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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및 대한민국약전외의약외품기준 등과 관련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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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구아야줄렌

Guaiazulene

정 량 법 이 약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석유벤젠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자외가시부흡광도

측정법에 따라 석유벤젠을 대조로 하여 파장 605 nm

에서 흡광도 A를 측정한다.

구아야줄렌

Guaiazulene

정 량 법  이 약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자외가시부흡광

도측정법에 따라 에탄올을 대조로 하여 파장 605 nm

에서 흡광도 A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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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KPC) 의약품각조 개정(안)

  대한민국약전에서는 원안 작성 지침을 통해 의약품의 시험에 사람 및 환경에 유해한 시약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원안 작성 지침에서는 유해성으로 인해 시험자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는 시약, 유해작용 및 잔류성 등

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약 및 마약류 등 특수한 취급이 필요한 시약의 사용을 검토하였으며, 

1,4-디옥산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할로겐화합물이나 이황화탄소는 대체용매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대체용매가 없는 경우 사용

 • 수은화합물

 • 시안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1,2-디클로로에탄

 • 1,1-디클로로에탄

 • 1,1,1-트리클로로에탄

 • 1,4-디옥산

 • 할로겐화합물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클로로포름과 디클로로메탄 중 선택 

가능한 경우에는 디클로로메탄을 우선 

선택)

 • 이황화탄소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 개정(안)으로 제시하는 품목은 구아야줄렌 

등 77품목이며 각 품목에 대한 개정(안)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아래 대비표에는 현행 시험법

에서 변경되는 부분만을 나타내었으며, 대비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현행과 같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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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야줄렌 (C15H18)의 양 (mg) 

=


 × 1000

구아야줄렌 (C15H18)의 양 (mg) 

=


 × 1000

나파졸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벤제토늄염화물 액

Naphazol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and Benzethonium Chloride 

Topical Solution

확인시험  1) 나파졸린염산염 및 벤제토늄염화물  이 

약을 가지고 20 mL를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고 에테르 10 mL씩으로 3 회 이상 추출한

다. 에테르를 날려보낸 다음 잔류물에 메탄올 5 mL

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나파졸린염산염 및 벤

제토늄염화물표준품 각각 10 mg씩을 달아 각각 메

탄올·글리세린(1 → 20) 혼합액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아세톤·강암모니

아수혼합액(45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드라겐도르프

시액 및 황산(1 → 2) 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 및 색상은 같다.

나파졸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벤제토늄염화물 액

Naphazol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and Benzethonium Chloride 

Topical Solution

확인시험  1) 나파졸린염산염 및 벤제토늄염화물  이 

약을 가지고 20 mL를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고 아세트산에틸 10 mL씩으로 3 회 이상 

추출한다. 아세트산에틸을 날려보낸 다음 잔류물에 

메탄올 5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나파졸린

염산염 및 벤제토늄염화물표준품 각각 10 mg씩을 

달아 각각 메탄올·글리세린(1 → 20) 혼합액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

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아세트산·

물혼합액(100 : 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드라겐도르프

시액 및 황산(1 → 2) 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 및 색상은 같다.

나프틸아세트산

Naphthylacetic acid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0.5 ｇ에 벤젠 10 mL

를 넣어 녹일 때 액은 무색 또는 연한 노란색으로 

맑다. 

나프틸아세트산

Naphthylacetic acid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0.5 ｇ에 에탄올 10 

mL를 넣어 녹일 때 액은 무색 또는 연한 노란색으

로 맑다. 

니모디핀 주사액

Nimodipine Injection

확인시험  이 약 20 mL를 취하여 마개 달린 메스실

린더에 넣고 디클로로메탄 4 mL를 넣어 추출하여 

그 추출액을 물 10 mL로 2 회 세척한 다음 무수황

니모디핀 주사액

Nimodipine Injection

확인시험  이 약 20 mL를 취하여 마개 달린 메스실

린더에 넣고 에틸아세테이트 4 mL를 넣어 추출하

여 그 추출액을 물 10 mL로 2 회 세척한 다음 무

4

KP Forum Vol.11, No.1 (2014)



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모디

핀표준품 20 mg을 달아 디클로로메탄을 넣어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시클로헥산ᆞ아

세트산에틸혼합액(6 : 4) (암모니아증기로 전개용

매를 포화시킨다)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

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0.1% 2,6

-디클로로-1,4-퀴논-4-클로리미드의 에탄올용액

을 고르게 뿌린 다음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Rf 값은 약 0.5이고 발색제를 뿌린 다음 1

10 oC에서 1 ∼ 5 분간 가열하면 니모디핀 반점은 

녹갈색에서 녹청색으로 변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과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다.

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

모디핀표준품 20 mg을 달아 에틸아세테이트를 넣

어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시클로

헥산ᆞ아세트산에틸혼합액(6 : 4) (암모니아증기로 

전개용매를 포화시킨다)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

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0.

1% 2,6-디클로로-1,4-퀴논-4-클로리미드의 에

탄올용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Rf 값은 약 0.5이고 발색제를 뿌린 

다음 110 oC에서 1 ∼ 5 분간 가열하면 니모디핀 

반점은 녹갈색에서 녹청색으로 변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은 같은 Rf 값과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다.

데소니드

Desonide 

비선광도  α  : +102° ∼ +110° (건조한 다

음 0.1g, 디옥산, 10mL, 100nm)

데소니드

Desonide

비선광도 α  : +117° ∼ +125° (건조한 다음 

0.1g, 메탄올, 10 mL, 100 nm)

독시사이클린 정

Doxycyclin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을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

을 달아 메탄올 100 mL에 넣고 잘 흔들어 섞어 위

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독시사이클린표

준품 약 0.1 g (역가)을 달아 메탄올 10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 후 디옥산ᆞ톨루엔ᆞ시트르산ᆞ인산염완

충액(pH 6.0) 혼합액(65 : 15 : 20)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다. 박층판에 자외선(주파장 254 nm)

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

은 같다.

독시사이클린 정

Doxycyclin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을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

을 달아 메탄올 100 mL에 넣고 잘 흔들어 섞어 위

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독시사이클린표

준품 약 0.1 g (역가)을 달아 메탄올 10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10 (w/v)%의 

EDTA나트륨용액 (pH=9, 10 M 수산화나트륨용액

으로 조절)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에서 1시간 말

려준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판에 점적한 후 이소

프로판올ᆞ메탄올ᆞ아세톤ᆞ1 % 암모니아수 혼합

액(10 : 22 : 50 : 18)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 박층판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과 색상의 반점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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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현탁액

Domperidone Oral Suspension

확인시험  이 약 10 mL를 취하여 125 mL 분액깔대

기에 넣고 물 10 mL 및 암모니아시액 2.5 mL를 

넣은 다음 클로로포름 20 mL씩으로 3번 추출하고 

추출액을 여과하여 증발건고 시킨다. 건고물을 메탄

올 5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돔페리돈표준

품 20 mg을 메탄올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형광제 첨

가)에 점적하고 아세트산에틸·클로로포름·아세트

산염완충액 (pH 4.7) (54 : 23 : 18 : 5)을 전개용

매로 하여 약 17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박층판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

나 드라겐도르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돔페리돈 현탁액

Domperidone Oral Suspension

확인시험  이 약 10 mL를 취하여 125 mL 분액깔대

기에 넣고 물 10 mL 및 암모니아시액 2.5 mL를 

넣은 다음 에틸아세테이트 20 mL씩으로 3번 추출

하고 추출액을 여과하여 증발건고 시킨다. 건고물을 

메탄올 5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돔페리돈

표준품 20 mg을 메탄올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형광제 첨

가)에 점적하고 아세트산에틸·메탄올·아세트산염

완충액 (pH 4.7) (100 : 1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7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박

층판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겐

도르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디페메린염산염

Difemerine Hydrochloride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2 g을 정밀하게 달

아 아세트산(100) 30 mL, 아세트산탈수물 20 mL

를 넣어 녹인다. 여기에 아세트산제이수은시액 5 

mL를 넣은 다음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 중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

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36.388 mg C20H25NO3·HCl

디페메린염산염

Difemerine Hydrochloride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2 g을 정밀하게 달

아 에탄올 50 mL와 0.01 mol/L 염산시액 5.0 mL

에 녹여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적정하여 

제 1 당량점과 제 2 당량점 사이에 해당하는 부피

를 측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수산화나트륨 1 mL

= 36.388 mg C20H25NO3·HCl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Dihydroxydibutyl Ether

정 량 법  1) 히드록실기에 의한 정량  이 약 약 0.5 

ｇ을 정밀하게 달아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디옥산 5 mL 및 아세틸화시액 20 mL를 넣어 마개를 

막고 혼화한 다음 방치한다. 따로 다른 마개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디옥산 5 mL 및 아세틸화시액 20 mL를 

넣고 마개를 한 다음 혼화한 다음 방치한다. 이 두개의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를 67 ℃ 수욕에서 2 시간 가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Dihydroxydibutyl Ether

정 량 법 1) 히드록실기에 의한 정량  이 약 약 0.5 ｇ

을 정밀하게 달아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테

트라하이드로퓨란 5 mL 및 아세틸화시액 20 mL를 

넣어 마개를 막고 혼화한 다음 방치한다. 따로 다른 마

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테트라하이드로퓨란 5 mL 및 

아세틸화시액 20 mL를 넣고 마개를 한 다음 혼화한 

다음 방치한다. 이 두개의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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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한 다음 꺼내어 실온으로 식히고 각각에 무수피리

딘 5 mL를 넣어 혼화한 다음 칼핏샤시액으로 일반시

험법 중 수분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공시험에서 소

비된 mL수를 빼주어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양으로 한

다. 물 1 mL는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4.502 mg에 

해당한다.

7 ℃ 수욕에서 2 시간 가온한 다음 꺼내어 실온으로 

식히고 각각에 무수피리딘 5 mL를 넣어 혼화한 다음 

칼핏샤시액으로 일반시험법 중 수분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공시험에서 소비된 mL수를 빼주어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양으로 한다. 물 1 mL는 디히드록시디부

틸에테르 4.502 mg에 해당한다.

딜라제프염산염 정

Dilazep Hydrochlorid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딜라제프염산염 약 50 mg 

해당하는 양을 달아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녹여 

원심분리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딜

라제프염산염 표준품 약 50 mg을 달아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

올·톨루엔·포름산혼합액 (60 : 20 : 10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이고 염화백금산·요오드화

칼륨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의 Rƒ 값 및 색상(밝은 빨간색 바탕에 어두운 파란

색)은 같다.

딜라제프염산염 정

Dilazep Hydrochlorid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딜라제프염산염 약 50 mg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틸아세테이트 5 mL를 넣어 

녹여 원심분리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

다. 딜라제프염산염 표준품 약 50 mg을 달아 에틸

아세테이트 5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

올·에틸아세테이트·염산혼합액 (50 : 30 : 0.1)

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이고 염화백금산·요오

드화칼륨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밝은 빨간색 바탕에 어두운 

파란색)은 같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 정

Lercanidipine Hydrochloride Tablets

확인시험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으로서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클로

로포름을 가하여 20 mL로 하고 초음파 추출 후 여

과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산염표

준품 50 mg을 달아 클로로포름에 녹여 10 mL로 

한 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

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클로로포

름·메탄올·아세트산혼합액 (90 : 7 : 3)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

일 때 표준액 및 검액에 나타난 반점의 Rƒ 값이 같

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 정

Lercanidipine Hydrochloride Tablets

확인시험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레르카니디핀염

산염으로서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을 가하여 20 mL로 하고 초음파 추출 후 여과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산염표준품 50 

mg을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한 후 표준액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이소프로판올·메탄

올·아세트산혼합액 (90 : 7 : 3)을 전개용매로 하

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표준액 

및 검액에 나타난 반점의 Rƒ 값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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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메프로마진말레산염 정

Levomepromazine Maleate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다. 레보메프로마진말레산염 

(C19H24N2OSᆞC4H4O4) 약 40 mg에 해당하는 양

을 정밀하게 달아 250 mL 유리마개플라스크에 넣

고 클로로포름 25 mL를 넣은 다음 세게 흔들어 섞

는다. 이 액에 물 25 mL 및 지시약 5 mL를 넣고 

0.01 mol/L 라우릴황산나트륨액으로 클로로포름층

이 적자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01 mol/L 라우릴황산나트륨액 1 mL

= 4.4455 mg C19H24N2OSᆞC4H4O4

  ◦ 지시약 : 0.01 % 메틸옐로우의 에탄올 용액 10 

mL에 1.75 mol/L 황산 50 mL를 넣어 섞는다. 

레보메프로마진말레산염 정

Levomepromazine Maleate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다. 레보메프로마진말레산염 

(C19H24N2OSᆞC4H4O4)  0.350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무수물 50 mL를 넣어 녹인 

후 0.1 M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

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

정한다. 

0.1 M 과염소산 1mL = 4.4455 mg 

C19H24N2OSᆞC4H4O4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순도시험  3) N-에틸-2-아미노메틸피롤리딘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5 % 수산화나트

륨용액 1 mL를 넣어 가볍게 진탕한 다음 클로로포

름 2.0 mL를 넣어 5분간 잘 흔들고 클로로포름층

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N-에틸-2-아미노

메틸피롤리딘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5 

% 수산화나트륨용액 10 mL를 넣어 녹인다. 이 액 

30 μL를 정확하게 취하여 5 % 수산화나트륨용액 

1 mL를 넣어 가볍게 진탕한 다음 클로로포름 2.0 

mL를 넣어 5 분간 잘 흔들고 클로로포름층을 취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작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0.3 % 이하).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15 m의 유

리제 중공모관칼럼의 내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메틸실리콘폴리머를 약 0.25 μm 두께로 입힌다.

  칼럼 온도 : 85 ℃ 부근의 일정온도

  주입구온도 : 250 ℃ 

  운반기체 : 헬륨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순도시험  3) N-에틸-2-아미노메틸피롤리딘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5 % 수산화나트

륨용액 1 mL를 넣어 가볍게 진탕한 다음 톨루엔

2.0 mL를 넣어 5분간 잘 흔들고 톨루엔층을 취하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N-에틸-2-아미노메틸피

롤리딘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5 % 수

산화나트륨용액 10 mL를 넣어 녹인다. 이 액 30 

μL를 정확하게 취하여 5 % 수산화나트륨용액 1 

mL를 넣어 가볍게 진탕한 다음 톨루엔 2.0 mL를 

넣어 5 분간 잘 흔들고 톨루엔층을 취하여 표준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다

음 조작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0.3 % 이하).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15 m의 유

리제 중공모관칼럼의 내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메틸실리콘폴리머를 약 0.25 μm 두께로 입힌다.

  칼럼 온도 : 85 ℃ 부근의 일정온도

  주입구온도 : 250 ℃ 

  운반기체 :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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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량 : 1.4 mL/분   유  량 : 1.4 mL/분

레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

Levocloperastine Fendizoate

순도시험  5) 기타 개개 유연물질 Ⅰ 이 약 200 mg

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아민 2 방울을 넣고 메탄

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

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표준품 20 mg을 정밀하

게 달아 디메틸아민 2 방울을 넣고 메탄올을 넣어 

1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

탄올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형광제 첨가)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클

로로포름ᆞ에탄올ᆞ30 % 암모니아수혼합액(2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를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

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크거나 진하지 않다 

(0.5 % 이하).

레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

Levocloperastine Fendizoate

순도시험  5) 기타 개개 유연물질 Ⅰ 이 약 200 mg

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아민 2 방울을 넣고 메탄

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

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표준품 20 mg을 정밀하

게 달아 디메틸아민 2 방울을 넣고 메탄올을 넣어 

1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

탄올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아세트산에틸․메탄올․30 % 암모니아수․물혼합액(30 

: 10 : 10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

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

파장 254 nm)를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

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크거나 진하

지 않다 (0.5 % 이하).

록시트로마이신 과립

Roxithromycin Granules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0.1 g (역가)

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흔들어 녹여 1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

로마이신표준품 0.1 g (역가)을 달아 메탄올을 넣

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톨루

엔·클로로포름·디에틸아민 혼합액(50 : 40 : 7)

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100 ∼ 105 ℃에서 5 분간 건조하고 인몰리브덴산 

2.5 g을 달아 황산 2.5 mL 및 아세트산(100) 50 

mL를 넣어 녹인 발색제를 고르게 뿌리고 100 ∼ 

105 ℃에서 가온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

점의 색 및 Rf값은 같다.

록시트로마이신 과립

Roxithromycin Granules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0.1 g (역가)

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흔들어 녹여 1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

로마이신표준품 0.1 g (역가)을 달아 메탄올을 넣

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톨루

엔·에틸아세테이트·디에틸아민 혼합액(50 : 20 : 

7)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

어 100 ∼ 105 ℃에서 5 분간 건조하고 인몰리브

덴산 2.5 g을 달아 황산 2.5 mL 및 아세트산(10

0) 50 mL를 넣어 녹인 발색제를 고르게 뿌리고 1

00 ∼ 105 ℃에서 가온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상 및 Rf값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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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트로마이신 정

Roxithromycin Tablets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역가에 따라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흔들어 녹여 1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0.1 g 

(역가)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톨루엔ᆞ클로로포름ᆞ디

에틸아민 혼합액(50 : 40 : 7)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100 ∼ 105 ℃에서 

5 분간 건조하고 인몰리브덴산 2.5 g을 달아 황산 

2.5 mL 및 아세트산(100) 50 mL를 넣어 녹인 발

색제를 고르게 뿌리고 100 ∼ 105 ℃에서 가온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 및 Rf 값은 

같다.

록시트로마이신 정

Roxithromycin Tablets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역가에 따라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흔들어 녹여 1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0.1 g 

(역가)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톨루엔ᆞ에틸아세테이트

ᆞ디에틸아민 혼합액(50 : 20 : 7)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100 ∼ 105 ℃

에서 5 분간 건조하고 인몰리브덴산 2.5 g을 달아 

황산 2.5 mL 및 아세트산(100) 50 mL를 넣어 녹

인 발색제를 고르게 뿌리고 100 ∼ 105 ℃에서 가

온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상 및 

Rf 값은 같다.

리다미딘염산염

Lidamine Hydrochloride

순도시험  2) 유연물질 이 약 80 mg을 정밀하게 달

아 클로로포름·에탄올혼합액 (7 : 3) 1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또 검액 10.0 mL를 취하여 클

로로포름·에탄올혼합액 (7 : 3)으로 1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위의 혼합액으로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형광제 첨가)에 점적한다. 다음 

메탄올·클로로포름·암모니아혼합액 (60 : 40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나타나는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나타나는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5 g을 정밀하게 달

아 비수적정용 아세트산(100) 30 mL를 넣어 녹인

다. 여기에 비수적정용 아세트산수은(II)시액 5 mL

를 넣고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2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리다미딘염산염

Lidamine Hydrochloride

순도시험   2) 유연물질 이 약 80 mg을 정밀하게 달

아 에탄올 1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또 검액 

10.0 mL를 취하여 에탄올로 1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취해 에탄올 100 mL로 하여 표준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 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형광제 

첨가)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아세트산에틸․암모

니아혼합액(60 : 40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나타나는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나타나

는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2 g을 정밀하게 달

아 에탄올 50 mL와 0.01 mol/L 염산시액 5.0 mL

에 녹여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적정하여 

제 1 당량점과 제 2 당량점 사이에 해당하는 부피

를 측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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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73 mg C11H17ClN4O = 25.673 mg C11H17ClN4O

메퀴타진 시럽

Mequitazine Syrup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메퀴타진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분액깔때기에 취하여 증류수 10 mL와 

수산화나트륨시액 0.5 mL를 넣는다. 이 액을 디클로로

메탄 각각 25 mL씩으로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40 ℃ 

수욕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퀴타진표준품 약 5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클로

로포름ᆞ디메틸아민혼합액 (90 : 10)을 전개용매로 하

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염

화백금산ᆞ요오드화칼륨 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

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메퀴타진 시럽

Mequitazine Syrup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메퀴타진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분액깔때기에 취하여 증류수 10 mL와 

수산화나트륨시액 0.5 mL를 넣는다. 이 액을 아세트산

에틸 각각 25 mL씩으로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40 ℃ 

수욕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퀴타진표준품 약 5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에탄

올ᆞ아세트산ᆞ물혼합액 (50 : 30 : 2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염화백금산ᆞ요오드화칼륨 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메퀴타진 정

Mequitazine Tablets

확인시험  2) 이 약을 가지고 메탄올 10 mL를 넣고 

30 분 동안 차광하에서 교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0.5 % 메퀴타진표준품 메탄올 용액

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하고 클로로포름ᆞ디메틸아민혼합액 (90

:　1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염화백금산ᆞ요오드화칼

륨 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메퀴타진 정

Mequitazine Tablets

확인시험  2) 이 약을 가지고 메탄올 10 mL를 넣고 

30 분 동안 차광하에서 교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0.5 % 메퀴타진표준품 메탄올 용액

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하고 에틸아세테이트ᆞ메탄올ᆞ디메틸아민

혼합액 (7　:　2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염화백

금산ᆞ요오드화칼륨 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목근피틴크ᆞ살리실산ᆞ벤조산 액

Hibisci Cortex Tincture, Salicylic Acid 

and Benzoic Acid Solution

확인시험  1) 살리실산 및 벤조산  이 약을 가지고 

살리실산 30 mg 및 벤조산 60 mg에 해당하는 양을 

목근피틴크ᆞ살리실산ᆞ벤조산 액

Hibisci Cortex Tincture, Salicylic Acid 

and Benzoic Acid Solution

확인시험  1) 살리실산 및 벤조산  이 약을 가지고 

살리실산 30 mg 및 벤조산 60 mg에 해당하는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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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살리실산표준품 15 mg 및 벤조산표준품 30 mg

을 달아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헵탄ᆞ아세트산(100)혼합액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살리실산표준품 15 mg 및 벤조산표준품 30 mg

을 달아 메탄올 5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톨루엔

ᆞ아세트산(100)혼합액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

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l-무스콘

l-muscone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mg을 달아 클로로

포름 10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 ∼ 미황색이며 

맑다.

