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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

대한민국약전 의약품 각조 확인시험 개정(안)

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나프록센

나프록센

Naproxen
성

상 (생

Naproxen

략)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메탄올 5 mL에 녹
이고 물 5 mL를 넣은 다음 요오드화칼륨시액 2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mL 및 요오드산칼륨용액(1 → 100) 5 mL를 넣
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노란색 ~ 연한 갈색을
나타낸다. 여기에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흔들
어 섞을 때 클로로포름층은 연한 자주색을 나타
낸다.
2) 이 약의 에탄올(99.5)용액(1 → 300) 1 mL
에

과염소산히드록실아민·에탄올(99.5)시액

2) 삭 제

4

mL 및 N,N'-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에탄
올(99.5)시액 1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미온탕에 20 분간 방치한다. 식힌 다음 과염소산
철(III)육수화물·에탄올(99.5)시액 1 mL를 넣
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자주색을 나타낸다.
3)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의 에탄올(99.5)용액
(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
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4)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다.
비선광도 (생

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노르게스트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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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의 에탄올(99.5)용액
(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
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4)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다.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노르게스트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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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생

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Norgestrel

Norgestrel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1 mg을 에탄올(95) 2 mL에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녹여 황산 1 mL를 넣을 때 자주색을 나타낸다.
이 액에 자외선(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주황
색 형광을 낸다.
2) 이 약 및 노르게스트렐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2) 이 약 및 노르게스트렐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타낸다.

융

점 (생

략)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독소루비신염산염

주사용 독소루비신염산염

Doxorubi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Doxorubi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성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독소루비신염산

확인시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크로마토

염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메탄

그램에서 검액과 표준액의 유지시간은 같다.

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에 메탄
올을 넣어 5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1 ~ 235 nm, 250 ~ 254 nm, 477 ~
481 nm, 493 ~ 497 nm 및 528 ~ 538 nm에
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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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Doxycycline Hyclate Hydrate

Doxycycline Hyclate Hydr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및 독시사이클린표준품을 가

확인시험 1) 이 약 및 독시사이클린표준품을 가

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

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

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의 수용액(1 → 20)은 염화물의 정성반
응 2)를 나타낸다.

결 정 성 (생

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생

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분 (현행과 같음)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캡슐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캡슐

Doxycycline Hyclate Capsules

Doxycycline Hyclate Capsules

법 (생

략)

제

확인시험 1) 이 약 1 캡슐의 내용물을 취하여 가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루로 한 다음 황산 2 ∼ 3 방울을 넣으면 노란색
을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약 10 mg (역가)을 달

2) 삭 제

아 물 20 mL에 넣어 녹이고 질산은시액을 넣으
면 액은 백탁된다.
3)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3)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수

분 (생

략)

수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곡신 정

디곡신 정

Digoxin Tablets

Digoxin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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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성

상 (생

략)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디곡신｣ 0.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2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다.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곡신표준품 0.5
mg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
한다. 다음에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전개용
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에 말린다. 여기에 새로 만든 톨루엔설폰클로로아
미드나트륨삼수화물용액(3 → 100) 1 용량에 트
리클로로아세트산의 에탄올(95)용액(1 → 4) 4
용량을 넣어 혼합한 액을 고르게 뿌리고 110 ℃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자외선 (주파장 366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디곡신 주사액

디곡신 주사액

Digoxin Injection

Digoxin Injection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디곡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신 0.25 mg을 함유하도록 필요할 경우 메탄올을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곡신표준품 0.5 mg

다.

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 다음에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전개용매
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새로 만든 톨루엔설폰클로로아미
드나트륨삼수화물용액(3 → 100) 1 용량에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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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아세트산의 에탄올(95)용액(1 → 4) 4 용
량을 넣어 혼합한 액을 고르게 뿌리고 110 ℃에
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자외선 (주파장 366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의 Rf 값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알코올수 (생

략)

알코올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라니티딘염산염 정

라니티딘염산염 정

Ranitidine Hydrochloride Tablets

Ranitidine Hydrochloride Tablets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1) 유연물질시험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얻은 주반점의 Rf 값은 같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라니티딘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라니티딘

염산염 0.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2 mL를

염산염 0.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은 염화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은 염화물

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Ribostamycin Sulfate

Ribostamycin Sulfate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 20 mg을 인산염완충액(pH
6.0) 2 mL에 녹이고 닌히드린시액 1 mL를 넣
어 가열할 때 액은 청자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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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 및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 0.12

2) 이 약 및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 0.12

g씩을 물 20 mL에 녹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

g씩을 물 20 mL에 녹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인산이수소칼륨용액(3 →

에 점적한다. 다음에 인산이수소칼륨용액(3 →

4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키고

4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키고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0.2 % 닌히드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0.2 % 닌히드

린·물포화 1-부탄올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0

린·물포화 1-부탄올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자갈색을 띠며 이들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자갈색을 띠며 이들

Rf 값은 같다.

Rf 값은 같다.

3) 이 약의 수용액(1 → 5) 2 mL에 염화바륨시

3) 이 약의 수용액(1 → 5)은 황산염의 정성반

액 1방울을 넣을 때 액은 백탁한다.

응 1)을 나타낸다.

비선광도 (생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리팜피신 캡슐

리팜피신 캡슐

Rifampicin Capsules

Rifampicin Capsule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꺼내어 잘 섞고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꺼내어 잘 섞고

필요하면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필요하면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메탄올 100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메탄올 100

mL에 녹여 여과한다. 여액 5 mL에 0.05 mol/L

mL에 녹여 여과한다. 여액 5 mL에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어 100 mL로 한 액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어 100 mL로 한 액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4 ∼ 238 nm,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4 ∼ 238 nm,

252 ∼ 256 nm, 331 ∼ 335 nm 및 472 ∼

252 ∼ 256 nm, 331 ∼ 335 nm 및 472 ∼

47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47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2)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에

g을 달아 유리마개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 10

서 검액과 표준액의 유지시간 은 같다.

mL를 넣어 수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여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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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액으로 한다. 따로 리팜피신표준품 적당량을 달
아 메탄올에 녹여 1 mL 당 5 mg을 함유하는 용
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
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아세톤 또는 클로로포름·에탄올혼합액(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빨간색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린코마이신염산염 주사액

린코마이신염산염 주사액

Lincomycin Hydrochloride Injection

Lincomycin Hydrochloride Injection

성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린코마이신염

확인시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크로마토

산염수화물｣ 3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

그램에서 검액과 표준액의 유지시간은 같다.

아 물 30 mL를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린코
마이신염산염표준품 10 mg (역가)를 물 10 mL
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암
모늄 150 g을 물 800 mL에 녹이고 암모니아수
(28)를 넣고 pH를 9.6으로 맞춘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80 mL에 2-프로판올
40 mL 및 아세트산에틸 9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위층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과망간산칼
륨용액(1 → 1000)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무균시험 (생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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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정 량 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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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

Lincomycin Hydrochloride Capsules
성

상 (생

확인시험

략)

1) 이 약 내용물을 가지고 표시량에

따라 린코마이신염산염으로서 50 mg (역가)에

Lincomycin Hydrochloride Capsules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해당하는 양과 린코마이신염산염표준품 50 mg
(역가)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여 검액 및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2-부타논·
아세톤·물혼합액(8 : 4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정도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여기에 0.5 % 과망간산칼륨용액을 뿌리고
10 분 후에 0.2 % 브로모페놀블루용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파란색 반점의 Rf
값은 같다.
2)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에
서 검액과 표준액 중의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
에 대한 린코마이신의 유지시간비는 은 같다.
수

분 (생

략)

용출시험 (생

략)
략)

저 장 법 (생

략)

성

상 (생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수

분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정 량 법 (생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스트라놀

메스트라놀

Mestranol

Mestranol

략)

확인시험 1) 이 약 2 mg을 황산·에탄올(99.5)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혼합액(2 : 1) 1 mL에 녹일 때 액은 자주색을
나타내며 황록색 형광을 낸다.
2)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의 에탄올(99.5)용

2)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의 에탄올(99.5)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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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액(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액(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

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

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

3)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다.

다.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생

략)

융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점 (현행과 같음)

메트로니다졸 정

메트로니다졸 정

Metronidazole Tablets

Metronidazole Tablet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메트로니다졸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

메트로니다졸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

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때때로 세게 흔들어 섞

100 mL로 한다. 이 액을 때때로 세게 흔들어 섞

으면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으면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을

맑은 액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5 ∼ 279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때 파장 275 ∼ 279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다.

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메트로

2)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니다졸｣ 0.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톤

유지시간이 같다.

20 mL를 넣어 10 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다
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트로니다졸표준품 0.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 다음에 아세톤·물·아세트산에틸혼합액(8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
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
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과 표준액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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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주반점의 Rf 값은 같다.
용출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메틸도파수화물

메틸도파수화물

Methyldopa Hydrate

Methyldopa Hydrate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에 닌히드린시액 3 방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울을 넣고 수욕에서 3 분간 가열할 때 액은 보라
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의 0.1 mol/L 염산

2)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의 0.1 mol/L 염산

시액용액(1 →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

시액용액(1 →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

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3)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

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흡수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메틸도파 정

메틸도파 정

Methyldopa Tablets

Methyldopa Tablets

법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메틸도파 0.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매분 2000 회전으로

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 1방울을 여과
지에 묻혀 더운 바람으로 말린 다음 여기에 닌히
드린시액 1 방울을 겹쳐 묻히고 100 ℃에서 5
분간 가열할 때 보라색을 나타낸다.
2) 1)의 맑은 액 0.5 mL에 0.05 mol/L 황산시

2) 삭 제

액 2 mL, 타르타르산철(II)시액 2 mL 및 암모
니아시액 4방울을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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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두운 보라색을 나타낸다.
3) 1)의 위의 맑은 액 0.7 mL에 0.1 mol/L 염

3)의 위의 맑은 액 0.7 mL에 0.1 mol/L 염산시

산시액을 넣어 2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액을 넣어 2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0.1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 액을

m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 액을 가지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

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7 ~ 283 nm에서 흡

을 측정할 때 파장 277 ~ 283 nm에서 흡수극

수극대를 나타낸다.

대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메프로바메이트 정

메프로바메이트 정

Meprobamate Tablets

Meprobamate Tablets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메프로바메이트 약 0.8 ｇ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무수에탄올 5 mL를 넣고 때때로 흔들면서 끓기
직전까지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헥산 15
mL에 여과하고 흔들어 섞는다. 생긴 침전을 흡인
여과하고 60 ℃에서 건조한다.

이 결정의 융점

은 103 ~ 107 ℃이며 처음 녹기 시작해서 완전
히 녹을 때의 온도차이는 2 ℃ 이하이다.
2) 1)에서 얻은 결정을 가지고 ｢메프로바메이트｣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용출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바클로펜 정

바클로펜 정

Baclofen Tablets

Baclofen Tablets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바클로펜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5 mL에 닌히드린시액 1 mL를 넣고 이하 ｢바클
로펜｣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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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1 mol/L 염산시
액 50 mL를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
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57 ~
261 nm, 264 ~ 268 nm 및 272 ~ 276 nm에
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아세트산
(100)혼합액(4 : 1) 2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
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바클로펜표준품 10 mg을 메탄올·아
세트산(100)혼합액(4 : 1) 2 mL에 녹여 표준액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1-부탄
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4 : 1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
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1 mol/L 염산시
액 50 mL를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
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57 ~
261 nm, 264 ~ 268 nm 및 272 ~ 276 nm에
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아세트산
(100)혼합액(4 : 1) 2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
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바클로펜표준품 10 mg을 메탄올·아
세트산(100)혼합액(4 : 1) 2 mL에 녹여 표준액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1-부탄
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4 : 1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0.2% 닌히드린· 불포화
1-부탄올 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0℃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은 자갈색을 띠며 Rf 값은 같다.

용출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제

법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부설판 정

부설판 정

Busulfan Tablets

Busulfan Tablets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아세톤으로 여러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아세톤으로 여러

번 추출하고 이 추출액을 모두 합하여 바람을 보

번 추출하고 이 추출액을 모두 합하여 바람을 보

내면서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을 가지

내면서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을 가지

고 ｢부설판｣의 확인시험 1) 및 2)에 따라 시험한

고 ｢부설판｣의 확인시험

다. 또 그 잔류물의 융점은 약 115 ℃이다.

한다.

붕해시험 (생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정 량 법 (생

략)

략)

1) 및 2)에 따라 시험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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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주사용 세폭시틴나트륨

주사용 세폭시틴나트륨

Cefoxitin Sodium for Injection

Cefoxitin Sodium for Injection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세폭시틴나트륨｣의 확인시험 1), 2)

확인시험 ｢세폭시틴나트륨｣의 확인시험 1), 2)에

및 3)에 따라 시험한다.

따라 시험한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수

략)

분 (생

략)

수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제제균일성시험 (생

분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정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정

Cefpodoxime Proxetil Tablets

Cefpodoxime Proxetil Tablets

법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히드록실아
민염산염시액 2 mL를 넣어 녹이고 5 분간 방치
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 mg (역

2) 삭 제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4 mL를 넣어 녹이
고 얼음으로 식히면서 묽은황산 1 mL를 넣은 다
음 새로 만든 아질산나트륨용액(1 → 100)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2 분간 방치한다. 다시
얼음으로 식히면서 아미도황산암모늄용액(1 →
100) 1 mL를 넣어 잘 흔들고 1 분간 방치한 다
음 염산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염산염시
액 1 mL를 넣으면 액은 빨강 띤 보라색을 나타
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자외가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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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다.
4)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수
수

분 (현행과 같음)

분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제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럽용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시럽용 세프포독심프록세틸

Cefpodoxime Proxetil for Syrup

Cefpodoxime Proxetil for Syrup

법 (생

략)

제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히드록실아
민염산염시액 2 mL를 넣어 녹이고 5 분간 방치
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 mg (역

2) 삭 제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4 mL를 넣어 녹이
고 얼음으로 식히면서 묽은황산 1 mL를 넣은 다
음 새로 만든 아질산나트륨용액(1 → 100)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2 분간 방치한다. 다시
얼음으로 식히면서 아미도황산암모늄용액(1 →
100) 1 mL를 넣어 잘 흔들고 1 분간 방치한 다
음 염산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염산염시
액 1 mL를 넣으면 액은 자주색을 나타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자외가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다.

다.
4)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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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Streptomycin Sulfate

Streptomycin Sulfate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물 5 mL에 녹인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액에 닌히드린시액 1 mL 및 피리딘 0.5 mL를
넣고 10 분간 가열하면 액은 보라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및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표준품 10 mg

2) 이 약 및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표준품 10 mg

씩을 물 10 mL에 녹이고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씩을 물 10 mL에 녹이고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

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인

그래프용실리카겔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인

산이수소칼륨용액(7 → 100)을 전개용매로 하여

산이수소칼륨용액(7 → 10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1,3-디히드록시나프탈렌의 에탄올(95)용액(1 →

0.2% 닌히드린· 불포화 1-부탄올 시액을 고르

500)·희석시킨 황산(1 → 5)혼합액(1 : 1)을

게 뿌린 다음 약 100 ℃에서 약 5 분간 가열할

고르게 뿌린 다음 약 150 ℃에서 약 5 분간 가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

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

반점은 같은 색깔과 같은 Rf 값을 나타낸다.

은 주반점은 같은 색깔과 같은 Rf 값을 나타낸다.
비선광도 (생
pH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이상독성부정시험 (생

략)

이상독성부정시험 (현행과 같음)

히스타민 (생

략)

히스타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주사용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주사용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Streptomycin Sulfate for Injection

Streptomycin Sulfate for Injection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의 확인시험 2)

확인시험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의 확인시험 에

에 따라 시험한다.

따라 시험한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순도시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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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제제균일성시험 (생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시메티딘염산염

시메티딘염산염

Cimetidine Hydrochloride

Cimetidine Hydrochlorid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확인시험 1)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각각 15 mg씩을 달아 0.05 mol/L 황산시액에

각각 15 mg씩을 달아 0.05 mol/L 황산시액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들 액 5.0 mL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들 액 5.0 mL

에 0.05 mol/L 황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에 0.05 mol/L 황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

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

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

2)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타낸다.
3) 이 약의 수용액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을 나
타낸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시소마이신황산염

시소마이신황산염

Sisomicin Sulfate

Sisomicin Sulfate

략)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물 5 mL에 녹여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브롬시액 0.3 mL를 넣을 때 용액의 색은 곧 없
어진다.
2) 이 약 및 시소마이신황산염표준품 15 mg (역

2) 이 약 및 시소마이신황산염표준품 15 mg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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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씩을 달아 각각 물 5 mL에 녹여 검액 및 표

가) 씩을 달아 각각 물 5 mL에 녹여 검액 및 표

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클로로포름·암모니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클로로포름·암모니

아수(28)·아세톤혼합액(2 : 2 : 1 : 1)을 전개

아수(28)·아세톤혼합액(2 : 2 : 1 : 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

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

내어 바람에 말린다. 박층판에 0.2 % 닌히드린·

내어 바람에 말린다. 박층판에 0.2 % 닌히드린·

물포화 1-부탄올 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약 100

물포화 1-부탄올 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약 100

℃에서 약 5 분간 가열할 때

℃에서 약 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

검액 및 표준액에

서 얻은 주반점은 자주색 ~ 적갈색을 띠고 Rf 값

서 얻은 주반점은 자주색 ~ 적갈색을 띠고 Rf 값

은 같다.

은 같다.

3) 이 약은 황산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3) 이 약은 황산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비선광도 (생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확인시험 1)

아목시실린 정

아목시실린 정

Amoxicillin Tablets

Amoxicillin Tablets

략)

제

이 약 아목시실린 약 20 mg 에 해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
시액 1 mL를 넣으면 즉시 자주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수용액(1 → 5000) 2 mL에 황산수

2) 삭 제

은(Ⅱ)의 2.5 mol/L 황산용액(3 → 20) 1 mL
를 넣어 수욕에서 2 분간 가열하고 여기에 아질
산나트륨용액(1 → 1000) 1 mL를 넣고 2 분간
가열하면 적갈색이 나타난다.
3)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3)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약

0.2

g을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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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클로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클로

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3 : 1)을 전

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3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탄올 100 mL

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탄올 100 mL

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

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수

분 (생

략)

수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시럽용 아목시실린

시럽용 아목시실린

Amoxicillin for Syrup

Amoxicillin for Syrup

법 (생

략)

제

확인시험 1) 이 약 아목시실린 약 20 mg 에 해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
시액 1 mL를 넣으면 즉시 자주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수용액(1 → 5000) 2 mL에 황산수

2) 삭 제

은(Ⅱ)의 2.5 mol/L 황산용액(3 → 20) 1 mL
를 넣어 수욕에서 2 분간 가열하고 여기에 아질
산나트륨용액(1 → 1000) 1 mL를 넣고 2 분간
가열하면 적갈색이 나타난다.
3)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3)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및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클로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클로

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3 : 1)을 전

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3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탄올 100 mL

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탄올 100 mL

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

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분포)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분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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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성

아지트로마이신 캡슐

아지트로마이신 캡슐

Azithromycin capsules

Azithromycin capsule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가지고 필요하면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가지고 필요하면

가루로 하여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가루로 하여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2) 이 약의 내용물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적

2) 삭 제

당량씩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메탄올혼합
액(1 : 1)에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이 되게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아세트산에틸·디에틸아민혼합액

(150 : 50 : 20)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
음 박층판을 100 ℃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바닐린 3 g을 에탄올(95) 100 mL를 넣어 녹이
고 황산 1.5 mL를 넣은 액을 고르게 뿌리고
100 ℃ 에서 10 분간 다시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검정색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수

분 (생

략)

수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Azithromycin for Syrup

Azithromycin for Syrup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확인시험 1)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2) ｢아지트로마이신 캡슐｣ 의 확인시험 2)에 따

2) 삭 제

라 시험한다.
pH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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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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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알로푸리놀

알로푸리놀

Allopurinol

Allopurinol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0.1 g에 물 50 mL를 넣어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가온하여 녹인다. 이 액 5 mL에 암모니아시액 1
mL 및 질산은시액 1 mL를 넣을 때 흰색의 침전
이 생긴다.
2)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의 수용액(1 →

2)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의 수용액(1 →

2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2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

3)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

낸다.

낸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주사용 암피실린나트륨

주사용 암피실린나트륨

Ampicillin Sodium for Injection

Ampicillin Sodium for Injection

상 (생

확인시험

략)

성

｢암피실린수화물｣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확인시험 ｢암피실린나트륨｣ 확인시험에 따라 시
험한다.

삼투압비 (생
pH (생

상 (현행과 같음)

략)

삼투압비 (현행과 같음)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분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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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확인시험

1)

클래리트로마이신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Clarithromycin

략)
이 약 5 mg에 황산 2 mL를 넣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5 mg에 황산 2 mL를 넣

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이 약 3 mg에 아세톤 2 mL를 넣고 다시 염산

2)

2 mL를 넣으면 액은 주황색을 나타내고 즉시 빨

염산 2 mL를 넣으면 액은 주황색을 나타내고 즉

간색 ∼ 짙은 보라색으로 변한다.

시 빨간색 ∼ 짙은 보라색으로 변한다.

3)

3)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을 가지고

이 약 3 mg에 아세톤 2 mL를 넣고 다시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4)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10 mg씩을

4)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클로로포름 4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암모니아
수(28)혼합액(100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황산을 고르게 뿌린 다음 약 105 ℃ 에
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암자색을 띠고, 그 Rf 값은 같다.
결 정 성 (생

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생

략)

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점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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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제

법 (생

략)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제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클로로포름으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로 추출하여 1 mL 당 클래리트로마이신 2.5 mg
의 농도로 하여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확인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용출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Clarithromycin Tablets

Clarithromycin Tablet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클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래리트로마이신 6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

달아 아세톤 40 mL를 넣어 10 분간 진탕하여

다.

