙 조항이 줄어든 이유는 유사조항을 통폐합한 것임
2) 제9개정에서는 표준품, 시약•시액항을 일반시험법의 항목번호을 부여하여 맨뒤에 둠
3) 제9개정부터 일반시험법에 수재되지 않은 시험법등을 일반정보에 신설 수재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참고

하도록 함
4) 제10개정에서는 일반정보의 “분말x선 회절측정법, 전도율측정법, 비무균 의약품의 미생물학적 품질특성(미

생물한도시험법) 및 엔도톡신 규격값(엔도톡신시험법)의 설정“을 일반시험법에 반영하여 삭제함 

  표준품
 약전개정판 표준품 표준생약 유연물질표준품 정량용원료

초판 17 - - -
제2개정 59 - - -
제3개정 123 - - 42
제4개정 75 - - 49
제5개정 90 - - 57
제6개정 97 - - 71
제7개정 251 - - 95
제8개정 431 32 -
제9개정 952 21 199 -
제10개정 887 87 237 -

 ● 초판에서는 화학적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의약품을 검정할 때, 검정의 정확도와 역가를 
일정히 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품을 써서 비교할 경우가 있다. 이 기준품을 표준품이라 한다. 
 여기에서 표준품이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구득한 국제표준품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
준품을 써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정한 일정한 정확도와 일정한 역가를 가진 것을 말한
다. 

 ● 제2개정부터는 표준품이란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작용을 가지도록 조제된(만들어진) 물질로
서 의약품에 대하여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실험을 할 때 쓴다.

 ● 1. 제9개정에서는 대조생약 제10개정에서는 표준생약으로 표기됨
    2. 제3개정부터 제7개정까지 표준품대신 정량용원료를 사용했으나 제8개정부터는 표준품으로 전환

표3. 대한민국약전 표준품 수재현황

 표2. 대한약전의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의 조항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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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식약처, 미국과 의약품 기준규격 협력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MFDS-USPC Scientific Conclave) 개최

- 일시 : 2013년 06월 13일 (목) 12:00 ~ 17:30

- 장소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국제회의실

- 참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및 업계, 학계 등

- 의제 : 약전·표준품 관련 양국 및 국제조화 최신동향 소개 및 의견교환

- 주관 : 의약품규격연구과 (협조 : 의약품규격과)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6월 13일(목) 오후 1시부터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미국약전위원회(U.S. Pharmacopeial Convention, USPC) : 1820년 설립된 비영리민간조직으로 미

국약전 제·개정 등 미국 의약품 기준규격 관리 업무 수행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약전위원회 간 의약품 기준규격 관련 기술협

력을 위한 MOU 체결(‘12.4)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며 작년(’12.10)에 이어 두 번

째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약전 및 표준품 관련 양국 현황 업데이트, 미국약전위원회의 약전관련 프로그램 및 세

계 약전 조화 동향 등에 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업체 등 관심 있는 외부인의 참여도 

이루어졌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약전, 표준품 등 의약품 기준규격에 관한 최신 동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미국약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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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12:00   등록

 

13:00   1.  본회: 개회사

a.  환영사(식품의약품안전처) 

b.  환영사(USPC) 

13:15   2.  규제 및 공정서 업데이트

a.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데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b.  미국 규제 및 미국약전 업데이트(USPC)  

c.  질의응답

 

13:45   3.  주제 I: 화학의약품 품질

a.  USP-NF 와 Medicines Compendium—개괄 및 USP 표준품 관련절차(USPC) 

b.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소개(식품의약품안전처)

c.  질의응답 

14:45   4.  주제 II: 바이오의약품 품질기반

a.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표준물질의 세계 품질 기반(USPC)

b.  USP-NF 총칙(식품의약품안전처)

c.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Medicines Compendium의 접근법(USPC)  

d.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식품의약품안전처)

e.  질의응답

 

15:45   휴식

 