 3) 유연물질 이 약 50 mg을 달아 클로로포름 5 mL

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클

로로포름에 녹여 10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

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여 석유에

테르ᆞ에테르혼합액 (1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p-아니스알데히드ᆞ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5 ℃에서 5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

점 이 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

지 않다.

L-무스콘

L-muscone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mg을 달아 에탄올

10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 ∼ 미황색이며 맑다.

 3) 유연물질 이 약 50 mg을 달아 에탄올 5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에탄

올에 녹여 10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을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여 석

유에테르․에테르혼합액(1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p-아니스알데히드ᆞ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5 ℃에서 5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

점 이 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

지 않다.

무정형에스신

Aescin

확인시험  이 약 0.1 ｇ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스신표준품 0.1 ｇ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1, 2-디클로로

에탄ᆞ아세트산ᆞ메탄올ᆞ물혼합액 (15 : 8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삼염화안티몬의 20 % 클로로

무정형에스신

Aescin 

확인시험  이 약 0.1 ｇ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스신표준품 0.1 ｇ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아세트산에틸ᆞ

프로판올ᆞ물혼합액 (9 : 7 : 4)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삼

염화안티몬의 20 % 클로로포름액을 뿌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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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액을 뿌린 다음 105 ℃에서 15 분간 가열하면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

다. 

105 ℃에서 15 분간 가열하면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ᆞ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Betamethasone Dipropionate and 

Gentamicin Sulfate Cream 

확인시험  2) 겐타마이신황산염  이 약 적당량을 달

아 블렌더에 넣고 미리 70 ∼ 85℃로 가온한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 적당량을 넣어 3 ∼ 

5 분간 고속으로 간다. 이 용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표준품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

을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100 mL로 각각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다음에 클로로포름

ᆞ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 혼합액(2 : 1 : 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이것을 2 

∼ 4 g의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속에 박

층판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에서 같은 색상 반

점을 나타낸다.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ᆞ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Betamethasone Dipropionate and 

Gentamicin Sulfate Cream 

확인시험  2) 겐타마이신황산염 이 약 7.5 mg에 해

당하는양을 에틸아세테이트 20 mL 에틸아세테이트

와 물 10 mL 로 추출하여 물층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 표준품을 물에 녹여 0.075%(w/v)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13.5 M 암모니아수ᆞ에틸

아세테이트ᆞ메탄올（１：2 : 1)을 전개용매로 하

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박층판을 2 ∼ 4 g

의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 속에 넣고 뚜껑

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 및 표준

액은 같은 Rf 값에서 같은 색상 반점을 나타낸다.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ᆞ클로트리마졸ᆞ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Betamethasone Dipropionate, 

Clotrimazole and Gentamicine Sulfate 

Cream

확인시험  2) 겐타마이신황산염  이 약 적당량을 달

아 블렌더에 넣고 미리 70 ∼ 85 ℃로 가온한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 적당량을 넣어 3 ∼ 

5 분간 고속으로 혼합한다. 이 용액을 검액으로 한

다. 따로 겐타마이신표준품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

어 100 mL로 각각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ᆞ클로트리마졸ᆞ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Betamethasone Dipropionate, 

Clotrimazole and Gentamicine Sulfate 

Cream

확인시험  2) 겐타마이신황산염  이 약 7.5 mg에 해

당하는 양을 에틸아세테이트 20 mL 에틸아세테이

트와 물 10 mL 로 추출하여 물층을 검액으로 한

다. 따로 겐타마이신 표준품을 물에 녹여 

0.075%(w/v)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13.5 M 암

모니아수ᆞ에틸아세테이트ᆞ메탄올（１：2 :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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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클로

로포름ᆞ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혼합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이것

을 2 ∼ 4 g의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속

에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에서 같은 

색상 반점을 나타낸다.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이것

을 2 ∼ 4 g의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속

에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에서 같은 

색상 반점을 나타낸다.

복방DL-카르니틴염산염ᆞ시아노코발라민ᆞ

L-리신염산염 정 

 Compound DL-Carnitine Hydrochloride, 

Cyanocobalamin 

확인시험  1)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  이 약

의 표시량에 따라 시프로헵타딘오르트산염수화물로서 

1.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클로로포름 10 mL를 

넣고 흔들어 녹인 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표준품의 0.015 

% 클로로포름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혼합액 (100 : 1.5)을 전개

용매로 하여 열풍으로 건조시킨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

다. 

복방DL-카르니틴염산염ᆞ시아노코발라민ᆞ

L-리신염산염 정 

 Compound DL-Carnitine Hydrochloride, 

Cyanocobalamin 

확인시험  1)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  이 약

의 표시량에 따라 시프로헵타딘오르트산염수화물로서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틸아세테이트 25 mL

를 넣고 흔들어 녹인 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

다. 따로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표준품 10 mg

을 에틸아세테이트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

적한다. 다음에 디에틸아민ᆞ에틸아세테이트ᆞ시클로

헥산 ( 5 : 90 : 5 )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뒤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

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복방로페라미드염산염ᆞ베르베린염화물ᆞ

아크리놀 캡슐

Compound Loperamide Hydrochloride, 

Berberine Chloride and Acrinol Capsules

확인시험  1) 로페라미드염산염  가) 이 약의 표시량

에 따라 로페라미드염산염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로페라미드염산염표준

품을 메탄올에 녹여 1 mL 중 1 mg을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ᆞ메탄올ᆞ포름

산혼합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복방로페라미드염산염ᆞ베르베린염화물ᆞ

아크리놀 캡슐

Compound Loperamide Hydrochloride, 

Berberine Chloride and Acrinol Capsules

확인시험  1) 로페라미드염산염  가) 이 약의 표시량

에 따라 로페라미드염산염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로페라미드염산염표준

품을 메탄올에 녹여 1 mL 중 1 mg을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ᆞ메탄올ᆞ포

름산혼합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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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40 ∼ 60 ℃에서 말린다. 

이것을 요오드증기에 쏘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40 ∼ 60 ℃에서 말린다. 

이것을 요오드증기에 쏘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복방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ᆞL-리신염산염ᆞ

DL-카르니틴염산염 캡슐 

Compound Cyproheptadine Orotate, 

L-Lysine Hydrochloride and 

DL-Carnitine 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 이 약 1 

캡슐의 내용물을 달아 클로로포름 10 mL로 흔들어 

섞어 녹인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표준품의 0.015 % 클로로포

름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

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ᆞ

강암모니아수혼합액(100 : 1.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복방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ᆞL-리신염산염ᆞ

DL-카르니틴염산염 캡슐 

Compound Cyproheptadine Orotate, 

L-Lysine Hydrochloride and 

DL-Carnitine 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 이 약 1 

캡슐의 내용물을 달아 메탄올 10 mL로 흔들어 섞어 

녹인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프

로헵타딘오로트산염표준품의 0.015 % 메탄올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ᆞ강암모니아

수혼합액(100 : 1.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복방우르소데옥시콜산ᆞ타우린ᆞ

인삼30%에탄올엑스 캡슐

Compound Ursodesoxycholic 

AcidᆞTaurineᆞGinseng 30% Ethanol 

Extract Capsules

확인시험  1) 우르소데옥시콜산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우르소데옥시콜산으로서 10 mg에 해당하는 양

을 달아 속슬레추출기에 넣고 클로로포름 70 mL를 

넣어 1 시간 추출한 다음 클로로포름을 제거하고 이 

잔류물에 아세트산탈수물 10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우르소데옥시콜산표준품 10 mg을 달아 

아세트산탈수물을 넣어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 다음에 이소아밀알코올ᆞ아세트산ᆞ물혼합액(10 : 

5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복방우르소데옥시콜산ᆞ타우린ᆞ

인삼30%에탄올엑스 캡슐

Compound Ursodesoxycholic 

AcidᆞTaurineᆞGinseng 30% Ethanol 

Extract Capsules

확인시험  1) 우르소데옥시콜산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우르소데옥시콜산으로서 10 mg에 해당하는 양

을 달아 속슬레추출기에 넣고 에틸아세테이트 70 mL

를 넣어 1 시간 추출한 다음 에틸아세테이트를 제거

하고 이 잔류물에 아세트산탈수물 10 mL를 넣어 녹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우르소데옥시콜산표준품 10 

mg을 달아 아세트산탈수물을 넣어 녹여 10 mL로 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톨루엔·아세톤·아세트산혼합액 

(60 : 3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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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에서 20 분간 말리고 식힌다. 여기에 황산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상 

및 Rƒ 값은 같다.

다음 110 ℃에서 20 분간 말리고 식힌다. 여기에 황

산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상 및 Rƒ 값은 같다.

복방은행엽엑스ᆞ헵타미놀염산염ᆞ

트록세루틴 정

Compound Ginko Biloba Leaf Extract, 

Heptaminol Hydrochloride and Troxerutin 

Tablets

확인시험  2) 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헵타미놀염산

염 약 2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 m

L를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헵타미놀염산염표준

품 0.2 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옥산ᆞ이소프로판올ᆞ암모

니아수 혼합액 (50 : 50 : 1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요오드증기를 고르게 뿌리고 식힌 다음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복방은행엽엑스ᆞ헵타미놀염산염ᆞ

트록세루틴 정

Compound Ginko Biloba Leaf Extract, 

Heptaminol Hydrochloride and Troxerutin 

Tablets

확인시험  2) 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헵타미놀염산

염 약 2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 m

L를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헵타미놀염산염표준

품 0.2 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ᆞ이소프로판

올ᆞ암모니아수 혼합액 (50 : 50 : 10)을 전개용매

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요오드증기를 고르게 뿌리고 식힌 

다음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부데소니드 크림 

Budesonide Cream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부데소니드 20 

mg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클로로포름 25 mL씩으

로 2 회 추출한다. 이 추출액을 증발건고하고 그 잔

류물에 클로로포름ᆞ메탄올혼합액(9 : 1)을 넣어 

60 ℃ 수욕에서 녹이고, 20 mL로 하여 식힌 다음 

여과한 여액을 수욕에서 증발농축하여 약 1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10 μL를 취하여 클로로포름ᆞ

메탄올혼합액 (9 : 1) 1 mL를 넣어 잘 섞은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부데소니드표준품 20 mg을 달

아 클로로포름ᆞ메탄올혼합액 (9 : 1) 1 mL를 넣

은 다음 잘 섞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

부데소니드 크림 

Budesonide Cream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부데소니드 20 

mg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틸아세테이트 25 mL

씩으로 2 회 추출한다. 이 추출액을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에 에틸아세테이트ᆞ메탄올혼합액(9 : 1)

을 넣어 60 ℃ 수욕에서 녹이고, 20 mL로 하여 식

힌 다음 여과한 여액을 수욕에서 증발농축하여 약 

1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10 μL를 취하여 에틸

아세테이트ᆞ메탄올혼합액 (9 : 1) 1 mL를 넣어 

잘 섞은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부데소니드표준

품 20 mg을 달아 에틸아세테이트ᆞ메탄올혼합액 

(9 : 1) 1 mL를 넣은 다음 잘 섞어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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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메탄ᆞ에테르ᆞ메탄올ᆞ물혼합액 (77 : 15 : 

8 : 1.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하고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부데소니드

(C25H34O6) 약 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

아 클로로포름 25 mL씩으로 2 회 추출한다. 이 추

출액을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에 물ᆞ에탄올혼합액

(60 : 40)을 넣어 60 ℃ 수욕에서 녹이고 식힌 다

음 물ᆞ에탄올혼합액 (60 : 40)을 넣어 5.0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그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부데소니드표준품 25 mg을 정밀하게 달

아 물ᆞ에탄올혼합액(60 : 40)을 넣어 녹여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부데소니드의 피크

면적 AT 및 AS 를 측정한다. 

부데소니드 (C25H34O6)의 양 (mg)

= 부데소니드표준품의 양 (mg) × 

S
T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에탄올ᆞ물혼합액 (67 : 33) 

  유  량 : 0.2 mL/분

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ᆞ톨루엔혼합액 (2：

１)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하고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

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부데소니드

(C25H34O6) 약 1.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ᆞ물혼합액 (75 : 25)을 30 mL 넣어 

녹이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20분간 끓이고 식힌 다

음 메탄올ᆞ물혼합액 (75 : 25)을 넣어 50 mL가 

되도록 한다. 이 혼합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부데소니드 표준품 50 mg을 정밀히 달아 메

탄올 70 mL로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히 취하여 메탄올ᆞ물혼합액 

(75 : 25)을 넣고 100mL로 한 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부데소니드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

한다. 

부데소니드 (C25H34O6)의 양 (mg)

= 부데소니드표준품의 양 (mg) × S
T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메탄올ᆞ물혼합액 (75 : 25)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부데소니드의 이론단수는 2500 

단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부데소니드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

Butamirate Citrate

순도시험  4) 유연물질 이 약 약 0.1 ｇ을 달아 100 

mL 분액깔대기에 넣고 물 20 mL와 2 mol/L 암모니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

Butamirate Citrate

순도시험  4)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을 달아 100 

mL 분액깔때기에 넣고 물 20 mL와 2 mol/L 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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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 10 mL에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 20 mL씩으로 3 

회 추출한다. 추출액은 무수황산나트륨층을 통과시킨 

다음 300 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50 ℃에서 감압 

건조시키고 잔류물을 메탄올 5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2 %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메탄올용액

과 디에틸아미노에톡시에탄올의 0.05 % 클로로포름 

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

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형광제 첨가)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

에틸ᆞ메틸에틸케톤ᆞ물ᆞ농포름산혼합액(5 : 3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박층판을 100 ℃에서 15 분간 

건조시킨 다음 요오드로 포화시킨 전개조 안에 30 분

간 넣어 둔다.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은 갈색 반점으

로 나타나며 Rf 값은 약 0.56이고 디에틸아미노에톡

시에탄올이나 다른 유연물질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만, 유리된 시트르산은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 출발

점에서 늘어진 반점으로 나타난다.

니아수 10 mL에 녹인 다음 n-헥산 20 mL씩으로 

3회 추출한다. 추출액은 무수황산나트륨층을 통과시

킨 다음 300 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50 ℃에서 

감압 건조시키고 잔류물을 메탄올 5 mL에 녹여 검

액으로 한다. 따로 2 %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메

탄올용액과 디에틸아미노에톡시에탄올의 0.05 % 

메탄올 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형광제 첨가)에 점적한다. 다음

에 아세트산에틸․메틸에틸케톤․물․농포름산혼합액(5 : 

3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박층판을 100 ℃에서 

15 분간 건조시킨 다음 요오드로 포화시킨 전개조 안

에 30 분간 넣어 둔다.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염은 갈

색 반점으로 나타나며 Rf 값은 약 0.56이고 디에틸아

미노에톡시에탄올이나 다른 유연물질은 나타나지 않

는다. 다만, 유리된 시트르산은 부타미레이트시트르산

염 출발점에서 늘어진 반점으로 나타난다.

브롬화칼슘수화물

Calcium Bromide Hydrate

순도시험  4) 요오드화물 이 약 0.5 g을 물 10 mL

에 녹이고 염화철(III)시액 2 ∼ 3 방울 및 클로로

포름 1 mL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클로로포름층은 

적자색 ∼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7) 철 이 약 0.5 g을 네슬러관에 넣고 묽은질산 6 

mL와 물을 넣어 녹인 다음 2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철표준액 1.0 mL에 묽은질산 6 mL와 물

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과황산암모늄 0.05 g 과 티오시안산암모

늄시액 5 mL를 넣어 순서대로 흔들어 섞은 다음 

1-부탄올 15 mL를 넣어 30 초간 세게 저을 때 부

탄올층의 색은 표준액 보다 진하지 않다.

브롬화칼슘수화물

Calcium Bromide Hydrate

순도시험  4) 요오드화물 이 약 0.5 g을 물 10 mL

에 녹이고 염화철(III)시액 2 ∼ 3 방울 및 n-헥산

1 mL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n-헥산층은 적자색 

∼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7) 철 이 약 0.5 g을 달아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

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비교액은 5.0 mL 취

하여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어 만든다. 검액 및 표준액을 네

슬러관에 취하여 아스코르브산 2 mL를 넣어 섞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α,α‘-디피리딜의 에탄올용

액 1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30분간 방

치한 다음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

하지 않다.

비스무트차살리실산염

Bismuth Subsalicylate

비스무트차살리실산염

Bismuth Subsalic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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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  8) 살리실산 이 약 1.0 g에 클로로포름 20 

mL를 넣고 5 분 동안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상온에서 증발하여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

서 2 시간 건조할 때 잔류물의 양은 5.0 mg 이하

이다.

순도시험  8) 살리실산 이 약 1.0 g에 에탄올 20 

mL를 넣고 5 분 동안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상온에서 증발하여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

서 2 시간 건조할 때 잔류물의 양은 5.0 mg 이하

이다.

비퀴딜염산염

Viquidil Hydrochloride

비선광도  α  : +21.3 ∼ +26.0˚ (0.4 g, 클로

로포름, 10 mL, 100 mm)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 30 mL, 

비수적정용 아세트산수은(II)시액 10 mL 및 메틸로

사닐린염화물시액 1 방울을 넣은 다음 0.1 mol/L 과

염소산으로 적정한다.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색

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

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18.044 mg C20H24N2O2·HCl

비퀴딜염산염

Viquidil Hydrochloride

비선광도 α  : +20.5˚ ∼ +25.5˚ (건조한 다

음 0.4 g, 에탄올, 10 mL, 100 mm)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 50 mL와 0.01 mol/L 염산시액 5.0 

mL에 녹여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적정

하여 제 1 당량점과 제 2 당량점 사이에 해당하는 

부피를 측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

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 mL 

= 18.044 mg C20H24N2O2·HCl

비퀴딜염산염 캡슐

Viquidil Hydrochloride Capsules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 다음 잘 섞어 가루로 한다. 비퀴

딜염산염(C20H24N2O2⦁HCl) 약 0.1 g에 해당하는 양

을 정밀하게 달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클로

로포름을 넣어 흔들어 섞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

L로 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클로로포름으로 채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비퀴딜염산염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녹이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1

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취하여 100 mL의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클로

로포름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5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

정한다. 

비퀴딜염산염 캡슐

Viquidil Hydrochloride Capsules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

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 다음 잘 섞어 가루로 한다. 

비퀴딜염산염(C20H24N2O2⦁HCl) 약 0.1 g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

고 물을 넣어 흔들어 섞고 물을 넣어 50 mL로 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100 mL 용

량플라스크에 넣고 물로 채워 10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비퀴딜염산염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

0 mL를 취하여 100 mL의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5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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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퀴딜염산염 CHNO∙HCl의 양 mg
 비퀴딜염산염표준품의양 mg × S

T
× 

비퀴딜염산염 CHNO∙HCl의 양 mg
 비퀴딜염산염표준품의양 mg × S

T
× 

살리실산글리콜

Glycol Salicylate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이 약 1.0 g을 클로로포름

1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클로로포름으로 50.0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갖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

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클로로포름․아세트산

(100)혼합액(100 : 10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이

것을 요오드증기를 가득 채운 용기에 2 시간 방치

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살리실산글리콜

Glycol Salicylate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을 에탄올

1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에탄올로 5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헥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2 : 2.7)을 전

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

람에 말린다. 이것을 요오드증기를 가득 채운 용기

에 2 시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설박탐피복실

Sulbactam Pivoxil

비선광도  α  : +150 ∼ +168° (0.2 g, 클로로

포름, 20 mL, 200 mm)

설박탐피복실

Sulbactam Pivoxil

비선광도  α  : +162° ∼ +170° (0.1 g, 메탄

올, 10 mL, 100 mm)

설파메톡사졸나트륨

Sodium Sulfamethoxazole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 mL을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고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옥산ᆞ니트로메탄ᆞ

물ᆞ강암모니아수혼합액(200 : 160 : 2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

설파메톡사졸나트륨

Sodium Sulfamethoxazole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이 약 0.1 g을 정밀하게 달

아 물 5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

고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테트라히드로푸란·아세

토니트릴․물․강암모니아수혼합액(150 : 150 : 2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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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

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

다.

세파란틴

Cepharanthine

비선광도 α  : 약 + 277° (c = 2, 클로로포

름)

세파란틴

Cepharanthine

비선광도 α  : +274 ~ +278° (건조한 다음 

0.1g, 에탄올, 10 mL, 100 mm)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정

Cefetamet Pivoxil Hydrochloride Tablets

확인시험  3)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약 0.1 g (역

가)을 정밀하게 달아 디클로로메탄ᆞ메탄올 혼합액(9 

: 1) 8.8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고 염화칼슘

의 메탄올용액(1 → 8) 1.0 mL 및 메탄올ᆞ강암모니

아수 혼합액(3 : 2) 0.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

음 매분 3000 회전으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

염표준품 약 2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디클로

로메탄ᆞ메탄올 혼합액(8 : 2) 2.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10 ∼12 μm 실리카겔에 옥타데실기를 결

합시킨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

로 두께가 0.2 mm가 되게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후 

메탄올ᆞ염산염화칼륨완충액(pH 2.0) 혼합액(8 : 5)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리고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

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어두운 보라색

을 나타내고 Rf 값은 같다.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정

Cefetamet Pivoxil Hydrochloride Tablets

확인시험  3)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약 0.1 g (역

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8.8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고 염화칼슘의 메탄올용액(1 → 8) 1.0 mL 

및 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 혼합액(3 : 2) 0.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매분 3000 회전으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

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표준품 약 20 mg (역가)을 정

밀하게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10 ∼

12 μm 실리카겔에 옥타데실기를 결합시킨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로 두께가 0.2 

mm가 되게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후 메탄올ᆞ염산염

화칼륨완충액(pH 2.0) 혼합액(8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리고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어두운 보라색을 나타내고 Rf

값은 같다.