섞은 후, 매분 4000 회전으로 5 분간 원심분리
한다. 위의 맑은 액 30 mL를 취하여, 용매를 제
거하여 얻은 잔류물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
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2980 cm-1, 2940 cm-1, 1734 cm-1, 1693
cm-1, 1459 cm-1, 1379 cm-1 및 1171 cm-1
부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수

분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수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for Syrup

Clarithromycin for Syrup

상 (생

확인시험

략)

1)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확인시험 4)

성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에 따라 시험한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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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pH (생

략)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pH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확인시험

니스타틴 시럽

니스타틴 시럽

Nystatin Syrup

Nystatin Syrup

략)

제

이 약을 충분히 흔들어 잘 섞은 후 2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충분히 흔들어 잘 섞은 후 2

mL를 취하여 물 2 mL를 넣어 희석한 다음 인몰

mL를 취하여 물 2 mL를 넣어 희석한 다음 인몰

리브덴산·텅스텐산시액 2 방울을 넣고 1 시간

리브덴산·텅스텐산시액 2 방울을 넣고 1 시간

방치하면 액은 초록색을 나타낸다.

방치하면 액은 초록색을 나타낸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니페디핀

니페디핀

Nifedipine

Nifedipine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에탄올(95) 5 mL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에탄올(95) 5 mL

에 녹이고 염산 5 mL 및 아연가루 2 g을 넣어

에 녹이고 염산 5 mL 및 아연가루 2 g을 넣어

5 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방

5 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방

향족제일아민의 정성반응에 따라 시험할 때 자주

향족제일아민의 정성반응에 따라 시험할 때 자주

색을 나타낸다.

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및 니페디핀표준품의 메탄올용액(1 →

2) 이 약 및 니페디핀표준품의 메탄올용액(1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니페디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3) 이 약 및 니페디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다.

다.

융

점 (생

략)

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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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10개정 현행

대한약전 10개정 개정(안)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메로페넴수화물

메로페넴수화물

Meropenem Hydrate

Meropenem Hydrate

상 (생

확인시험

략)

1) 이 약 10 mg(역가)에 물 2 mL를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역가)에 물 2 mL를

넣어 녹이고 히드록실아민염산염·에탄올시액 3

넣어 녹이고 히드록실아민염산염·에탄올시액 3

mL를 넣고 5 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

mL를 넣고 5 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

철(Ⅲ)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철(Ⅲ)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띤다.

적갈색을 띤다.

2) 이 약 및 메로페넴표준품의 수용액 (3 →

2) 이 약 및 메로페넴표준품의 수용액 (3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메로페넴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3) 이 약 및 메로페넴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비선광도 (생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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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에 관한 지침

1. 준비작업(단일 실험실 내)

(2) 최적화, 둔감도(ruggedness), 간섭과 관련된

1.1 연구 및 분석법의 목적과 범위 설정

실험을 단일 실험실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실행한다.

연구의 목적, 분석법의 유형, 분석법의 예상되는

다른 날에 실행한 동일성분에 대한 분석은 실제 상

사용 목적을 정한다. 또한, 분석법의 다양한 특성(바

황에서 예상되는 변동성에 관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이어스 bias, 정밀도 precision, 특이성 specificity,

제공한다.

측정 한계 limit of determination)의 상대적 중요성

최적화 접근법

에 기초하여 공동연구 설계를 선택한다. 본 지침의

(1) 한 번에 한 개의 변수를 바꾸어가며 실험을

지시사항은 주로 분석법의 정밀도 측정과 관련이 있
지만 다른 유형의 연구에 적합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진행한다.
(2) 주요 변수를 식별하고 제어하기 위해 정식 둔
감도

검사를

진행한다[Youden

and

Steiner(pp

분석법 선택의 대안

33~36, pp 50~55) 참조]. 실제 절차는 보기보다 간단

(1) 분석법이 명백한 경우(이용 가능한 방법이 유

하다(분석법을 최적화하는데 매우 효율적임).

일한 경우)
(2) 결정적인 문헌검토 (실험실 내 보고는 낙관적
인 경우가 많음)
(3) 후보 분석법을 위한 실험실 조사. 후보 방법
들의 실험실 내 속성의 비교(선택이 목적이 아닐 수

(3) 주요 단계를 식별하기 위해 데밍 단일최적화
기법(Deming simplex optimization)을 사용한다
(DOls and Armbrecht참조). 단일최적화기법 개념은
기기성능 최적화에 이용하거나 분석화학 실험방법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도 있음)
(4) 전문가에 의한 선택[AOAC가 선호하는 절차
(연구책임자(Study Director)가 심사위원 (General
Referee)의 동의를 얻어 선택)]

1.3 최적화의 실험실내 속성 개발
(연구가 정성 또는 정량 분석이냐에 따라 일부
요소가 생략되거나 결합될 수 있다)

(5) 위원회에 의 한 선택(국제표준화기구(ISO)가

분석법의 유효 측정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검량

선호하는 절차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자

선 함수(순수한 혹은 특정 용매에서 응답 vs 농도)를

주 있음)

측정한다. 면역분석법과 같은 일부 기법의 경우 직선

(6) 적합한 분석법을 이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방
법을 개발하거나 기존 분석법을 변형(연구 프로젝트
로 진행)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후
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함).

성(linearity)이 필요조건은 아니다. 필요한 수학적
변환은 모두 명시한다.
관련제품(commodity of interest)에 대한 적용 가
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학적 함수(공시험액을 포
함한 매트릭스 내의 응답 vs 농도)를 측정한다.

1.2. 신규 또는 이용 가능한 분석법의 최적화

간섭을 위한 시험(특이성). (1) 존재가 예상되는,

수행원칙

일반적인 농도에서의 불순물, 상시 존재하는 오염물

(1) 최적화되지 않은 분석법으로 공동연구를 진행

질, 향, 첨가제, 그 외의 요소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

하지 않는다. 성공적이지 못한 연구는 공동연구진의

해 검사한다. (2) 매트릭스의 비특이적 (nonspecific)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불만을 초래한다. 특히 위원

영향에 대해 검사한다. (3) 안정성을 위한 분석법인

회가 고안하였으나 실제로 실행된 적 없는 방법은

경우 변형 산물의 영향에 대해 시험하고, 조직잔류물

더욱 그러하다.

관련 실험의 경우 대사산물의 영향에 대해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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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트릭스와 추출물, 소화물, 또는 그 외의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재료, 효소, 항

처리된 용액에 첨가된 분석성분의 회수율을 측정하

체, 그 외의 성능과 관련된 시약의 조건을 명확하고

여 바이어스(계통오차) 시험을 실시한다(분석법이 특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성이나 구성요소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분석법의 주요 단계(칼럼, 기기 등)에서 만족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기기 성능규격 및 (칼럼 이나
흡착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적합성시
험을 개발한다.

분석법의 각 단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여
편차를 억제한다. 명확한 명령문을 사용한다. 즉, 가
정문 또는 조건문의 사용은 가능한 피한다.
필요한 모든 안전 예방책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한다.

관련 레벨 농도에서 정밀도 시험을 시행한다. 이

분석법의 완성도, 신뢰도(예를 들어, 특정 화학물

때, 흔히 시행되는 분석에서 예상되는 실험조건에서

질에 일정한 pH 완충제, 용기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

의 변화량에 대한 시험도 진행한다 (둔감도). ‘고전적’

는 양), 연속성, 명확성을 위해 분석법을 수정한다.

반복성 표준편차

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최초 실험

성능규격, 시스템 적합성 테스트, 정해진 결정적

를 평가 한다. 여기

요점, 편리한 실험 중지 시점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

는 동일 실험실에서 동일 또는 다른 분석자가

인한다. 상용표준용액의 물리·화학 상수 (흡수율, 반

시행할 때, 날짜에 따른 검정곡선의 변동성이다. 이

눈금 굴절률, 회수율 등), 또는 작동 중인 용액과 크

실험실 내 전체 표준편차 평가값은 분석 간(집단 간),

로마토그래프 재질의 성질(pH, 부피, 분해능 등) 분

분석 내(집단 내) 변동성을 모두 반영한다.

석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타 지표(예를

실은 실험실 내 전체 표준편차
서

해당 매트릭스나 제품에 대한 적용 가능 범위를
정한다.
다른 분석법의 이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 방법을

들어, 합이 100%)를 모두 포함한다.
시간과 자원이 허용한다면 3개의 실험실에서 파
일럿 연구를 진행한다.

적용하여 얻은 결과와 같은 목적의 기존 분석법들을
비교한다.
위의 특성과 관련된 주요 성능 예비 추정값 중

1.5 참가자 모집
연구진/후보 실험실 선정

하나라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개선을 위해 분석법

참여 실험실은 해당 분석법에 이용되는 기본기법

절차를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를 다시 진행한다.

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분석법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분석자가 해당 방

만 해당 분석법 자체에 대한 경험이 필수요건은 아

법을 시행하게 한다.
진행하며 생기는 의문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방법을 수정한다.

니다. 참가 실험실 후보 명단은 개인 접촉, 기술협회,
동업조합, 문헌검토, 광고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작
성할 수 있다. 공동연구진은 공동연구 준비위원들(해
당 방법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실험실, 규제기관, 산

1.4 분석법 설명서 준비

업단체, 또는 대학 소속)이 선정한다.

참고: 분석법에 관한 공동연구는 설명서에 특정
스타일과 포맷으로 제시된 분석법을 동일 재료에 대

초청장

해 다수의 실험실이 실제 시행하는 것이다.

실험실의 해당 업무배정 담당자에게 정식 초청장

최종 발표에 쓰일 포맷과 스타일에 가장 가깝게
분석법 설명서를 준비한다.

을 보낸다. 해당 실험실을 선정한 이유(실험실의 자
원, 실험실이 해당 문제나 방법에 대해 책임감이나
경험을 보유),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1인 당 예상
소요 시간, 보내야 할 시료 수, 필요한 분석 실행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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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료 배부 예상 일정, 연구 완료 목표 날짜 등을

시료(필요한 경우에 한해)의 사용기준에 대한 지시사

명시한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배정하

항을 포함한다.

는데 경영진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분

보고서에 각 실험실기호를 미리 표시하고 결과를

석법 설명서와 회신서류 혹은 카드(적절한 경우, 회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계산 확인 등 실험 이후의 데

신우표 첨부)를 동봉한다. 회신서류 및 카드에는 수

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공란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최초 실험실은 측정 기기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

락, 또는 거절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서명란, 주소정
정,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날짜란을 포함시킨

여 보고 할 때 유효숫자의 수를 제시해야 한다.
참고: 보고된 데이터에서 통계값을 산출할 때 평

다.

균값과 표준오차가 최종으로 보고되기 전까지는 반
실험실 진행책임자

올림, 반내림, 또는 버림을 하지 않고 계산기나 컴퓨

대규모 공동연구의 경우, 각 실험실에서 다수의

터가 계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밀하게 계산한다.

연구진이 참여하고, 몇 개의 적응용 시료, 다른 시점

이때, 표준 편차의 유효숫자는 2자리로 하고, 평균값

에 물품을 수령하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기

과 상대표준편차는 표준편차의 유효숫자와 맞추어

때문에 실험실에 진행책임자 임명을 제안하는 서신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한다. 예를 들어, 재현성 표준편

을 보낸 뒤에 초대 수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

실험실 진행책임자는 연구재료 수령 및 저장, 업무분

니라 0.147로 보고하고, 상대표준편차

담, 연구와 관련된 재료 및 정보분배를 담당한다. 또

로 보고한다. 표준편차 계산을 중간 결과를 전송받아

한, 분석법이 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시행되는지 관찰

단계별로 수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제곱값을 위해

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며 해당 데이터가 정확히 보고

유지할 유효숫자의 수는 데이터에 있는 유효숫자 수

되는지 확인한다. 공동연구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

의 2배 더하기 1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험실 진행책임자의 책임
이다.

= 0.012라면 평균값은 0.1473 혹은 0.15가 아
은 8.2%

분석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록계 추적을
재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시사항과 보고서 점검
항목에서 기록계 추적 제출을 요청한다. 분석 항목,

1.6 지시사항 및 보고서

좌표의 축, 날짜, 제출자, 실험조건, 기기설정 등의

지시사항과 보고서 양식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

식별을 위한 기록계 추적 라벨에 관한 지시사항을

포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해당 문건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파일럿 연구가 유용하다.
파일럿 혹은 시범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실
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실험실이 참여의사의 수락

제공한다.
보고서 양식에 분석자 서명란과 정확한 승인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출력 혹은 기재할 수 있는 공란
을 둔다.

직후에 연구재료와는 별도로 지시사항과 보고서를

실험실 감독관 검토서를 준비한다. 예시로 완성된

송부한다. 지시사항은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

검토서도 유용하다. 질문지는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를 포함해야 한다.

포함시키거나 송부한다. 질문지는 실험방법의 주요

이 연구는 실험실의 연구가 아니라 분석법에 대
한 연구이다. 분석법을 최대한 그대로 따르고 명시된
분석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에는 아무리 사
소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저장, 취급, 표시, 확인이 기재된 지시서를 포함
하고, 분석을 위한 특별한 준비사항, 연습 혹은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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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검량선이나 응답과 농도 또는 분석성분 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의 사본을 요청한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여 불일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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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문제가 검량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석과정에

공한다. 모든 첨가용액은 외형과 부피가 동일해야 한

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 첨가를 위해 분취량(aliquot)이 제거될 단일 용액
을 제공하지 않는다. 농도와 관련된 정보(동일 첨가

1.7 적응용 시료 또는 연습용 시료

용액들의 요인 분취량 또는 동일 첨가용액의 일련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재료를 보내기 전

희석액 사용), 혹은 알려진 반복검증에 관한 정보는

에 지시사항과 적응용 시료를 최대한 빨리 제공한다.

분석법의 변동성에 대한 과소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적응용 시료가 제출되면 만족스러운 수행을 위한 진

운송 중 실험 재료가 분실되고, 공동연구 수락 후

전상황 보고서 형식을 제공한다.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진이 생기고, outlier 발생률이
최대 2/9인 경우가 생겨도 최소 8개의 실험실에서
유효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가 유연해야 한다.

2. 공동연구설계

표준품과 표준용액을 잘못 제조하면 유의미한 분

2.1 일반원칙
공동연구의 목적은 분석법의 특성들을 특히 분석
법이 실제 상황에서 이용될 때 예상되는 정밀도 중
심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분석법의 정밀도를 정의하
는데 반복검증(replication)의 반복성(repeatability)
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이
용한다. 반복성은 같은 분석자가 시행한 반복실험값
간의 차이의 척도

이다. 이는 분석자가 동일 재

료 혹은 스플릿 레벨(Youden pairs)의 재료로 동일
조건(동일 실험실, 동일 기기, 동일 시간대)에서 블라
인드 반복실험을 할 때 검증 가능성을 측정한 값이
다. 재현성은 실험실 간, 실험실 내 변화를 모두 포
함하는 종합적 차이의 척도

이다. 이는 분석자가

다른 실험실의 분석자와 다른 조건(예를 들어, 다른
기기, 다른 시간)에서 같은 시료를 같은 분석법으로
분석했을 때 결과의 검증 가능성을 측정한 값이다.
실험실 간 차이는 계통오차(systematic error)를 나
타낸다. 이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실험실들의 환경적
조건(시약과 기기의 상태, 검량요인의 차이, 분석법
의 단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실험실 간 차이의 원인을 식별하
여 이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
면 실험실 간 차이가

에 합산될 것이다.

분석을 위해 송부하는 시료는 미상(블라인드)으로
제공하고 임의의 기호로 표시한다. 만약 분석자의 시
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면 분석성분의 잠재 농도
또는 양의 범위를 제시할 수도 있다. 첨가용액을 사
용하는 경우, 각 재료마다 표시된 용액을 하나씩 제

석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오차를 따로 고려
할지, 아니면 분석법의 일부로 넣을지(즉, 분석자가
표준 용액을 스스로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
자가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주로 표
준품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있다. 표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석자들이 직접 제조한다. 표준품
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의
해) 표준재료가 제공된다. 그러나 상용 표준 용액의
흡수성과 같은 물리상수는 용액의 올바른 제조를 위
한 점검사항으로 분석법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관리 및 운영상 승인을 받는다. 분석법을
잠재 사용자들이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2 실험실
실험실은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분석법 연구에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고, 이 연구가 아마도 해당 분석법에 대한 유일한 공
동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석법에 대
한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실험실 유형
해당 분석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가지는 실험실
이 가장 적합하다. 실험실 유형은 대표(실제로 해당
분석법을 사용할 실험실들), 기준(’최고’라고 간주되
는 실험실), 혹은 해당 분석법을 사용할 실험실(공인
이나 인가를 받은)의 전체 모집단으로 나뉜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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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른 실험실인 경우, 각각 고유의 기기, 표준,

과 준비위원이 각 실험실의 능력과 공동연구에서의

시약, 감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개의

과거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만약

실험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실험실 방문을 후속
으로 진행한다. 실험실 선정은 적응시료 실험성과를

2.3 시험 재료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전용기기 혹은
매우 전문화된 장비를 구비한 실험실만이 공동연구

균질한 재료

에 선정될 수 있다. 만약 공동연구가 국제적으로 통

재료는 균질 해야한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항이다.

용될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다양한 국적의 실험실들

배송 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실험실 시료를 대표 할

을 연구에 초청해야 한다.

만한 수를 시험해 균질성을 확보한다 (outlier를 보
고하는 공동연구진은 종종 결함이 있는 실험실 시료

실험실 수

를 수령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비균질성은 분석결과

유효데이터를 제출하는 실험실 최소 8개로 한다

의 차이를 증가시키고, 그 원인이 분석법 고유의 차

(이는 추정 파라미터에 대한 신뢰영역이 과도하게 넓

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매우 비싼 장비나 특
수 실험실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최소 참여

시료 코딩

실험실 수를 5개로 할 수 있다. 참여 실험실 수가 감

시료에 무작위로 기호를 표시하여 배부순서에 따

소하면 평균값과 분산값 요소에 대한 신뢰한계가 넓

른 사전 선정을 예방한다.

어진다(설계 고려사항 참고). 실행 및 비용, 입수할
수 있는 정보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험실 수는

농도 범위

보통 8~10개이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의 실험실이 참

관련 농도범위를 포함하는 분석성분 농도수준을

여하는 대규모 연구를 본 지침이 권장하지 않는 것

선택한다. 만약 관련 농도범위가 허용오차한계 혹은

은 아니다.

규격수준이면, 이를 같은 범주로 묶어 적절한 농도

정성분석의 경우, 공동연구는 최소 10개의 실험

재료에 포함시킨다. 만약 실험 설계가 분석성분이 없

실이 필요하고 각 매트릭스당 2레벨의 분석성분, 각

는 경우의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시험 재료(검출

레벨당 6개의 검사표본, 각 매트릭스당 6개의 음성

불가)를 관련 범위에 포함시킨다.

대조군이 있어야 한다. (참고1: AOAC의 정성분석 기
준은 본 공동연구 지침의 일부가 아니다.)

재료 수
공동연구는 최소 5개의 재료을 사용해야 한다. 단

분석자
대부분의 실험설계는 각 실험실당 1명의 분석자

일 매트릭스당 한 개의 규격만 연관되는 경우에만
최소 재료 수를 3개로 할 수 있다.

를 필요로 한다. 만약 실험실 내 분석자 변동성이 기

참고1: 한 개의 재료는 분석법-성능 파라미터가

대 변동 요소라면 모든 참여 실험실로부터 다수의

적용되는 분석 하나의 대상성분(또는 시험 구성성

분석자를 요청해야 한다. 표준 용액, 시약, 크로마토

분)/매트릭스/농도의 조합이다. 이 파라미터가 분석

그래프칼럼 또는/및 충전제, 기기검정, 검량선 등이

법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한다.

독립적으로 재조되지 않는 한, 동일 실험실의 분석자
2명으로 다른 실험실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작업 중
분석자간 상의가 금지된다. 하지만 동일기관 소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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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개의 블라인드 또는 오픈 반복실험 시료
는 단일 재료이다(둘은 독립적이지 않다).

34

페어(X, Y로 명명됨)로 구성된 2개의 시료가 조성

적응용 시료

이 충분히 비슷할 때에만 둘을 유덴 페어(Youden

새롭고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기법이 이용될

pairs)로 간주한다. ‘충분히 비슷하다’는 X, Y 시료의

때는 가능하다면 명시된 조성(composition)을 가진

조성 차이가 5% 이내( 5%)인 경우이다. 즉, 시료 X

재료들을 다른 일자에 제공한다. 실제 공동연구에 이

가 시료Y의 분석성분 농도( )보

용될 고가의 재료는 분석자가 적응용 시료로 주어진

의 분석성분농도(

다 높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범위값 내의 명시된 값을 재현해낼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산분석의 가정 중 하나가 결과의
기본 분포가 시간과 독립적이라는 점(즉, 변동이 없

또는

다)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 가정이 충족
되도록 해야 한다.
2.4 반복검증

참고3: 분석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공시험 시료
또는 음성 대조군은 재료로 간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실험실 내 변동성도 중요한 경우(대부분의 경우),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량한계에 가까운) 매우 낮

독립적 반복검증은 아래 제시된 절차 중 적어도 한

은 레벨이 추구되는 미량 분석에서는 공시험 시료가

가지 절차를 따름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바람직한 방

재료로 간주되고 통계적 ‘측정한계’를 결정하는 데

법 순으로 나열; 실험 설계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공시험 시료가 그저 절차상의

서는 안 됨).