16:15   5. USP 업데이트 

a.  세계 약전 조화(USPC)  

b.  USP 제휴 약전 프로그램(USPC) 

i. 검증 프로그램

ii. USP 교육훈련 프로그램

iii. Spectral Library Initiative

17:00   6. 폐회사

a.  식품의약품안전처                  

b.  USPC

17: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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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 도서발간

–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발간 –

배경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는 2003년 설립된 이래, 매년 대한민국약전 포럼을 발간하여 관련 정보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약전 개정에 있어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문민간기관의 연구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공정서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대한민국약전의 개정에 있어서, 학계 및 제약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전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약전은 약사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약품 등의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법 등

과 그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약품에 대한 기준서로, 1958년 10월 10일 초판이 

제정 공포된 이래 5년마다 개정하여 2007년 제 9개정판이 발간되었다. 

  대한민국약전포럼 Vol.6 No.1(2009)에 초안이 수재된 바 있는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지침’이 

201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약전 제9개정 전반을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개정하여 2012년 

12월 27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129호로 「대한민국약전 제 10개정」이 공고되었다.

  대한민국약전 제 10개정은 통칙 56 항, 제제총칙 40항, 의약품각조 1부 1159품목(신규 38품목, 삭

제 175품목), 의약품각조 2부 400품목(신규 30품목, 삭제 50품목), 일반시험법 65항 및 일반정보 13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정보

  구성 :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1부 및 2부,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판형 : 국배판, 양장본

  분량 : 총 1760페이지 (1권)

  발행 :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 (주)약업신문

□ 기타사항

  대한민국약전 제 10개정 중 개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 등 전반에 관해 관련 업계

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의 추보(안) 또는 11개정(초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개정 의견 연락처 : mask685@empas.com 또는 FAX 02-359-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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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 제4개정 발간 –

배경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은 약사법 제 52조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않은 의약품의 제법, 성

상, 품질 및 저장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의약품 품질에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제정 및 공포된 것은 1983년 7월 11일 국립보건원의 예규234호의 「의약품기준 및 시험방법

집」으로, 국내 사용빈도가 높은 의약품 총 1295품목이 수재되었다. 이후 1985년 국립보건원의 고시로 

개정되면서 「의약품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1201품목이 수재되었으며 1986년부

터 1998년에 2개정이 나오기까지 9번의 추보를 발간하여 총 2919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개정고

시되었다. 

  1998년 12월 28일 2개정이 발간되어 총 2219품목을 수재하였고, 2000년 방사성의약품기준이 폐지

되어 추보 1로 통합되는 등 2005년까지 14번의 추보를 발행하여 총 2599품목을 수재하게 되었다. 새

로 개발되는 의약품의 증가와 다른 공정서의 수재현황 등을 고려하여 2007년 5월 1일에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약품각조를 7부로 구성한 제 3개정을 발간하였다. 이후 2010

년 의약외품에 관한 공정서가 전부개정되면서 의약외품과 살충제가 삭제되고 명칭이 「대한약전외 의약

품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제 4개정이 나오기까지 7번의 추보를 발행하였다. 

  2012년 대한약전의 명칭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또한 「대

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으로 되었으며 제 4개정이 발행되었다. 제4개정은 통칙 20 항, 의약품각조 

1부 의약품 940품목(신규 12품목, 삭제 382품목), 의약품각조 2부 방사성의약품 28품목, 의약품각조 

3부 체외진단용의약품 36품목, 의약품각조 4부 의약품첨가제 23품목(신규 10품목, 삭제 3품목), 일반

시험법 7항, 시약·시액 및 표준액 및 일반정보 1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정보

  구성 : 통칙, 의약품각조 1부(의약품), 의약품각조 2부(방사성의약품), 의약품각조 3부(체외진단용

의약품), 의약품각조 4부(의약품첨가제), 일반시험법, 시약·시액 및 표준액, 일반정보 

  판형 : 국배판, 양장본

  분량 : 총 1094페이지 (1권)

  발행 :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 (주)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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