세프록사딘 캡슐

Cefroxadine Capsules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필요하면 여과 또는 원심분리한

세프록사딘 캡슐

Cefroxadine Capsules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캡슐을 열고 

내용물을 조심하여 꺼내어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

아 가루로 한다. 세프록사딘(C16H19N3O5S)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아세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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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록사딘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

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액 및 표준액을 각각 100 mL 유리마개 플라스크

에 넣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를 넣

은 후 정확하게 60 분간 방치한 다음 각각 1 mol/

L 염산시액 1.0 mL, 프탈산수소칼륨완충액(pH 4.

5) 10.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0 mL

를 넣어 흔들어 섞고 차광하여 정확하게 60 분간 

방치하고 필요하면 사염화탄소 약 5 mL를 넣어 흔

들어 섞고 마이크로뷰렛을 써서 각각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은 플라스크의 

내용액 또는 사염화탄소층이 무색이 될 때까지 한

다. 필요하면 전분시액 0.2 ∼ 0.5 mL를 지시약으

로 쓴다. 따로 검액 및 표준액에 각각 프탈산수소칼

륨완충액(pH 4.5) 10 mL 및 0.005 mol/L 요오드

액 10 mL를 정확하게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

작하여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소비된 0.01 mol/L 요오드액의 양(mL)을 각각 V

T 및 VS로 한다.

 세프록사딘(C16H19N3O5S)의 역가 (μg) 

    세프록사딘표준품의 역가  × S
T

인산혼합액(27 : 12 : 1) 으로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

7 : 12 : 1)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

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록사딘표준품 25 mg를 정

밀하게 달아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 

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
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 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세프록사딘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세프록사딘 (C16H19N3O5S)의 역가(μg) 

 세프록사딘표준품의역가g×S
T

  내부표준액  세파렉신의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

7 : 12 : 1) 용액(1 → 4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황산암모늄 용액(1 → 100)∙아세토니트릴 

혼합액(91.5 : 8.5)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록사딘,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

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프록사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소브레롤

Sobrerol

확인시험  4) 이 약 20 mg을 클로로포름에 넣어 녹

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소브레롤표준품 20 

mg을 클로로포름에 넣어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소브레롤

Sobrerol

확인시험  4) 이 약 20 mg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넣어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소브레롤표준품 

20 mg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넣어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22

KP Forum Vol.11, No.1 (2014)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 다음에 클로로포름ᆞ무수에탄올혼합액(8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아세트산ᆞ황산ᆞ아니스알데히드혼합액

(50 : 1 : 0.5)을 뿌리고 110 ℃에서 15 분간 가열

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 및 색상

은 같다.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ᆞ무수에탄올혼합액

(8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

람에 말린다. 여기에 아세트산ᆞ황산ᆞ아니스알데히드

혼합액(50 : 1 : 0.5)을 뿌리고 110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 및 

색상은 같다.

소팔콘

Sofalcone

확인시험  2)  1)의 검액 5 mL에 요오드화칼륨시액 

1 mL, 요오드산칼륨용액 (1 → 100) 1 mL와 물 10 

mL를 넣고 흔들면 액의 색은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다시 물 10 mL와 클로로포름 10 mL를 넣고 

흔들어 방치하면 클로로포름층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이 약 0.1 g을 달아 디클로로

메탄 1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디클로로메탄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 2 mL, 3 mL, 4 

mL 및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디클로로메탄을 

넣어 정확하게 각각 10 mL로 하여 표준액 1, 2, 

3, 4 및 5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벤

젠·테트라히드로푸란·아세트산혼합액(20 : 4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

액 5에서 얻은 주반점보다 크지 않다(0.5 % 이하). 

또한 이들의 총합은 0.8 % 이하이다.

소팔콘

Sofalcone

확인시험  2)  1)의 검액 5 mL에 요오드화칼륨시액 

1 mL, 요오드산칼륨용액 (1 → 100) 1 mL와 물 10 

mL를 넣고 흔들면 액의 색은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다시 물 10 mL와 톨루엔 10 mL를 넣고 흔

들어 방치하면 톨루엔층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이 약 0.1 g 을 달아 에탄올

10 mL 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 2 mL, 3 mL, 4 mL 및 5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각각 

10 mL로 하여 표준액 1, 2, 3, 4 및 5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름에 톨루엔․테트라히드로푸란․아세

트산혼합액(20 : 5.5 : 0.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자외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

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 5에서 얻은 주반점보다 

크지 않다(0.5 % 이하). 또한 이들의 총합은 0.8 

% 이하이다.

시티콜린나트륨

Citicoline Sodium 

순도시험  3) 철 이 약 0.5 g을 네슬러관에 달아 물 

20 mL를 넣어 녹이고 여기에 염산 2 mL 및 물을 

넣어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철표준액 

5.0 mL를 취하여 염산 2 mL 및 물을 넣어 25 

mL로 하여 비교액으로 한다. 검액 및 비교액에 과

시티콜린나트륨

Citicoline Sodium 

순도시험  3) 철 이 약 0.5 g을 달아 철시험용아세트

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비교액은 

5.0 mL 취하여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

충액 (pH 4.5) 30 mL를 넣어 만든다. 검액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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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암모늄 30 mg을 넣어 섞고 10 % 티오시안산

암모늄용액 2 mL를 넣을 때 검액의 색은 비교액의

색보다 진하지 않다 (0.01 % 이하).

준액을 네슬러관에 취하여 아스코르브산 2 mL를 

넣어 섞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α,α‘-디피리딜의 

에탄올용액 1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30

분간 방치한 다음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

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 (0.01 % 이하).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Orotate Hydrate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달아 클로로포름 10 

mL에 녹인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프로헵타딘

오로트산염수화물표준품의 0.1 % 클로로포름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 

(100 : 1.5)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열풍으로 건조시킨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

은 같다.

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Orotate Hydrate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인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프로헵타딘오로트

산염수화물표준품의 0.1 % 메탄올용액을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 (100 : 

1.5)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열

풍으로 건조시킨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캡슐

Arginine Tidiacicate Capsule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아르기닌티디아시케

이트 약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단다. 클

로로포름 약 15 mL로 씻어 유리마개 원심분리관에 

정량적으로 옮기고 물 20 mL를 넣어 10 분간 세

게 흔들어 추출한 다음 3,500 rpm 이상에서 10 분

간 원심분리하여 물층을 취해 검액으로 한다. 아르

기닌티디아시케이트표준품 20 mg을 물 10 mL에 

녹인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셀룰로오스 (형광제 첨

가)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페놀ᆞ

물ᆞ암모니아수(75 : 2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

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 질

량을 정밀하게 단 다음 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약 

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캡슐

Arginine Tidiacicate Capsule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아르기닌티디아시케

이트 약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단다. 

에틸아세테이트 약 15 mL로 씻어 유리마개 원심분

리관에 정량적으로 옮기고 물 20 mL를 넣어 10 

분간 세게 흔들어 추출한 다음 3,500 rpm 이상에

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물층을 취해 검액으로 한

다. 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표준품 20 mg을 물 10 

mL에 녹인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셀룰로오스 (형광

제 첨가)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페놀ᆞ물ᆞ암모니아수(75 : 2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 

질량을 정밀하게 단 다음 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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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단다. 클로로포름

약 15 mL로 씻어 유리마개 원심분리관에 정량적으

로 옮기고 물 20.0 mL를 넣어 10 분간 세게 흔들

어 추출한 다음 3,500 rpm 이상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물층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르

기닌티디아시케이트표준품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45 nm 

에서의 흡광도 AS 및 AT를 측정한다.

S

T  

 

A

A
 (mg)   

(mg)   S)의NOH(C 662111

양트표준품의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

양트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

약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단다. 에틸에

테르 약 20 mL로 씻어 용량 플라스크에 정량적으

로 옮기고 물 20.0 mL를 넣어 10 분간 세게 흔들

어 추출한 다음 3,500 rpm 이상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물층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르

기닌티디아시케이트표준품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45 nm 

에서의 흡광도 AS 및 AT를 측정한다.

S

T  

 

A

A
 (mg)   

(mg)   S)의NOH(C 662111

양트표준품의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

양트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

아세브로필린

Acebrophylline

확인시험  3) 이 약 및 아세브로필린표준품 0.2 g 씩을 

달아 에탄올·물혼합액 (1 : 1) 10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60 F254 (형광제 첨가)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

아세트산·물혼합액 (40 : 10 : 10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아세브로필린

Acebrophylline

확인시험  3) 이 약 및 아세브로필린표준품 0.2 g 씩을 

달아 에탄올·물혼합액 (1 : 1) 10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60 F254 (형광제 첨가)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메탄

올·아세트산·물혼합액 (30 : 10 : 10 : 2)을 전개용

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아플로쿠알론 정

Afloqualone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

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아플로쿠알론 (C16H14F

N3O) 약 1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단다. 

클로로포름 60 mL 및 내부표준액 5.0 mL를 넣

고 흔들어 섞은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

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20 mL는 버리고 다

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플로쿠알론표준

품 약 15 m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 60 m

L 및 내부표준액 5.0 mL를 넣어 잘 흔들어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

아플로쿠알론 정

Afloqualone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

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아플로쿠알론 (C16H14F

N3O)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넣

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아플로쿠알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

L를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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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 μL씩을 가지

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각의 내부표준물질 및 아플로쿠알론

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아플로쿠알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아플로쿠알론 (C16H14FN3O)의 양 (mg)

= 아플로쿠알론표준품의 양 (mg)× S
T

  ◦  내부표준액  무수카페인 0.3 g을 달아 클로로

포름을 넣어 10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용다공질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클로로포름 500 mL를 물 500 mL와 상

온에서 3 분 동안 천천히 흔들어 섞고 5 분 동안 

방치한다. 다음 클로로포름층을 분취하여 다시 물 

500 mL 씩으로 같은 방법으로 2 번 씻어 사용한

다.

  유  량 :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유지시간이 8 ∼ 

12 분 되도록 한다.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각의 내부표준물질 및 아플로쿠

알론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각 액의 내부표준물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아플로쿠알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아플로쿠알론 (C16H14FN3O)의 양 (mg)

= 아플로쿠알론표준품의 양 (mg)× S
T

  ◦  내부표준액  무수카페인의 메탄올용액(1 → 

4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메탄올ᆞ물혼합액 (45 : 55)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아플로쿠알론

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8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아플로쿠알론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알리벤돌

Alibendol

확인시험  3) 이 약 0.1 g을 달아 에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알리벤돌표준품 0.1 g을 

달아 에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

음에 클로로포름·아세톤·아세트산(100)혼합액 (9 : 

1 : 0.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

람에 말린다. 여기에 요오드 증기 및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알리벤돌

Alibendol

확인시험  3) 이 약 0.1 g을 달아 에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알리벤돌표준품 0.1 g을 

달아 에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

음에 톨루엔·아세톤·아세트산(100)혼합액 (9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요오드 증기 및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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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값 및 색상은 같다. 값 및 색상은 같다.

옥시라세탐

Oxiracetam

확인시험  2) 이 약 및 옥시라세탐표준품 0.5 g을 달

아 물 5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액 (70 : 

25 : 4.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옥시라세탐

Oxiracetam

확인시험  2) 이 약 및 옥시라세탐표준품 0.5 g을 달

아 물 5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에탄올·아세트산혼합액 (10 

: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이것을 2 ∼ 4 g의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속에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에서 같은 색상 반점을 나타낸다.

옥틸로늄브롬화물

Octylonium Bromide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 20 mL를 넣어 녹인 다음 아세트산탈수

물 40 mL를 넣고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

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필요하면 지

시약으로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3 방울을 넣고 

직접 적정한다.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적자색

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56.357 mg C29H43O4N2Br

옥틸로늄브롬화물

Octylonium Bromide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45 g을 정밀하게 

달아 비커에 넣고 무수포름산 2 mL를 가하고 아세

트산탈수물 50 mL에 녹인 후 0.1 mol/L 과염소산

으로 적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56.357 mg C29H43O4N2Br

우라자미드수화물

Urazamide Hydrate

순도시험  1) 아연  이 약 0.5 g을 달아 40 mL 표

선이 있는 원심분리관에 넣고 물 5 mL 및 트리클

로로아세트산용액 5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40 

mL로 한다.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녹을 때까지 가열

하고 실온에 방치한다. 만약 침전이 생기면 원심분

리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우라자미드수화물

Urazamide Hydrate

순도시험  1) 아연  이 약 0.5 g을 달아 40 mL 표

선이 있는 원심분리관에 넣고 물 5 mL 및 트리클

로로아세트산용액 5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40 

mL로 한다.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녹을 때까지 가열

하고 실온에 방치한다. 만약 침전이 생기면 원심분

리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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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르산암모늄용액 1.5 mL 및 디티존용액 35 mL

를 넣는다. 2 분 동안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클로

로포름층을 클로로포름으로 적신 솜을 통해 여과하

고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연 1 mL 당 10 

μg을 함유한 액 5.0 mL를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

고 클로로포름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53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보다 크

지 않다 (20 ppm 이하).

시트르산암모늄용액 1.5 mL 및 디티존용액 35 mL

를 넣는다. 2분 동안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n-헥

산층을 n-헥산으로 적신 솜을 여과하고 이 액을 검

액으로 한다. 따로 아연 1 mL당 10 μg을 함유한 

액 5.0 mL를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n-헥산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

여 파장 53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보다 크지 않다 (20 ppm 

이하).

우라자미드 정

Urazamidee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

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우라자미드 (C9H14N6O6) 

약 0.2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40 m

L 및 클로로포름 60.0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 1.0 mL를 

취하고 물을 넣어 20 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우라자미드 표준품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여 각 액의 우라자미드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

정한다.

  우라자미드 (C9H14N6O6)의 양 (mg)

= 우라자미드표준품의 양 (mg)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6 nm)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ᆞ물ᆞ아세트산혼합액 (60 : 38 : 

2)

우라자미드 정

Urazamidee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우라자미드 (C9H14N6O6) 

약 0.2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ᆞ

물 혼합액(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취해 메탄올ᆞ물 혼합액(1 : 

1)을 넣어 100 mL로 하고 혼화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우라자미드 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

게 달아 메탄올ᆞ물 혼합액(1 : 1)를 넣어 녹여 정

확하게 200 mL로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우라자미드의 피

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우라자미드 (C9H14N6O6)의 양 (mg)

= 우라자미드표준품의 양 (mg)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6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라우릴황산나트륨 2g에 메탄올·아세트

산·정제수(60:1:40) 혼합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이액을 10% 과염소산으로 pH 

3.0 ± 0.1으로 맞춘 후 여과한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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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조작할 때 우라자미드의 이론단수는 2500 

단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우라자미드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우르소데옥시콜산ᆞ티아민염산염ᆞ

리보플라빈 캡슐

Ursodesoxycholic Acid, Thiamine 

Hydrochloride and Riboflavin Capsules

확인시험  1)  우르소데옥시콜산  이 약 10 캡슐 이

상의 내용물을 속슬레 추출기에 넣고 클로로포름으로 

1시간 추출한 다음 클로로포름을 날려 보내고 이 잔

류물에 2 ∼ 3 mL의 아세트산탈수물을 넣어 녹여 검

액으로 한다. 따로 우르소데옥시콜산표준품의 0.1 % 

아세트산탈수물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

아밀알코올·아세트산·물혼합액 (10 : 5 : 2)을 전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황

산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우르소데옥시콜산ᆞ티아민염산염ᆞ

리보플라빈 캡슐

Ursodesoxycholic Acid, Thiamine 

Hydrochloride and Riboflavin Capsules

확인시험  1) 우르소데옥시콜산  이 약 10 캡슐 이상

의 내용물을 속슬레 추출기에 넣고 에틸아세테이트로 

1시간 추출한 다음 에틸아세테이트를 날려 보내고 이 

잔류물에 2 ∼ 3 mL의 아세트산탈수물을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우르소데옥시콜산표준품의 0.1 

% 아세트산탈수물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

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톨루엔·아세톤·아세트산혼합액 (60 : 30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황

산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이산화망간

Manganess Dioxide

순도시험  5) 철 이 약 0.5 g에 물 10 mL, 염산(2 

→ 3) 5 mL 및 30 % 과염화수소수 3 mL를 넣고 

가열하여 녹이고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시킨 다음 염

산(2 → 3) 5 mL를 넣어 녹여 물을 넣어 50 mL

로 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염산(2 → 3) 1 

mL 및 물을 넣어 25 mL로 하고 과황산암모늄 0.0

3 g 및 10 % 티오시안산암모늄용액 2 mL를 넣어 

비교액과 비교할 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비교

액으로는 염산 (2 → 3) 2 mL 및 30 % 과산화수

소수 1.2 mL를 취해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하고 여

기에 철표준액(0.01 mg Fe/ mL) 2 mL 및 염산

(2 → 3) 3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25 mL

로 한 액을 동일하게 조작한다 (0.01 % 이하).

이산화망간

Manganess Dioxide

순도시험  5) 철 이 약 0.5 g을 달아 철시험용아세트

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비교액은 

5.0 mL 취하여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

충액 (pH 4.5) 30 mL를 넣어 만든다. 검액 및 표

준액을 네슬러관에 취하여 아스코르브산 2 mL를 

넣어 섞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α,α‘-디피리딜의 

에탄올용액 1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30

분간 방치한 다음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

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 (0.01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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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코나졸질산염 크림

Isoconazole Nitrate Cream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이소코나졸질산염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클로로포름 10 mL씩으로 4 회 

추출한다. 추출할 때마다 무수황산나트륨 8 g을 넣

은 다음 흔들어 준다. 위의 맑은 액을 여과지로 여

과하여 수욕에서 증발건고시킨다. 잔류물을 클로로

포름 1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소코나

졸질산염표준품의 0.1 % 클로로포름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헥산·클로로포름·메탄

올혼합액 (6 : 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드라겐도르프

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

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이소코나졸질산염 크림

Isoconazole Nitrate Cream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이소코나졸질산염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틸아세테이트 10 mL씩으로 

4 회 추출한다. 추출할 때마다 무수황산나트륨 8 g

을 넣은 다음 흔들어 준다. 위의 맑은 액을 여과지

로 여과하여 수욕에서 증발건고시킨다. 잔류물을 에

틸아세테이트 1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소코나졸질산염표준품의 0.1 % 에틸아세테이트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헥산·에

틸아세테이트·메탄올혼합액 (6 : 3 : 1)을 전개용

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드라겐도르프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카르바조크롬

Carbazochrome

순도시험  3) 철 이 약 0.5 g을 달아 강열하고 그 잔

류물에 염산 2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하여 물 1

0 mL를 넣은 다음 과황산암모늄용액 (3 → 100) 

1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고 물을 넣어 20 mL로 

하여 티오시안산암모늄시액 2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다음의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비교액 : 철표준액 3.0 mL에 염산 2 mL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카르바조크롬

Carbazochrome

순도시험  3) 철  이 약 0.5 g을 달아 강열하고 그 

잔류물에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비교액은 5.0 mL 취하여 철시험용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어 만든다. 검액 및 표준액을 네슬러관에 취하여 

아스코르브산 2 mL를 넣어 섞고 30분간 방치한 다

음 α,α‘-디피리딜의 에탄올용액 1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30분간 방치한 다음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

클레보프리드말산염 정

Clebopride Malat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클레보프리드말산염 

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클레보프리드말산염표준품의 0.5 % 메탄올을 표준

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클레보프리드말산염 정

Clebopride Malat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클레보프리드말산염 

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무수에탄올 10 mL를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클레보프리드말산염표준품 5 mg을 무수에탄

올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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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벤젠·아세톤·메탄올·강암모

니아수혼합액 (25 : 15 : 5 : 1)을 전개용매로 하

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브로모크레솔그린의 0.1 %에탄올액을 고르

게 뿌릴 때 표준액 및 검액의 반점의 Rf 값과 색상

은 같다.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강암

모니아수·아세톤·메탄올·톨루엔 ( 2 : 14 : 14 

: 70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254 nm)

을 쪼일 때 표준액 및 검액의 반점의 Rf 값과 색상

은 같다.

클레보프리드말산염ᆞ시메티콘 캡슐

Clebopride Malate and Simethicone 

Capsules

확인시험 1) 클레보프리드말산염 이 약의 내용물을 가

지고 클레보프리드말산염 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

아 메탄올 20 mL를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레보프리드말산염표준품

의 0.5 % 메탄올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다음에 벤

젠·아세톤·메탄올·강암모니아수혼합액 (25 : 15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브로모크레솔그린

의 0.1 % 에탄올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클레보프리드말산염ᆞ시메티콘 캡슐

Clebopride Malate and Simethicone 

Capsules

확인시험 1) 클레보프리드말산염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클레보프리드말산염 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무수에탄올 10 mL를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

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클레보프리드말산

염표준품 5 mg을 무수에탄올 10 mL에 녹여 표준

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강암모니아수·아세톤·메탄

올·톨루엔 ( 2 : 14 : 14 : 70 )을 전개용매로 하

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254 nm)을 쪼일 때 표준액 및 검액

의 반점의 Rf 값과 색상은 같다. 