대조군이라면, 대량 분석(예를 들어, 치즈 내 지방분

(1) 스플릿 레벨(유덴 페어): 거의 동일하지만 조

석)에서 공시험 시료는 재료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성이 약간 다른(차이 5% 이하, 2.3 재료 수, 참고 2

있다.

참조) 2개의 시료를 자연적으로 얻거나 한 개의 시료
에 희석액(또는 분석성분)을 첨가해 희석(또는 강화)

재료의 성질

하여 얻을 수 있다. 두 시료에 무작위로 번호를 매긴

재료는 분석대상 자재를 대표하고 분석성분에 대

후 참가 실험실에 검사표본으로 제공한다. 각 검사표

한 관례적 또는 극한적 값을 가져야 한다.

본은 한 번만 분석하는데 이는 반복검증이 실험설계
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일 연구에서 일부 재료는 스플릿 레벨, 다

시료량
지시사항에 명시된 실험량을 만족 할 만큼의 시
료만을 공급한다.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경우, 공동연

른 재료는 블라인드 반복실험 시행: 제공된 각 시료
에서 단일 값만을 얻는다.
(3) 무작위로 표시된 시료의 블라인드 반복실험:

구진은 설명과 함께 추가분을 요청해야 한다.

참고- 3회 이상의 반복검증은 2회 반복검증과 비교
간섭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반복검증이 보통

실험실 내 연구를 통해 중요하지 않다고 밝혀진

개별 실험실 내 변동성에 대해서만 추가 정보를 제

재료를 제외하고 일부 재료는(모두는 아니지만) 예상

공하기 때문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오차요

가능한 오염물질이나 간섭물질을 반드시 함유하고

소이다. 개별 재료에 대한 반복실험 횟수를 늘리는

있다. 해당 분석법이 실험실 내 간섭을 성공적으로

것보다 더 많은 레벨 및/또는 재료의 분석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지는 시스템 적합성 검사 통과 여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천원칙: 반복검증에서 가장 큰 순(純) 한계이득

로 알 수 있다.

은 3~4회, 또는 4~5회 반복보다는 2~3회 반복에서 획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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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재료: 참고- 관련 없는 독립재료들은 정밀도

시료농도 및 구성의 범위 외에 분석법 사용 가능

파라미터 계산이나 분석법 설계 시 스플릿 레벨로 사용될

성에 대한 외삽의 유효성은 검량선 기울기(민감도)를

수 있다. 그러한 물질은 조성이 5% 이하의 차이가 존재해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민감도는 매트릭스

야 한다(2.3 물질 수, 참고 2 참조). 농도차가 클수록 실

험실 내 변동성에 대해 해당 물질이 제공하는 정보
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5) 기존 반복검증실험: 이미 알려진 반복검증실
험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는 같은
자원을 블라인드 반복실험이나 스플릿 레벨 실험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선호된다.
(6) 품질관리 재료: 공동연구를 통해 반복성 파
라미터를 얻는 대신에,

을 따로 계산하기 위해 각

실험실이 공동연구와는 독립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
는 품질관리 재료를 이용하여 각 품질관리 재료마다
제품별로 개발된 패턴에 따라 2회의 반복실험을 실
행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성질과 농도, 오염물질 구성성분 함수로서 관찰된다.
그 신호가 이러한 변수들과 다소 독립적이면 합당한
수준으로 외삽법을 이용한 추정이 가능하다. 분석자
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3. 공동연구 재료 제조
3.1 일반원칙
동일 시료에서 추출한 검사표본 간 이질성은 연
구책임자의 실험실 내에서 측정되었던 것처럼 분석
변동성과 비교했을 때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어야 한
다.
용기는 내용물에 외부로부터 분석성분을 더하거
나, 분석성분, 또는 물과 같은 매트릭스의 다른 내용
물을 흡착 및 흡수해서는 안 된다.

2.5 기타 설계 시 고려사항
실험 설계는 업무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소
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된 설계로 얻어진 정보
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작업(값)
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허용오차수준을 1.00mg/kg
로 늘리면 1.0mg/kg의 경우보다 높은 신뢰도가 요
구된다(이 차이는 10%보다는 1% 차수의 정밀도 기

필요한 경우, 분석법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료를 안정화한다. 이때 물리적 방법(냉동,
탈수) 또는 화학적 방법(방부제, 항산화제)이 선호된
다.
필요하다면 기밀용기(vapor tight container), 냉
장, 불활성기체, 또는 보호 포장을 통해 재료구성의
변화를 막는다.

준이다).

3.2 공동연구에 적합한 재질

공동연구에서 얻은 추정 표준편차 또는 상응하는
상대표준편차의 평가는 상응하는 참값에 따라 변하
는 확률변수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 내 또는 반복성
정밀도를 측정하는 표준편차

은 참값 σ 의 주변에

분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STD
련이 있다. 그러므로
횟수의 함수인 STD(

)와 관

, 실험실 수, 실험실당 분석
에서

은 동일 테스트 환경

과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때에 따라 σ 주변에서
값이 분포한다. 실험실 간 또는 재현성 정밀도를 측
정하는 STD

은 확률변수

,

험실당 분석횟수의 함수인 STD (

과 실험실 수, 실
)을 가진다.

은

동일 시료로 실험하는 경우 때에 따라 참값 σ 근방
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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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분석성분 안정성: 예상되는 운송 및 연구
기간 동안 분석성분과 매트릭스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
합성재료는 실제 연구준비과정에서 알려진 양의
분석성분을 이용해서 특별히 제조될 수 있다. 이 절
차는 의약품 또는 살충제 제제와 같은 대량 성분에
가장 적합하다.
통상적인 재료 혹은 공시험 재료에 알려진 양의
분석성분이 추가된 첨가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분석성분 첨가량은 원래 존재하는 양과 비교하여 과
하지 않아야 한다(약 2배). 첨가 분석성분은 향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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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자재에 원래 존재하는 분석성분과 동일한 화학
적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의약품과 살충제의 잔류물 유형의 문제에 있어

재료들은 가능하다면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다른 분석법으로 연구책임자의 실험실에서 분석되거
나, 일부 혹은 전체 공동연구자에 의해 분석된다.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해 첨가시킨 재료의 사용이 필

공동연구자들이 분석 목적으로 각자 사용할 재료

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발생 잔류물이 초래

들을 직접 제조하도록 허용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문제는 첨가 잔류물과는 다른 문제를 유발할

제한한다(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재료을 사용하고 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발생 잔류물을 가

연구의 제조단계). 재료의 조성(composition)을 알면

진 검사표본을 일부 포함시켜 해당 분석법이 잔류물

개인적 바이어스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실험

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실에서 분석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가 재료를 제조

(1) 원료로 제조: 이를 위해서 분석성분을 철저

하도록 한다.

하고 균질하게 혼합해야 하며 고체는 순차적으로 희
석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밀도차로 인한 분리의

3.3 공시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분리되기 쉬운 액체물질은 계

구성성분의 부재가 그 성분의 존재만큼 중요한 경우,

속 교반해서 제조해야 한다. 균질성은 내부 표준방법

구성성분의 양이나 매트릭스의 바탕(background)을

을 이용한 직접 분석을 하거나 마커 화합물(염색이나

위해

방사선 라벨)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covery data)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석성분 ‘없음

측량이

정정되어야

하거나

회수

데이터

(2) 시료의 개별적인 제조: 일정량의 분석성분을

(미발견)’으로 된 공시험재료를 포함하는 것에 관한

직접 칭량하거나 개별 용기에 제조된 용액의 분취량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공시험의 변동성과 해당 실험

으로 개별 용기에 미리 측정되어 담긴 매트릭스에

방법이 거짓 양성(false positive)을 얼마나 만들어내

첨가한다. 공동연구자는 지침대로 해당 분석에 각자

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공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

미리 측정된 각 양 전체를 사용하며, 용기의 내용물

로 공 매트릭스와 공 시약(reagent blank)이 있다.

을 정량적으로 옮기거나 해당 양에서 칭량된 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다른 출처를 통해 시약을 사용하는 경

상당량을 옮기도록 한다(후자는 추가 작업이 훨씬 많

우가 많기 때문에 각 실험실은 공 시약실험을 수행

이 필요하지만 미량[mg/kg] 수준에서 고체물질 첨가

해야 한다. 공 매트릭스는 필요한 경우 실험방법의

대신 선호되는 방법이다).

일부로 포함되며 공시험의 시행횟수는 재료 (

)와

(3) 공동연구자들이 사용할 자재에 농축된 미상의

공시험 재료 ( )의 통합분산(combined variance)에

용액을 직접 첨가: 분석성분이 불안정해서 중앙에서

따라 달라진다. 공시험으로 정정된 값의 전체 변동성

일괄적으로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해

을 나타내는 표준편차 s는 다음과 같다. s = (sM2 +

야 한다. 첨가한 용액을 직접 분석하는 것을 방지하

sB2)1/2

기 위해 각 용액에 기호표시를 하여 각 실험실 별로
단일 분석을 위해 설정된 매트릭스 세트에 표시된

3.4 검출/정량한계

용액 전부를 첨가해야 한다. 모든 용액은 서로 동일

검출한계와 정량한계가 중요한 경우, 공시험의 횟

한 외형과 부피를 가져야 한다. 이런 유형의 물질은

수와 거짓 양성값(false positive) 및 거짓 음성값

매트릭스의 소스를 제외하면 시료 유형과 유사하다.

(false negative)을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특별히 고

이 방법은 사용 가능한 모든 보존 기법을 사용해도

려해서 실험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모든 방법에

변질되는 부패성 자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해 연구에 사용될 검출 및 정량한계에 대한 정의
는 연구책임자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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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조군(Controls)

기기를 동일한 표준물질로 검정하는 것이 중요한

간섭으로부터 분리가 분석에 필수적이라면 이런

경우, 공동연구진에게 표준물질을 제공한다. 표준물

간섭물질을 함유하는 적절한 재료가 반드시 설계에

질에 대한 기준의 상업적 소스가 아직 개발되기 전

포함되어야 한다.

이라면 표준물질 제공에 대한 조항이 특히 중요하다.

권고사항: 항상 비상사태를 고려해서 공동연구자

상용표준용액농도를 미지로 하는 것은 흡광도, 유지

수 보다 더 많은 시료 세트(예를 들어 25% 이상)를

시간, 감도(농도의 변화에 의해 나뉘는 신호강도의

제조하는 것이 좋다. 일부 패키지 박스는 중간에 분

변화) 등 품질관리 파라미터의 표준화를 위한 합의값

실될 수도 있고, 일부 재료는 변질될 수 있으며 분실

을 설정하는데 유용하다.

이나 용기파손의 가능성도 있다. 예정된 작업을 마무
리할 수 없게 된 실험실을 새로운 실험실로 대체해

4.2 공동연구자의 의무

야 할 때도 있다. 일부 세트는 보관상의 안정성 검증

제출된 프로토콜에 따라 시료를 정해진 시간에

등 다른 목적 때문에 추후에 분석해야 할 수도 있다.

분석한다. 불안정한 재료(예를 들어 미생물이나 분해
문제가 있는 경우)의 분석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4. 시료의 제출
4.1 공동연구 재료 제출
공동연구자들에게 운송장 번호, 도착시간, 필요
보관 조건 등 배송 세부내역을 공지하도록 한다.

시작해야 한다.
분석방법을 정확히 준수한다(매우 중요한 사항임).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구책임자에게 연락한다.
시약, 칼럼, 장치(apparatus), 또는 기기를 대체해야

시료의 라벨은 모호하지 않게 정확히 표시한다.

필요성 등의 변화가 생기면 그 즉시 기록으로 남기

배송 박스를 튼튼하게 포장하고 배송 지연을 방

고 보고해야 한다. 공동연구자가 제출된 분석방법을

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라벨 한다. 용기가 파손될 위

준수할 의향이 없다면 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험이 있으면 포장을 잘하여 파손을 최소화한다. 시료

공동연구자가 다른 분석법을 동일한 시료에 적용해

가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라면 고체 CO2로 냉동해서

보고 싶다면 해당 목적으로 추가 시료를 요청해서

도착 예정 시간보다 며칠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따로 분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국제 운송

지시사항에 기술된 측정 횟수를 정확히 실행한다.

의 경우 ‘실험실 시료—상업적 가치 없음’이라고 표

횟수를 변경하면 통계분석이 복잡해진다. 정량 횟수

기하거나 도착하는 국가의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 너무 적으면 해당 실험실에서 나온 분석 재료의

표시를 한다. 유해 물질은 운송 규제에 따라 포장하

결과를 버리거나 ‘결측값’을 삽입해야 할 경우가 발

고 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동식물 제품을 국외로 보

생할 수 있다. 횟수가 너무 많으면 해당 실험실의 기

내려면 보건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도를 버리거나 적어도 일부 값을 버려야 하는 경

경우도 있다.

우도 생긴다. 실험실이 지침서의 분석 횟수를 따르지

안전한 수령을 위해 각 패키지 마다 반환 전표를
첨부한다. 미리 보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방법
사본, 지시사항, 보고서 양식을 포함시킨다.

못한다면 해당 실험실이 분석법을 실행할 능력이 있
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공시험값을 포함한 개별 값을 보고한다. 지침에서

포장 개봉과 실제 분석 사이에 시료를 올바르게

요구하지 않는 한 평균을 내거나 기타 데이터 조작

보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분석자는 연구책임

(data manipulation)을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개

자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해동되거나 부패된 시료

별 값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만 계산하면 통계 측정

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에 왜곡을 가져온다. 공시험값이 측정값보다 크다면
음성 값으로 보고하고 음성값을 0과 동일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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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흔적’이나 ‘미만’ 으로 보고할 경우 지시사항을

할 근거가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유효하지 않은 데

따르거나 요청한다. 서술적(비정량적) 용어는 통계분

이터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실

석에 사용될 수 없으며 피해야 한다. 결과가 정량한

험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선형 검량선이 예상

계보다 낮으면, 그 값에 상관없이 실제 계산한 결과

되는 실험에서 비선형 검량선이 발견될 경우. 3) 시

만 보고한다.

스템 적합성 규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4) 분리도

지시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원본 데이터, 그래프,
레코드추적, 사진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한다.
공동연구자에게 측정값이 outlier인지 아닌지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resolution)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5) 왜곡된 흡수
곡선이 나타날 경우. 6)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
타날 경우. 7)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외 기
타 이유는 앞에서 언급되었다.

경우에 그리고 프로토콜이 허용하는 경우, 반복 분석
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완성되고 시

5.2 outlier

간과 장비가 재지정 됨과 동시에 연구책임자에게 결

공동연구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outlier을 가

과값을 알린다.

질 수밖에 없으며, 그 개수는 outlier을 어떻게 규정

참고: 확실한 outlier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

하는가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분석성분, 시료,

질수록 outlier 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을 확률이 높

실험실 및 정량)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진다.

(실험방법 미준수 등) 한 연구에서 재료 별로 탈락된

정정 가능한 outlier이 생기는 가장 빈번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결과값이

전체의

2/9를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outlier이 너무 많다고 간주된다. 공동연구에서는 적

 부정확한 계산과 연산 오류

어도 8개 실험실에서 가져온 유효데이터를 유지해야

 숫자의 이항, 소수점 오차 또는 단위를 잘못 사

한다. 대규모 연구에서는 탈락되는 값의 비율이 이보

용하는 등의 기재 상의 실수

다 적어야 적절하다고 본다. 아래 실험을 순서대로

 칭량이나 용적 측정시의 오차 때문에 생기는 부

적용함으로써 outlier이 정상적인 모집단이라고 여겨

정확한 표준(물리상수를 확인하거나 새로 제조

지는 주요 데이터값의 일부가 될 확률을 결정할 수

한 표준 용액과 비교한다)

있다.

 시약, 장비 또는 시료의 오염

(1) 코크란 검정(Cochran test)을 실시하여 반복
검증(실험실 내) 분석에서 주어진 시료에 대해 다른

5. 통계분석

실험실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실험실을

5.1 데이터 초기 검토(데이터 검증)

제거(또는 간접적으로 실험실 데이터 세트에서 개별

연구책임자는 먼저 공동연구 결과를 재료별로(혹

극값을 제거)한다. 2.5% P값에서 단측검정(1-tail test)

은 각 스플릿 레벨(유덴페어) 값을 서로 비교), 결과

을 적용한다.

값 대 실험실 별로 보고된 평균 농도에 대하여 오름

코크란 실험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실험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계획할 수 있다. 변위평

실에 대한 실험실 내 분산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큰

균, 편차가 부적절하게 큰 반복실험(unduly spread

분산을 분산 총합으로 나눈다. 산출값(quotient)이

replicates), outlier, 실험방법 간의 차이, 지속적으

코크란 통계량으로, 이 값이 P=2.5%(단측검정) 및

로 상위 또는 하위를 기록하는 실험실 순위 등의 주

L(실험실 수)에 대한 코크란 테이블에 수록된 임계값

요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을 초과하면 제거할 outlier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통계분석에는 유효한 데이터만 포함시켜야 한다.

부록1 참조.

유효데이터란 연구책임자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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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단의 평균값을 가진 실험실을 제거하기 위

이 두 번째 검정 결과가 양성이면 검정을 활성화시

해 그룹스 검정(Grubbs test)을 실시한다. 다음 순서

킨 2개 값을 제거하고 부록3의 순서도에 따라 코크

로 적용한다. 단일값 검정(양측검정, P=2.5%)을 실시

란 실험을 다시 실시한다. 그리고 코크란, 단일 그룹

하고 이상값이 발견되지 않으면 페어 검정(최고평균

스, 페어 그룹스 검정의 순서로 반복한다. 하지만 제

값 2개, 최저평균값 2개, 최고평균값과 최저평균값을

거된 실험실 개수가 전체 실험실의 2/9를 초과하기

전체 P=2.5%에서 분석) 을 실시한다.

전에 이를 멈추어야 한다.

단일 그룹스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 제시된 주기(코크란, 단일 그룹스, 페어 그룹

각 실험실 별로 평균을 계산하고 실험실(L) 평균값들

스 검정)에 outlier이 제거되지 않으면, outlier 제거

에 대한 표준편차(SD)를 산출한다(이를 편차 s라고

가 완료된 것이다. 또한 제거 표시가 된 실험실 개수

표시). 가장 높은 평균값( )을 제거한 평균값 데이터

가 전체의 2/9을 초과하면 outlier 제거 절차를 중지

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가장 낮은 평균값( )

한다. 제거율이 높아지면 모든 outlier을 제거하지

을 제거한 평균값 데이터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출한

말고 정밀도 파라미터 이용을 고려하거나 분석법을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준편차의 퍼센트 감소값을

의심해야 한다.

산출한다.

참고: 한 outlier이 분석에서 제거될지 여부는 근

100 [1 ( /s)] 과 100 [1 ( / s)]

본적으로

이 두 퍼센트 감소값 중에 높은 값이 단일 그룹

outlier 검정에 의해 알려진 확률과 적절한 정보를

통계적

분석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스 통계량으로 이 값이 L 실험실에 대한 P=2.5% 수

토대로

준 및 양측 검정에서 단일 그룹스 표에 있는 임계값

outlier 제거절차를 따르는 다른 조직과의 일관성을

을 초과한다면 제거할 이상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

위해 미리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얻어진

여준다. 부록 2 참조.

추정치는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결정한다(하지만

표준화된

그룹스 페어 통계량(the Grubbs pair statistic)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5.3 개별 결과의 바이어스(bias, 계통편차)

만 전체 평균 데이터 세트에서 최저평균값 2개, 최고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평균값 2개, 최고평균값과 최저평균값을 제거한 후에

(추정) 바이어스 = 계산된 평균값(mean amount

각각의 표준편차

,

,

을 계산한다는 점이

found) – 첨가량(또는 알려지거나 할당된 값)

단일 그룹스 검정과 다르다. 3개의 표준편차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여 원래 표준편차 s에서 해당

단일 변수 오차와 회수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표준편차 퍼센트 감소분을 산출한다. 선택된 값으로

단일 값 오차 = 단일 값 – 첨가량(참값)

계산한 표준편차 퍼센트 감소값이 L 실험실에 대한

회수율(percent recovery)은 한계(marginal) 회

P=2.5% 수준에서 그룹스 페어값 표(the Grubbs

수율과 전체(total) 회수율로 규정된다. 각각의 회수

pair value table)에 있는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제거

율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할 outlier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록 2 참

Marginal %Rec = 100RM = 100((Cf – Cu)/CA)

조.

Total %Rec = 100RT = 100(Cf)/(Cu + CA)
(3) 단일 그룹스 검정을 통해 이상값을 제거할 필

는 강화농도에서 검출 양이고

는 원래 농도

요가 있다면 단일 그룹스 outlier을 제거하고 부록3

에 처음 있던 양이다.

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코크란 실험을 재실시한다.

이다. 첨가량은 미리 명시되거나 정해진 양이고 첨가

단일 그룹스 검정 결과가 음성이면 페어 그룹스
검정을 실시하여 마스킹(masking)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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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는 추가 농도에 대한 추가량

되지 않은 시료에 원래 존재하던 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더 커야 한다. 기타 모든 양을 측정하고

40

보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한다. 이 값들은

료가 단일 물질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반복성

모두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갖는다. 한계 회수율

표준편차(sr)은 다음과 같다.

(marginal percent recovery)과 관련된 변동은

=(

2

/2L)1/2

var(100RM) = (1002/ CA2)[var(Cf) + varCu)]가 전체
회수율과 관련된 변동보다 크다. 전체 회수율과 관련
2

2

된 변동은 var(100RT) = [100 / (Cu + CA) )][var(Cf) +
(RT2)var(Cu)]이다.