클로닉신리시네이트

Clonixin Lysinate

순도시험   2) 유연물질 이 약의 1 % 수용액을 검액

으로 한다. L-리신염산염표준품 1 % 수용액 및 클

로닉신리시네이트표준품 1 % 에탄올용액을 각각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

가)(105 ℃, 30 분간 활성화)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톨루엔·디옥산·33 % 아세트

산혼합액 (90 : 25 : 1)을 전개용매로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0.3 % 닌히드린의 1-부탄올

용액 (33 % 아세트산(100)·1-부탄올용액 3 mL

클로닉신리시네이트

Clonixin Lysinate

순도시험  2) 유연물질 이 약의 1 % 수용액을 검액

으로 한다. L-리신염산염표준품 1 % 수용액 및 클

로닉신리시네이트표준품 1 % 에탄올용액을 각각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 

(105 ℃, 30분간 활성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

적한다. 다음에 톨루엔․테트라히드로푸란․아세트산혼

합액(90 : 2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0.3 % 닌히드린의 1-부탄올

용액 (33 % 아세트산(100)·1-부탄올용액 3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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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함)을 고르게 뿌리고 105 ℃에서 10 분간 가

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은 같

다. 반점은 닌히드린시액에 의해 보라색으로 변한

다.

를 가함)을 고르게 뿌리고 105 ℃에서 10 분간 가

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은 같

다. 반점은 닌히드린시액에 의해 보라색으로 변한

다.

탈니플루메이트

Talniflumate

확인시험  4)  이 약 0.1 g을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

어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탈니플루메

이트표준품 0.1 g을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과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

포름·에탄올혼합액  (100 : 15)를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를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은 같은 Rƒ 값 및 색상을 나타낸다.

탈니플루메이트

Talniflumate

확인시험  4)  이 약 0.1 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

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탈니플루메이트표

준품 0.1 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과 표준액 10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

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헵탄·에탄올혼합액 

(100 : 1.5)를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

를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같은 Rƒ
값 및 색상을 나타낸다.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Tosufloxacine Tosilate Hydrate

정 량 법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

름아미드 50 mL에 녹이고 지시약으로 티몰프탈레

인 2 방울을 넣고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디옥

산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디메틸포름아미드 50 mL

에 디옥산․메탄올혼합액 (17 : 3) 17 mL를 넣어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디옥산액 1 mL

= 29.780 mg C19H15F3N4O3․C7H8O3S․H2O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Tosufloxacine Tosilate Hydrate

정 량 법  이 약 및 토수플록사신염수화물표준품 약 

30 mg 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을 넣어 녹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내부표준액 4 mL를 정확

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

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토수플록

사신토실산염수화물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

한다.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C19H15F3N4O3․C7H8O3S)

의 양 (mg)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표준품의 역가mg×S
T

  내부표준액 : 파라옥시벤조산메틸의 메탄올 용액(1 

→ 800)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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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ᆞ이동상 B 혼합액(5 : 4)을 희

석시킨 인산 (1 → 10)으로 pH 3.5로 조정한다.

  이동상 A - 0.02 mol/L 인산완충액 (pH 3.5)

  이동상 B - 디부틸아민ᆞ메탄올혼합액 (1 → 250

0)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내

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

의 피크면적에 대한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토피소팜 정 

Tofisopam Tablets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법의 검액을 검액으로 한

다. 검액 0.2 mL를 취해 클로로포름으로 10 mL로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

고 위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검액에

서 얻은 주반점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보다 진하지 않다 (2 % 이하).

토피소팜 정 

Tofisopam Tablets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법의 검액을 검액으로 한

다. 검액 0.2 mL를 취해 에탄올로 10 mL로 희석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위

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검액에서 얻

은 주반점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2 % 이하).

트라닐라스트 

Tranilast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설파닐산나트륨 2.5 g

과 아질산나트륨 0.7 g을 물 30 mL에 녹인 액 1 

mL와 α-나프틸아민 1.8 g을 디옥산 40 mL에 녹

인 액 1 mL의 혼합액에 넣을 때 액은 진한 등적색

을 나타낸다.

트라닐라스트 

Tranilast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설파닐산나트륨 2.5 g

과 아질산나트륨 0.7 g을 물 30 mL에 녹인 액 1 

mL와 α-나프틸아민 1.8 g을 에탄올 40 mL에 녹

인 액 1 mL의 혼합액에 넣을 때 액은 진한 등적색

을 나타낸다.

트록시피드

Troxipide

트록시피드

Troxip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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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  6) 유연물질 이 약 0.2 g을 달아 클로로포

름을 넣어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한 다음 이 액 2.0 mL를 취하여 클로로포름을 넣

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액 및 표준액 각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강암모니아수혼

합액(20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

개시킨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

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나타나는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3 개 이하이며, 각 표준액에서 나타

나는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순도시험  6) 유연물질 이 약 0.2 g을 달아 에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0 mL

를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100 mL로 한 다음 이 액 

2.0 mL를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

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

산에틸․메탄올․강암모니아수혼합액(5.5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킨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254 nm)을 쪼

일 때 검액에서 나타나는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3 

개 이하이며, 각 표준액에서 나타나는 반점보다 진

하지 않다.

티로트리신 겔

Tyrothricin Gel

확인시험  이 약 5 mg (역가)를 달아 클로로포름 1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

에 클로로포름 10 mL씩을 넣어 위와 같은 조작을 

3 회 반복한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을 수욕에서 증

발건고하여 약 5 mg (역가)에 4-디메틸아미노벤

즈알데히드ᆞ염화철(Ⅲ)시액 5 mL를 넣고 2 분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0.1 mol/L 아질산나트륨용액 

2 방울 및 물 5 mL를 넣으면 액은 파란색을 나타

낸다.

티로트리신 겔

Tyrothricin Gel

확인시험  이 약 5 mg (역가)를 달아 에틸아세테이

트 1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에 에틸아세테이트 10 mL씩을 넣어 위와 같

은 조작을 3 회 반복한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을 

수욕에서 증발건고하여 약 5 mg (역가)에 4-디메

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ᆞ염화철(Ⅲ)시액 5 mL를 넣

고 2 분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0.1 mol/L 아질산

나트륨용액 2 방울 및 물 5 mL를 넣으면 액은 파

란색을 나타낸다.

펜톡시필린 서방정

Pentoxifylline Extended-Releas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펜톡시필린 0.2 g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클

로로포름 10 mL를 넣은 다음 5 분간 세게 흔들어 섞

고 원심분리하여 얻은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펜톡시필린표준품 약 20 mg을 클로로포름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포

함)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

름·무수에탄올혼합액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펜톡시필린 서방정

Pentoxifylline Extended-Releas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펜톡시필린 0.2 g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메

탄올 10 mL를 넣은 다음 5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원심분리하여 얻은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

로 펜톡시필린표준품 약 20 mg을 메탄올 1 mL에 녹

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포함)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

무수에탄올혼합액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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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m 전개하고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

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

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고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퓨시드산나트륨 정

Fusidate Sodium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필요하면 당의

를 벗기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25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유리여과기를 써서 여과하고 유리여과

기는 물 15 mL로 씻는다. 여액과 세액을 합하고 

클로로포름 10 mL를 넣고 저으면서 0.1 mol/L 염

산으로 전위차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

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염산 1 mL = 51.67 mg C31H48O6

퓨시드산나트륨 정

Fusidate Sodium Tablet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필요하면 당의

를 벗기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 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30 mL과 에탄올 40 

mL를 넣어 섞은 후 0.1 mol/L 염산으로 전위차 적

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염산 1 mL = 51.67 mg C31H48O6

프라노프로펜 시럽

Pranoprofen Syrup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프라노프로펜으

로서 약 30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물 20 mL 

및 클로로포름 20 mL를 넣어 추출한다. 클로로포름

층을 취하여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고 감압건고한

다. 잔류물에 황산 20 mL를 넣어 녹이고 이 액 2 

mL를 취하여 직화로 가열할 때 액은 갈색을 거쳐 어

두운 적자색을 나타낸다. 따로 황산에 녹인 액 2 mL

를 취하여 중크롬산칼륨시액 3 방울을 넣을 때 액은 

적황색을 나타낸다.

프라노프로펜 시럽

Pranoprofen Syrup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프라노프로펜으

로서 약 30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물 20 mL 

및 에틸아테세이트 20 mL를 넣어 추출한다. 에틸아

세테이트층을 취하여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고 감

압건고한다. 잔류물에 황산 20 mL를 넣어 녹이고 이 

액 2 mL를 취하여 직화로 가열할 때 액은 갈색을 거

쳐 어두운 적자색을 나타낸다. 따로 황산에 녹인 액 2 

mL를 취하여 중크롬산칼륨시액 3 방울을 넣을 때 액

은 적황색을 나타낸다.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Prednisolone Valeroacetate

비선광도  α  : +30° ∼ +34° (건조 후 0.1 g, 

디옥산 10 mL, 100 mm)

순도시험  4) 기타스테로이드 이 약 0.10 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해 메탄올을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Prednisolone Valeroacetate

비선광도  α  : +45° ∼ +49° (건조 후 0.1 g, 

에탄올 10 mL, 100 mm)

순도시험  4) 기타스테로이드 이 약 0.1 g을 달아 메

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해 메탄올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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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를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클로로포름·아세트산에틸·메탄올혼합액 (50 : 10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알칼리성 블루테트라

졸륨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

다.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

음 n-헥산․아세트산에틸․메탄올혼합액(6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알칼리성 블루테트라졸륨시

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플루나리진염산염

Flunarizine Dihydrochloride

순도시험  2) 유연물질 이 약 0.40 g을 달아 메탄올

ᆞ클로로포름혼합액(1 : 1)에 녹여 10.0 mL로 하

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

ᆞ클로로포름혼합액(1 : 1)을 넣어 50.0 mL로 하

고 이 액 5.0 mL를 취하여 메탄올ᆞ클로로포름혼

합액(1 : 1)을 넣어 5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 (형광제 포함)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테트라히드로푸란ᆞ물ᆞ

메탄올ᆞ강암모니아수혼합액(40 : 30 : 3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

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플루나리진염산염

Flunarizine Dihydrochloride

순도시험  2) 유연물질 이 약 0.4 g을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50.0 mL로 하고 이 

액 5.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50.0 mL로 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포함)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테트라히

드로푸란․물․메탄올․강암모니아수혼합액(40 : 30 : 

3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

Flunarizine Di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나리진염산

염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단다.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이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 약 1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 (형광제 포함)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 다음 디옥산·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혼합액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

Flunarizine Di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나리진염산

염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단다.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이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 약 1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 (형광제 포함)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 다음 헵탄·메탄올·아세트산에틸·아세트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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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

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합액 (7 : 1.5 : 1.5 : 0.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플루벤다졸 정

Flubendazole Tablets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벤다졸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

다졸표준품 약 20 mg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이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

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

올·포름산혼합액 (90 : 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플루벤다졸 정

Flubendazole Tablets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벤다졸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

다졸표준품 약 20 mg을 달아 포름산 10 mL를 넣

어 녹이고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판

올·메탄올·포름산혼합액 (85 : 10 : 5)을 전개용

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

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

다.

플루벤다졸 현탁액

Flubendazole Suspension

확인시험  1) 이 약을 잘 흔들어 섞고 플루벤다졸로

서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포름산 10 

mL에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

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표준품 약 25 mg을 

달아 포름산 10 mL에 넣어 녹인 다음 이소프로판

올을 넣어 25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 씩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

올·25% 암모니아수혼합액 (90 : 8 : 2)을 전개용

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

겐도르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플루벤다졸 현탁액

Flubendazole Suspension

확인시험  1) 이 약을 잘 흔들어 섞고 플루벤다졸로

서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포름산 10 

mL에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

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표준품 약 25 mg을 

달아 포름산 10 mL에 넣어 녹인 다음 이소프로판

올을 넣어 25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 씩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판올·메

탄올·포름산혼합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겐도

르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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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점의 Rƒ 값은 같다. 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플루오로메톨론ᆞ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점안현탁액

Fluorometholone and Tetrahydrozoline 

Hydrochloride Ophthalmic Suspension

확인시험  1) 플루오로메톨론  이 약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4 mL를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염화

나트륨 1 g을 넣어 염화나트륨이 녹을 때까지 세게 

흔들어 녹인다. 여기에 1 mol/L 염산 2 mL를 넣고 

클로로포름 20 mL씩으로 5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250 mL 둥근 플라스크에 합하여 넣고 증발농축기

에서 증발 건조시킨다. 잔류물에 4 mL의 메탄올을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오르메톨론표준

품 20 m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첨

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톨루엔

ᆞ메탄올ᆞ아세트산에틸혼합액 (80 : 20 : 2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킨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발색제를 고르게 뿌린 다음 110 

℃에서 10 분 동안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 발색제 : 얼음물로 식히면서 메탄올 10 mL가 

담겨져 있는 비커 속으로 조심스럽게 황산 10 mL

를 넣는다. 이 시액은 기밀용기에서 1 주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2)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이 약 10 mL를 취하

여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여액 8.0 mL 취하여 분

액깔때기에 넣고 2 mol/L 수산화나트륨액 2 mL와 

염화나트륨 2 g을 넣어 염화나트륨이 녹을 때까지 

세게 흔들어 녹인다. 이것을 클로로포름 10 mL씩

으로 5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100 mL의 둥근플라

스크에 합하여 넣고 증발농축기에 증발건조 시킨다. 

잔류물에 에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g

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2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

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플루오로메톨론ᆞ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점안현탁액

Fluorometholone and Tetrahydrozoline 

Hydrochloride Ophthalmic Suspension

확인시험  1)  플루오로메톨론  이 약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4 mL를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염화

나트륨 1 g을 넣어 염화나트륨이 녹을 때까지 세게 

흔들어 녹인다. 여기에 1 mol/L 염산 2 mL를 넣고 

에틸아세테이트 20 mL씩으로 5 회 추출하여 추출

액을 250 mL 둥근 플라스크에 합하여 넣고 증발

농축기에서 증발 건조시킨다. 잔류물에 4 mL의 메

탄올을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오르메

톨론표준품 20 m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25 μL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

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톨루엔ᆞ메탄올ᆞ아세트산에틸혼합액 (80 : 20 : 

2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킨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발색제를 고르게 뿌린 다음 

110 ℃에서 10 분 동안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 발색제 : 얼음물로 식히면서 메탄올 10 mL가 

담겨져 있는 비커 속으로 조심스럽게 황산 10 mL

를 넣는다. 이 시액은 기밀용기에서 1 주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2)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이 약 10 mL를 취하

여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여액 8.0 mL 취하여 분

액깔때기에 넣고 2 mol/L 수산화나트륨액 2 mL와 

염화나트륨 2 g을 넣어 염화나트륨이 녹을 때까지 

세게 흔들어 녹인다. 이것을 에틸아세테이트 10 

mL씩으로 5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100 mL의 둥

근플라스크에 합하여 넣고 증발농축기에 증발건조 

시킨다. 잔류물에 에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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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포름ᆞ에테르ᆞ메탄올ᆞ17% 암모니아수혼합

액 (60 : 60 : 16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 시킨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분무용 

드라겐도르프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

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한다. 다음에 메탄올ᆞ아세트산ᆞ물 (8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 시킨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분무용 드라겐도르프시액을 고르

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플루페남산 캡슐

Flufenamic Acid Capsules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에서 얻은 잔류물의 5 

% 클로로포름용액을 검액으로 하고 0.01 % 클로

로포름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을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하고 톨루엔ᆞ디옥산ᆞ아세트산(100)혼합액 

(90 : 2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

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

파장 254 nm)을 쪼일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

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

다.

플루페남산 캡슐

Flufenamic Acid Capsules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에서 얻은 잔류물의 5 

% 에탄올용액을 검액으로 하고 0.01 % 에탄올용

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톨

루엔․테트라히드로푸란․아세트산(100)혼합액(90 : 

2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피나베륨브롬화물

Pinaverium Briomide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6 g을 정밀하게 달

아 비커에 넣고 비수적정용 아세트산에 녹인다. 비

수적정용 아세트산수은(II)시액 5 mL 및 지시약으로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2 ∼ 3 방울을 넣고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

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59.142 mg C26H41Br2NO4 

피나베륨브롬화물

Pinaverium Briomide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45 g을 정밀하게 

달아 비커에 넣고 무수포름산 2 mL를 가하고 아세

트산탈수물 50 mL에 녹인 후 0.1 mol/L 과염소산

으로 적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59.142 mg C26H41Br2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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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목향

(木香)

Aucklandiae Radix

  <신  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17.0 % 이상.

  <신  설>

 

목향

(木香)

Aucklandiae Radix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코스투놀리드

(C H O  : 232.32),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

(C H O  : 230.30)의 합 1.8 % 이상을 함유한다.

엑스함량  <삭  제>

정 량 법  이 약의 가루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메

탄올 100 mL에 넣고 45 분간 초음파추출한 액을 

여과한다. 그 여액에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코스투놀리드표준

품 약 10 mg 및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검액의 코스투놀리드 및 데히드로코스투스

락톤의 피크면적 A  및 A 와 표준액의 검액의 코

스투놀리드 및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향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하여 함량기준 및 정량법 신설,

  ․ 곽향, 시라자, 식방풍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확인시험법 신설,

  ․ 백수오에 유전자 분리 및 DNA 증폭반응을 이용한 순도시험 신설,

  ․ 계지탕엑스과립, 계지탕연·건조엑스, 당귀건중탕엑스과립, 당귀건중탕연·건조엑스, 평위산연·건

조엑스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확인시험법 개정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확인시험

법 신설

참고로, 아래 대비표에는 현행 시험법에서 변경되는 부분만을 나타내었으며, 대비표에 기재되지 않은 부

분은 현행과 같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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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투놀리드CHO의양 mg
 코스투놀리드표준품의양mg × Sa

Ta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CHO의양mg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표준품의양mg × Sb

Tb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 (9 : 11)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코스투놀리드 및 데

히드로코스투스락톤 각각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

차는 1.5 % 이하이다.

곽향

(藿香)

Agastachis Herba

 <신  설>

곽향

(藿香)

Agastachis Herba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및 곽향표준생약 1 g을 각각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어 30 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고 메탄올 2 mL에 

녹여 검액 및 곽향표준생약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곽향표준생약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메탄올･물혼합액(60 : 13 : 2)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분무용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

러 개의 반점은 곽향표준생약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시라자

(蒔蘿子)

Anethi Fructus

시라자

(蒔蘿子)

Anethi Fru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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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1 g을 각각 달아 헥산 10 

mL를 넣어 5 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카르본표준품 0.1 mL을 에탄올 20 mL

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
아세트산에틸혼합액(2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식방풍

(植防風)

Peucedani Japonici Radix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1.0 g에 에테르 10 mL를 넣

어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에테르층을 자

외선등 아래에서 황록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식방풍

(植防風)

Peucedani Japonici Radix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및 식방풍표준생약 1 g을 각

각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30 분간 초음파 추

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고 메탄올 1 

mL에 녹여 검액 및 식방풍표준생약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식방풍표준생약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메탄

올･물혼합액(30 :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분무용황산시액 발색 후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개의 반점은 식방풍표준

생약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백수오

(白首烏)

Cynanchi Wilfordii Radix

확인시험  2) 이 약의 가루 및 백수오표준생약 1 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고 60 분간 초음파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 및 백수오표준생약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백수오표준생약표준액 10 μL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

백수오

(白首烏)

Cynanchi Wilfordii Radix

확인시험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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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물혼합액(15 : 6 : 0.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묽은 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려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였을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은 백

수오표준생약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

이 같다. 

순도시험  <신 설> 순도시험  4) 이엽우피소  아래와 같이 시험하였을 때 

대조액과 다른 증폭밴드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약 10 g을 멸균한 막자와 막자사발을 사용하여 

액체질소로 순간적으로 조직을 얼린 상태에서 가루

로 하여 사용한다. 이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유전자 증폭반응 조작에 따라 DNA (이하 유전자라 

한다)를 분리․정제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백수오표

준생약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이 조

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유전자 분리 및 증폭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가) 유전자분리

  이 약 100 mg에 500 μL의 lysis 용액 (20 mM 

Tris․HCl pH 8.0,, 2 mM Sodium EDTA, 12 % 

Triton X-100, Lysome 20 mg/mL) 및 

proteinase K 용액 (600 mAU/mL 이상) 10 μL

를 넣고 37 ℃ 항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다. 그 후 

CTBA 용액 (0.1 M Tris․HCl pH 8.0, 1.4 M 

NaCl, 20 mM EDTA pH 8.0, 2 %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0.2 % β

-mercaptoethanol) 400 μL를 넣고 65 ℃ 항온에

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물에 페놀․클로로포

름․이소아밀알콜혼합액 (25 : 24 : 1) 600 μL와 

정제수 300 μL를 넣고 20 ℃를 유지하며 14,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취하고 여기

에 이소프로판올 600 μL를 넣고 20 ℃를 유지하며 

14,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다. 침전된 유

전자를 70 % 에탄올 500 μL로 2 ∼ 3 회 세척하

고 상온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유전자를 멸균된 정

제수 30 μL로 녹여 4 ℃에서 1 시간 방치한 다음 

RNase (100 mg/mL, 7,000 units/mL) 2 μL를 

넣고 37 ℃에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분리된 유전자

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농

도 및 순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전자 농도 (μg/mL) 

= 50 μg/mL × A  × 희석배수

 (단, A  = 1 일 때 유전자 농도는 50 μg/mL 

인 것으로 하여 희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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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시간
cycle 

수

최초 변성 
(predenaturation)

94 ℃ 3 분 1

변성 
(denaturation)

94 ℃ 30 초

34
결합 (annealing) 55 ℃ 30 초

증폭 (extension) 72 ℃ 30 초

최종 증폭 
(elongation)

72 ℃ 5 분 1

보존 4 ℃ - -

 유전자 순도 : A  / A  = 1.6 ∼ 2.0

 (또는 분리된 유전자는 1.0 % 아가로즈겔 전기영동법

으로 농도 및 분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위 시험과정은 상용화된 유전자 분리․정제 키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사의 사용방법을 참고하

여 유전자를 분리한다.