은 실험실 i에 있는 페어의 개별 값 간의 차이
이고 L은 실험실 개수나 페어값의 개수이다.

각 공식에서 var는 분산을 뜻하며
재현성 표준편차(sR)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지정된 농도에 대한 농도의 변동을 가리킨다.
참값 또는 주어진 값은 첨가되거나 강화된 시료,
인증된 표준물질이거나 다른(가정적으로 unbias 된)

2

= (1/2(

+

2 1/2

)

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알려준다. 강화되지 않
sd2 = S(Ti– )2/(2(L – 1))에서, Ti 은 실험실 i에

은 재료의 농도는 첨가 분석법에 의한 직접 분석을
통해 얻어진다. 다른 식으로는 바이어스를 직접 측정

있는 페어의 개별 값의 합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공동연구에서 나온 합의

페어값들의 평균이며, L은 실험실이나 페어의 개수이

값이 기준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 sr2 은 sr = (

참고: (1) 유덴은 개별 실험실의 ‘진짜’ 또는 ‘순수
한’ 실험실 간 변동성(실험실 내 변동성은 포함하지

1/2
2
의
i /2L)

는 모든 실험실이나

제곱이다.

시료의 페어값이 유덴 페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즉

않음)과 바이어스 에서의 변동성(또는 계통오차에서
의 변동성)을 동등하다고 간주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

)/

] 0.05

이 정의는 개별 실험실 바이어스와 분석 바이어스
평균간 차이의 제곱값의 평균이다.

또는

(2) 우연오차(random error)가 존재하면 계통오
차(systematic error)를 추정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

0.05 ) 일 때,

단일 실험실의 계통오차를 검출하기 위해 계통오차
의 크기가 해당 실험실의 우연 오차와 비교할만한
수준일 때, 합리적인 신뢰수준 한계 가정하에 적어도

반복성 표준편차의 실제 근사치인

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15개의 값이 필요하다.
=[

– )2/(2(L – 1))]1/2

5.4 정밀도
분석법의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실험실 내에서의

di가 실험실 i에 있는 페어의 개별 값 차일 때,

반복성과 실험실 간의 재현성이라는 두 가지 반복검

는 모든 실험실 또는 페어의 di 에 대한 평균값이고

증 환경으로 그 특징이 결정된다. 반복성이란 분석자

L은 실험실이나 페어의 개수이다. 재현성 표준편차

가 주어진 실험실에서 동일한 분석법을 이용해 동일

은 개별 재료에 대한 재현성 분산들의 평균값의
= [½(

2

+

2 1/2

한 시료를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잘 확인할 수 있는

제곱근(즉,

)]

)을 나타내며(앞에

지를 측정한 값이다. 재현성은 한 실험실의 분석자가

서 X와 Y로 표기), 개별 분산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

다른 실험실에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분석법을 사

가 없을 때에만 정해져야 한다.

용해 동일 시료를 같은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분석

하기 위해서 다음 공식이 사용될 수 있다.

2

와

2

를 비교

한 결과를 얼마나 잘 확인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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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렛값은 대부분의 화학분석법에 적용될 수 있지
/

만, 물리적 특성(점도, RI, 밀도, pH, 흡광도 등)과 경
험적 방법[즉, 섬유, 효소, 수분, 한계가 없는 분석성

2

= [1/(L – 1)][

– ( xi) /L],

분(중합체 등)을 사용하는 분석법과 건조량(drained

2

= [1/(L – 1)][ yi2 –( yi)2/L],

weight)과 같은 ‘품질’ 측정 등의 방법]에는 적용할

xi2

2

covxy = [1/(L – 1)][ xiyi – ( xi yi)/L]이다. 유의
수준

= 0.05의 자유도 2에서 t가 L에 대한 tabular

t-값 이상이면

2

2

와

는 같은 값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단일 추정치

에 합쳐지면 안 된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Rx2와 sRy2
는 개별 검정 재료인 X와 Y 각각의 재현성 분산 추
정치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실험실 내 변동성을 직
접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을 산출하기 위한 확실

은 가장 중요한 정밀도 유형이지만 화학적

분석에서 가장 유용한 정밀도 척도는 상대표준편차
(

% = 100 /평균과

하인 경우)의 양극단에 나타날 수도 있다. 호렛값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
심사위원이 최종 결정을 한다.
다음 지침에 따라 분석의 정밀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HORRAT

0.5: 분석법 재현성이 의심스러운

범위로 연구 독립성, 평균계산 미보고 또는 자
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이다.
과

수 없다. 편차는 농도 범위(거의 100%이거나 10-8 이

% = 100sR/평균)로

 0.5

HORRAT

1.5: 분석법 재현성이 일반

적 예상과 유사하다.
 HORRAT

1.5: 분석법 재현성이 일반적인 예

RSD가 일반적으로 농도에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따

상보다 높기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호렛값이 ‘높

라서 RSD 값을 사용하면 다른 농도의 변동성을 비

게’ 나온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예를

교하는데 편리하다. RSD가 농도나 양의 감소에 따라

들어, 시료가 충분히 균질하다면 원인은 규정되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상승폭이 방법의 유용성의 한

지 않은 분석성분이나 특성 때문일 수 있음), 이

계(신뢰할 수 있는 척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를 공동연구 최종 기술서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HORRAT

호렛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분석법이나 연구에

5.5 호렛값(HORRAT)
호렛값은
(RSDR,

%)에

퍼센트로
대한

2: 분석법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

나타낸
재현성

표준편차

허용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상대표준편차

있기 때문에 분석법을 탈락시킬 수 있다. 일부

재현성
예측

기관에서는 호렛값을 공식 기준으로 삼아 특정

(PRSDR, %)의 비율이다. 즉,

목적을 위해 해당 분석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5.6 부정확, 부적절하거나 착각을 일으키는 결과
–0.1505

PRSDR, % = 2C

이고 C = 추정 평균농도이다.

값(거짓 양성값 및 음성값)

호렛값이 0.5와 1.5 사이일 경우 분석법 성능값이 일

결과값의 부정확성(공시험 재료에 양성값이나 첨

반적인 성능(historical performance)에 해당된다.

가물질에 0(미발견), 또는 음성값이 존재)을 판단할

성능의 수용 한계 범위는 0.5 ~ 2이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항상

분석법의 정밀도는 공동연구 최종 기술서에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호렛값은 분석법

정밀도의 수

용성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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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전 판단의 근거가 아
님). 거짓 음성값이 존재하는 통계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분석성분의 농도가 줄어드는 일련의 재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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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편차가 증가하면 거짓 음성값의 비율이 정

최종 기술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쇄

규분포 통계량만 보더라도 RSD = 50%에서 예측값이

매체로 출간을 하거나, 연구를 후원하는 기관에서 나

2%였다가 RSD = 100%에서는 17%로 증가한다.

오는 보고서에 발표된 분석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

거짓 양성값 및/또는 음성값이 전체 결과값의 10%
를 초과하면 분석은 분석성분의 존재여부에 대한 신

개적인 문서화 없이는 해당 연구의 유의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뢰성 부족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석을 하려

최종 기술서를 공동연구진 모두에게 보낸다. 기재

면 모든 양성 실험실 표본을 연구에 사용된 분석법

상의 실수나 오탈자를 출간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량한계를 낮춰서 신뢰도를 높인 (확인) 분석

준비 단계에서 보낼 것을 권장한다. 처음 제출한 데

법을 사용하여 재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0(거짓

이터 값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음성값이 아니더라도)의 비중이 약 30%가 넘으면,

첨부한다.

쌍봉식(bimodal) 분포가 될 수도 있고 결과 해석이

실험실 간 연구결과표의 예시는 표1을 참조한다.

더 힘들어지기도 한다 (분석성분의 존재여부 자체가

AOAC INTERNATIONAL의 공식 분석법에 게재

불확실해짐).

될 요약표는 표2를 참조한다.

5.7 공동연구 최종 기술서
최종 기술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설명과 재료
제조, 배분에서 나타난 특이사항, outlier를 포함한
전체 유효데이터에 대한 표를 포함해야 한다. 반복검
증을 수행한 경우 분석법에서 평균을 요구하지 않는
한(미생물학적 분석법 등) 평균값과 개별 값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분해나 오염, 또는 분석법 미준수 등
의 구체적인 이유로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값들은
추후 재계산시에 실수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표
에 포함하지 않는다. AOAC INTERNATIONAL은 평
균, 회수율(% Rec), 호렛값, 반복성(실험실 내, )및
재현성(실험실 간, ) 표준편차, 반복성 및 재현성 상
대표준편차(

,

각각)를 계산하고 보고할 것

을 요구한다. 구체적이고 인식 가능한 분석성분을 측
정하는 분석법의 정확도(바이어스, 진정성)는 공동연
구 최종 기술서에 첨가 분석성분의 회수율, 표준물질
분석의 결과, 또는 표준 분석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해야 한다. 허용된 ‘참’값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분
석법의 속성(경험적, 미생물학적, 품질 요인) 때문에
정확도를 보고할 수 없는 분석법은 최종 기술서에서
그 이유를 언급해야 한다. 많은 오류들이 오타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분석표를 매우 꼼꼼히 검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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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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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록 2.

불합격수준 2.5%(단측검정)에서 코크란 변량 최대치비율 임

불합격 수준 2.5%(양측검정)와 1.25%(단측검정)에서 그룹스

계값.

극단편차 이상값 검정(Grubbs extreme deviation outlier

전체 변량 중 변량최대치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

test) 임계값.
의심값(suspect value) 제거로 발생한 표준 편차의 감소율
을 퍼센트로 표시.

L = 일정 레벨(농도)에서 실험한 실험실 수

(그룹스 통계량 계산 관련 문헌 참조)

r = 실험실 당 반복실험 횟수
L

r=2

r=3

r=4

4
5

r=5

r=6

94.3

81

72.5

65.4

62.5

L = 일정 레벨(농도)에서 실험한 실험실 수

88.6

72.6

64.6

58.1

53.9

L

최대1 or 최저1

최대 2 or 최저 2

최대1 & 최저1

6

83.2

65.8

58.3

52.2

47.3

7

78.2

60.2

52.2

47.3

42.3

4

86.1

98.9

99.1

8

73.6

55.6

47.4

43

38.5

5

73.5

90.3

92.7

9

69.3

51.8

43.3

39.3

35.3

6

64

81.3

84

10

65.5

48.6

39.9

36.2

32.6

7

57

73.1

76.2

11

62.2

45.8

37.2

33.6

30.3

8

51.4

66.5

69.6

12

59.2

43.1

35

31.3

28.3

9

46.8

61

64.1

13

56.4

40.5

33.2

29.2

26.5

10

42.8

56.4

59.5

14

53.8

38.3

31.5

27.3

25

11

39.3

52.5

55.5

15

51.5

36.4

29.9

25.7

23.7

12

36.1

48.5

51.6

16

49.5

34.7

28.4

24.4

22

13

33.8

46.1

49.1

17

47.8

33.2

27.1

23.3

21.2

14

31.7

43.5

46.5

18

46

31.8

25.9

22.4

20.4

15

29.9

41.2

44.1

19

44.3

30.5

24.8

21.5

19.5

16

28.3

39.2

42

20

42.8

29.3

23.8

20.7

18.7

17

26.9

37.4

40.1

21

41.5

28.2

22.9

19.9

18

18

25.7

35.9

38.4

22

40.3

27.2

22

19.2

17.3

19

24.6

34.5

36.9

23

39.1

26.3

21.2

18.5

16.6

20

23.6

33.2

35.4

24

37.9

25.5

20.5

17.8

16

21

22.7

31.9

34

25

36.7

24.8

19.9

17.2

15.5

22

21.9

30.7

32.8

26

35.5

24.1

19.3

16.6

15

23

21.2

29.7

31.8

27

34.5

23.4

18.7

16.1

14.5

24

20.5

28.8

30.8

28

33.7

22.7

18.1

15.7

14.1

25

19.8

28

29.8

29

33.1

22.1

17.5

15.3

13.7

26

19.1

27.1

28.9

30

32.5

21.6

16.9

14.9

13.3

27

18.4

26.2

28.1

35

29.3

19.5

15.3

12.9

11.6

28

17.8

25.4

27.3

40

26

17

13.5

11.6

10.2

29

17.4

24.7

26.6

50

21.6

14.3

11.4

9.7

8.6

30

17.1

24.1

26

40

13.3

19.1

20.5

50

11.1

16.2

17.3

코크란 통계= (개별 실험실 내 변량 최대치)/(실험실 내 변량 총합)

출처: 위의 두 개의 표는 R. 알버트(1993년 10월)가 각 값에 대해
약 7,000 개 주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뒤 정리한 것이다. 부록 1의 표는 균형설계(모든 실험에서
동일한 횟수의 반복실험을 실행)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만
약 편차가 많지 않다면 큰 오차 없이 불균형 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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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순서도
부록3
순서
IUPAC — 1987
표준화된
준화된 통계적 절차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차단

순환 시작
정밀도 척도 계산

코크란
outlier 실험
실?

예

탈락한 실험실 비율이 2/9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실
험실을 탈락시킨다

아니오

단일 그룹스
outlier ?

예

탈락한 실험실 비율이 2/9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실
험실을 탈락시킨다

아니오

페어 그룹스
outlier ?

예

탈락한 실험실 비율이 2/9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실
험실을 탈락시킨다

아니오

예

탈락시킬 실
험실이 남았
는가?
아니
아니오

종료
원본 및 최종 산출된
정밀도 척도값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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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x] [조직]이 [년]에 걸쳐 [y와z] 실험실이 참석하여 국제수준에서 실시한 공동 실험으로 각 실험

은 [k회] 반복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통계 결과[결과는 (단위)로 표시된다]를 도출하였다.
재료[설명과 상단에 평균 자릿수로 오름차순으로 나열]
outlier 제거 후에 유지된 실험실 수
제거된 outlying 실험실 수
평균( )
(미리 명시되어 있다면) 참값 또는 인정된 값
반복성 표준편차(sr)
반복성 상대표준편차(RSDr)
반복성 값, r(2.8

sr)

실험실 내 표준편차 합(se)—sr이 유효하지 않으면 선택
재현성 표준편차(sR)
재현성 상대표준편차(RSDR)
HORRAT
재현성 값, R(2.8

s R)

회수율(% Rec), 적용 가능할 경우
반복성과 재현성 값 역시 상대값(정해진 평균값의 백분율로 표기)으로 표현될 수 있다(결과값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수율과 정밀도 값이 모든 시료나 시료 그룹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나올 경우, 전체 평균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평균계산방식이 통계적 타당성을 갖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값을 갖게 되는 것이
다.
표2

AOAC 공식 분석법으로 산출된 화학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 표
표 200X.XX [기법]을 사용한 [분석성분]에 대한 실험실 간 결과
재료

매트릭스

a(b)

실험실

수준(단위)

수

a(b)

평균(단위)

회수율(%)

반복성
RSDr(%)

a = (b)에 의한 표시된 이상값(실험실) 수를 제거한 후에 남아있는 실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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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가 일본의 일반재단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Regulatory Science 재
단의 기관지(월간) “의약품 의료기기 Regulatory Science”(PMRJ,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Regulatory Science Society of Japan)의 Vol.43 No.10(2012)에 게재된 “신약개발에 있어서의
표준물질의 설정과 관리” 및 Vol.44 No.8(2013)에 게재된 ”일본약전표준품에 대하여 – 표준품 제조기관
으로부터-”를 동 재단으로부터 번역・전재의 승낙을 받아 KP Forum에 수재하는 것입니다. (飜譯者 :
李民和)
재단법인 「일본공정서협회(日本公定書協會)」는 1956년 의약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함과 동시에 일본
약전(日本藥局方) 등의 보급을 꾀하고 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반세기를 경과한 현재 이 협회의 사업은 설립 당시의 것에 더하여 일본약전표준품의 제조・공포,
간행물의 발행, 연수회의 개최 등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산・관・학에서는 Regulatory Science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
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정보, 시판 후 안전대책정보나 기타
Regulatory Science 관련기술정보 등을 여러 관계자들에게 발신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11년 7월 일반법인 「일본공정서협회(日本公定書協會)」가 일반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Regulatory
Science 재단(약칭 Regulatory Science 재단)」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먼저 2010. 1월초부터 기관
지「醫藥品硏究」를 「의약품 의료기기 Regulatory Science」로 변경하였다. (飜譯者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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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에 있어서의 표준물질의 설정과 관리
新藥開發おける標準物質の設定と管理*1
田邊 豊重*2
Establishment and control of reference material
in the New drug development*1
Toyoshige TANABE*2
머리말
의약품의 개발이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표준물질의 사용은 불

1.1 신의약품의 규격 및 시험방법의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하여1)

가결한 것이다. 그렇지만 표준물질에 관하여 정리

표제의 가이드라인(약심 제 586호)*3은 ICH

된 설명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승인심

Q6A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따라 2001년 6월 30일에

사에 있어 표주물질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도 별로

폐지되었는데 표준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

들어본 일이 없어서 표준물질에 관해서는 문제가

어 있다.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표
준물질을 설정하게 된다면 여러 검토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정의, 설정요건, 용도, 종류, 관리방법,
보관 및 갱신에 대하여 개설하고 이들의 유의사항
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의약품의 표준품/표준물이란?
- 신약에서의 표준물질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준물질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많지 않으나 신약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표준품
/표준물질에 관한 기재가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
인에서는 「표준물질」과 「표준품」의 용어가 혼재하
고 있다.

[별첨]
4. 규격 및 시험방법의 항목별 설정
(16) 표준물질
표준물질은 정량시험 외에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해당하는 시험의 표준으로 쓰기위하여 사용목
적에 적합한 순도, 함량이 되도록 조제(調製)된 물
질이다. 일본약전수재 표준품 이외의 표준물질에
대하여는 사용목적에 합치하는 시험항목을 설정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제법(해당원약 이외의 물
질로서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곤란한 것인 경우에
는 정조법(精造法)을 포함)을 부기한다. 정량시험
에 쓰는 표준물질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순도시험
으로 불순물에 대하여 충분히 규제하고서 절대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함량을 측정한
다. 정량법의 계산식에는 원칙적으로 표준물질의
함량에 의한 보정항을 쓰지 않으므로 함량은 99.0
% 이상(99.5% 이상이 바람직하다)인 것으로 한다.
또한 99.0%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량법의 계산식에 표준물질의 함량에 의한 보정

*1 역자주 : 약사(藥事)expert 연수회 제 2회 품질/과학기술특별연수(2001년 12월 9일)에서의 강연 「신약개발에서의
표준물질의 설정과 관리」를 가필정정한 내용이다.
*2 역자주 :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Regulatory Science Society of Japan, Osaka Office,
Sawanotsuru Bldg. 2-1-2, Hironomachi, Chuo-ku, Osaka-city, Osaka 541-0046, Japan
*3 역자주 : 「藥審 제 586호」는 후생성 약무국심사과장등이 각 시도부현 해당 관리부서(장)에게 발신하는 통지(通知)
를 말함.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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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넣는다.
[별지]
2. 각 구분마다의 자료작성지침
(3)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ロ-3*4)의 작성
지침
3) 항목별 첨부자료 작성에서의 유의점
⑪ 표준물질 : 표준물질의 정제법, 품질규격 및
저장법의 설정근거 및 타당성을 기재한다.
또한 표준물질은 함량 99.0% 이상의 것으로 하
는데 그 순도를 규정하는데 불필요한 순도시험
(중금속, 비소 등)은 할 필요는 없다.
정량용 표준물질*5에 대하여 함량 99.0%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근거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정량분석을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함
량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정(想定)되는 불순
물의 한도치를 엄격하게 규정한 규격을 설정하
고 항상성이 확보되는 것을 정제법, 규격 등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정량 외에 확인시험, 순도시험에 사용할 것. 사
용목적에 적합한 순도, 함량일 것, 사용목적에 합
치되는 시험항목을 설정할 것, 필요에 따라 정제법
도 기재할 것, 불순물은 충분히 규제할 것, 절대법
으로 함량을 측정할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 가이
드라인에서 특징적인 것은 99.0% 이상(99.5% 이

1.2 신의약품의 규격 및 시험방법의 설정에 대하
여 (ICH Q6A 가이드라인)2)
2001년(平成13년)에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
는데 표준물질에 관해서는 용도(정량, 확인시험, 순
도시험), 용도에 적합한 품질, 불순물이 관리되어
있어야 하며 순도는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등 전항에서 기재한 가이드라인(약심 제586
호)과 마찬기지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routine한 시험에서는 그리 사용되지 않는 시험방
법을 써서 그 특성을 해석하는 부분은 약심 제
586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11 표준품(Reference Standard)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은 정량, 확인시험 또는 순도
시험에서 그 기준으로 쓰기 위하여 조제(調製)한 물
질이며 그 용도에 적합한 물질이어야 한다. 표준품은
가끔 routine한 시험에서는 그리 사용되지 않는 시험
법까지도 사용하여 그 특성이 해석되고 의도하는 목
적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가 평가된다. 정량법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원약의 표준품에 대하여는 어떤 불
순물이 함유되는지가 밝혀지고 이들 불순물이 관리되
어야 한다. 또한 그 순도에 대하여는 정량적 방법으
로 측정되어야 한다.

상이 바람직하다)의 순도를 요구하며 보정항을 쓰
지 않고 100%로 본다.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이드라인에서의 표준물질에 대한 기재

에는 보정항을 넣어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을 비교하면 Q6A 가이드라인은 대단히 높은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표준물질의 순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표준물질에

보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정항을 삭제하도록

대한 생각이나 규제요건이 구미(歐美)와 일본간에

조회를 받았다.