 ※ PCR법은 증폭하고자 하는 주형 유전자가 미량 존

재하여도 증폭되므로 분리된 유전자 이외의 유전자

가 혼입되지 않도록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 및 시약 

등의 실험실 환경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 실험자는 실험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실험대는 

70 % 에탄올로 깨끗이 닦는다.

  - 유전자를 취급할 때는 외부 공기와 접촉이 없는 

무균상자 등의 독립된 공간을 이용하며, 열에 불안정

한 시액을 제외한 micro tube/tip 및 증류수 등은 

121 ℃에서 15 분 이상 멸균하여 사용한다.

  - 본 실험에서 증류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DNA, DNase 등의 오염이 없는 초순수를 말한다.

  나) 유전자 증폭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샘플 유전자에 대한 PCR은 1회 확인시험으로 실시

하되 trnH-pabA barcode primer로 PCR을 진행하

고, 실험조건에 의한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blank" 

(주형 유전자 대신 멸균증류수 첨가)을 실험에 포함

시킨다.

  유전자 증폭반응은 멸균된 0.5 mL 튜브에 PCR용 

완충액 (10 × amplification buffer)에 forward 

primer (10 pmole) 0.5 μL, reverse primer (10 

pmole) 0.5 μL와 분리한 주형 유전자 (농도 약 20 

ng/μL) 1 μL를 넣고 멸균 정제수로 최종 반응액

을 20 μL로 한다. PCR 반응조건은 아래 표와 같

다.

※ 상기 PCR 조건은 기기 및 실험환경에 따라 변형할 

수 있으며, PCR에 사용되는 시약도 상용화된 키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의 권장조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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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region

Primer 염기서열

trnH-psbA

trnHf_05
5'-GTTATGCA
TGAACGTAAT

GCTC-3'

psbA3 F
5'-CGCGCATGG
TGGATTCACA

ATCC-3'

※ 결합 (annealing) 온도는 primer의 Tm 값과 PCR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함

* Primer

  다) 전기영동

  PCR 증폭 결과는 아가로즈 겔 또는 폴리아크릴아마

이드 겔을 이용한 전기영동법으로 확인하며, 여기에

서는 아가로즈 겔 방법을 제시한다.

  아가로즈 겔의 첫 번째 홈에는 PCR 증폭산물의 크

기를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마커(100 bp PCR size 

marker)를 넣고 두 번째 홈부터 PCR 증폭산물을 

넣는다. 이 때 검액은 10 μL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전기영동의 전압과 시간은 겔의 농도와 크기에 따라 

조절한다(아가로즈 겔 2 %, 전기영동 100 V, 30 

분 ∼ 1 시간). 전기영동이 끝난 겔은 Ethidium 

bromide (EtBr) 염색법으로 처리하여 증폭산물을 

확인한다.

※ 에티디움브로마이드(EtBr)는 인체에 해로운 시액으

로 피부와 직접접촉이 없도록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

하고 취급에 주의한다. 폐액은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

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결과 확인 및 판정

  염색이 끝난 아가로즈 겔은 영상분석장치(UV 

trans-illuminator)를 통해 증폭밴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액에서 확인된 증폭밴드는 대조액과 다른 증

폭밴드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본 실험에 대한 결과 

판정은 유전자 분리부터 증폭반응까지 2회 반복 실

험을 하여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계지탕엑스 과립

Gyejitang Extract Granules

확인시험  1) 계지, 작약, 대추, 생강 및 감초  이 약

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험법

에 따라 시험한다.

  2) 계지, 작약 및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

계지탕엑스 과립

Gyejitang Extract Granules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계지탕연․건조엑스의 확인시

험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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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계지탕연․건조엑스

Gyejitang Soft․Dried Extract

확인시험  1) 계지, 작약, 대추, 생강 및 감초  이 약

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험법

에 따라 시험한다.

  2) 계지, 작약 및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

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계지탕연․건조엑스

Gyejitang Soft․Dried Extract

확인시험  (제 1 법) 또는 (제 2 법) 또는 (제 3 법)

을 실시한다.

  (제 1 법)  1) 계지  이 약을 가지고 계지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5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디에틸에테르 25 mL을 넣어 30분간 초

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중 디에틸에테르층

을 취하여 감압농축하고 디에틸에테르 2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신남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

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헥산･아세트산에틸･포름산･물혼합액(60 : 40 : 4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

이 같다.

  2) 작약  이 약을 가지고 작약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패오니플로린표준

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메탄올･물

혼합액(20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4-메

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3)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4) 생강  이 약을 가지고 생강 약 2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5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디에틸에테르 25 mL을 넣어 30분간 초음파 추

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중 디에틸에테르층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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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압농축하고 디에틸에테르 2 mL에 녹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6-징게롤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

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

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시액을 고르게 뿌

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5) 감초  이 약을 가지고 감초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리시리진산표준

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메탄올･물･
포름산혼합액(15 : 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제 2 법)  1) 계지, 작약 및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

를 나타낸다.

  2)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생강  (제 1 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3 법)  1) 계지, 작약, 생강 및 감초  이 약 약 

1 g을 달아 50 %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

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신

남산표준품 5 m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

내고, 그림과 같이 신남산표준품표준액과 비교하여 

상대머무름시간을 나타낸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0 nm, 20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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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 안지름 약 4 ~ 6 ㎜,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강판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아세토니트릴

  이동상 B -  0.01 % 인산액

시간(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0 10 90
15 25 75
25 40 60
35 70 30
40 100 0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

할 때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되도록 농도구배

조건을 조정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신남산 피크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또한, 신남산

의 유지시간에 대하여 주요 성분의 상대머무름시간

은 다음의 표와 같이 확인되어야 한다.

 

성분 상대머무름시간

① 패오니플로린 0.50

② 신남산 1.00

③ 글리시리진산 1.20

④ 6-징게롤 1.31

  (검출파장 : 250 nm)

  (검출파장 : 20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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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패오니플로린, ② 신남산, ③ 글리시리진산, ④ 6-

징게롤

  2)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당귀건중탕엑스 과립

Danggwigeonjungtang Extract Granules

 

확인시험  1) 당귀, 계지, 생강, 대추, 작약 및 감초

이 약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

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계지, 작약 및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

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당귀건중탕엑스 과립

Danggwigeonjungtang Extract Granules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당귀건중탕연․건조엑스의 확

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당귀건중탕연․건조엑스

Danggwigeonjungtang Soft․Dried Extract

확인시험  1) 당귀, 계지, 생강, 대추, 작약 및 감초

이 약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

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계지, 작약 및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

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당귀건중탕연․건조엑스

Danggwigeonjungtang Soft․Dried Extract

확인시험  (제 1 법), (제 2 법) 또는 (제 3 법)을 실

시한다.

  (제 1 법)  1) 당귀  이 약을 가지고 당귀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

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데쿠르신표

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

이 같다.

  2) 계지  이 약을 가지고 계지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5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디에틸에테르 25 mL을 넣어 30분간 초음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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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중 디에틸에테르층을 취하

여 감압농축하고 디에틸에테르 2 mL에 녹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신남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
아세트산에틸･포름산･물혼합액(60 : 40 : 4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

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3) 생강  이 약을 가지고 생강 약 2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5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디에틸에테르 25 mL을 넣어 30분간 초음파 추

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중 디에틸에테르층을 취하

여 감압농축하고 디에틸에테르 2 mL에 녹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6-징게롤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

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

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시액을 고르게 뿌

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4)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5) 작약  이 약을 가지고 작약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패오니플로린표준

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메탄올･물

혼합액(20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4-메

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6) 감초  이 약을 가지고 감초 약 1 g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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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리시리진산표준

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메탄올･물･
포름산혼합액(15 : 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제 2 법) 1) 계지, 작약 및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

가 나타난다.

  2) 당귀, 생강 (제 1 법)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3 법)  1) 당귀, 계지, 생강, 작약 및 감초  이 

약 약 1 g을 달아 50 % 메탄올 10 mL를 넣고 30

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리시리진산표준품 5 mg을 달아 메탄올을 넣

어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내고, 그림과 같이 글리시리진산표준품표

준액과 비교하여 상대머무름시간을 나타낸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0 nm,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 6 ㎜,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강판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아세토니트릴

  이동상 B - 0.01 % 인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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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0 10 90
15 25 75
25 40 60
35 70 30
40 100 0
45 100 0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

할 때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되도록 농도구배

조건을 조정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글리시리진산 피크

면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또한, 

글리시리진산의 유지시간에 대하여 주요 성분의 상

대머무름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이 확인되어야 한다.

성분 상대머무름시간

① 패오니플로린 0.42

② 신남산 0.84

③ 글리시리진산 1.00

④ 6-징게롤 1.09

⑤ 데쿠르신 1.23

  (검출파장 : 250 nm)

  (검출파장 : 205 nm)

① 패오니플로린, ② 신남산, ③ 글리시리진산, ④ 6-

징게롤, ⑤ 데쿠르신

  2)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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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위산연․건조엑스

Pyeongwisan Soft․Dried Extract

확인시험  1) 후박 및 대추  이 약 가지고 이하 생약

시험법중 각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창출 및 건강  (제 1 법) 또는 (제 2 법)을 실시

한다.

  (제 1 법)  이 약을 가지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2 법)  이 약을 가지고 창출 및 건강으로서 각

각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탄올 100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5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창출」 및 「건강」 가루 약 1 g을 

달아 메탄올 100 mL 을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 20 μL씩을 실리카겔 GF 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여 클로로포름・메탄올 (10 : 1)을 전개용매

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여기서 4-메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

게 뿌릴 때 검액과 표준액 같은 R  값에서 같은 색상

의 반점을 나타낸다.

  3) 진피  (제 1 법) 또는 (제 2 법)을 실시한다.

  (제 1 법)  이 약을 가지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진

피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2 법)  이 약을 가지고 진피로서 약 1 g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탄올 100 mL를 넣고 환류냉각

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

압농축하여 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진

피」 가루 약 1 g을 달아 메탄올 100 mL 을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

액을 감압농축하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실리카겔 GF

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여 클로로포름・메탄올・
물・아세트산(31)혼합액 (100 : 25 : 1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

람에 말린다. 여기서 4-메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

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과 표준액 같은 R  값에서 같

은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다.

  4) 감초  (제 1 법) 또는 (제 2 법)을 실시한다.

평위산연․건조엑스 

Pyeongwisan Soft․Dried Extract

확인시험  (제 1 법), (제 2 법) 또는 (제 3 법)을 실

시한다.

  (제 1 법) 1) 창출  이 약을 가지고 창출로서 각각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mL

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탄올 100 mL

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

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창출｣ 가루 약 1 g을 달아 메탄올 100 

mL 을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1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실

리카겔 GF 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여 클로로포

름・메탄올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서 4-메

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과 

표준액은 같은 R  값에서 같은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

다.

  2) 후박  이 약을 가지고 후박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호노키올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

이 같다.

  3) 진피  이 약을 가지고 진피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헤스페리딘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메탄올･물･아세

트산혼합액(13 : 3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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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법)  이 약을 가지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감

초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2 법)  이 약을 가지고 감초로서 약 1 g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탄올 100 mL를 넣고 환류냉각

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

압농축하여 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감

초」가루 약 1 g을 달아 메탄올 100 mL 을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

액을 감압농축하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실리카겔 GF

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여 클로로포름・메탄올・
물・아세트산(31)혼합액 (50 : 25 : 1 : 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에 말린다. 여기서 4-메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과 표준액 같은 R  값에서 같은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다.

  5)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4)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5) 감초  이 약을 가지고 감초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

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리시리진산표준

품 및 리퀴리틴표준품 1 mg 씩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

트산에틸･메탄올･물･포름산혼합액(15 : 2 : 1 : 1)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

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2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

다. 

  6) 건강  이 약을 가지고 건강 약 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5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디에틸에테르 25 mL을 넣어 30분간 초음파 추

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중 디에틸에테르층을 취하

여 감압농축하고 디에틸에테르 2 mL에 녹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6-징게롤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

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

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시액을 고르게 뿌

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 값이 같다. 

  (제 2 법)  1) 진피,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

난다. 

  2) 창출, 후박, 건강  (제 1 법)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3 법)  1) 후박, 진피, 감초 및 건강  이 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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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을 달아 50 % 메탄올 10 mL를 넣고 30분간 초

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헤

스페리딘표준품 5 mg을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 mL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내고, 그림과 같이 헤스페리딘표준액과 비교하여 

상대머무름시간을 나타낸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25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 6 ㎜,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강판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아세토니트릴

  이동상 B - 0.03 % 인산액

시간(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0 20 90

15 25 75

28 45 55

36 65 35
45 100 0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

할 때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되도록 농도구배

조건을 조정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헤스페리딘 피크면

적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또한, 

헤스페리딘의 유지시간에 대하여 주요 성분의 상대

머무름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이 확인되어야 한다.

성분 상대머무름시간

① 헤스페리딘 1.00

② 글리시리진산 2.16

③ 6-징게롤 2.47

④ 호노키올 2.79

  (검출파장 : 210 nm)

55

KP Forum Vol.11, No.1 (2014)



  (검출파장 : 250 nm)

① 헤스페리딘, ② 글리시리진산, ③ 6-징게롤, ④ 호

노키올

  2) 창출  (제 1 법)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추  이 약을 가지고 생약시험법 중 대추 확인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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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 자료 제출 및 해설서 발간

 2008년 8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2008-56호, 2008.8.14)」이 전면 개정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허가 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양식을 이용한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약은 ICH M4 국제공통기

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요건 및 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처에서는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

화 및 국제 조화를 위하여 제네릭의약품 심사자료의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

로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신

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8호, 2013. 11. 25)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4-115호)하였다.

 주요내용은

- 신약 외에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품

목허가(신고)신청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자료를 작성(안 제6조제1항)하도록 하여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여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장

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직접 용기‧포장의 재질이나 종류를 변

경하고자 하는 품목은 무균제제는 3개월 이상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안 제7

조제3호) 안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산의약품의 국제경쟁력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 행정예고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식약처

는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해설

서」를 발간·배포 할 예정이다. 2008년～2009년에 마련된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대한 

해설서는 신약 중심으로 기술 되어 있어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 구체적인 작성요령이 없어 기업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 해설서는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대한 해설서를 기반으로 제네릭의약품의 특성

에 맞춰 기업의 의견과 심사의 경험을 반영하여 실제 문서의 작성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은 제네릭의약품 허가 제출 자료 방

법의 국제조화를 이루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수

출시 허가서류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자료 작성 및 제출에 많이 활

용되고, 아울러 제약 산업의 활발한 국제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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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결정형 평가의 중요성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이은희 교수

서론

  약가인하 등의 제약산업 구조 혁신에도 불구하고,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향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큰 파급효과를 겪고 있는 중에, 2015년 3월에는 한미 FTA의 본격적인 발효

가 임박해 있는 실정이다.1) 이에, 제네릭 의약품 개발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강화 및 관세 철폐 영향으로 연간 432~85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2)

  한미 FTA의 본격적인 발효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세 가지 사안은 데이터 독점권 강화, 특허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 제도이다.3) 

  이 중 의약품 분야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

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복제약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항이

다. 허가-특허 연계 적용 대상은 신약 특허 기간 중 후발 제네릭 업체가 기존 신약 개발자의 안전성․유
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허가-특허 연계 대상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통보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1) 특허 기간 도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

보하고, (2) 특허기간 중 후발의약품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판허가 절차 내에서 이행하게 된다. 이

전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곧바로 제품을 발매할 수 있었으나,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실시 된 후, 식약

처에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가에 앞서 오리지널의 특허 침해 여부를 먼저 가리도록 하게 되어 

있다. 특허상태 Paragraph IV의 특허의 경우, 해당 오리지널 제품사가 특허와 관련하여 45일 내에 제

소하지 않으면 제네릭 제품을 승인하고, 이때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180일간 독점 판매기간을 부여받

는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45일 이내에 제네릭 개발사를 제소하는 경우 30개월 간 식약처의 승인이 보

류되고 특허에 관한 법원의 판결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식

약처는 특허만료시점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에게 유리

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하고 퍼스트 제네릭 업체에게 180일의 독점 

판매기간을 부여한다. 당초 미국은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 시 제네릭 의약품 시판 허가 부여를 30개월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다시 말하면, 제네릭 업체인 대부분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이 존속 중인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가 임박한 후속 특허권을 근거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특허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원천특허

를 획득하고, 그 이후 독점기간 연장을 위해 의약품의 속성에 근거한 다양한 개량특허(제조방법, 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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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 I 과 form II 의 분자를 겹친 그림

(b) Form I의 packing diagram (c) Form II 의 packing diagram

그림 1. Packing polymorphism의 대표적인 예, 아세트아미노펜

색, 대사물 등)를 지속적으로 획득함으로 제네릭 제약회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전략을 말한다. 

GlaxoSmithKline's (GSK)의 파록세틴(상품명 Paxil)의 경우 4번의 30개월 자동허가 중지를 통해 65

개월 동안 허가를 지연시켰다. 이로 인하여 2003년 12월에 과도한 특허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Hatch-Waxman법)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출

시는 30개월 연장하는 경우 ‘30 month stay'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퍼스트 제네릭에게 주어지는 독

점판매기간 180일은 출시 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

은 과도한 특허 보호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고려된 개량된 물질에 대

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특허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3)    

  2015년 3월에 시행 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특허 분쟁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염화합물, 수화물, 다형 

등의 결정다형의 정의 및 결정형 연구의 중요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결정다형이란?

  결정다형 (polymorphism) 이란 화학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는 물질이 다양한 결정학적 구조 

(crystallographically different structures)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4) 가장 흔한 예로는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이다. 다이아몬드와 연필심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정학적 차이로 인하여,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이며, 연필심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되는 것이다. 결정학적 차이로 발생하는 같은 물질간의 서로 다른 성질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

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이 되기도 한다.

  유기물질의 경우, 결정다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acking polymorphism과 

conformational polymorphism 이다. Packing polymorphism의 경우 결정 내의 분자의 conformation

은 같으나, 결정의 최소단위인 유닛 셀에 패킹되는 모양 때문에 발생하는 결정다형이다.4)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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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iperone form I, chair-form (b) Spiperone form II, boat-form

그림 2. Conformational polymorphism의 예, Spiperone

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들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form I 과 form II 의 결정구조 내에 분자들은 

그림 1 (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conformation을 갖는다. 서로 다른 결정다형에서 한 분

자씩 떼어 내어 겹쳐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자들이 결정구조 내에 패킹되는 모

양이 달라, 패킹된 모습을 보면 같은 방향에서 결정을 봤을 때, 그림 1의 (b), (c)와 같이 완전히 다르

다. 

  다른 한 형태의 결정다형을 conformational polymorphism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결정다형 간의 분

자들의 conformation 뿐만 아니라, conformation의 차이로 인한 패킹의 차이가 생기는 결정다형을 말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spiperone을 들 수 있다.5)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iperone form I 의 

경우, 결정 구조내의 분자는 chair-form (그림 2 (a)) 으로 존재하는 반면, form II 의 경우, 분자는 

boat-form (그림 2 (b)) 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conformation의 차이로 인하여 역시 패킹 구조가 달

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기물질은 유연한 기 (flexible moie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양한 결정다형에서 다양한 conformation을 가진 분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은 conformational polymorphism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물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결정다형

이 존재할 경우, 정해진 온도 및 압력 하에서는 단 한 개의 결정다형만이 안정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의약품의 여러 결정다형 중 최종 결정다형 선정 시 안정한 결정다형을 선택하는 것은 결정형 변환

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고체 약물의 분류

  대부분의 약물은 고체 상태로 합성되어진다. 외형적으로 고체 상태로 보이는 물질은 크게 결정형 약

물과 무정형 약물로 구분되어 진다. 결정은 결정의 최소 단위인 유닛셀(unit cell)의 삼차원적인 무한반

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장구간(long range)에서 반복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무정형의 경우, 외형

은 고체 상태이나, 내부의 분자배열은 결정형에서 볼 수 있는 장구간 내의 반복은 관찰되어지지 않는

다.4)

  결정은 단일구성 물질이 한 개의 결정을 이루었을 때와, 여러 가지 물질이 합쳐져서 결정을 이루었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일구성 물질의 경우, 단결정인지 또는 보통의 결정과 크기와 성질이 다른 

나노결정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을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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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체약물의 분류

어진 형태, 즉 수소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에 따라 공결정과 염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염형의 경우 

보통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반면, 공결정의 경우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공결정

에 수화물, 용매화물, 분자복합체, 층 구조를 이룬 화합물, 클라스래이트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모든 물질은 결정다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염 형태의 물질도 결정화조건에 따라, 여

러 가지 형태로 결정화되기도 하고, 공결정도 여러 가지 결정형을 가질 수 있다.