는 크게 간격이 있었으므로 합의된 부분만 기재했

후반(3)의 부분은 신청자료의 기재에 관련된 사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미에서는 보통 1차 표준

항인데 순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험항

물질과 2차 표준물질(상용 표준물질)의 두 종류의

목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중금속, 비소 등은

표준물질이 설정되는데 일본은 한 종류 뿐이다. 품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이 가이드라인

질에 대해서는 일본은 대단히 고순도이고 원약과

의 포인트는 될 수 있는대로 순도가 높은 표준물질

구별하여야 할 특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을 입수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승인신청서에 기재할

있다. 한편 구미에서는 순도는 높은 것이 좋으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충분한 특성 해석을 하여 순도를 정확하게

*4 역자주 : 우리나라의 「가,나,다, …」의 표기법과 같은 일본의 「イ,ロ,ハ,ニ…」의 “ロ”이다.
*5 역자주 : KP와는 달리 USP, Ph.Eur., JP(일본약전)의 3약전의 경우 각 약전에서 표준품을 제조・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약품각조에서 표준품을 가지고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은 약전에 수재될 수 없다.
JP는 일본약전표준품이 제조・공급되지 않는 경우 각조에서의 함량측정의 정량법에서는 시약・시액에서 규정하는
정량용 규격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6개정 일본약전(2011)에는 정량용 규격시약이 약 229개 품목이 수재되어 있다. (예 : Nicergoline Tablet 등)
KP 10 니세르골린 정의 경우 제제균일성시험 및 정량법에서는 니세르골린표준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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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승인신청에 관하여 말하면 구미에서는 시험방법
이나 순도성적은 신청자료에 기재하고 있는데 규격
까지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표준물질
의 규격 및 시험방법을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승인요건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일본
과 구미 사이에는 크게 다르다.
1.3 생물약품(Biotechnology 응용의약품/생물기
원유래의약품)의 규격 및 시험방법의 설정에 대하
여 (ICH Q6B가이드라인)3)
표제의 가이드라인은 전 항의 의약심발 제 568
호와 같은 날에 발표된 것인데 여기에는 표준물질
의 정의 등이 꽤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다.
이제까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품이나
표준물질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었으나 이 가이드
라인에서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자가 1차 표준물질은 적절한 특성해석을 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 상용 표준물질의 검정
을 한다. 그 용도도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다. 일상
적으로 쓰는 것은 자가상용표준물질이다.
표준품은 국가 표준품, 약전 표준품이나 WHO
표준품 등을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국제 표준품 또는 국내 표준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는 거의 없다. 승인 신청때까지 제조업자는 대표적인
제조로트로서 임상시험에 사용한 검체를 대표하는 로
트로 조제하고 적절한 특성을 해석한 「자가 1차 표준
물질」을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
생산 로트의 시험에 쓰는 「자가 상용 표준물질」은
이 1차 표준물질을 바탕으로 하여 검정한다.
국제 표준품 또는 국내 표준품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한 적절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표준물질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 시험 및 이화학시험의 양쪽에
동일한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각
의 표준물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목적물질 관
련물질, 목적물질유래 불순물 및 제조공정유래 불순물
에 대하여 각각의 표준물질을 개별적으로 확립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승인신청서 중에 적당히 표준물질의 조제나 정제에
관한 기술을 해둔다. 표준물질의 특성해석, 보존조건
및 안정화를 위한 제제설계에 대하여도 자료를 작성하
고 제출한다.

Bio의약품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품이나 국내
표준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의
약품기업 스스로 자가 표준물질을 정확하게 확립하
고 이 1차 표준물질을 써서 검정을 하며 표준물질
의 관리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Bio의약품에 특징적인 것은 생물학적 시험이며
이화학적 시험과 역가시험의 양 쪽에 공통으로 사
용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화학적 시험용과 역가 시험용의 표준물질을 따로
따로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제방법,

5. 용어집(주: 아래의 정의는 이 가이드라인을 위해 제
시한 것이다.)
 자가 1차 표준물질(In-House Primary Reference
Material)
제조업자가 생산 로트의 생물학적 시험(bioassay)
및 이 화학시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적인 생산
로트에서 조제(調製)하고 적절한 특성해석을 한 것.
이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상용물질의 검정을 한
다.
 자가
상용
표준물질(In-House
Working
Reference Material)
자가 1차 표준물질과 마찬가지로 조제하며 어떤 특
정한 제품 특성에 대하여 각 생산로트를 평가, 관
리 하기 위하여 확립된 것. 보통 자가 1차 표준물
질을 기준으로 하여 검정된다.
 표준품(Referene Standards)
국제 표준품 또는 국내 표준품을 말한다.
2.21 표준품 및 표준물질
새로운 유효 성분함유 의약품을 승인신청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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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방법이나 특성해석, 보존조건, 더욱이 첨가제
등을 가하여 제제화 하는 경우에는 제제설계 등에
대하여 신청자료에 기재 하도록 되어있다.
1.4 원약 GMP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ICH Q7A
가이드라인)4)
Q7A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표준품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입수방법이 4가지가 있다.
2차 표준품에 대하여도 정의되어있고 1차 표준품
을 바탕으로 설정 하는 것, 일상의 시험에는 2차
표준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11.17~11.19는 traceability에 관한 것이며 입수의
기록, 기록의 보관, 문서화된 방법에 따른 정기적
인 시험과 갱신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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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용어집
 1차 표준품 Primary Reference Standard 고순
도의 표준 물질임이 일련의 광범위한 분석 시험으
로 확인된 물질. 1차 표준품은 (1) 공식적으로 인
정된 입수처에서 얻는 경우, (2) 특별히 합성하는
경우, (3) 기존의 고순도의 제조품에서 얻는 경우,
또는 (4) 기존의 제품을 더욱 정제하여 얻는 경우
가 있다.
 2차 표준품 Secondary Reference Standard 1
차 표준품과 비교하여 설정한 품질 및 순도를 가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일상의 시험실에서의 분
석에 표준품으로 시용되는 물질.
11.17 1차 표준품을 원약의 제조용으로 적절하게 입
수할 것. 각각의 1차 표준품의 입수처를 기록할 것.
공급자의 권고를 바탕으로 각각의 1차 표준품의 보관
및 사용기록을 보존할 것,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한 1차 표준품은 해당 표준품이
공급자의 권고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보관되는 경우에
는 보통 시험을 하지 않고 쓰도록 제공한다.
11.18 1차 표준품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급원으로부
터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가 제 1차 표준품」을
설정할 것. 1차 표준품의 동일성 및 순도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험을 할 것. 이 시험에 대
한 적절한 기록을 보존한다.
11.19 2차 표준품은 적절하게 조제하고 확인하고 시
험을 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보관할 것.
2차 표준품의 로트 마다의 적합성은 초회 사용 전에
1차 표준품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2차 표준품은 로트
마다 문서화 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 인정 할
것.

Q6B


(QOS) 2,3,P,6 표준품 및 표준물질(품명, 제형)
3.2.P.6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표로 나타낸
다.



(module 3) 3.2.P.6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품명,
제형)
3.2.S.5의 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을 제제의 시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것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 참조 ICH 가이드라인 Q6A 및 Q6B -

1.6 신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승인신청 할 때
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자료의 작성요령에 관한
Q&A에 대하여8)
CTD-Q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몇 가지 Q&A가
사무 연락으로 발표되고 보완되어 있다. 이 사무
연락에서는 표준물질의 정의 및 기술내용은 Q6A,
Q6B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 주약의 표준물질 이
외는 일본은 시약취급 하므로 표준물질의 항이 아
니고 3.2.S.4.2의 시험방법의 끝머리에 쓰도록 되
어있다.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Q1 : 기술내용에는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법을 포함 하는가.
A1 : ICH 가이드라인 Q6A 및 Q6B의 본문 및 용어
집을 참조할 것.

1.5 신 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승인신청 할
때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의 작성요령에

Q2 : 「표준물질」이란 어떤 것인가.

대한 것과 그 일부의 개정5)

A2 : ICH가이드라인 Q6B에는 명확한 정의가 되어있

다음에 CTD가이드라인 및 Q&A에 대하여 소개
한다. 먼저 CTD-Q 가이드라인 인데 표준물질에
대한 항목설정과 기재장소를 나타낸 것인데 특별히
상세하게는 써있지 않다.


다. 즉 사내 표준물질을 말한다. 보통 신 유효성
분함유의약품의 승인신청시에는 기존의 국제 또
는 국내 표준품은 없기 때문에 ICH가이드라인
Q6B에서 규정하는 「자가 1차 표준물질」 및 「자
가상용표준물질」을 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

(QOS) 2.3.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품명, 제조

존의 국제 또는 국내 표준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업자)

것이 「표준품」에 해당한다.

3.2.S.5 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적당히 표로 나타
낸다.


(module 3)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품명,
제조업자)
원약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에
대하여 기술한다. 참조 ICH 가이드라인 Q6A 및

Q3 : 규격 및 시험방법 중에서 사용되고 있고 공정서
에 수재되어있지 않은 유연물질, 내부표준물질,
시약 등은 이 항에 기재하면 되는가.
A3 : 3.2.S.4.2. 시험방법(분석방법)의 끝머리에 기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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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를 완전히 확립.
1.7 Common Technical Pocument CTD-품질에
관한 문서 Q&A/ 기재장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7)

이것도 CTD-Q 가이드라인의 표준물질의 기재

2차/상용표준물질 : 1차 표준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검정. 시험실에서 일상의 시험에 사용



일본에서는 승인 신청시 규격설정이 필요.

장소에 관한 Q&A로서 전 항의 Q3을 더욱 구체적
으로 설명한 것이다. 원약과 제제에서 같은 표준물

표준품(Reference Standard)

질을 쓰는 경우에는 원약의 항을 참조하고 중복해



서 기재할 필요는 없다.
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Q1 : 표준품/표준물질에는 유효성분에 대한 것과 불
순물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모든 표준품/표준물
질에 대하여 3.2.S.5에 기재하여야 하는가?

표준물질 중 공적(WHO, 약전 등)으로 공급되는
것.

2. 표준물질의 설정과 관리
-전략적 approach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원약이나 제제와 마찬가지

A1 : 표준품/표준물질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

로 표준물질의 설정과 관리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한 경우 그 정보를 3.2.S.5에 기재한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표준물질의 설정에 있어서는 표준물질에 요구되

Q2 : 표준품/표준물질의 특성해석 데이터는 CTD-Q
의 어디에 기재하여야 하는가?
A2 : 표준품/표준물질의 특성해석 데이터는 3.2.S.5
에 기재한다. 적절하다면 다른항목(3.2.S.3.2등)의 정
보를 상호참조해도 된다.
P6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Q 표준품/표준물질에는 유효성분에 대한 것과, 불순

격 및 시험방법, 보관, 갱신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해설한다.
2.1 표준물질에 요구되는 요건
표준물질에는 3가지의 요건 즉 고순도, 순도표
시, 변화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에 대하여 3.2.P.6에 기재하여야 하는가?

표준물질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구조와 순도의 기준

A 3.2.S.5에 기재한 표준품/표준물질에 대하여는 적

이 되는 물질이다. 일본에서는 종래로부터 원약보

든 표준품/표준물질에 대해서는 정보를 3.2.P.6 에
기재한다.

1.8 요약
위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표
준물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의약품의 시험에 표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의 총
칭(넓은 의미)


제약기업이 설정하는 자가 표준물질(좁은 의미)



정량적 시험, 확인 시험, 순도시험에서 사용



시험의 목적이나 용도에 상응되는 품질인 것이
보증된 것



그리고 표준물질의 관리에 대해서는 특성해석, 규

물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모든 표준품/표준물질

당히 3.2.P.6에서 상호참조하는 것으로 된다. 기타 모



는 요건, 용도, 종류, 모양(形), 설정시기, 조제방법

1차 표준물질 : 고순도, 특성해석함. 동일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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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순도인 것이 기대되어 원약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있고 이러한 생각은 Q6A 가
이드라인 이후에도 남아있다. 다만 최근의 원약은
Q3A 가이드라인8)의 영향으로 순도가 비교적 높아
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원약 이상의 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원약의 순도가 충분하다면 그
이상의 순도를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
고 있다.
표준물질이 원약과 다른 점은 원약은 규격내에
들어있으면 되지만 표준물질의 경우에는 함량, 역
가, 순도 등을 표시한다는 점이며 그 표시값을 사
용하여 원약이나 제제의 정량을 하게 된다. 이 경
우에 전술한 Q6A 가이드라인 이전의 가이드라인
(약심 제 586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99.0%이상
(일본약전 화학약품 표준품의 경우에는 99.5%이상)
을 100%로 간주하고 99.0% 미만의 경우에는 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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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할 것인지, 그 어떤 순도일지라도 순도 보

정량법, 함량시험, 용출시험은 HPLC나 UV를 사용

정할 것인지는 회사에 따라 생각이 다르므로 표시

하는데 이것들의 상대적인 시험방법에서는 표준물

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내에서 rule화 해둘

질은 표준액의 조제에 필수적이다. Bio약품의 경우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물질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도 표준물질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화학약품의 경우

서는 변화하지 않을 것 즉 보존기간 내에서는 함

와 마찬가지이다. 확인시험은 HPLC(유지시간), 아

량, 역가, 순도 등의 측정치가 시험법의 산포(흩어

미노산조성(조성비) 펩티드맵·당쇄맵(크로마토패턴),

짐)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전기영동(영동패턴,

흡습성이 있는, 빛에 불안정한, 산화되기 쉬운, 분

Bioidentity(bioresponse)등의 방법에서 검체와 표

해·이성화 하는, 결정형이 보존기간 중에 전이하는

준물질을 동시에 시험하여 비교한다.

등전점,

분자량,

당쇄분포),

등의 가능성이 생각되어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변

유연물질시험은 HPLC나 전기영동을 쓰는데 화

화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약품과 같은 사용방법을 쓴다. Bio약품에서는 목

표준물질을 설정할 때에는 충분한 특성해석을 하여

적물질 관련물질, 목적물질 유래 불순물 및 제조공

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한 연후에 안정성을 담보

정유래 불순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표준물질을 설

할 수 있는 보관조건을 설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하여 정량하는 경우도 있다.

용기의 마개시스템, 포장형태, 나아가서는 저장법,

Bio약품의 정량법은 기본적으로는 단백질 질량

온도나 차광조건, 불활성기체의 치환 등을 검토한

의 정량과 역가시험(bioassay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여 경시변화가 없음을 확

특히 역가시험은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시

인하고 유효기간 또는 retest기간을 설정하여 그

험방법으로 함으로서 시험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기간이 지나면 재검정하여 표준물질로서의 품질을

가능하게 된다. 역가시험을 대체하여 HPLC와 같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화학적인 시험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표준물
질을 써서 표준액을 조제한다.

2.2 표준물질의 용도
화학약품의 표준물질의 용도는 확인시험, 유연

2.3 표준물질의 종류 선택

물질 시험 및 정량법에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화학약품의 경우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1종류

확인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체와 표준물질을 동

의 표준물질을 설정하고 고순도의 1종류만을 다량

시에 시험하여 비교한다.

확보한다. 한편 유럽·미국 에서는 1차 및 상용표준

스펙트럼법으로는 IR, UV, NMR 등이 있다. IR

물질의 2종류의 표준물질을 설정한 예가 아주 많

은 결정형의 구별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다. 1차 표준물질은 보통 1회 만의 소량을 조제하

우가 있는 것을 유의한다. 그리고 분발 X선 회절

고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일상의 시험에는 보

은 바람직한 결정형인 표준물질과 회절패턴을 비교

통 원약을 정제하지 않고 충분히 특성해석을 하여

하여 결정형을 확인한다. TLC의 Rf값, HPLC/GC

상용표준물질을 설정하고 일상시험에 사용하는 방

의 유지시간을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검체와 표준물

법을 쓰고 있다. 어떤 종류의 표준물질을 설정할

질을 비교한다. 또한 HPLC-Photodiode Array 검

것인지는 각 기업이 판단 한다.

출기, HPLC/GC-MS의 방법도 있다.

Bio약품의 경우에는 화학약품과 같은 구조해석

유연물질시험은 주로 HPLC를 사용한다. 일본

이 쉽지 않으므로 Q6B 가이드라인에 있는 바와 같

약전에서는 검액을 희석한 표준액을 조제하고 표준

이 1회 째의 1차 표준물질(초회 표준물질)에 대하

액의 주 피크면적과 검액 중의 각 유연물질의 피크

여 충분한 특성해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용

면적을 비교하는 것이 표준적인 수법인데 신약의

표준물질(특히 이화학시험용 표준물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물질로 표준액을 조제하거나 또한 특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 유연물질의 표준물질도 설정하여 유연물질을 정
량하는 방법도 흔히 볼 수 있다.

Bio약품은 상기한 것에 더하여 이화학시험용
표준물질 1종류를 설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역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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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용 표준물질을 따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할 것인가, 첨가제 등을 함유하는 용액으로 할 것

것도 필요하게 된다.

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assay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첨가제로서는 완충염, 당, 계면활성제, 단백질

만 보통 이화학시험에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극히

(BSA : 혈청알부민등), 배지 등을 들 수 있다. 첨

농도가 낮아서 배지 등으로 몇 단계를 희석하는 것

가의 목적은 안정화, 변성방지, 특히 단백질이 특

이 필요하게 된다. 시험에는 소량밖에 사용하지 않

히 낮은 농도에서는 반드시 유리용기에 흡착이 일

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할 때 마다 특수하고 고가인

어나므로 흡착(으로 인한 농도저하)방지의 세 가지

배지를 대량 사용하여 Bioassay에 적절한 농도까

점이다. 다만 첨가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표준물질

지 희석·조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다단계의 희

의 용도의 시험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확인해두

석에서는 희석에 의한 오차도 생기게 된다. 이런

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물질의 품질시험을 하는 데

것들을 생각하면 역가시험전용으로 표준물질을 설

에도 첨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법을 설정하

정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는 것이 필요하다.

2.4 표준물질의 형태의 선택

2.5 표준물질의 설정 시기

화학약품은 원약과 같은 형태로 할 것인가 다

신약개발의 time line의 주된 mile·stone으로

른 형태로 할 것인가도 검토과제가 된다. 원약과

서 GLP 독성시험의 개시, 제 I상, 제 II상, 제 III상

같은 형태이면 지금까지의 개발단계서 얻은 원약에

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POC’(Proof of Concept)

관한 여러 특성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 일반적으로는 제 II상의 중간정도에 있다고 생

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를 선택하는 이유로서는

각된다. 이것은 독성시험이나 임상시험에 관한 중

정제가 용이하다든가, 안정성도 포함하여 취급이

요한 mile·stone인데 이들 시험에 사용되는 검체

용이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염의 종류

나 치험약도 제조, 시험되므로 품질시험에 사용하

의 상이, 염과 free체, 다른 수화상태, 제제화 벌크

는 표준물질을 어느 시점에서 설정할 것인가는 전

등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약의 정보는

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용할 수 없고 별도 그 나름의 특성해석을 하여

개발의 이른 단계에서는 제조방법은 당연히 확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방법을 다시 고

립되어 있지 않고 고순도의 검체 입수도 곤란하여

쳐야할 필요도 있다.

개발의 단계에 따라 특성해석을 하여 관리방법을

Bio약품의 경우에는 화학약품처럼 단미의 벌크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Bio약품에서는 비교적

로서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결건조품이 많

이른 단계에서 꽤 큰 스케일로 배양 등을 하므로

은데 염의 선택(아세트산염, 염산염, TFA염 등),

그 단계에서 기본적인 제법은 꽤 확립되어있다고

첨가제 등을 첨가하고 제제화하는 것에 대하여 검

생각된다. US-IND의 CMC에 관한 자료에는 표준

토를 한다. 바이알에 분주(分注)후 동결건조한 소분

물질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적어도 POC나 제

동결건조품으로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보통

II상 이후에는 신청규격에 거의 준한 관리를 하는

흡습성이 커서 보관이나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발의 어느 단계에서

다.

표준물질을 설정하는가는 개개 기업의 생각에 따라
최근에는 항체 등 구조가 대단히 복잡한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많고 원약은 용액이므로 용액의 표준물질을 설정하

어쨌든, 개발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표

는 케이스도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용액으로 하면

준물질을 어떠한 규격으로 설정하여 어떻게 관리하

소량이라도 취급에 용이하고 고체 그대로이면, 예

여왔는지, 또 개발단계의 어디에서 표준물질을 새

를 들어 1 ~ 2 mg의 미량을 칭량하여 취하는 것

로 대체하는지가 바뀔 수 있으며, 제법이 바뀌어

은 아주 성가신 것인데 용액이면 조작이 간단하고

대체하는 등의 일이 당연히 일어나므로 이러한 표

도 정확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단미의 수용액으로

준물질에 관한 development history를 문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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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raceability를 분명히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

1에 적는다. 이 Table에서는 예를 들면 1차 표준

다. 특히 bio약품의 경우에는 처음 단계에서 설정

물질은 비수적정을 실시하는데 상용표준물질에서는

한 표준물질은 비활성(比活性)이 낮으나 후에 순도

HPLC 정량으로 되어있는 것과 같이 시험 항목은

가 향상되어 비활성이 높아지는 일은 잘 일어날 수

양자에서 다소 다르다. 1차 표준물질은 상대적으로

있으므로 이러한 것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남겨두

시험항목이 많고 상용표준물질은 몇 가지 항목이

어 traceability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략되어있다. 한편 Q6A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있
는 바와 같이 표준물질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많

2.6 표준물질의 조제

은 항목을 시험해둔다. 또한 같은 시험항목 일지라

공적인 표준품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자가 표
4)

준물질의 조제방법으로서는 Q7A 가이드라인 에

도 복수의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여 표준물질의
profile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기재되어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조제, 정제방법
이 있다.


원약과는 다른 특별한 합성법, 정제법을 설정



원약의 제법의 정제공정의 반복-재결정, 크로마



Table 1 1차 표준물질과 상용표준물질의 시험항목의
한 예
Primary RS (PRS)

토 정제 등

Non-aqueous titration

--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고순도의 fraction을 분

HPLC – assay

HPLC – assay
(vs PRS, previous WRS)

획(특히 bio약품의 경우)


Working RS (WRS)

고순도의 원약로트를 그대로 사용(최근의 화학
약품의 원약은 99.5%를 초과하는 것이 있다.)

제제화한 표준물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
여 얻은 원약에 첨가제 등을 가하여 제제화한다.
2.7 표준물질의 특성해석
표준물질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구조해석은 비교적
시험항목으로서는

NMR(1H,

13

HPLC – rel subs

--

HPLC – ID
(vs previous WRS)

--

Powder X-ray pattern
(vs previous pattern)

Chloride – assay

Chloride - ID

IR, Raman

IR (vs Primary RS)

1

1

H,

화학약품의 표준물질의 특성해석은 주로 1차
용이하다.

HPLC – rel subs

C),

13

C-NMR

H,

13

C-NMR

Mass

--

UV

UV (vs PRS)

Elemental analysis

--

IR(Raman), UV-Vis, 비흡광도, MS(원소분석), 분

DSC, TGA

DTA, TGA

말 X선 회절(결정형), 선광도(광학활성체), 열분석,

LOD

LOD

융점,

KF

KF

흡습성

등이다.

이들

항목은

CTD-Q의

3.2.S.1 일반정보 및 3.2.S.3 특성(구조 확인)의 내
용과 상당한 부분에서 중복된다. 흡습성에 대해서

Residual solvent

Residual solvent

ROI

ROI

는 7일간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보고9)되어있는데
칭량 등 단기간의 취급을 포함하여 진공수분 흡탈

Bio약품의 경우에는 검토하는 항목은 품목에

착 측정 장치로 수분흡탈착등온선을 측정하여 단시

따라 case by case이다. Bio약품은 화학약품과 비

간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도평가에서는 각

교하면 분자가 크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

종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유연물질, 기타의 혼입이

해석은 쉽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분석기술을

예상되는 유기·무기불순물의 시험이나 수분의 시험

조합하여 가능한 한 범위에서 1차(초회) 표준물질

게다가 비수적정법등에 의한 정량법도 실시한다.

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
1차구조의 해석 수법으로는

상용표준물질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면 되는데
1차 표준물질보다는 간략화 할 수 있다. 1차 표준
물질과 상용표준물질의 시험항목의 일례를 Table



아미노산 분석, 아미노산 배열 분석(N말단, C말
단, 전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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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티드 맵(peptide map)과 fragment의 구조해

한 상용표준물질만을 신청규격으로 했다는 예도 있

석, S-S결합위치

는 모양이다.



분자량―MS, SDS-PAGE, 초원심분석



당분석―당

조성,

당쇄

결합위치,

일본약전에서는 원약의 정량법에서 표준품을
당쇄

맵

(map), 당쇄 구조해석 등
또한 고차구조의 해석 수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약전 표준품을 설정하
지 않고 제제의 정량법에서만 표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용 OO(품목명)」을 시약으로 설정한

NMR, CD, X선 결정구조해석 등을 들 수 있다.

다는 rule이 있다.10) 이러한 생각을 신약에도 적용

특정해석의 항목과 수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하여 정량용 표준물질을 설정한 케이스도 전에는

과 같으며 대상으로 하는 품목에 따라 적절하게 선

있었으나

CTD신청이면

표준물질로서

설정하고

택한다.

S.5나 P.6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물리 화학적 성질

같이 표준물질은 원약과는 다르며 구조와 순도의



분광학적 성질(UV)

지표이므로 구조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이 필요하며



등전점(PAGE, IEF 등)

또한 순도를 표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준물질과



분자량(SDS-PAGE, SEC, MS)

원약은 같은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전기영동패턴(PAGE, SDS-PAGE, CE등)

는 표준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법은 원약의 규격 및

―면역화학적성질

시험방법을 base로 설정하게 되는데 특히 1차 표



Immuno blot, Western blot 등

준물질에 관해서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시험



면역침강선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약품의 표준물질인 경



교차반응성

우에는 중금속, 비소 등 불필요한 시험 항목은 삭

―효소 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효소활성, 비활성-in vitro/in vivo bioassay

제하고 NMR에 의한 가장 뛰어난 확인시험을 설정
한다.
동결건조 바이알이나 앰플 등에서 칭량하지

2.8 표준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법
2.8.1 전반적인 사항

않고 용기전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제와 마찬가
지의 취급을 하므로 함량균일성이나 질량편차도 설

표준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승인

정하게 된다. 처방화한 경우에는 첨가제의 방해를

신청 하는데 규격설정과 승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받지 않는 시험방법 및 항목을 선택한다. 특히 일

필수적인데 유럽·미국에서는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본의 승인신청에서는 고순도 임을 규격값으로 담보

는 않다. 다만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설정을 요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험항목을 선택하여

구한 예도 있으며 유럽·미국에서도 표준물질의 규

원약 보다도 좁은 규격 폭을 설정할 것을 고려한

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

표준물질에 관한 승인신청의 전략은 제약기

신청서는 일본약전의 기재를 본받아 기재하

업의 생각에 따라 다르며 전술한 2.3 표준물질의

게 되므로 제 17개정 일본약전 원안 작성요령10)이

중류의 선택항에서의 기술과 관련하여 표준물질 1

나 17개정 약전 각조 원안 작성 실무가이드11), 최

종류만으로 하는 종래의 일본의 방식으로 할 것인

신의 일본약전 포럼에서의 public comment안 등

지 Q6A가이드라인에 있는 것 과 같이 1차 및 상

을 참고하면 좋다. 제 17개정 일본약전 각조 원안

용표준물질의 2종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

작성 실무 가이드에는 일본약전표준품에 대한 해설

가 있다. 후자의 경우라도 1차 표준물질만을 승인

이 있는데 신약의 표준물질의 규격설정에 대한 사

신청규격에 설정하고 상용표준물질은 GMP로 관리

고방식이 참고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 보통 하는 방법인데 1차와 상용표준물

원약과 다른 형태(다른 염, free체, 수화물,

질의 양쪽을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으며

용매화물 등)인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최종적으로는 당국에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마찬가지이지만 시험항목이나 시험방법이 일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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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도 있다.
2.8.2 화학약품외 표준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
법, 정제방법, 사용방법
정제방법을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필

방법을 채용한다. 이것은 표준용액법, 외부표준법,
영어로는 high-low법 등으로 부르며 일본약전의
표준적인 방법이다.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시험방법
에서는 표준물질의 표준물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

요에 따라 …로 재결정 하고, (감압하에)(데시케이

이 되므로 검액을 희석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터 중에서) ○시간 건조한다.」 등으로 기재하고

면적백분율법도 많이 채용되어있는데 주약서부터

「필요에 따라」라는 문구를 써두면 반드시 매번 설

유연물질의 농도까지의 넓은 범위에 걸쳐 피크면적

정할 때 마다 정제할 필요는 없어진다.

의 직선성을 담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사용하는

표준물질의 승인신청을 위한 규격 및 시험방

지, 건조하고 칭량하여 취하는지 혹은 건조물 확산

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약의 규격 및 시험방

/탈수물 환산/탈수 및 탈용매물 환산 하는지를 정

법이 준용되는데 안전성에관한 항목, 순도를 규정

할 필요가 있다. 건조 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

하는 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설정이

조에 따른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둔

필요 없으며 중금속, 비소 등은 설정할 필요는 없

다.

다.
● 확인시험

● 염에 대하여

일본의 승인신청에 있어서는 NMR에 의한 확

염인 경우 함유된 그 염(대염(對鹽))의 정량은

인시험의 설정이 필수로 되어있으며 설정하지 않았

일반적으로 설정이 필요 없으며 확인시험으로서 설

으면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조회를 받는다.

정해두면 된다. 1차 표준물질의 경우에 염이 화학

1

H-NMR의 방법을 규정한다. 구조 해석 때

양론적으로 옳게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측정방법도 좋으나 표준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Ca염 등 분자량에서

법이므로 시험법 설정을 위한 검토나 분석법 밸리

점하는 비율이 큰 경우 염이 떨어지기 쉬운 경우에

데이션도 필요하게 된다. 1차 표준물질(또는 표준

는 설정해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용표

물질 1종만)을 설정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특징적인

준물질인 경우에는 보통 확인시험을 설정해두면 된

프로톤을 수 종류 선택하고 이들의 화학 shift와

다.

보통

상대면적 강도 비를 규정한다. 복수의 signal이 겹

● 정량법과 mass balance법에 대하여

쳐있는 등 복잡한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규정하는

표준물질의 정량법으로서는 비수적정법, 중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화학 shift에 관해서는

적정법, 비흡광도법 등 절대적인 방법이 채택된다.

보통 TMS등의 내부표준물질을 0 ppm으로 하는데

이 방법들은 특이성은 없으나 시험정밀도는 높으며

내부 표준물질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용매의 잔류

표준물질의 순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특히 문

proton signal을 기준으로 한다. 후자의 예로서는

제는 생기지 않는다.

일본약전 각조 「아즈트레오남」등이 있다. 기재는

HPLC는 특이성은 높으나 상대적인 방법이며

일본약전각조를 참조한다. 상용표준물질인 경우에

표준물질을 필요로 한다. 즉 표준물질의 표준물질

는 1차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된다.

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표준물질의 정량법

UV와 IR에 의한 확인시험은 1차 표준물질(또

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용표준물질은 1차

는 표준물질 1종만)을 설정하는 경우 파장, 파수

표준물질을 써서 HPLC정량법을 설정하는 것은 가

규정한다. 상용표준물질은 1차 표준물질의 스펙트

능하다. 기타의 절대적인 방법으로서는 응고점 강

럼을 비교하는 규정이면 된다.

해법12) 그리고 최근에는 정량 NMR13) 등도 들 수

● 순도시험

있다. 정량법에서 구해지는 정량치를 일본약전에서

유연물질 시험에서는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는 「함량」 이라고 한다.

수 있는 HPLC가 추천 장려되며 실제로 많이 채용

최근에는 mass balance법이 받아들여지는

되어있다. 검액을 희석하여 조제한 표준액을 쓰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절대법 설정이 가능하면 절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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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한다는 생각은 일본약전에도 승인심사에도

만 보정을 할 것인가도 정해둘 필요가 있다. Q6A

남아있다고 생각되며 절대적인 방법을 설정할 수

가이드라인 이전에는 표준물질을 순도보정하면 승

없는지의 조회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인심사에 있어서도 반드시라도 해도 될 정도로 조

Mass balance법은 100에서 불순물을 빼는
방법이며 일본약전에서는 「순도」라고 하며 「함량」
과는 구별하고 있다.

회를 받았으나 지금은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 표준물질과 원약의 규격관계에 관하여

Mass balance법에서는 혼입이 상정(想定)되

원약, 상용표준물질, 1차 표준물질에서는 이

는 모든 불순물을 감산하는 것이 되므로 시험항목

순서로 단계적으로 엄한 규격을 설정한다. 원약과

은 많아진다.

표준물질의 규격항목, 시험방법 및 규격값과의 관

계산식은 보통

계 예를 Table 2에 제시한다.

순도(%) = (100 – 잔류용매% - 강열잔분% 수분%) × (100 - 유연물질%)/100
또는

Table 2 화학약품의 표준물질과 원약의 규격관계의 예
규격항목

순도(%) = 100 – 잔류용매% - 강열잔분% 수분% - 유연물질%
이다.

함량규격
성상

확인시험

첫 번째의 계산식이 옳지만 표준물질의 순도
가 높은 경우에는 거의 차가 없어서 두 번째의 간
략한 계산식을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본약전에

시성치

서는 수분은 불순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유연물질에는 광학이성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HPLC정량법으로 광학 이성체를 분
리할 수 없는 경우 표준물질의 용도라는 관점에서
는 분리할 수 없는 광학이성체의 양을 감산할 필요
는 없다는 생각도 있다. 여하간에 어떤 방법으로

중금속
순
도 유연
시 물질
험 잔류
용매
건조감량
또는 수분

함량을 규정할 것인가, 계산으로 구할 것인가를 규
정한다.
● 표준물질의 함량/순도 표시

강열잔분

표준물질의 함량/순도의 표시방법을 승인신
청서에 기재할 것인지 GMP의 문서에 규정할 것인
지를 기록해 두는 편이 혼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함량 또는
순도

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기재하면 기본적으로는 일
변사항(一変事項)이 되므로 변경관리의 관점에서는
기재하지 않고 끝나고 싶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저장법

1차표준물질
2차/
(또는
상용표준물질
표준물질1종뿐)
설정
규격치≦원약 규격치 = 원약
외관
외관
외관
규격치≦원약
규격치=원약
IR, UV,
IR, NMR, UV,
IR, UV, NMR,
TLC,
대염(対塩)
(MS),
정성반응,
1차표준물질과
대염(対塩)
대염(対塩)
의 스펙트럼
파장파수규정
비교
등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필요에
설정
설정
따라 설정
규격치≦원약
규격치=원약
중금속시험
필요없음
필요없음
법 등
HPLC,
HPLC,
HPLC,
TLC
규격치≦원약
규격치=원약
GC,
GC,
GC
규격치≦원약
규격치≦원약
건조감량 또는 건조감량 또는
건조감량
KF
KF
또는 KF
규격치≦원약`
규격치=원약
mass
강열잔분시 balance법에
필요없음
필요
험법
규격치=원약
절대정량법
1차표준물질을
(적정법) 또는
대조로 한
HPLC,
mass
HPLC 정량
적정법
balance법
규격치≦원약
규격치≦원약
실온
냉동 또는
실온 ~ 냉장
retest
실온 ~ 냉장
retest기간
기간
retest기간
원약

있는데 회사에 따라 stance는 달라질 것이다. 또
한 표준물질을 100%로 간주하는가, 모두 순도보정
을 할 것인가, 99.0% 혹은 99.5% 이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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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1차 표준물질이 가장
엄격하며 이어서 2차/상용표준물질이며 원약이 가

험-반정성적)


유연물질(목적물질 관련물질, 목적물질 유래불

장 느슨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품질을 구별하는

순물, 제조공정 유래불순물)- HPLC, 전기영동,

것이 당국이 기대하는바 일 것이다. 다만 시험항목

CE 등

에 따라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원약과



같은 규격 폭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TFA,

아세토니트릴

등)-

GC, HPLC


2.8.3 Bio약품의 표준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법
● 1차(초회) 표준물질

잔류용매(아세트산,

무기염류, 칼럼 등으로부터의 용출물 등- 이온
크로마토그램 등



정량법- HPLC, 1차 표준물질을 대조

Bio약품의 1차(초회) 표준물질의 규격항목은
기본적으로는 2,7항에서 말한 시험항목에 불순물과

● 역가시험용 표준물질

정량법을 추가하고 특성해석을 한 로트의 데이터를

역가시험표준물질은 오로지 생물활성을 측정

바탕으로 규격치를 설정한다. 구체적인 시험항목과

하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bioassay(In vivo, in vitro), ELISA등이다. 단백

역가시험용 표준물질은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활성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분석법으로는

질의 정량법으로는 Lowry법, 질소정량법, 아미노
산 분석 등이 있다. 생물활성을 단백질양으로 나누



성상(외관)

어서 비활성을 구한다. 용액인 경우에는 용액 1



확인시험 구조의 확인- DNA염기배열로부터 기

mL당의 활성을 구해둔다.
● 첨가물의 첨가

대되는 구조와의 비교






목적물질유래불순

Bio약품의 경우에는 완충제나 첨가물을 함유

물, 제조공정유래불순물)- HPLC, 전기영동, CE

하는 용액이거나 그 것의 동결건조제품이거나 하는

등

데 처방, 제조방법을 규정해둔다. 사용하는 첨가물,

잔류용매(아세트산, TFA, 아세토니트릴 등) -

시약, 배지 등의 품질규격으로서는 메이커나 등급

GC, HPLC

을 구체적으로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처방이나 제

무기염류, 칼럼으로부터의 용출물 등- 이온 크

조방법의 미묘한 변화, 사용하는 첨가물 등의 품질

로마토그래피 등

이 bio약품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

정량법/순도- 적정법, 질소정량법, 흡광도법,

는 일이 많다. 배지 등은 여러 시약이나 성분이 혼

Mass balance법 순도

합되어 있고 개개의 성분에 관하여 품질을 규정하

유연물질(목적물질관련물질,

면 한이 없다. 오히려 사용하는 첨가물이나 제조방
● 이화학시험용 표준물질

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게하고 품질에 주는

이화학시험용 표준물질은 용도가 이화학시험

변동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으로 품질을 관리하

이기 때문에 이화학적인 분석법이 중심으로 된다.

는 것이 현실적이다. 메이커의 제법이나 원재료가

구체적인 시험항목과 시험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모르는 사이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험이나 품질에

들 수 있다. 역가시험용 표준품을 따로 설정하지

영향이 있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분

않는 경우에는 비활성에 대해서도 시험한다.

하여 충전한 표준물질의 1용기 전량을 쓰는 경우



성상(외관)

에는 제제균일성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결건조



확인시험– 1차 표준물질과의 비교

품은 함량균일성을, 용액인 경우에는 질량편차도

-peptide map, 당쇄map

시험에 추가한다.

-아미노산분석- 이론치와의 비교도 가능
-크로마토그래피- 유지시간
-(면역 화학적, 효소 화학적, 생물학적 확인시

2.9 표준물질의 보관
표준물질은 변화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므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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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생기지 않는 용기를 선택하고 보관조건을 설

요하면 신청 자료에 포함시킨다.

정할 필요가 있다.

화학약품의 표준물질을 1종류만 설정하는 경우

보관온도에 관해서는 1차 표준물질은 실질적으

의 로트갱신의 예를 Fig 1에 그렸다. 이러한 경우

로 1회 제조뿐이고 장기간보존 하는 것이 전제로

에는 각각의 로트에서 절대적인 정량을 하거나 또

되어있으므로 deep freezer 에서의 냉동보존이 일

는

반적이다. 상용표준물질은 극히 안정하다면 원약과

traceability의 check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같아도 좋으나 원약은 보존 중에서의 규격 한도 내

로트간의 품질의 항상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지만

의 변화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표준물질이 대단히

로트 1을 써서 상대적 정량법인 HPLC로 로트 2를

안정하더라도 보다 일층 안정하다고 생각되는 보존

정량하는 관리를 보조적으로 해두면 좋다. Fig1의

조건(실온→냉장→냉동→deep freezer)을 설정하고

갱신방법은 각 로트는 독립적으로 함량/순도를 결

있는 케이스도 흔히 있다.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mass

balance순도를

구하므로

로트간의

빛, 온도, 산소 등의 여러 영향을 피하기 위해
서 보존조건, 용기 및 조작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빛 : 차광용기 사용



습도 : 기밀용기, 실리카겔, 알루미늄 포장 사용



산소 : 질소 또는 아르곤 기체치환, 탈산소제
사용



동결 건조품(bio약품) : 유리 바이알, 유리앰플
사용



액체 : 유리앰플 사용, bio약품은 동결 융해를
피하기 위하여 1회 사용한정으로 한다.



용기에 흡착(특히 bio약품의 저농도 용액) : 용
기에 흡착으로 인한 농도저하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제처방화(첨가제의 첨가), 실리콘 처리
용기나 플루오르수지 사용, 흡착의 평형 도달로
농도 저하가 생기지 않게 되는 공세척의 회수
의 설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2.10 표준물질의 로트 갱신
설정한 표준물질을 다 소비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표준물
질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로트갱신이라고
한다.
로트갱신은 traceability를 확보하는, 즉 전회에
설정한 표준물질과 정확하게 연계되어있는가에 다
다르게 될 것이다. 로트의 유래, 제조·정제 방법,
현행로트와 새 로트 간, 1차 표준물질과 2차 표준
물질 간, 이화학시험용 표준물질과 역가시험용 표
준물질 간에 traceability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사
내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 남겨두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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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 또는 bio약품의 이화학적 시험용 표
준물질에 대하여 1차 표준물질과 상용표준물질과
의 양쪽을 설정하는 경우의 로트갱신의 예를 Fig2
에 표시하였다. 원약의 고순도 로트를 상용 표준물
질(로트1)을 설정하고 1차 표준물질을 써서 상대적
인 정량법으로 함량을 결정·표시하는데 로트 갱신
때에도 저온에서 보관해둔 1차 표준물질을 써서
갱신용의 상용표준물질(로트2)을 같은 방법으로 함
량을 결정·표시한다. 상용 표준물질간의 연계는
HPLC등의 상대적 정량법으로 보조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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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표준물질만으로 연계해가면 오차 등에 의하
여 엇갈릴 염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맺는말
표준물질은 품질관리에 있어서 구조와 순도의 지

Bio약품에서 이화학적 시험용 표준물질과 역가

표가 되는 중요한 물질이며 함량이나 순도가 표시

시험용 표준물질을 설정하는 경우의 로트갱신의 예

된다. 이 때문에 다른 분석방법으로 순도를 측정하

는 Fig 3과 같다. 이것은 우선 1차 표준물질을 설

거나 복수의 시설에서 시험을 반복하여 정확한 함

정하고 절대적인 정량법 또는 mass balance법으

량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 함량·순도를 설정·표시한다. 국제 표준품이나 일

ISO에서는 표준품 제조기관의 능력에 관한 가이

본 약전 표준품 등 공적인 표준품을 이용할 수 있

드라인인 Guide 3414)가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는 경우에는 그 것을 바탕으로 1차 표준물질을 설

측청치의 불확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으

정한다.