  표 1 은 미국의 유명 결정다형 스크리닝 회사에서 발표한 논문에 실린 결정다형의 발생빈도를 나타내

고 있다.6) 표 1 은 염 형태와 염이 아닌 형태의 물질을 분류해서 나타내었는데, 염 형태가 염이 아닌 

형태보다 수화물과 무정형을 더 잘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표는 합성되어진 

약물의 90% 정도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결정형 또는 무정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정다형의 형성은 약물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약물

의 개발 단계에서 어느 때라도 우리는 결정다형 형성 및 결정형 변환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표 1. 245개의 drug candidate 결정다형 스크리닝 결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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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정과정 중 결정형 변환
 참고문헌: U. J. Greisser, Latin American Symposium on Polymorphism and Crystallization in Drugs and 

Medicines, 2007, Fortaleza-CE, Brazil

표 2. 결정다형간의 물리화학적 성상 차이8)

  그림 3 은 약물의 생산 공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결정형 변환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7) 고형제

제의 공정 과정은 분쇄, 습식과립 또는 건식과립, 건조, 타정을 포함한다. 약물은 이 과정에서 열, 압력, 

건조, 수분에 노출되어 진다. 열, 압력, 건조, 수분노출 등은 결정의 탈용매화, 무정형 형성, 결정형 변환

을 유도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물리화학적 성상이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약물의 보관조건에 평가 시 약물은 높은 습도에 노출되게 된다. 수화물을 형성하기 

쉬운 약물의 경우, 수화물로의 결정형 변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무정형의 경우 결정형으로의 변환

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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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결정형 관련 주요 사건들

(참고문헌: Alfred et al., Annu. Rev. Chem. Biomol. Eng. 2011. 2:259-80)

약물개발, 제제화 공정 중 결정형 연구의 중요성

  세계적인 제약사인 GlaxoSmithKline의 CEO인 Jean-Paul Garnier는 임상실험에 들어간 시험약 중 

약 50%는 효과나 독성의 문제로 실패하고 남아있는 40% 정도의 시험약은 특허관련 문제나 약물의 용

해도 또는 약물 상호작용 등으로 실패한다고 말했다.8) 이는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약물개발의 성패

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약물의 결정형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원하는 물리화

학적 성질을 갖는 약물을 획득하는 것이 결정형 스크리닝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는 결정

다형 간 변화될 수 있는 물리화학적 성질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물의 결정형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용해도, 

용출도 뿐 아니라, 공정 중에 중요한 성질인, 압축성, 강도, 흐름성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약물의 결정형 스크리닝은 약물의 내재적인 특성인 여러 가지 결정형을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최종 제형에 사용되어질 약물의 결정형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결정형 스크리닝은 drug 

candidate가 좋지 않은 물성을 가질 때 원하는 물리화학적 성상 (예를 들어 높은 용해도나 안정성)을 

갖도록 하여 약물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다. 

결정형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

약물의 최종 제형에 쓰일 약물의 결정형을 선택하는 것은 결정형 스크리닝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

물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상 및 결정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물개발 단

계의 후반 또는 약물 시판 후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물의 결정다형과 관련된 큰 이슈

들을 제형별로, 약물별로 정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 정제

  정제는 고형 제제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형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제의 과정은 의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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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에서 Ritonavir 의 용해도

에탄올/

물

99/

1

95

/5

85/

15

80/

20

75/

25

Form I 90 188 294 236 170

Form II 19 41 61 45 30

(a) Ritonavir form I (왼쪽), form II (오른쪽) (b) Ritonavir form I 과 II 의 용해도

그림 5. Ritonavir form I 과 II 의 결정모양과 용해도 차이

(참고문헌: Bauer J, Spanton S, Henry R, et al. Pharm Res (2001) 18, 859-866)

게, 열, 압력, 건조, 수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은 무정형 약물의 결정화 혹은 약물의 결정형 변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자이다. 

2010년 BMS는 6400만정의 Avalide 정을 리콜하였다.9) Hydrochlothiazide와 irbesartan을 함유하는 

복합제제인 Avalide 정제의 경우, irbesartan 결정이 용해도가 낮은 결정형으로 변환되어 약효가 감소

할 것을 우려하여 시장에서 리콜하기로 결정하였다.

  항고혈압제인, moexipril, quinapril hydrochloride, spirapril hydrochloride의 경우 무정형의 경우 

결정형의 경우보다 화학적 분해(chemical degradation)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위 세 가지 

항고혈압제는 수화물의 형태로 시판되나, 수화물이 무수물로 변환 시 일부가 무정형으로 변환된다. 무정

형은 화학적 분해에 민감하므로, 무정형으로의 변환은 불순물 생성을 촉진시켜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항경련제로 빈번하게 쓰였던 제네릭 200mg carbamazepine tablet의 53 배치가 시장에서 철수되었

다. 세 종류의 carbamazepine tablet 배치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제네릭 약물의 세 배치 모두 다른 생

체이용률을 나타냈으며, 또한 용출률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제네릭 의약품의 두 배치의 평균 혈중농도

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61-74%로 나타났으나, 세 번째 배치의 평균 혈중농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142%였다. 이는 약물의 결정형이 무수물이냐 수화물이냐에 따라서 다른 용출률와 생체이용률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 현탁제

  현탁제의 경우 약물은 고체 상태의 주성분이 액체 상에 현탁하여 존재한다. 액체 상태에서의 결정형 

변환은 고체 상태에서의 결정형 변환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개발 중인 결정형이 안정한 결정형이 아닐 

경우 보관, 공정 과정 중에 안정한 결정형으로 변환 될 수 있다. 1996년에 Abbott Laboratory (현 

AbbiVe)에서 시판된 항 HIV 약물인 Novir(Ritonavir)는 1998년도에 시장에서 대량의 회수되었다.12) 

이는 약물의 결정형 변환으로 인해 기존의 약물보다 훨씬 더 용해도가 낮은 결정형으로의 변환이 일어

났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5의 form I은 초기에 사용된 결정형이고, form II는 2년 뒤 공정과정 중에 

발견된 새로운 약물 결정형이다. 용해도 프로파일에서 보듯이 약물의 결정형에 따라, 약물의 용해도는 

크게 4 ~ 5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약물의 용해도의 차이는 용출과 생체 이용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시판된 약물이 대량 회수되었으며, 재포뮬레이션이 한 후 다시 시판되었다. 이는 회사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도 복용하던 약물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어려움을 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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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otigotine transdermal patch 내에서의 약물의 결정화 그림

(참고문헌: Piyush J. Ajay K. B. Int J Pharm Sci (2010) 394, 68-74)

으로, 약물의 결정형 선정 및 약물의 프리포뮬레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패치제

  매트릭스 타입의 패치제 내에 약물은 Pressure-Sensitive Polymer와 함께 무정형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13) 무정형은 결정형보다 높은 약물 용해도를 가지게 된다. 특히, 패치제의 경우 무정형으로 존재하

던 약물의 결정화가 일어나면, 약물이 피부 내로 흡수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는 약물의 생체이

용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패치제의 경우 약물의 결정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아래의 

그림 6은 Rotigotine 약물의 패치 내의 결정화를 보여주는 사진이다.14) Rotigotine transdermal patch 

(trade name: Neupro, Schwarz Pharma)는 non-ergoline 계열의 도파민 아고니스트로서 파킨슨 병, 

restless leg syndrome,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2, 4, 6, 8 mg 약물을 함유한 패치가 2006년

도부터 EMEA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도 사용되었

다. 하지만, 2008년 패치 내에서의 약물의 결정화로 인한 약효의 감소로 Schwarz Pharma는 

Rotigotine patch를 시장에서 모두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 미국에서 모든 약물이 모두 

수거되었다. 그 이후 약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었고, 2mg과 4mg의 약물을 함유한 패치제만

이 사용되어졌다. 

맺음말

  올바른 결정형의 선택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시판 후 까지 의약품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형 변환으로 인한 drug candidate의 물성 변화는 의약품 개발의 성

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의 결정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의약품 개발 단계를 촉진시키

고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약가 인하 정책과 더불어 한미 FTA의 발효는 제네릭 의약품을 캐쉬카우(cash cow)로 사용하는 중

소제약사 뿐 아니라 신약개발을 병용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사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약가제도 개편 1년 후의 약가 인하 효과를 볼 때 초기에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

움을 겪었으나, 제약업계는 2013년도에 들어서는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는 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한미 FTA의 경우에도 약가 제

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제약기업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신약연구개발에 긍정적 요인

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들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신약개발에 치중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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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활발해져 내수위주에서 수출지향 산업구조로 발

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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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및 캡슐제 제네릭의약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가이던스

Size, Shape, and Other Physical Attributes of Generic Tablets and 

Capsules

FDA Guidance for Industry (2013.12.)

I. 서론 

정제 및 캡슐제는 저장의 편의성, 휴대성, 투약의 용이성 및 정확한 용량 투약 가능 등의 장점이 있어 

가장 널리 제조, 처방되고 있다.

정제 및 캡슐제의 제네릭 의약품 포뮬레이션은 공고대조약과 약제학적 및 치료적 동등성이 요구되나, 

공고대조약과 다른 물리적 특성(크기, 모양 등)은 환자의 복약순응도, 투약 오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이런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I. 배경

 A. 공고대조약과 제네릭의약품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  

  1. 크기

큰 정제와 캡슐은 식도 체류 시간이 연장되어 식도에서 붕해되어 상처를 입히거나,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식도 궤양, 협착, 천공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통증, 헛구역질, 목막힘. 사레(흡인) 등의 부

작용을 일으킨다.

Channer과 Virjee는 지름 8~11 mm의 원형 정제와 14 mm x 9 mm 크기의 타원형 정제의 식도 

체류 시간을 비교하였는데, 지름 8 mm 원형 정제의 식도 체류 시간이 지름 11 mm 원형 정제 및 14 

mm x 9 mm 크기의 타원형 정제의 식도 체류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정량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지만 정제와 캡슐의 크기가 증가 할수록 구강인두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모양

In vitro 실험 결과 평평한(flat) 정제는 캡슐 모양의 정제보다 식도에 더 잘 부착한다. 임상시험 결과 

타원형(oval) 정제는 삼키기 쉽고 같은 무게의 원형 정제보다 식도 체류 시간이 짧다. 환자의 복약순응

도는 정제나 캡슐의 크기와 모양의 영향을 받는다.

  3. 환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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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노인은 정제나 캡슐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 위치, 액체 섭취, 

의학적 상태(다발성경화증, 퇴행성근육병증, 파킨슨병 등) 또한 영향을 미친다.

 B. 기타 고려 할 물리학적 특성

코팅의 구성 및 유무 또한 정제와 캡슐을 삼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팅하지 않은 정제는 같은 

크기와 모양의 코팅한 정제에 비해 억류(arrest)할 가능성이 크다. 코팅을 통해 약의 냄새 및 맛을 차

폐하여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정제와 캡슐의 무게 또한 체류 시간에 영향을 주는데 무거운 정제나 캡슐은 비슷한 크기의 가벼운 정

제나 캡슐보다 체류시간이 짧다. 표면적, 붕해시간, 팽윤성 또한 식도 체류 시간에 영향을 미쳐 의약품

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이런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III. 권고사항

 A. 크기

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목넘김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크기는 공고대조약과 비슷한 크기

로 제조할 것을 권고한다.

 B. 모양

공고대조약의 모양과 비슷하거나 더 삼키기 좋게 만드는 것을 권고한다. 공고대조약과 제네릭 의약품

의 횡단면(정제의 가장 긴 축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의 면적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모양을 변경하기 위

한 한 좋은 전략이다. 횡단면의 면적이 큰 정제 및 캡슐(예, 원형 정제)은 횡단면의 면적이 적은 정제 

및 캡슐보다 삼키기 어렵다.

 C. 기타 물리적 특성

정제 코팅, 무게, 표면적, 붕해시간, 팽윤성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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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기획(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생약), 화장품 및 

의약외품 공급 및 적정사용을 위한 허가·심사·평가, 관리체계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기 의약품등 안전관리를 위해 정책 제도의 과학적 근거 

및 국제조화를 지원하고, 미래 첨단기술 수요 대비 심사·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선제적 맞춤형 안전연

구개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년에는 기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화장품·의약외품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분류된 

단위과제명을 통일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생산, 유통·판매 및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차별화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정책·제도”, “심사·평가” 및 “국민안전”을 주요 핵심전략으로 선정하

여 단위 과제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신기술 응용 안전관리”라는 세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품질평가 기술 개발 및 첨단 의료제품을 육성·지원하는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단위과제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과제 1: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

   ᄋ 신약, 개량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및 국제 규제 조화 동향 분석 및 

국내 적용 연구 등을 포함한다.

 □ 단위과제 2: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ᄋ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서 기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공정서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및 심사

평가의 과학적 기반 마련 연구를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평가 지침 개발 연구,  허가외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연구 등을 포함한다.

 □ 단위과제 3: 국민 안전사용 관리 연구

   ᄋ 다문화 가정 증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한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 의약품 정보의 효과적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조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등을 포함한다.

 □ 단위과제 4: 신기술 응용 안전관리 연구

   ᄋ 나노기술 기반 의약품, 유전자치료제 등 신기술 응용 제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법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첨단분석기술을 활용한 비의도적 유해물질 등 평가기술 개발 연구 등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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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연구개발사업 사업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외부에서 식약처의 정책 수립 및 반영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 과제제안을 통해 제안하시면 이를 적극검토 하여 사

업 수행에 활용되며, 홈페이지 “평가위원 등록추천”에 등록하시면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검

토, 선정 및 최종결과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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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기획(안)

 - 나노의약품(Nanomedicine)

Ⅰ.  개요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물질을 나노미터 (10-9 m), 즉 머리카락 지름(0.1 ㎝)의 10만분의 1,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고 제어함으로써 전혀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

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노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차세대 국가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분야로 정부차원의 지원 속에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주도하여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을 통해 

나노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수준은 2007년에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나노소재, 약물전달 기술 및 나노센서 등 나노기술의 원천성과 기술력의 품질 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제1～2기 

: ‘01년～’10년, 제3기 : ‘11년-’20년)을 수립하여 나노기술 선도국가로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까지 주요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자원 발굴을 진행하며, 2005년 이후 나노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노의약품(Nanomedicine)은 기본적으로 나노기술이 의약품에 접목된 것을 말한다. 나노의약품 용어

의 뜻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나노입자를 설계하고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

직까지 국제적으로 조화된 용어정의(definition)는 되어있지 않다. 의약품의 제제학적 측면에서 현재 나

노의약품에 사용되는 나노기술의 종류는 리포솜(Liposome), 나노입자(Nanoparticle), 미셀(Micelle), 나노에멀

전(Nanoemulsion), 금속산화물(Metal oxide), 콜로이달 금속(Colloidal metal), 덴드리머(Dendrimer), 

플러린(Fullerene) 등이 있다.  나노의약품은 신경학적 질환과 암의 치료분야에서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약물전달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약물전달시스템 나노의약품의 경우 인체 내의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목표로 하는 질환 부위로 특정 양의 약물을 표적화(Targeting)하는 특이

성을 높이고, 약물 자체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독성 감소 등 장점이 있다. 

  최근 10년간 발표(PubMed data)된 나노의약품 관련 과학논문의 수는 2004년에 10건 이었으나 

2013년에 1,614건으로 150배 이상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나노기술 기

반 의약품 연구개발은 항암제 등 난용성약물의 가용화, 약물 방출제어, 약물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까지 연도별 과학논문 발표 현황 및 허가 승인된 글로벌 나노의약품 주요 사례

는 다음과 같다. 

년도 ‘04 ‘06 ‘07 ‘09 ‘11 ‘13

논문건수 10 231 356 503 1159 1614

 표1. 나노의약품 관련 과학논문 발표 현황 

71

KP Forum Vol.11, No.1 (2014)



제품명 제약업체
승인 
연도

주성분 적응증 나노기술

Pegasys
Hoffman La 

Roche
2013

Peginterferon 
Alpha-2a

항바이러스제
Albumin/Polyethylene 

glycol

Feraheme AMAG 2009 Ferumoxytol 철결핍환자 SPIO

Abraxane
Abraxis 

Biosciences
2005 Paclitaxel 유방암

Albuminbound 
Nanoparticles

Emend Merck 2003 Aprepitant 최토제 Nanocrystal  Elan

Daunoxome
Gilead Sciences 

Inc.
1996 Daunirubicin 항암제 Liposome

Doxil 
Janssen Biotech 

Inc.
1995 Doxorubicin 항암제 PEGylated liposome

AmBisome
Astellas Pharma US 

Inc
1990 Amphotericin B 항진균제 Liposome

 표2. 글로벌 나노의약품 주요사례

 

  나노의약품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연구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나노의약품 허가승인을 받기 위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동물 독성실험 및 

임상시험 등의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분

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규제기준의 

선제적 구축을 통한 경쟁 우위 점유를 위해 치열한 각축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나노의약품 승

인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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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한국

기타

면역

감염

항암

그림1. 주요 국가별 나노의약품 승인현황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및 질병의 예방진단

을 위한 융․복합 의료기기 등 관련된 국내 나노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식품의

약품안전처 차원의 지원전략의 핵심은 품질기준, 독성시험기준, 임상시험기준, GMP기준 등 나노의약품

의 특성별 허가심사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사전 제공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

조사 및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계․학계 및 정부의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2015년 MFDS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기획(안) 중 신기술 제품 평가

기반 연구 - 나노의약품 분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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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나노의약품과 관련한 기술여건 및 외국의 특성평가 대상영역 등 규제현황 등을 분석하고,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도할 나노기술 기반 의약품 평가체계 구축 연구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함으로써 국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무엇보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의 목표달성과 추진노력에 꼭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여건 분석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나노의약품 규제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나노의약품 동향

미국

나노입자를 이용한 진단, 치료제가 임상시험단계 진입하였거나 식약청(FDA) 승인

 Aurimmune : 암 혹은 전이성 암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임상시험 

 Genexol PM : 미셀 나노 물질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국내 ㈜삼양바이오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셀제제  

일본

나노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7품목을 PMDA 승인

 자기공명 컴퓨터 단층 촬영에 있어 간종양의 국소진단을 위한 간장조영제로 나노기술(SPIO, 

Superparamagnetic Iron Oxide)이 적용된 신약의 재심사 기간이 당초 6년에서 8년으로 연장

유럽

나노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연합 및 합동 기획을 통해 활발한 기술개발 중

 ETP(European Technology Platform) Nanomedicine을 중심으로 2005~2020년 나노진단, 나노

재생의학, 나노약물전달분야 산학연 합동기획연구 

캐나다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위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음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품의 이로운 점과 유해가능성을 평가하

는 현존하는 규제법을 반영해서 허가

한국
나노기술인 미셀(Micelle)이 적용된 의약품 2품목 시판용 의약품 허가

 제넥솔피엠 (Paclitaxel)® 항암제(‘01.10) 

 나녹셀엠 (docetaxel)® 항암제(‘12.12) 

 표3. 국내․외 나노의약품 주요동향

□ 미국

 ᄋ 2002년, 제약산업을 위한 리포솜제제의 가이던스(안) 

   ▪ Draft Guidance for Industry; Liposome Drug Products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ᄋ 2010년, 독소루비신 염산염(Doxorubicin HCl)에 관한 가이던스(안)

   ▪ Draft Guidance on Doxorubicin Hydrochloride 

 ᄋ 2010년, 의약품 화학, 제조 및 품질관리 검토에서 나노기술 정보의 보고양식

   ▪ Reporting Format for Nanotechnology-Related Information in CMC Review (MAPP 

5015.9)

 ᄋ 2011년, 나노기술 응용 FDA 규제 제품에 관한 가이던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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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ft Guidance, Considering Whether an FDA-Regulated Product Involves the 

Application of Nanotechnology

 □ 유럽

 ᄋ 2010년, Nanoparticle iron 함유 제네릭의약품의 비임상 연구 보고서  

   ▪ Reflection paper on non-clinical studies for generic nanoparticle iron medicinal product 

application

 ᄋ 2011년, 리포솜제제 개발에서 정맥주사 리포솜제제의 자료요구 검토 보고서

   ▪ Reflection paper on the data requirements for intravenous liposomal products developed 

with reference to an innovator liposomal product, Draft

 ᄋ 2013년, 블록공중합체 미셀제제 개발에 대한 일본 후생노동성과 유럽의약품청의 공동 검토 보고서

   ▪ Joint MHLW/EMA reflectio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block copolymer micelle 

medicinal products (EMA/CHMP/13099)

□ 일본

 ᄋ 2013년, 블록공중합체 미셀제제 개발에 대한 일본 후생노동성과 유럽의약품청의 공동 검토 보고서

   ▪ ブロック共重合体ミセル医薬品の開発について厚生労働省／欧州医薬品庁の共同リフレクション・
ペーパー(案) (EMA/CHMP/13099/January 2013)

□ 한국

 ᄋ KPC 제4개정에 리포좀화 독소루비신염산염 원료 및 수성현탁주사액, 리포좀화 암포테리신 B 원료가 

등재되었으나, 나노물질 특성이 아닌 일반의약품 품질 기준규격 수준으로 설정한 시험항목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 필요 

 ᄋ 식품의약품 분야 나노안전관리 기본계획(‘11-‘13년)에 따라 나노의약품이 아닌 무기 나노물질 

SiO2, ZnO 등에 대한 물질특성,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연구 

  미국, 유럽, 일본에서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나노의약품의 특성평가 등 규제 대상영역 및 특성평가 

분석기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나노의약품의 크기, 분포의 결정

2. 조영제의 시간에 따른 분포상 안정성

3. 생체내 장애물(생체막, 친화성, 기전, 분해)에서 약물전달의 이해

4. 나노입자의 유해성 및 장점의 예상 모델 개발

5. 새로운 PK 모델 및 파라미터의 개발

6. 새로운 물질의 기준 및 비교물질

7. 나노의약품 시험법

 표4. 나노의약품의 특성평가 등 규제 대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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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세부특성 분석기술 KP USP, EP, JP

형상

크기(1차 입자), 입도분

포, 분자량, 구조/모양, 

안정성(3차 구조)

XRD, NMR, HPLC, 

DLS, GPC, SEM, TEM, 

AFM,  AUC, FFF, 

DMA, SLS  

XRD, NMR, HPLC, XRD, NMR,  DLS, 

GPC, HPLC, SEM

표면

표면적, 표면전하, 제타

전위, 표면코팅 구성, 

표면코팅정도, 표면반

응성, 표면핵 상호작용, 

토폴로지

FTIR, NMR, AAS, 

ICP-MS,  TGA

BET, SPM, GE, LDE, 

ESA, PALS, XPS, MS, 

RS,  AFM, AUC, 

FTIR, NMR, AAS, 

Titration Methods, 

TGA

FTIR, NMR, AAS, 

ICP-MS, Titration 

Methods, TGA, 

GE, MS, RS, BET

화학적 

성상

화학적 조성(핵, 표면), 

순도, 안정성, 용해도, 

구조, 결정성, 촉매작용

AAS, FTIR, NMR, 

HPLC, DSC XRD, 

ICP-MS, RS, XPS, MS, 

AUC, 등 

AAS, FTIR, NMR, 

XRD, HPLC

AAS, FTIR, NMR, 

XRD, HPLC, DSC, 

ICP-MS, RS  

기타
약물 봉입량, 체외방출

시험, 변형성 

MS, HPLC, UV-VIs, 

AFM, DMA(2) 등
MS, HPLC, UV-VIs MS, HPLC, UV-VIs

* 미국 FDA 나노의약품 DB 입력 시 기재하는 나노물질 특성평가 분석기술 사례   

 표5. 나노의약품의 특성평가 분석기술 비교

  오늘날 나노의약품을 비롯하여 의약품 마케팅 및 허가심사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FDA에 나노

기술이 적용된 신약의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2. 미국FDA 나노의약품 신약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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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노의약품 평가체계 구축 연구(안)

  나노의약품 평가연구의 필요성, 사업규모, 연도별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개요

  ᄋ (연구목적) 나노의약품의 안전관리 평가 체계 구축

   - 나노의약품의 규제기준, 품질․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 확립 등을 통해 글로벌 나노의약품 제품화 촉진 

체계 구축 

  ᄋ (지원기간) 2015 - 2018년

   - 나노기술기반 의약품 개발 및 평가 기획연구(‘05년)

   - 나노의약품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 개발연구(’16-‘18년) 

  ᄋ (주요내용) 산․학․관 연계 나노기반 의약품 제제기술개발 및 글로벌 개량신약 창출   환경 구축

   - 산․학․관 전문가로 나노의약품 개발 협력체 구성․운영 및 평가기술 조사연구

   - 나노의약품의 품질기준, 안전성 및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 기술 개발

 □ 사업 필요성

  ᄋ (문제점) 우리나라는 나노기술(nanotechnology)을 기반으로 한 인체 치료용 나노소재 개발이 나

노센서, 나노칩, 진단의학 등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 나노의약품 개발은 학술적 연구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이 나노의약품 평가 가

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ᄋ (필요성) 나노의약품의 글로벌 규제기준 선점 경쟁이 진행 중이다.