며 이것은 앞으로의 검토과제라고 생각한다.
표준물질은 안정성, traceability, consistency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표준물질만이 아니고 시스템적합성용 시약이
나 유연물질의 표준품을 포함하여 표준물질을 일원
적(一元的)으로 관리하는 조직체제를 확립하고 일
정한 방침 하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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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又は輸入の承認申請に際し承認申請書に添付す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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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해외약전정보

일본약전표준품에 대하여

-표준품 제조 기관에서-*1

日本藥局方標準品について –標準品製造機關から材井 敏美

1. 머리말

*2

약품표준품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4. 일

의약품 의료기기 Regulatory Science재단의 오

본약전표준품의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카 사업소에서는 일본약전 표준품의 제조기관으

5. 이 재단에서 의약품 각조 원안을 작성하는 회사

로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얻어 현재 약 220품목

에 부탁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의 일본약전 표준품을 제조·공포 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에서는 첫째로 이 재단의 표준품제조·공포
업무의 개요, 두 번째로 표준품 제조기관으로서 앞
으로의 과제와 대처, 세 번째로는 일본약전 표준품

2. 의약품 의료기기 Regulatory Science재단
의 일본약전 표준품의 제조·공포 업무의 개요
2.1 일본약전의 표준품

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일반 표준물질과의

일본약전의 「일반시험법」 중 「9.01 표준품」 에

비교라는 시점에서 1. 정의와 용어에 관하여, 2.

「표준품은 일본약전에 규정된 시험에 쓰기위하여

traceability와 공급체계에 대하여, 3. 표준품의 특

일정한 품질로 조제(調製)한 것이다」로 기재되어

성치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화학약품표준품과 생물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약전표준품의 정의라고 생각

*1 역자주 : 이 재단 주최 제 8회 일본약전설명회(2012.2.21. 도쿄, 3.1 오사카) 강연
*2 역자주 : 일반재단법인 의약품의료기기Regulatory Science재단 오사카 사업소 (541-0046)오사카부 오사카시 중
앙구 평야정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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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일본약전표준품은 제조기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하나는 「(1) 따로 후생노동

각조 품목수는 JP와 Ph.Eur.에서는 그리 큰 차

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동록을

는 없으나 USP는 JP의 약 2.5배의 품목수를 가지

받은 자*3가 제조하는 표준품」입니다. 현재 등록을

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이 재단 뿐이므로 아자티오프린표준품

표준품에 있어서 JP는 353품목인데 Ph.Eur.(이

이하 (1)에 열거되어 있는 표준품은 모두 이 재단

하 EP로 표시함), USP 모두 JP의 6 ~ 7배 입니다.

이 제조·공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원인의 하나로서 JP는 의약품의

또 하나는 「(2)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제조하는

불순물이나 유연물질의 표준물질이 설정되어 있지

표준품」 으로서 열거되어있는 Actinomycin D 이

않은데 EP, USP에서는 다수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하의 항생물질표준품은 모두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들 수 있습니다.

제조·교부되고 있습니다.
Table 2

3약전의 각조 품목수와 표준품 품목수

2.2 일본약전표준품(항생물질 제외)의 제조기관과

(2012. 1월 현재)

품목수의 추이(推移)

약전

Fig 1은 항생물질 이외의 일본약전 표준품의
제조기관과 품목수의 추이입니다. 이 재단이 제조·
공포를 시작한 1991년의 품목수는 항생물질을 제

각조

표준품

1,764

353

≒2,200

>2,300

>4,500

>2,700

JP 16
Ph.Eur. 7

th

Ed.

USP 35

외한 약 110품목인데 현재는 223품목입니다. 이
재단이 제조를 시작한지 21년 되는데 그 동안 약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제조·공포하고 있는 일본약전 표준
품의 실례를 Fig 2에 나타냅니다. 각 항목의 성상

2.3 일본약전(JP) 표준품의 종류와 품목 수
JP XVI의 JP표준품의 종류와 품목수는 Table 1

이나 충전량에 따라 바이알, 튜브, 앰플 등에 충전
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자에 채

과 같습니다. 총 353품목 중 이 재단이 제조·공포

우고

하고 있는 품목은 전술한 바와 같이 223품목입니

Aluminium laminated bag에 봉입하고 있습니다.

다. 화학약품표준품이 가장 많고 8할을 점하고 있

Fig 2 우측아래는 표준품의 첨부 문서이며 상자나

습니다.

bag안에 넣어 공포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수분변화를

피하고

싶은

품목은

참고로 3 약전의 각 조의 품목수와 표준품의
품목수는 Table 2와 같습니다.
Table 1 일본약전표준품의 종류와 품목수
(JP16 : 2011년 4월 현재)
분류

품목수

(1)

화학약품
생물약품
생약성분
일반시험법

184
21
9
9

(2)

항생물질(감염연)

130

합계

353

223

Fig.2

각종 일본약전표준품

*3 역자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용역연구과제 10182첨단기593 p.88 [일본약국방표준품을 제조하는자의 등록에 관
한 성령] 참조

KP Forum Vol.10, No.2 (2013)

64

2.4 신규 표준품의 제조 프로세스
재단에서 하는 신규표준품의 제조 프로세스는
Fig 3과 같습니다.
신규품목을 제조 할 때는 후생노동성이 「표준
품 품목기준」 이라는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험

Table 3에 표준품 품질표준에 있는 주된 시험
항목과 시험방법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각조의 시
험항목과 유사합니다. 밑 선이 쳐있는 것은 표준품
의 특성치 부여에 관한 시험항목이며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에서 시험하는 항목입니다.

항목과 시험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합니다. 이
것을 확인한 후에 후보품의 조달을 하게 됩니다.

Table 3

후보품은 기본적으로는 각조의 원안을 작성한 선발
메이커로부터 제공 받습니다. 그리고 품질예비시험
을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품질의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품질시험에 있어서 표준품의 품질 규
격치에 관한 시험은 복수기관, 기본적으로는 3개
기관 이상에서 시험을 하므로 외부시험기관에 의뢰
하게 됩니다. 품질시험이 끝나면 품질평가의 프로
세스로 진행합니다.
품질평가는 이 재단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
가가 위원으로 되어있는 표준품평가위원회에 의뢰
합니다. 품질시험의 결과를 평가를 받은 다음 일본
약전표준품으로서 공포해도 된다는 품질평가를 받
은 다음 제조프로세스로 갑니다. 제조에서는 용기
에 소분충전이나 레이블 첨부포장을 하고 그 다음
수주·배송으로 표준품 이용자에 보냅니다.
이 일련의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표
준품후보품의 품질시험입니다.

표준품품질표준의 주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화학약품표준품, 생약성분표준품
시험항목

시험방법

1. 성상

외관(색, 형상)

2. 확인시험

UV, IR, NMR

3. 시성치

융점, 분광도

4. 유연물질

HPLC법, GC법, TLC법

5. 잔류용매

GC법

6. 수분 또는
건조감량

칼피셔법(수분)

7. 강열잔분
8. 정량법

절대정량법(적정법 등)

생물약품표준품
1. 성상

외관(색, 형상)

2. 역가정량법

생물검정법, 효소활성측정법

3. 물질량

단백질 정량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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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은 재단 오사카 사업소의 주된 시설입
니다. (역자주: Fig 4. 화학약품표준시험실, Fig 5.
바이알 충전시설, Fig 6. 냉장보관고, 냉동보관고,
Fig 7. 출하 포장형태의 사진이며 생략함.)

니다. 재단에서는 2007년에 ISO 9001의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ISO/IEC 17025는 시험소 및 교정기
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며 측정·분
석의 능력, 신뢰성의 향상 및 국제표준화를 지향하

3. 표준품 제조기관으로서의 앞으로의 과제와

는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이것에 관해서도 일부 준

대책

거(準據)하는 형태로 management system에 받아

3.1 일본약전표준품 제조기관으로서의 책무와 과제
일본약전의 개정에 따라 일본약전 각조 수재품
의 증가와 더불어 신규 표준품이 설정되고 또한 과
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새로운 시험법이 도입됩니
다. 따라서 표준품 제조기관으로서의 책무는 일본
약전의 확충정비에 지체 없이 대응하며 적절한 품
질의 표준품을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공급하는 것입
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는 능력,
기술 수준의 계속적인 향상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단이 이 업무를 시작하여
20년 이상 경과 하였으므로 표준품 제조에 관한

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SO guide 34로서 이
것은 바로 표준품 제조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거의 규격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표
준물질 생산자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으
로 표준품제조기관의 총합적인 능력의 향상 및 국
제표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USPC

(United States Pharmacopoeial Convention,
Inc.; 미국약전협회)는 위의 모든 인증·인정을 취득
하고 있으며 EDQM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Healthcare : 유럽평
의회의약품 품질국)은 현재 ISO 9001만 인증을 취
득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방침이나 방법을 점검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에 대
한 대책방안을 다음에 기술합니다.
3.2 ISO 국제 규격을 지침으로 하는 대책
대책의 기본 방침의 하나로 관련되는 ISO 국제
규격을 지침으로 하는 대책 즉 능력·기술수준의 국
제표준화 지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글로벌화의 조류 속에서 약전도 예외는
아니며 PDG의 조화작업에 더하여 구미(㰝美)에서
는 원약 각조에 대해 앞으로의 조화를 위한 시험적
인 시도(Prospective Harmonization)를 시작하였
습니다. 표준품은 각조와 일체인 점에서 표준품만
의 독립적인 움직임은 할 수 없지만 표준품 제조기
관으로서의 능력, 기술수준에 관해서는 국제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하며, ISO규격, 특히 표준물질의 제

Table 4

관련 ISO 규격, 가이드라인

ISO 9001
품질 management system(재단 : 2007년에
인증 취득)
- 신뢰성의 향상과 고객만족도
ISO/IEC 17025
시험소 및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재단 : 일부준거)
- 측정분석의 능력, 신뢰성의 향상/국제표준화
ISO Guide 34
표준물질생산자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품제조기관의 총합적인 능력의 향상/국
제표준화
USPC : 상기 모두의 인정・인정을 취득
EDQM : ISO 9001만 인증취득

조에 관한 국제기준을 지침으로 하여 능력의 향상
과 체제의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관련되는 ISO규격, 가이드라인을 Table4에 기
재하였습니다.

3.3 ISO 국제규격을 지침으로 할때의 유의점
재단에서는 이들 규격 및 가이드라인을 지침으
로 하여 능력향상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는 ISO 9001입니다. 이것은 신뢰성의 향상

ISO규격을 지침으로 할 때의 유의점은 ISO규격의

과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management system입

적용 외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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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약전표준품은 약사법에 따른 규제의 적부판정에

는 원안 작성요령1)에도 기재되어있으며 「정량법에

직결되는 표준물질이므로 계량·계측기기의 교정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한다.」로 되어있습니

사용되는 계량표준 등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

다. 확인시험, 용출시험, 제제균일성시험의 함량균

습니다.

일성시험에만 사용하는 표준품 또는 유연물질시험

예를 들면 일본약전시험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물질이 상용

에 쓰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
로 되어있습니다.

표준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계측의 신뢰성을 나타
내는 척도의 「불확성」은 표시하지 않기로 되어있습

Table 5

니다. 이것은 EP 및 USP 표준품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래서 다음에 일본약전 표준품을 보다 잘 이

순물
질계
표준
물질

해되게 하기 위하여 일반표준물질, ISO의 세계 표
준물질과의 비교의 시점에서 일본표준품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4. 일본약전표준품의 특징 ~ 일반 표준물질과
의 비교
4.1 정의와 용어
4.1.1 ISO/REMCO의 「표준물질」의 정의
ISO/REMCO (ISO의 표준물질위원회)에서의

조성
표준
물질

표준물질의 정의는 「측정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値)을 부여하는데 쓰기 위하
여 1개 이상의 특성치가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히
확정되어있는

재료

또는

물질」

로서

특성치

(Property Value)가 적절하게 부여되어있는 것이
필요조건으로 됩니다. 특성치는 표준물질의 물리학
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대표하는 양으로
귀착되는 값이며 보증치, 표시치, 표준치와 같은
4.1.2 표준물질의 종류(Table 5)
표준물질은 순 물질계 표준물질과 조성표준
순물질표준물질의 특성치는 순도이며 약전의 표준
품도 이 순물질표준물질로 분류됩니다. 약전표준품
의 특성치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합니다. 조제표준
물질에는 pH 표준액 등이 있는데 이것은 pH가 특
성치로 됩니다. 조성표준물질에는 예를 들면 환경
표준물질 중에 하천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치는
납, 카드뮴 등의 유해금속의 함량입니다.
4.1.3 일본약전 표준품의 특성치
일본약전 표준품의 특성치는 용도와 대응되
어 있습니다. 일본약전표준품의 설정방침에 대하여

순물질
표준물질

무기순물질, 유기순물질, 임상검
사용표준물질, 의약품시험용표준
물질(약전표준품)

조제표준
물질

표준기체, pH표준액,
액, 무기표준액

금속표준
물질

철강, 철광석, 비철금속합금, 원
자로재료

무기표준
물질

세라믹스, 유리, 시멘트, 암석,
광물, 반도체

화석연료
표준물질

석탄, 석유(중유유황분), 코-크스

고분자
표준물질

합성고분자(분자량 측정용), 수지

환경표준
물질

대기, 분진, 해수, 하천수, 저질
(底質), 토양

생체․식품
표준물질

동물, 식물, 식품(곡류, 두류)

임상표준
물질

혈청, 뇨

동위체
표준물질

농축동위체

유기표준

久保田正明 편저 「화학분석・실험에 유용한
표준물질활용가이드」 丸善株式會社(일부개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질로 크게 분류됩니다. 순물질계표준물질 중의

표준물질의 종류

다시 말하면 정량법이 용도로 되므로 화학약
품 표준품의 경우에는 순도(%)가 특성치로 됩니다.
생약성분표준품의 경우에도 순도입니다. 생물약품
표준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활성(역가)이 특
성치가 됩니다. 한편 일반시험법용 표준품에 관해
서는 그 용도에 따라 특성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엔도톡신 표준품은 활성(역가)이 특성치가 됩
니다. 융점표준품(카페인 및 기타)은 융점(℃)이 특
성치로 됩니다.
4.1.4 의약품의 순도에 쓰는 표준물질에 관한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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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용어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또한

ISO의

경우에는

「Reference

「표준물질」이라고 하지만 일본약전에서는 「표준품」

Material」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라고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표준품과 표준

과 같은 표준물질의 제조기관에 대하여는 일본약전

물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Table 6)

에서는 「표준품제조기관」, ISO에서는 「Reference

「표준물질 중 공적으로 공급되는 표준물질을

Material Producer」, JIS에서는 「표준물질 생산

표준품이라고 한다.」로 정의되어있으므로 일본약전

자」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조기관에서도 생산

표준품은 공적으로 공급되는 표준물질 즉 국가표준

자에서도 표준품을 “물질”로서 만들어내는(합성하

물질입니다.

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제

Table 6

공받은 후보품에 특성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

의약품의 시험에 쓰는 표준물질에 관한

요한 일입니다.

정의 (제 17개정 일본약전원안작성요령)
5.1.1 표준품 및 표준물질의 정의
표준물질이란 의약품의 시험에 표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의 총칭이며 시험의 목적이나 용도에 상응하는
품질인 것이 보증된 것이다. 표준물질 중 공적으로
공급되는 표준물질을 표준품이라고 한다.

4.2 Traceability와 공급체제
4.2.1 Traceability란
표준물질 분야에서의 Traceability는 측정결
과가 무엇을 근거로 특성치 부여가 되었는지를 나
타내는 경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Fig 8에 나

4.1.5 3약전의 「약전 표준품」에 관한 용어
참고로 3약전의 표준품에 관한 용어를 소개

타낸 바와 같이 정육점에서 쓰는 저울이 있다고 한
다면 그 눈금을 검사 또는 교정하는 상위의 저울로

영어로는

서 표준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표준계량기를 교정

USP, Ph.Eur.도 「Reference Standards」라

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특정계량기가 있습니다. 다

합니다.

일본약전은

「표준품」,

「Reference Standard」입니다.
고 하는데 Ph.Eur.에서는 종류에 따라 「Chemical
Reference Substances」, 「Biological Reference
Preparation」, 「Herbal Reference Standard」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JIS*4의 경우에는 공적으
로 공급되는 것이라도 모두 「표준물질」로 통일되어

*4 역자주 : 일본공업규격

KP Forum Vol.10, No.2 (2013)

하는 저울로 산업기술총합연구소(산총연)가 관리
시 말하면 일본전국의 정육점의 저울눈금의 근원을
더듬어 찾아가면 모두가 산총연의 특정계량기에 다
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Traceability가 확보됨
으로서 예를 들면 고기 100g을 도쿄에서 사도 오
사카에서 사도 같은 양이 보증됩니다. 길이의 분야
Traceability도

마찬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68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점에는 역시 산총연

하더라도 극히 적기는 하지만 불확정도가 있다는

이 보유하고 있는 길이의 국가계량 표준기로서 협

것이며 이것은 하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세계시에 동조시킨 광주파수컴장치가 있습니다.

알아서
-14

말한

광주파수컴장치의

불확정도는

이것으로 교정 되고 있는 것이 특정 2차 표준기

7×10

등이며 block gauge등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는 0.1 mm의 정밀도입니다. 특정 2차표준기 이면

사용하여 교정 되고 있는 것이 user가 보유 하고

불확정도는 10-7, 즉 1만 km를 측정했을 때의 불

있는 측정기로서 Nonius(calipers), micrometer

확정도는 1 m로 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국가계량표준이라고

, 즉 7000만 km를 측정했을 때 불확정도

표준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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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Fig10은 JCSS (Japan

다. 국제원기가 없으므로 각국에서 국가계량표준을

Calibration Service System : 계량법 교정 사업

정점으로 하는 체제가 정비되어있습니다.

자 등록제도) 표준물질의 Traceability와 공급체제

국제기간(基幹) 비교에 의하여 각 국의 계량

입니다. 정점에는 산총연의 국가계량 표준물질이

표준의 정합성(整合性)을 국제적으로 심사·확인하며

있고 그 밑에 지정된 교정기관이 보유하는 특정 표

동등성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Fig 12)

준물질 혹은 특정 2차 표준물질이 있고 다시 그
밑에 등록/인정 사업자가 생산하는 실용 표준물질
이 있습니다. 길이의 계량표준과 마찬가지로 하위
로 갈수록 불확정도는 커집니다.
4.2.2 국제단위계
국가단위계량표준물질은

국제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 SI)에 대하여
Traceability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SI는 차원적으
로 독립이라고 간주되는 7개의 양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단위(기본단위)를 기초로 하여
조립된 일관성 있는 단위계이며 7개의 기본단위
(base unit)와 이것으로부터 조립되는 조립단위
(derived unit) 및 10의 정수승배(整數乘倍)의 접

Fig.12 계량표준의 국제적 동등성의 확보

두어로 형성됩니다.(Fig 11)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의 SI를 쓰는 것이 중요
합니다. 국제기간 비교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기
관이 기능시험에 의한 국제비교에 참가하고 분석결
과와 일치하는 정도에서 국가표준의 동등성의 정도
를 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기관은 1국 1기관만으로 되어있으며 일본은
산총연(NMIJ), 미국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for Technology)가 대표기관입니다.
이렇게 하여 계량표준의 국제적인 동등성이 확보되
어 있습니다.
4.2.3 일본약전 표준품의 Traceability와 공급체계
Fig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약전의 주요
Fig.11 국제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한 생물약품 표준품에 관하여는 WHO 국제 표준품
이 설정되어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특성치를 부

Traceability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여하고 있습니다. 즉 Traceability를 WHO 국제

SI를 써서 측정을 하며 그 특성치의 표시에 관해서

표준품으로 잡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WHO의

도 SI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SI를 쓰는 이유는

국제단위는 완전히 임의의 단위이므로 비SI로 되지

예를 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된 언어로 회화를

만 의약품 분야에서의 국제단위이므로 문제는 없다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 됩니다.

고 생각합니다.

킬로그램원기는 아직 존재하지만 미터원기와

화학약품 표준품에 관해서도 WHO의 표준품

같은 말하자면 인공물에 의한 국제원기는 폐지되고

이 설정되어있지만 특히 순도가 높다든가 특성치의

지금은 보다 보편적인 물리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

부여가 대단히 정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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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일본약전표준품의 Traceability와 공급체계

발전도상국이 국제약전을 이용할 때를 위한 표준품
이므로 3약전 모두 WHO화학약품 표준품을 기준으

각 제조기관의 표준품에 관하여 국제비교로

로 설정하지는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1차 표준물

동등성의 평가는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3약전의

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 표준품에 관해

표준품제조기관이 모이는 장(場)으로서 2년에 한번

서는 특수한 단위를 쓰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

약전 표준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여기

로는 SI Traceable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

에서 각 약전의 제조기관이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

만 HPLC에 의한 크로마토그래프의 면적비교로 불

니다.

순물 함량을 산출하는 부분이 남으므로 이것에 관
해서는 비SI로 됩니다.