   -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나노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준 지침을 공동 개발

    * 미국은 ‘11년 가이던스 발표, 유럽과 일본은 ’13년 나노의약품 미셀제제 평가가이드라인

(안) 공동 개발 발표

   - 국내 제약업계의 나노기술기반 의약품 제제기술인 난용성약물 가용화, 약물방출제어 전달, 약물 

안정화, 나노캐리어 제조 등 기술력 보유

     * 나노기술기반 의약품 허가: 제넥솔피엠('01년, 항암제), 나녹셀엠(‘12년, 항암제)

     * 국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제1-2기 ‘01-’10년, 제3기 ‘11-’20연) 수립, 나노기술 선도

국가로 진입 추진

   - 식․의약품분야 나노안전관리 기본계획(‘11-’13년)수립 추진

    * 나노물질(SiO2, ZnO 등)에 대한 물질특성,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연구

 □ 사업 규모 

  - 지원규모 : 총 10,000 백만원 (’15년 400 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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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기술개발

⁃ 나노기술 응용 의약품 평가체계 구축 기획연구 4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나노의약품 평가기법 확립 50

⁃ 나노의약품 평가법 표준화 및 국제조화 추진 10

⁃ 임상시험을 통한 나노의약품 평가지침 검증 36

총사업비
100

연도별 투자계획

‘15 ‘16 ‘17 ‘18

4 30 30 36

 표5. 사업추진규모 및 사업비 총괄

연도 연구 주요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2015

ㅇ나노기술기반 의약품 개발 및 평가 기획연구

 - 나노의약품 평가협의체 등 인프라 구축, 외국 규제기관 정보 조사

 - 국내 산학연 기술 연구 현황조사‘ 실용화 후보 평가기술 발굴 등 중장기 

연구 세부계획 수립 

400

2016
ㅇ나노의약품의 평가기준 등 연구(I)

 - 나노의약품 종류, 표면, 분포, 구조 등 품질특성 및 특성평가 기준
3,000

2017
ㅇ나노의약품의 평가기준 등 연구(II)

 - 나노의약품의 생체 내·외 동태(PK/PD)시험 및 임상시험 등
3,000

2018

ㅇ나노의약품 실용화 지원 및 평가지침 연구

 - 나노의약품의 인체 PK/PD, 표적방출 유효성 등 평가 확립

 - 나노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확립 제시

3,600

 표6. 연도별 연구내용 및 예산투자계획(안)

 

□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개발이 초기단계로 제품을 특성별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제공 및 국제적 평가기준에 선제적 대응 

 - 국내 나노의약품 개량신약 개발 촉진

  ※ 국내에서 개발한 Genexol-PM®(Samyang)이 polymeruc-micellar paclitaxel로 승인되어 

Nanotherapeutics로 미국 NCI, FDA 등 홈페이지 소개되어 있음

 - 허가심사 평가기준의 사전검토 제공으로 나노의약품의 심사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나노의약품 연구 개발 촉진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 기대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7월까지 국내 나노의약품 연구 전문가 현황 파악, R&D사업예산 설명 확보 

 - 2014년 12월까지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관련 자료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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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Cattle Gallstone is a stone formed in the gall sac of Bos taurus Linn� var. domesticus 

Gmelin (Bovid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test items of Cattle 

Gallstone described in Korean Pharmacopoeia from first to 10th edition and the result of 

the identification test, the purity test and assay met the requirements of Korean 

Pharmacopoeia (10th Edition) for Cattle Gallstone. 

Key words  Cattle Gallstone, Korean Pharmacopoeia, change of standards

우황(牛黃, Cattle Gallstone)은 소 Bos 

taurus Linné var. domesticus Gmelin (소과 

Bovidae)의 담낭 중에 생긴 결석으로 달걀모양

이거나 구형에 가깝거나 삼각형 또는 네모기둥 

모양인 것이 많고, 크기는 일정치 않으며 소수

는 원통모양 또는 부서진 조각이며, 지름 0.6 

∼ 4.5 cm이다 (Fig. 1). 바깥면은 붉은색 내

지 황갈색이고, 어떤 것은 바깥면에 “오금의 

(烏金衣, Black golden clothing)”라는 검은

색의 빛나는 박막이 덮여있다. 우황물은 손톱을 

노랗게 지속적으로 물들이는 특징이 있다.1-3), 

19)  주요 약리작용은 진경・진정작용으로 코카

인이나 카페인에 의한 중추항진에 길항한다. 조

혈작용으로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한다. 콜산칼

슘은 지속적인 혈압강하작용이 있으며 빌리루

빈은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물추출물에서 

분리된 타우린은 심수축 및 항진에 의한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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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cription of Cattle Gallstone

원산지 건수
결합형빌리루빈 함량 (%) 

최저값 ∼ 최고값 (평균 ± 표준편차)

카자흐스탄 46 23.8 ∼ 53.6 % (35.2 ± 7.3)

우간다 30 30.0 ∼ 42.4 % (37.1 ± 3.0)

콜롬비아 28 28.9 ∼ 53.6 % (39.8 ± 5.9)

브라질 22 21.7 ∼ 42.6 % (34.5 ± 4.3)

우즈베키스탄 14 16.8 ∼ 51.2 % (36.1 ± 8.9)

호주 등 4개국 5 13.3 ∼ 38.3 % (31.7 ± 9.3)

소계 145

Table II. The number of imported Cattle Gallstone and the results of assay of 

conjugated bilirubin in the Cattle Gallstone 

연도 수량 (kg) 금액 (US$)

2011년 755 12,827,040

2012년 604 14,554,949

2013년 646 14,886,316

평균 668 14,089,435

Table I. The amount of imported 

Cattle Gallstone (2011-2013)

우황은 대한약전 초판부터 제 10개정까지 수재

되었으며 그 규격의 변화는 Table IV, V 및 

VI과 같다.1), 5-13)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 수입된 우황의 평균 수입량은 

668 kg (US$ 14,089,435)이며14) 한국의약품시험

연구원에서 품질검사한 우황은 145건으로 카자

흐스탄 등 9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Table 

I, II).  

우황은 사향 다음 고가한약재로 위조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황의 품질은 산지에 따라 

달라 오스트리아 산의 것이 질이 좋으며, 다음

에 남미(유럽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미 

산의 것일는지도 모른다), 북미산의 것이며, 인

도산은 열품이다.15) 위품인 위제우황 (僞製牛

黃)은 도료, 황토, 타동물의 담결석, 수지, 전

분, 왁스, 가소성 고분자화합물, 황련색소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16) 천금방약주(千金方藥

註)에는 「포황을 우교(牛膠)로 섞어 위조한

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울금을 섞어 

덩이로 한 경우도 있다. 또 백니 (白泥)를 우담

즙에 섞어 응고 형성하여 위조하는 것도 있

다.15) 우황의 규격설정이 위품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한약전에서도 

개정 때 마다 규격이 강화 되었으며 이 연구에

서는 현재의 규격이 우황에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위조품과의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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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회분 유리빌리루빈 정량법

KP
1)정색반응

2)침전반응

1) 울금, 강황

2) 합성색소

3) 전분

4) 백당

-
10.0%

이하

결합형빌리루빈 20.0% 이상 

(HPLC)

JP
1)정색반응

2)침전반응

1) 합성색소

2) 전분

3) 백당

-
10.0%

이하
12.0% 이상(중량법)

ChP

(1)정색반응

(2)정색반응

(3)TLC

(4)TLC

- 9.0%이하
10.0%

이하

흡광치 0.70 

이하 

(UV흡광도법)

(1)콜산 4.0%, 이상(HPTLC)

(2)빌리루빈 35.0% 이상 

  (UV흡광도법)

Table III. Comparison of the monographs of Cattle Gallstone in KP, JP and ChP. 

           

                          (1)                              (2)

   Fig. 2. Chemical structures of bilirubin (1) and cholic acid (2), main 

components of Cattle Gallstone.

를 위하여 설정한 순도시험에서 위조품과 대조

시험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황은 중국약전, 일본약전, 북한약전, 대만약전

에 각각 수재되어 있을 만큼 아시아권에서는 

매우 주요한 생약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

국 공정서 시험규격을 비교해보면1), 18-19) 시험

항목과 정량법의 함량기준과 시험방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Table III).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기기 – 시료로 사용한 우황은 한

국의약품시험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확인시

험 및 순도시험에 사용된 시약은 국내 외 특급 

및 일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박층판은 

Silica gel 60 F254 (0.25 mm, Merck) 

silica gel (230-400 msh, Merck)을 사용하였

다. 기기분석용 시약으로 클로로포름, 메탄올 

(Burdick & Jackson for HPLC, GC), 아세트

산(100) (J.T Baker for HPLC, GC)을 사용

하였고 물은 Milli-Q apparatus (Millipore, 

MA)를 사용하여 3차 증류수 제조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표준품으로는 빌리루빈 (WAKO, Japan), 쿠르

쿠민 (WAKO, Japan)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LC 촬영장치는 CAMAG REPROSTART3을 

사용하였으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치는 

Hitachi L-7000 series (Japan)의 UV 

detector로 구성된 system을 사용하였다. 칼

럼은 Nova-Pak C18 (3.9 ×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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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s2  s3  s4  s5  s6  s7  1   2   3   4   5

 Fig. 3. TLC chromatogram of Bile acids and Cattle Gallstone

 S1 : cholic acid,  S2 : hyodeoxycholic acid, 

 S3 : ursodeoxycholic acid,  S4 : chenodeoxycholic acid, 

 S5 : deoxycholic acid,  S6 : lithocholic acid, 

 S7 : standard mixture,  1 - 4 : Sample, 

 5 : Cattle Gallstone

waters)을 사용하였다. 

확인시험  대한민국약전 제 10개정 우황의 확

인시험에 따라 시험하였다 (Table IV). 따로 

이 연구에서는 우황 가루 및 샘플 각각 0.1 g

을 달아 각각 앰플에 넣고 2.5 mol/L 수산화나

트륨용액 3 mL를 넣어 밀봉하고 120 ℃에서 

4 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여 실온에서 식힌 다음 

내용물을 에테르 10 mL씩으로 3 회 추출하고 

에테르층은 버린다. 수층을 2 mol/L 염산으로 

pH 2 정도 되도록 한 다음 디클로로메탄 10 

mL씩으로 4 회 추출하고 디클로로메탄층을 합

하여 감압농축하여 잔류물에 메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하였고 콜산, 데옥시콜산,

우르소데옥시콜산, 케노데옥시콜산 및 히오데옥

시콜산 각각 10 mg을 달아 메탄올 1 mL를 넣

어 녹여 표준액으로 하였다. 검액 및 표준액 각

각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헵탄․아세트산에틸․부탄올․아세트산 혼합액 

(20 : 10 : 3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10 % 인몰리브덴산용액을 고르게 뿌리고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관찰하였

다.15) 우황 중에 콜린산과 데옥시콜린산을 함

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순도시험  대한민국약전 제 10개정 우황의 순

도시험에 따라 시험하였다 (Table V). 

정량법 대한민국약전 제 10개정의 우황의 정량

법에 따라 우황 중 결합형빌리루빈을 정량하였

다 (Table VI,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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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험방법

1-2

1) 이 약의 가루 소량을 무수초산 1㎖ 중에 넣고 진한 황산 2방울을 넣은 무수초산 0.5㎖를 넣어 방치할 때 처

음에는 등적색을 나타내고 다음에는 어두운 등색으로부터 어두운 적갈색으로 변한다 (리이베르만반응).

2) 이 약 10㎎을 달아 진한 염산 1㎖ 와 에텔 10㎖를 넣어 잘 흔들어 에텔층이 황갈색으로 되었을 때 이것을 

딸아 내어 수산화바륨시액 5㎖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황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비릴루빈).

3

1) 이 약의 가루 100㎎을 무수초산 1㎖에 띄우고 황산 2방울을 넣은 무수초산 0.5㎖를 넣어 방치할 때 처음에

는 황색을 띤 적색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어두운 황적색에서 어두운 적갈색으로 변한다.

2) 이 약의 가루 10㎎에 염산 1㎖ 와 클로로포름 10㎖를 넣어 잘 섞고 클로로포름층이 황갈색으로 되었을 때 

이것을 취하여 수산화바륨시액 5㎖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황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4-6

1) 이 약의 가루 0.1g에 석유에텔 10㎖를 넣어 3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잔류물을 석유에텔 10㎖로 

씻는다. 잔류물 10mg을 달아 무수초산 3㎖를 넣고 1～2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무수초산 0.5 ㎖에 황산 2 방

울을 넣은 혼합액을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황적색 ～ 진한 적색을 나타내고 뒤에는 어두운 적자색을 거쳐 

어두운 적갈색으로 변한다.

2) 이 약의 가루 10mg에 클로로포름 10㎖를 넣어 잘 흔들어 섞고 클로로포름층이 황갈색으로 될 때 이것을 따

로 취하여 수산화바륨시액 5㎖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황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7-10

1) 이 약의 가루 0.1 g을 달아 석유에테르 10 mL를 넣어 3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잔류물을 석유에

테르 10 mL로 씻는다. 잔류물 10 mg을 달아 아세트산탈수물 3 mL를 넣고 1 ~ 2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아

세트산탈수물 0.5 mL에 황산 2 방울을 넣은 혼합액을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황적색 ~ 진한 적색을 나타

내고 뒤에는 어두운 적자색을 거쳐 어두운 적갈색으로 변한다.

2) 이 약의 가루 10 mg을 달아 클로로포름 1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클로로포름 추출액은 버린다. 

잔류물에 염산 1 mL 및 클로로포름 1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고 클로로포름층이 황갈색으로 될 때 이것을 

따로 취하여 수산화바륨시액 5 mL를 넣고 흔들어 섞으면 황갈색 침전이 생긴다.

Table IV. The history of change of Identification Test in Korean Pharmacopoeia

개정 시험방법

1-2 지방 이 약의 소량을 약한 불위에 끄슬릴 때 곧 녹지 않아야 한다.

3-6 -

7
1) 울금, 강황 등의 가루가 섞여 있으면 안된다.

2) 소, 돼지 쓸개즙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8-10

1) 울금, 강황 이 약의 가루 0.1 ｇ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에서 30 분 간 가온

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을 증발농축하여 1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쿠르쿠민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에 녹여 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

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아세트산에틸·물·아세트산(100)혼합액(100 : 30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검액은 표준액

의 반점과 같은 위치에서 노란색의 형광 반점을 나타내지 않는다.

2) 합성색소  이 약의 가루 2 mg을 달아 묽은염산 1 mL를 넣을 때 액은 보라색을 띠지 않는다.

3) 전분  이 약의 가루 5 mg을 달아 물 2 mL를 넣고 수욕에서 5 분 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여기에 요오드시

액 2 〜 3 방울을 넣을 때 액은 청자색을 띠지 않는다.

4) 백당  이 약의 가루 20 m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15 분 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1 mL에 

안트론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진한 청록색 〜 어두운 녹색을 띠지 않는다.

Table V. The history of change of Purity Test in Korean Pharmacopoeia

83

KP Forum Vol.11, No.1 (2014)



개정 시험방법

1-2 -

3-5

성분함량 이 약의 가루 약 0.5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넣고 석유에텔 50㎖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상에서 2시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은 여과지와 함께  앞의 플라스크에 넣고 염산 2㎖ 및 클

로로포름 40㎖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상에서 1시간 가온한 다음 미리 무게를 단 플라스크에 여

과한다. 여과지는 소량의 클로로포름으로 씻고 씻은 액과 여액을 합하여 클로로포름을 유거한 다음 잔류

물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한 다음 그 무게를 달 때 그 양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

6

정 량 법  조작은 될 수 있는 한 빛을 피하여 빨리 한다. 이 약의 가루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300 ml 플라

스크에 넣고 클로로포름 10 ml 씩으로 3회 추출하여 모든 클로로포름추출액은 버린다. 잔류물을 클로로포

름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욕상에서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묽은염산(1→5) 10 ml 및 클로로포름 70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61 ± 2 ℃ 수욕상에서 1.5시간 가온한다. 식힌 다음 이 혼합액을 분액깔대

기에 옮기고 플라스크 내부를 소량의 클로로포름으로 씻어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1시간 방치하여 분리되는 

클로로포름층을 취한다. 물층은 다시 클로로포름 5ml씩 3회 추출한다. 모든 클로로포름추출액을 모아 무수

황산나트륨 5 g 을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에 클로로포름을 넣고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빌리루빈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액의 빌리루빈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결합형빌리루빈 (C33H36N4O6)의 양(mg) = 표준품의 양(mg) x  S
T

조작조건

검출기 : 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436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 의 옥타데실실릴화한 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메탄올·물·초산혼합액(900 : 98 : 2)

유  량 : 빌리루빈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조절한다.

7-10

정 량 법  조작은 될 수 있는 한 빛을 피하여 빨리 한다. 이 약의 가루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300 mL 플라

스크에 넣고 묽은염산(1 → 5) 10 mL 및 클로로포름 200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61 ± 2 ℃ 수욕

에서 90 분 간 가온한다. 식힌 다음 이 혼합액을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플라스크 안을 소량의 클로로포름으

로 씻어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10 분 간 방치한 다음 분리되는 클로로포름층을 취한다. 물층은 다시 클로로

포름으로 추출한다. 모든 클로로포름추출액을 모아 무수황산나트륨 5 g 을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에 클로로포름을 넣고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총빌리루빈의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 약의 가루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 200 mL를 넣고 녹여 여과한 액을 유리빌리루빈의 검액으로 한다. 따로 

빌리루빈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

준액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2 
S

T 
A

A
 (mg) 양  표준품의빌리루빈(mg)  양  유리빌리루빈의  또는  총빌리루빈

결합형빌리루빈 (C33H36N4O6)의 양(mg) = 총빌리루빈의 양(mg) - 유리빌리루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436 nm)

칼  럼 : 안지름 약 4 〜 6 mm, 길이 15 〜 30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 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메탄올·물·아세트산혼합액(900 : 98 : 2)

유  량 : 빌리루빈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조절한다.

시스템적합성 *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빌리루빈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5 % 이하이다.

  * : 10개정에 추가된 내용임. 

Table VI.  The history of change of Assay in Korean Pharmacopo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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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conditions

Column Nova-pak
(3.9 ㎜ × 150 ㎜, 5㎛)

Column temp. 25 ℃

wavelength UV 436 nm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

Mobile Phase
메탄올·물·아세트산 혼합액
 (900 : 98 : 2)

Table VII. HPLC analytical conditions of 

Cattle Gallstone

결과 및 고찰

확인시험 – 대한민국약전의 규격 변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시험은 대한민국약전 초판부

터 제10개정까지 2개의 정성시험이 수재되어 

있다. 1) 항은 Liberman-Burchard 반응으로 

cholesterin 및 cholic acid 등 담즙산류을 정

색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제4개정부터는 석

유에테르를 넣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과정

이 추가 되었다. 2) 항은 빌리루빈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초판부터 제6개정까지 총빌리루

빈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나 제7개정부터 먼저 

클로로포름으로 씻어서 우황 중 유리빌리루빈

을 제거하는 과정이 추가되었고 잔류물에 염산

을 넣어 결합형빌리루빈 (conjugated 

bilirubin)을 가수분해하여 불용성 바륨염 침전

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Table III). 

따로 본 연구에서 우황성분 중 담즙산을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우황 중에 

콜린산과 데옥시콜린산을 함유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Fig. 3).

1)  진한 적색을 나타내다가 어두운 적자색을 

거쳐 어두운 적갈색으로 변하므로 시료 중에 

담즙산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 

1)).