일반적 표준물질의 분야에서 1차 표준물질의
특성치는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말하면 Table 7에

4.3 「특성치」의 측정방법

나타낸 바와 같이 최상급의 분석방법으로서 A.1차

4.3.1 화학약품 표준품

표준측정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1차 표준 직접

Fig 14는 3약전의 화학약품 표준품의 제조와
공급체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법이고 또 하나는 1차표준비율법입니다. 다음으로

Ph.Eur.표준품은

추장(推獎)되는 분석법은 B.참조 분석법입니다. 원

EDQM, JP표준품은 이 재단, USP표준품은 USPC

리적으로 1차 표준측정법에 준하는 분석법이며 형

가 제조·공급하고 있는데 각각 독자적으로 1차 표

광X선 분석법, 정량 NMR법 등이 포함됩니다. 세

준물질로 약전 표준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번째의 분석법은 C. 차수법(差數法)입니다. 이것은
검체 중의 목적성분이외의 성분의 함유율을 100에
서 뺀 값을 가지고 목적성분의 함유율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3약전 모두 표준품의 순도는 이 차수법
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수법은 의약품분야에서
는 mass balance법이라고도 합니다. 화학약품표
준품의 순도측정에 정량 NMR법이 차후 사용될 것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단에서는 2011
년부터 산총연의 지원을 받아 일부 품목에서 정량
NMR법으로 순도측정을 하고 그 측정성적을 차수
법으로 한 순도측정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이

Fig.14 3약전의 화학약품표준품의 제조와 공급

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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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차 표준물질의 특성치 결정을 위한
주된 분석법
A. 1차 표준 측정법
최고의 품질이며 그 조작이 완전히 기술되고
이해되며 또한 불확정도가 국제단위계(SI)를 사
용하여 완전히 기술되는 방법(물질양자문위원회,
CCQM)
(즉 SI로의 traceabil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
용이 바람직한 수법)
1) 1차 표준 직접법 : 표준물질을 참조하는 일
없이 특성치를 측정
전량분석법, 중량분석법, 응고점강하법
2) 1차 표준 비율법 : 다른 표준물질과 비교하
여 특성치를 측정.
동위체 희석 질량 분석법, 적정법
B. 참조 분석법
원리적으로 1차 표준측정법에 준하는 분석법
형광X선 분석법, 중성자 방사 화학 분석법,
정량 NMR법, ICP발광 분석법, 원자흡광분석법
C. 차수법
검체중의 목적성분이외의 성분의 함유율을
100에서 감한 값으로 목적성분의 함유율을 나타
내는 방법
久保田正明 편저 「화학분석・실험에 유용한
표준물질활용가이드」 丸善株式會社

Table 8. 차수법으로 일반 고순도 유기 화합물
의 순도를 구하는 법
순도(%) = 100% - 모든 불순물의 합계%
= 100% - 강열잔분% - 잔류용매%
- 수분% - 유연물질%
= (100% - 강열잔분% - 잔류용매%
- 수분%) × 크로마토그래프순
도% ÷ 100

Table 9. 차수법(mass balance법)으로 화학약
품표준품의 순도산출방법(기본)
순도(%) = (100% - 강열잔분% - 잔류용매%*)
× 크로마토그래프순도% ÷ 100
*표준품을 미리 건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건조물 환산을 하는 경우, 잔류용매는 건조로
휘발하므로 이항은 삭제

이 재단에서는 건조에 의하여 잔량용매가
100% 휘발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차수법으로 일반 고순도 화합물의 순도를 구
하는 방법을 Table 8에 나타냈습니다.

화학약품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래프 순도를 구
하는 방법은 유연물질의 표준물질을 입수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표준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유연물

「순도(%) = 100% - 모든 불순물의 합계 %」

질함량(%)을 측정합니다. 유연물질의 표준물질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연물질의 피크면적을

불순물로는 강열잔분, 잔류용매, 수분, 유연물

「표준용액」 (보통 200배 희석한 검액)의 피크면적

질이 있습니다. 유의점으로는 일본약전표준품의 경

과 비교하여 유연물질 함량(%)을 구합니다. 다만

우 표준품을 미리 건조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별도

유연물질에 관한 감도계수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수분 또는 건조감량을 축정해 놓고 표준품의 칭취

에는 필요에 따라 감도보정을 합니다. 그러한 정보

량(秤取量)을 탈수물 또는 건조물로 환산함으로서

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연물질의 단위질량 당

표준품의 순도는 보통 탈수물 또는 건조물로 구합

의 흡광도 또는 유효성분과 같다고 생각하고 감도

니다. 따라서 수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

보정 없이 유연물질함량을 구합니다, 이 부분이 먼

다.

저 언급한 질량에 연결지을 수 없는부분 즉, 비SI
또한 잔류용매에 대하여는 표준품을 미리 건

로 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유의점으로서 일본약

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건조물 환산을 하는 경우

전화학약품

잔류용매는 건조로 휘발하므로 이 항은 삭제됩니

Table 10에 기재합니다.

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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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의

순도표시

방법의

원칙을

순도가 99.5% 이상인 때에는 순도를 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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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일본약전의 시험에서는 순도 100%로 사
용합니다. 순도가 99.5%를 하회할 때에는 순도(보
정계수)를 표시합니다. 생약성분표준품은 역치를
99.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표준품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의약
품식품위생연구소(국위연)가 일본약전 표준품을 제
조·배포 하고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순도표시
방법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의 역치는 화학약품
표준품도 생약성분표준품과 마찬가지로 99.0%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Table 10. 일본약전 화학약품표준품의 순도
표시 방법(원칙)
1. 순도가 99.5% 이상일 겨우 순도를 표시하
지 않는다. 일본약전의 시험에는 순도 100%
로서 사용한다.
2. 순도가 99.5%를 하회하는 경우 순도(보정계
수)를 표시한다.
3. 생약성분 표준품에 대해서는 역치를 99.0%
로 한다.
다른 약전의 상황을 보면 USPC는 이전에는
순도가 98.0% 이상이면 100%로 하였지만 10년
전에 역치를 99.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역치
를 폐지하고 지금은 99.5% 이상이라도 순도를 표
시하는 방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EDQM에서는
Ph.Eur.은 정량용 표준품은 비교적 적기도 하지만
정량용 표준품은 모두 순도를 표시하는 방침을 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약전 표준품에 관해서
도 앞으로 이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4.3.2 생물약품 표준품
전술한 바와 같이 생물약품표준품은 WHO의
국제 표준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각 약전 모두
WHO의 국제표준품을 기준으로 하여 역가활성을
측정하고 각각 표준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Fig
15) 또한 생물약품표준품은 화학약품과 마찬가지로
표준품의 국제적인 정합성(整合性)을 확인하기 위
한 국제비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Table 11에 일본약전의 생물약품 표준품에

Fig.15 3약전의 생물약품표준품의 제조와 공급

Table 11

일본약전 생물약품표준품과 WHO
국제표준품의 설정의 유무
품목명

Interleukin-2
Uriastatin
Elcatonin
Endotoxin
Oxytocin
Kallidinogenase
과황산화곤드로이틴황산
Calcitonin(salmon)
Saccharated pepsin
D-glucuronolactone
Serum gonadotrophin
High-molecular mass Urokinase
Low-molecular mass urokinase
Thrombin
Vasopressin
Insulin human
Human meroposal gonadotrophin
Human chroionic gonadotrophin
Protamine sulfate
Heparin sodium
이화학시험용 Heparin sodium
lysozyme Hydrochloride

WHO
○
×
○
○
○
×
×
○
×
×
○
○
○
○
○
○
○
○
×
○
×
×

대하여 WHO국제표준품의 설정 유무를 실었습니
다. 이화학시험용의 표준품을 제외하고 주요한 의
약품에 관해서는 WHO의 국제표준품이 설정되어있
습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HO의 국
제 표준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3약전의 표
준품의 traceability source는 공통으로 되지만 3

KP Forum Vol.10, No.2 (2013)

73

약전에서 표기되는 단위는 각각 다릅니다. 일본약
전은

「일본약전단위」,

unit」,

Fig 16은 6종류의 후보품 중 Candidate V에

Ph.Eur.은 「International Unit (IU)」를 채용하고

대한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로축에 역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기상의 차이라고도 생

가이고

각되지만 실태로서 이들 단위는 과연 동등한지 생

Block 하나는 하나의 Lab.을 나타냅니다. 같은색

각해보고

답은

의 block은 측정방법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WHO의 국제표준품의 역가 공동검정의 결과를 보

결과를 보면 측정방법이 다르거나 혹은 같은 측정

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able 12) 이것은

방법이라도 Lab.이 다르면 측정결과가 꽤 크게 산

2009년에

헤파린나트륨(Unfractionated

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g 17은 다른 후보

Heparin)의 WHO국제표준품의 국제공동검정의 개

품 Candidate W의 시험성적입니다. 여기서는 측

요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방법 혹은 Lab. 간의 산포는 비교적 작고 좁은

싶습니다.

실시한

USP는

이것에

대한

「USP

11종류의 측정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의

세로축은

Lab.의

수를

나타내며

쌓은

범위에 측정치가 수속(收束)되어 있습니다.
Table 12 Heparin sodium WHO국제표준품의
역가공동검정(2009)

∙The 5
역가측정

의 표준물질로서 선택하였습니다. 헤파린은 아주
for

불균질한 물질이어서 산포가 나타나기 쉬운 것은

IS를 기준으로 6 종류의 후보품에 대하여

이러한 산포가 생기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The 6th International
Unfractionated Heparin
th

최종적으로 이 Candidate W를 WHO는 차기

Standard

(IS)

∙18개 국가에서 36개 Laboratory가 참가
독일 5, 프랑스 4, 미국 3, 영국 3, 스페인 3, 덴
마크 2, 이탈리아 2, 일본 1, 캐나다 1, 중국1, 오스
트리아 1, 호주 1, 네덜란드 1, 포르투갈 1, 브라질
1, 인도 1, 보스니아 1
∙측정방법
1) Anti-Xa chromogenic assay, purified
antithrombin, n=24
2) Anti-IIa chromogenic assay, purified
antithrombin, n=18
3) Anti-IIa chromogenic assay, human plasma,
n=1
4) Anti-Xa chromogenic assay, human plasma,
n=3
5) USP clot-based sheep plasma assay, n=9
6) Ph.Eur clot-based sheep plasma assay,
n=12
7) JP, n=1
8) Chinese Pharmacopoeial assay(CP), n=1
9) Human plasma APTT, n=12
10) Thrombin Time(TT), n=2
11) Prothrombinase induced clotting time
(PiCT), n=1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물약품표준품은 다소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WHO의 국제 표준품을 기준으로
측정하여도 측정방법이 다르면 얻어지는 값은 달라
집니다. 또한 공동검정의 규모, 참가기관의 역량에
도 달려있습니다. 더욱이 기준으로 하는 WHO국제
표준품과 각 약전의 표준품과의 특성의 차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론으로서는 특성의 차이에도 영향을 줍니
다. 결론으로서는 3약전의 표준품이 모두 WHO국
제 표준품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
도 측정법(각 조의 정량법)이 harmonize 되어있지
않으면 3약전의 표준품의 역가가 동등하다는 보증
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일본약전 생물약품표준품의 특성치의 츩정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각조의 정량법에 준거(準據)하는데
보다 정밀도가 높은 정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평행
선정량법이나 기울기비법을 적당히 사용하기로 하
고 있습니다.
WHO국제 표준품이 설정되어있을 경우에는

제5회의 국제 표준품을 기준으로 6종류의 후

상기 한바와 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역가를 표

보품에 대하여 국제공동검증을 하였는데 18개국에

정하는데 그것은 표준품이 신규로 설정되는 경우에

서 36의 Lab.이 참가하였습니다. WHO의 국제공

한하지 않고 로트 갱신 때에도 매번 WHO의 국제

동검증의 경우에는 측정방법에 관해서는 참가기관

표준품을 입수하여 검정을 실시합니다.

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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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설정 시에는 단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량법에 따라 역가를 측정합니다. 또한 로트 갱신
시에는 절대 정량법 또는 현행로트를 기준으로 후
보로트의 역가를 측정합니다.
역가표정은 3개 기관 이상의 공동검정으로
합니다. 참가 기관 수 및 측정의 반복 횟수 등은
각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설정합니
다.

5. 일본약전 표준품의 사용상의 주의
5.1 주의사항 1. 용도한정
일본약전의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은
보증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약품 표준품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점의 첫
째는 순도는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술한바
와 같이 순도보정계수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순도
100%로서 쓰지만 실제로는 0.5% 미만의 불순물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보정계수가 표시되어있는
경우 그 보정계수도 용도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용도인 일본약전의 시험조건 하에서 일본약전의 목
적인 적부판정을 하는 경우에만 보증되는 값이므로
이점 충분히 유의해 주십시오.

사용기한(유효기한)은

 취급품목 : 이 재단의 홈페이지(http://www.
pmrj.jp)에 「취급표준품일람」을 게재
 주문 : 「일본약전 등 표준품 신청서」에 필요사
항을 기재
→ 이 재단 오사카 사업소로 FAX
 발송 : 수주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택배 편으로
발송, 보통 주(週)의 전반에 주문
→ 다음날 또는 다음 다음날에 발송(냉동품의
발송은 주1회 뿐임)
 배송온도 : ① 상온(여름철에는 냉장)
② 냉장
③ 냉동(드라이 아이스 포장)


대금지불 : 은행입금

5.3 주의사항 3. 보관
도착 후 바로 지정한 온도(Table 14)에서 보관
하고 신속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개봉 후 보존한
표준품의 품질은 보증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4 주의사항 4. 수분 또는 건조감량의 표시
화학약품표준품의 수분 또는 건조감량은 사용자
측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조에서 표준

5.2 주의사항 2, 사용기한
표준품의

Table 13. 표준품의 수주·배송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사용하는 양을 주문하고 도
착 후 속히 사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립
위생연구소에서 공급 되고 있던 당시부터의 방침이
며 출하 후의 표준품의 보관 환경은 표준품 제조기

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수분 또는 건조감량을 측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있고 더욱이 표준품이 귀중하
여 한정된 양밖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품
제조기관에서 수분 또는 건조감량을 측정하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관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Table 14. 보관온도의 지정

USP 표준품, Ph Eur 표준품도 마찬가지로 사용기

미 개봉으로 일시보관온도

한은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신하

① 「냉장보존」 : 8℃ 이하 (2℃ ~ 8℃)

는 것으로 유효 로트정보가 Web의 카타로그에 표

② 「냉동보존」 : -20℃ 이하

시되어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사용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
한 표준품제조기관의 책임으로서 재고 품절이 없을
것, 그리고 수주후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마음가짐
입니다. 표준품의 수주·배송에 대하여는 Table 13
에 나타냈습니다. 냉동품을 제외하고 보통 주(週)의
전반에 주문을 받으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날에는
발송하므로 주문 후 2~3일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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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따라서는 「냉동보존 (-20℃ ~ -30℃)」
③ 보존 온도의 지정이 없는 표준품 : 25℃ 이하 (2 ~
25℃)
④ 건조한 장소에 보관
건조제를 넣은 기밀용기(데시케이터) 중에 보관(지
시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것이 바
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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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분은 44품목, 건조감량은 12품목에 표
시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흡습성/탈습성이 없는

6. 의약품 각조 원안 작성회사(표준품 후보품

품목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그것이 인정되

제공회사)에 드리는 요망

는 품목에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봉 후 신속한
함량채취조작이 필요」 혹은 「수분변화를 피하여 칭
량 채취해 주십시오.」 라는 주의점을 첨부 문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한 예로서 Epithiostanol 표준품의 첨부 문서가
Table 15에 있습니다. 충전량, 용도, 수분을 표시
한 외에 순도가 99.5% 미만이므로 순도 보정계수
및 일시 보관조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6.1 「표준품 품질 표준」 원안과 그 작료의 작성에
관하여
화학약품표준품은 표준품의 사용량절감을 위하
여 수분의 측정법은 가능한 한 용량적정법이 아니
고 전량 적정법을 채용해 주십시오.
생물약품 표준품은 제 17개정 일본약전원안 작
성요령1)에 다음 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품의 단위의 부여방법 및 표준품의 갱신 방법
에 관하여 기재할 것」입니다.

Table 15. 첨부 문서(예)

WHO표준품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단위의

일본 약전 표준품

정의와 로트 갱신 때를 포함하여 특성치부여의 방

Epitiostanol 표준품

법을 명확하게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또 하나는

충전량

1병에 Epitiostanol 표준품 약 100mg이 들어있음.
이 약은 다음에 사용한다.

「저장법의 보존조건 및 보존기간에 관한 정보를 기
재할 것」입니다. 표준품의 품질과 안정공급에 대단
히 중요한 정보이므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 일본약전 「mepitiostane」 : 순도시험(박층 크로
마토그래프법) 및 정량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이 약의 수분은 1.5% 이다.

수분

용도

이 약을 일본약전 「mepitiostane」의 정량법(액
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쓰는 경우에는 탈수물로
환산한 표준품의 칭량양에 보정계수 0.990을 곱한
다.

순도보정계수

차광하고 흡습을 피하여 냉장(8℃이하) 보존한
다.

일시보관조건

5.5 주의사항 5. 의약품이 아니다.
일본약전 표준품은 모두 분석용 시약이며 의약
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체에는 쓸 수 없
습니다. 또한 일본약전의 원약 규격을 만족시킨다
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도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용도에 비추어 필요가 없는 시험, 예를
들면 중금속이나 엔도톡신시험 등은 실시하지 않으
며 무균적으로 충전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
품(시약)으로서 사용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습시킨 편이 수분 함량
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한 다음 원약규격을 넘어 흡습시키는 경우가 있습
니다.

6.2 표준품원료(후보품)을 제공할 때
후보품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보
품의 제공가능한 양을 정보로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무엇을 잣대로 하여 제공가능한 양을 제
시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공받고 싶은 최소량에 대하
여 설명합니다.
최소량은 다음의 ①과 ②의 합계량으로 됩니다.
①은 제조기관에서의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이며
품질표준에 규정된 전 시험항목의 시험을 1회 실
시하는데 필요한 양 × 18입니다. 18은 n=3 즉 3
회 시험을 3기관에서 하는데 초회 설정시와 로트
갱신 때에도 신·구의 로트에서 비교하므로 이 2회
량으로 ×18 됩니다.
②는 표준품의 제조에 필요한 양이며 이것은
바이알 등 용기에 충전하는 양 × 제조개수입니다.
표준품은 최대량으로 사용하는 의약품각조에서의
시험을 1회 실시하는데 필요한 표준품량(별도로 수
분 또는 건조감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필
요한 검체량도 포함한다) × 150 입니다. 이 150은
이 시험을 3회 실시하는데 필요한 양이며 표준품
으로서 최저 50개 충전하므로 ×15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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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요예측으로 200 ~ 500개 이상 제조하는

science) expert 연수회를 2011년부터 오사카에서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거기에 적합한 양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봐주

제공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충전량은

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것이므로 표준품이 아주 귀중
하여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시험항목을

8. 질의 응답

1회만 실시하는 양 밖에는 충전할 수 없는 일도

질문1. 우리는 원약을 수입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있습니다.

해외의 메이카에서 일본약전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

표준품 후보품의 순도에 대한 것인데 화학약품

는 곳도 있는데 그 업자로부터 일본약국방의 표준

표준품은 될 수 있는대로 고순도의 후보품을 제공

품을 제공받고 싶다는 의뢰가 있습니다. 오사카의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차수법

업무과에 문의한바 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수출에

(mass balance법)으로 순도를 측정하므로 순도가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코멘트였

낮아질수록 불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현실 문제로서 어떤 수속, 특히 약사적인 수속

7. 오사카 사업소의 관련업무에 대하여(Table 16)
일본약전 표준품은 종래에는 상온보존품목만을

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통의 상품과 같
은 형태로 수송하는 것은 가능 할까요.

해외배송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냉동보존품목의 해

회답. 구체적인 수속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말씀드

외배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릴 수 없습니다. 표준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이 아니

USP 표준품은 이전부터 중개판매를 하고 있는

고 어디까지나 시약이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데 2012년부터 Ph.Eur. 표준품의 중개판매도 시작

제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약품으로서의 수

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LGC Stardard 사를

속은 필요 없으며 보통의 시약으로서 수송이 가능

통한 중개판매입니다. 이 LGC Standard사의 본래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업무는 의약품불순물의 표준물질의 독자합성판
매이며 이 불순물 표준물질의 중개판매도 시작하였

<문헌>

습니다.

1)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規格基部長. 第十七改

그리고 일본약전에 관한 기술연수회도 개최하고

正日本薬局方原案作成要領.

薬機規発第1215001

있습니다. 이 것은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타

号. 平成 23年12月15日. (日本薬局方フォ―ラム.

품절/과학기술에

2012.21(1), p.23~102. に揭載).

Table 16

관한

약사(藥事)(regulatory

PMRJ 오사카사업소 관련업무안내

1. 일본약전표준품 : 일부의 냉동보존품목의 해
외 배송이 가능(종래에는 상온보존품목만)
2. USP 표준품의 중개판매
3. EP 표준품의 중개판매(LGC standards사를
통한 중개)
4. LGC Standrads사의 의약품 불순물표준물
질 등의 중개판매
5. 일본약전에 관한 기술연수회의 개최
NMR스펙트럼측정법, 적외흡수스펙트럼
측정법, 엔도톡신시험법 등
6. 약사 expert연수회(품질/과학기술)의 개최
(오사카)(상세한 것은 http://www.pmrj.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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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의약품 시험법 교육교재 발간
의약품 시험법 교육교재 발간(1차) 의약품규격연구과 2013-09-27
의약품 시험법 교육교재 발간(2차) 의약품규격연구과 2013-11-2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에서는 시험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업체들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제제의 입도시
험법,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중금속시험법, 분말 X 선 회절측정법, 붕해시험법, 비타민 A 정량법, 수액
용고무마개시험법, 질소정량법 총 10개 시험법 및 실험실안전관리에 대한 핸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인쇄본은 연말 배포 예정이며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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