2) 연한 황갈색의 침전이 형성됨에 따라 시료중

에 결합형 빌리루빈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Fig. 4. 2)).

      

             1)               2)

   Fig. 4. Results of Identification test 

1),2) of Cattle Gallstone 

순도시험 – 순도시험은  의약품중의 혼재물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시험중 하나

이다. 우황의 경우 대한민국약전 제1개정, 2개

정에는 지방을 수재하고 있었으나 3개정에서 

삭제되었고 제7개정에 2개의 항목이 신설되었

으며 제8개정부터 울금・강황의 혼입여부를 확

인하는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등 4개의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었다

(Table V). 1) 항은 강황・울금가루가 혼입되

었을 경우 지표성분인 쿠르쿠민을 사용하여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며 2) 

항은 도료 등의 합성색소를 확인하여 선별하는 

방법이다. 3) 항 전분의 경우 위조를 만들거나 

중량을 늘린 우황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약재 품질검사시 검출된 경우가 있었다. 4) 항 

백당의 경우 안트론시액과 반응하여 검출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한약재

로 수입된 145건 중 6건이 검출되었다.

 1) 울금, 강황 : 박층판을 자외선 (365 nm)

에서 관찰하였을 때 쿠르쿠민 표준액의 반점이 

검출되지 않았다 (Fig 5. 1)). 

85

KP Forum Vol.11, No.1 (2014)



 2) 합성색소 :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고 진한 

갈색이 나타났다 (Fig 5. 2)). 

 3) 전분 : 여액에 요오드시액 1 ~ 2 방울 떨

어뜨렸을 때 청자색으로 변하지 않았다 (Fig. 

5. 3)). 따로 우황 시료 10개와 감자전분을 가

지고 순도시험 3) 전분 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 

요오드시액 반응 후 1개의 시료에서 청자색이 

나타났으며 감자 전분도 청자색을 나타냈다

(Fig. 6).   

 

쿠르쿠민 우황

   

     1)       2)        3)        4)

 Fig. 5. Results of Purity test 1), 2), 

3), 4) of Cattle Gallsto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⑩        ⑪ 

Fig. 6. Results of Purity test [3) 

Starch] of  Cattle Gallstone and 

potato starch 

 ① Distilled water
 ②∼⑪ Cattle Gallstone samples
 ⑫ Iodine TS
 ⑬ Potato starch

 4) 백당 : 여액 1 mL에 안트론시액 2 mL를 넣

고 흔들어 섞을 때 진한 청록색 ~ 어두운 녹색

을 띠지 않고 황녹색을 나타내었다 (Fig 5. 4)).

따로, 우황 시료 10개와 백당용액 (500μg/g)

을 가지고 순도시험 4) 백당을 시험한 결과 안

트론시액을 넣었을 때 1개의 우황시료와 백당

용액에서 진한 녹색을 나타냈다. 따로 백당용액 

1,000μg/g, 500μg/g, 100μg/g, 10μg/g 및 

대조액(증류수) 1 mL에 안트론시액 2 mL를 

넣어 백당용액의 농도에 따라 반응결과가 다르

게 나타남에 따라 구별됨을 알 수 있었다 (Fig.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Fig. 7. Results of Purity test [4) 

Sucrose] of  Cattle Gallstone 

① Distilled water, 
② Distilled water + anthron TS 
③∼⑫ Cattle Gallstone samples
⑬ Sucrose solution(500 μg/g) 
⑭ Anthron TS 
 Distilled water 
 Distilled water + anthron TS 
 Sucrose solution(10 μg/g) + anthron TS
 Sucrose solution(100 μg/g) + anthron TS
 Sucrose solution(500 μg/g) + anthron TS
 Sucrose solution(1000 μg/g) + anthron TS  
 Anthron TS

정량법 – 제3개정부터 「성분함량」이란 이름

으로 신설되었으며 석유에테르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 잔류물을 염산과 클로로포름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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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PLC chromatogram of total 

bilirubin and free bilirubin of Cattle 

Gallstone 

여 총빌리루빈을 중량법으로 구하는 시험방법

이 설정되었다. 제6개정에서는 클로로포름으로 

유리빌리루빈을 제거한 다음 묽은염산과 클로

로포름을 이용하여 결합형빌리루빈의 함량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는 방법으

로 개정되었다. 제7개정부터는 총빌리루빈과 

유리빌리루빈의 함량을 각각 구한 다음 결합형

빌리루빈의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정되

었다. 제10개정에서는 시스템적합성이 추가되

어 신뢰성이 확보하는 시험방법으로 개정되었

다. 빌리루빈 표준액은 3개의 피크로 나타나며 

총빌리루빈은 2개의 피크가 나타나고 유리빌리

루빈은 작은 피크 1개가 검출되었다 (Fig. 8). 

함량은 총빌리루빈에서 유리빌리루빈 함량을 

빼서 결합형빌리루빈으로 35.8 % 함량을 구하

였다. 

결  론

확인시험 1) 항의 반응결과 우황은 액의 색이 

적갈색으로 변함에 따라 담즙산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확인시험 2) 항의 결과 침전이 

생성됨에 따라 결합형 빌리루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도시험 1) 항의 울금·강황의 시험

결과인 박층크로마토그램에서 쿠르쿠민 표준품

과 동일한 반점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 합성

색소항에 따른 시험한 결과 합성색소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 전분 항의 시험결과 10개 

시료 중 1개의 시료와 감자전분이 요오드시액

과 반응하여 청자색으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4) 백당 항에서 10개 시료 중 1개

의 시료추출액이 안트론시액에 반응하여 진한 

녹색이 나타냈다. 백당용액 500μg/g 의 정색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로 백당을 농도

별로 제조한 용액에 안트론시액을 넣은 결과 

백당으로 100μg/g 해당 용액부터 녹색으로 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우황은 결합형빌리루빈 함량이 35.8 %으

로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규격시험의 개정 변천 

내역과 규격시험 적용 사례의 정색 사진, 박층

크로마토그램 및 액체크로마토그램은 관련 기

관에서 우황의 품질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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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Q3D 금속불순물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금속불순물은 합성 중 의도적 첨가 또는 오염(예: 제조설비로부터 오염되거나 원료의약품 중 

존재)에 의해 완제의약품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치료적 유익성이 없으므로 허용기준 이내에서 관리되어

야 한다. 현행 약전에서는 원료의약품 중 잔류, 혼입될 수 있는 금속류를 ‘총중금속’으로서 중금속시험

법에 따라 시험하며, 품목에 따라 납(Pb), 비소(As), 수은(Hg) 등을 개별 금속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속 별 특이성 및 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법으로 개별 금속불순물의 기준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ICH에서는 의약품 중 혼입, 

잔류할 수 있는 금속불순물(Elemental impurities)을 기준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ICH Q3D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금속불순물에 대한 독성자료 평가

 - 독성우려 금속의 1일 노출허용량(PDE, Permitted Daily Exposure) 설정

   * PDE는 모든 환자군(소아 포함)을 고려하여 평가, 설정

 - 완제의약품 중 금속불순물알 PDE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

 식약처에서는 2011년 6월부터 ICH Q3D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ICH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현황을 토대로 의견 개진 및 안건 논의 등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난 2013년 7월 ICH 홈페이지 및 ICH 국가별 규제기관 등을 통해 제2b단계 안이 공개되어 의견수

렴을 하였으며, 현재 USP 및 EP general chapter에 수재된 금속불순물과 기준이 일부 상이하였으나 

논의를 통하여 ICH Q3D 및 USP가 상호 조화되었고 2014년 9월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

이다.

미국약전은 General Chapter 중 <232> Elemental impurities-limits, <233> Elemental impurities 

-procedures 신설 및 시행(2012.12)되었고, General notice 개정을 통한 전체 각조 적용 및 각조 중 

<231> Heavy metal 삭제는 당초 2014.5로 예정하였으나 ICH Q3D와의 조화를 위하여 연기되었다.

유럽약전은 General Chapter 중 5.20. Metal catalysts or metal reagents residue, 2.4.20 

Determination of metal catalyst or metal reagent residue 신설(2012.4) 및 시행(2013.4)되었다. 

5.20.은 Guideline on the Specification Limits for residues of metal Catalysts or Metal 

Reagents (EMA, 2008)에 따른 것으로 현재 Q3D와 일부 상이하나 Q3D 가이드라인 시행 시 폐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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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 Mapping

  ICH의 PDG에서 논의되었으며 stage 4에 이른 Official Inquiry Stage 4의 draft로써 Peptide 

Mapping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각 약전의 포럼에 관련 내용을 수

록하였다. USP에서는 forum 40(3) <1055> Biotechnology-Derived Articles—Peptide Mapping, 

JP에서는 forum Vol.23 No.2(june, 2014)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부분에 ①Peptide 

Mapping을 수재하였다. 여기에서는 mass spectometry 같은 현대적 방법을 사용하는 peptide 

mapping을 서술하였으며 특히 biotechnology-derived articles의 확인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

인시험에서 시험법의 선택 및 개발을 위한 flow diagrams을 소개하고 있다. 

< Use of the Peptide Map for Identity Tes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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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전포럼(U.S.PHARMACOPEIAL FORUM)

Spectroscopy 관련 변경

  USP는 forum 40(1)의 Stimuli article에 “An Alignment of Concepts and Content across the 

Spectroscopy General Chapters in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National Formulary 

(USP-NF) ”를 수재하였다. 이에 따라 <852>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에서 정확도, 정밀

도에 관한 요구사항 개정, <853> Fluorescence Spectroscopy, <854> Mid-Infrared Spectroscopy 

및 <857>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항의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또한 관련된 information으로서 <1852>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 <1853> Fluorescence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 <1854> Mid-Infrared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 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Dissolution관련 개발 및 Validation의 재정비

  <1092> The Dissolution Procedure: Development and Validation에서 용출시험의 개발 및 밸리

데이션에 관한 전반을 재조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Stimuli의 “Revision of The Dissolution 

Procedu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1092>”에 소개하고 있다. 시험법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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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Oral Daily
Dose PDEa

a 
(µg/day)

Parenteral Daily
Dose PDE
(µg/day)

Inhalational Daily
Dose PDE
(µg/day)

LVP Component
Limit
(µg/g)

Cadmium 25 5.0 1S (USP38) 2.5 1.5 3.4 1S (USP38) 0.25

Lead 5 5.0 1S (USP38) 5 5.0 1S (USP38) 5 5.0 1S (USP38) 0.5

Inorganic arsenicb 1.5 15 1S (USP38) 1.5 15 1S (USP38) 1.5 1.9 1S (USP38) 0.15 1.5 1S (USP38)

필요한 예비평가 및 기기사용(automation)에 관한 섹션을 추가로 제안하였는데, 합격기준 항목에 새로

추가된 섹션인 Interpretation은 용출시험의 결과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Organization of Current Chapter versus Proposed Revision of Chapter

Current Chapter Proposed Chapter

1. Preface 1. Introduction

2. General Comments 2. Preliminary Assessment

3. Medium 3. Method Development

4. Apparatus/Agitation 4. Analytical Finish

5. Study Design 5. Automation

6. Assay 6. Validation

7. Validation 7. Acceptance Criteria

8. Acceptance Criteria —

HPTLC의 소개

  <202> Identification of Fixed Oils by Thin-Layer Chromatography 는 EP의 2.3.2 

Identification of fatty oils by thin-layer chromatography 챕터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을 강화하였으며, HPTLC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3>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Procedure for 

Identification of Articles of Botanical Origin 이 신설하였다. HPTLC는 식물유래 성분의 확인을 위

해 사용되며, 그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유연물질이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분석학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관련 information chapter로는 <1064> Identification of Articles of 

Botanical Origin Using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ic Procedure를 함께 게시

하였다. 

Elemental Impurities

  <232> Elemental Impurities 의 한도 기준을 의약품 국제협력조화회의 (ICH) Q3D의 기준을 부분

적으로 수용하여 경구투여, 주사제, 흡입제 및 수액제 등에서 일일허용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1일부터 USP-NF의약품각조 및 일반시험법에서 중금속항을 삭제할 계획이며 대신 

원소불순물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내용은 USP forum 39(1)의 stimuli ”Elemental Impurities 

in Pharmaceutical Waters”에 게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31> Heavy Metals은 삭제 예정이며 <232> Elemental Impurities—Limits와 <233> 

Elemental Impurities—Procedures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 <251>Lead에서 Standard Lead 

Solution에 대한 참조들을 재조정하고 <231> Heavy Metals와의 연관성을 introduction에서 삭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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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Oral Daily
Dose PDEa

a 
(µg/day)

Parenteral Daily
Dose PDE
(µg/day)

Inhalational Daily
Dose PDE
(µg/day)

LVP Component
Limit
(µg/g)

Inorganic mercuryb 15 1.5 1.5 1.2 1S (USP38) 0.15

Iridium 100 10 1.5 1.0

Osmium 100 10 1.5 1.0

Palladium 100 10 1.5 1.0 1S (USP38) 1.0

Platinum 100 10 1.5 1.0

Rhodium 100 10 1.5 1.0

Ruthenium 100 10 1.5 1.0

Chromium —c —c
25 2.9 1S (USP38) —c

Molybdenum 100 180 1S (USP38) 10 90 1S (USP38) 10 7.6 1S (USP38) 1.0 9.0 1S (USP38)

Nickel 500 600 1S (USP38) 50 60 1S (USP38) 1.5 6.0 1S (USP38) 5.0 6.0 1S (USP38)

Vanadium 100 120 1S (USP38) 10 12 1S (USP38) 30 1.2 1S (USP38) 1.0 1.2 1S (USP38)

Copper 1000 1300 1S (USP38) 100 130 1S (USP38) 100 13 1S (USP38) 10 13 1S (USP38)

a  PDE = Permissible daily exposure based on a 50-kg person.
The weight adjustment assumes an arbitrary adult human body weight for either sex of 50 kilograms (kg). 

This relatively low weight provides an additional safety factor against the standard weights of 60 or 70 kg 
that are often used in this type of calculation. It is recognized that some adult patients weigh less than 50 
kg; these patients are considered to be accommodated by the built-in safety factors used to determine a 
PDE. If the metal was present in a formulation specifically intended for pediatric use, an adjustment for a 
lower body weight would be appropriate. 1S (USP38)

b  See Speciation section.
c  Not a safety concern.

Will be included in a future informational chapter. 1S (USP38)

Organic Impurities

  USP Forum 40(3)의 Stimuli에는 유기불순물과 관련된 general chapters <476> Organic 

Impurities in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및 <1086> Impurities in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에 따라, USP 원료 및 제품 각조에서의 유기불순물 Modernization에 관한 내용을 

수재하고 있다. 

  <476> Organic Impurities in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는 monograph 

modernization의 일환으로 <1086>의 update와 함께 organic impurity test에 대한 신규 챕터로 설정

하였으며 유기불순물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확실히 하여 적절한 control을 돕기 위해 설정되었다. 현재 

설정된 <466>의 Ordinary Impurity는 점점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general chapter에서 제외할 예정이

다. 

  <467> Residual Solvents, <232> Elemental Impurities—Limits, <233> Elemental Impurities—
Procedures 이 의약품 각조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면 <476> Organic Impurities in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은 신규로 수재하는 의약품각조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일종의 missing test로 유기

불순물에 대한 보완시험(complementary testing)이 필요한 시험이다. USP는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여 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Depyrogenation & Sterilization

  <1228> Depyrogenation 은 <1229> Sterilization of Compendial Articles에 <1211> 

Sterilization-Chemical and Physicochemical Indicators and Integrators의 일부를 더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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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로 만들었으며 depyrogenation의 총체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depyrogenation의 다른 means, 

적적한 방법, depyrogenation의 validation, 일반적인 process control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소개

한다. 또한 이의 보완 챕터로서 Dry Heat Depyrogenation의 총체적인 과정과 일반적인 과정관리, 및 

validation에 대해 소개하는 <1228.1> Dry Heat Depyrogenation을 제안하고 있다. 

  <1229> Sterilization of compendial articles에는 세부내용으로서 <1229.1> Steam sterilization 

by direct contact, <1229.2> Moist heat sterilization of aqueous liquids, <1229.3> Monitoring 

of bioburden, <1229.4> Sterilizing filtration of liquids, <1229.6> Liquid-phase sterilization, 

<1229.7> Gaseous sterilization, <1229.8> Dry heat sterilization, <1229.10>Radiation 

sterilization를 information으로서 수재하고 있다. 여기에 USP Forum Vol.38(2)의 Stimuli vapor 

sterilization system에 <1211>의 일부를 분리하여 구성한 챕터로서 <1229.11> Vapor Phase 

Sterilization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이 챕터는 vapor phase sterilization과 그 validations에 대한 총

괄적인 소개한다. 

  그밖에 <161> Transfusion and Infusion Assemblies and Similar Medical Devices에서 bacterial 

endotoxin이나 pyrogen of sterile을 측정하거나 심혈관조직, 림프조직, 뇌척수액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접촉하는 nonprogenic 부품이나 기기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Good Cascade Impactor Practice (GCIP)

 적합성 보증(공기 역학 입자크기 정확성)의 주요 수단으로서 케스케이드 임펙터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

지 측정의 지속적인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위한 사항이다. GCIP 스테이지 측정법은 good 

laboratory practice로서 사용될 수 있고, 표준 운영절차를 정하는 데에 기초로서 쓰일 수 있다. 

Scheme for the 

application of stage 

mensuration to 

confirm suitability 

of use for 

compendial CI 

apparatuses. 

N.B: “in use check” 

frequency is 

determined by 

frequency of 

impactor use and 

product/solvent 

characteristics.

GDP topics

  USP는 <1079>와 <1197>에 기초하여 GDP에 관한 새로운 시리즈로서 <1083> Good Distribution 

Practices를 제안하였다. 이 세가지 general chapter는 의약품원료 및 제품의 보관(storage),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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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ent), 분포(distribution), 배송(transportation)에 관계된 것으로 최초 입수의 시작부터 최종 사

용자까지의 공급은 물론 그 유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챕터는 세부시리즈 

<1083.1> Quality Management System, <1083.2> Environmental Conditions Management, 

<1083.3> Good Importation and Exportation Practices, <1083.4> Supply Chain Integrity and 

Security 로 나누어 main GDP topic으로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수재하였다. 

Inhalation Aerosol 에서의 spacer와 valved holding chamber

  <1602> Spacers and Valved Holding Chambers Used with Inhalation Aerosols 은 general 

chapter <601> Aerosol, Nasal Spray, Metered-Dose Inhalers, and Dry Powder Inhalers와 관련

된 챕터로 Inhalation aerosole의 사용에 광범위하게 서술된 spacer와 valved holding chamber에 대

해 언급한 것으로 USP Forum vol 37(4) Stimuli “In Vitro Assessment of Spacers and Valved 

Holding Chambers Used with Pressurized Metered-dose Inhalers: The Need for a USP 

Chapter with Clinically Relevant Test Methods”에 그 이론적 근거를 게시한 바 있다.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이번 Pharmeuropa 26.1 ~ 26.2에서는 대부분 각조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Pharmeuropa 26.2에

서 pH indicator를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 것으로 업데이트하고, 2.2.20 Potentiometric titration에서는 

자동적정기(autotitrator instruments)를 소개하고 수은함유전극(mercury-containing electrodes)에 

대한 참조를 삭제하였다. 2.5.32 Water: micro determination에서는 100 μg를 초과하는 수분의 측정

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기검증에 쓰일 수 있는 표준물질이 수재되었고 정확도 검증횟수의 유연성

(flexibility)를 높인 개정(안)이 수재되어 해당 의견을 받고 있다. 

일본약전포럼(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JP forum vol.23.no.2에서 JP17개정에 수재될 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 개정안을 게재하였다. JP 

생약의 중금속은 의약품각조에 수재된 기준에 따르지만, 가끔 개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23>원자흡광광도법, <2.63>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광분석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으로 

개별중금속의 양을 측정하여 적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는 ICH의 Elemental Impurities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95

KP Forum Vol.11, No.1 (2014)



U.S.Pharmacopeial Forum

Table of Contents
U.S.Pharmacopeial Forum Vol.40 No.1 Jan.-Feb. 2014

PROPOSED IRA
  Proposed IRA Intro Section
  GENERAL CHAPTERS
   <41> Balances (1-Jul-2014)
  USP MONOGRAPHS
   Tacrolimus Capsules (1-Jul-2014)

IN-PROCESS REVISION
  IPR Introduction
  GENERAL CHAPTERS
   <4> Mucosal Drug Products - Product Quality 

Tests [NEW] (USP38-NF33) 
   <51> Antimicrobial Effectiveness Testing 

(USP38-NF33) 
   <209>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Molecular 

Weight Determinations [NEW] (USP38-NF33) 
   <251> Lead (USP38-NF33) 
   <660> Containers - Glass (USP38-NF33) 
   <852>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NEW] 

(USP38-NF33) 
   <853> Fluorescence Spectroscopy [NEW] 

(USP38-NF33) 
   <854> Mid-Infrared Spectroscopy [NEW] 

(USP38-NF33) 
   <857>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NEW] 

(USP38-NF33) 
   <1066> Physical Environments That Promote Safe 

Medication Use (USP38-NF33) 
   <1092> The Dissolution Procedu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USP38-NF33) 
   <1152> Animal Drugs for Use in Animal Feeds 

[NEW] (USP38-NF33) 
   <1602> Spacers and Valved Holding Chambers 

Used with Inhalation Aerosols [NEW] 
(USP38-NF33) 

   <1852>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 [NEW] (USP38-NF33) 

   <1853> Fluorescence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 [NEW] (USP38-NF33) 

   <1854> Mid-Infrared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 [NEW] (USP38-NF33)

  REAGENTS, INDICATORS, AND SOLUTIONS
   Reagent Specifications
    Amyl Alcohol (USP38-NF33) 
    Beta-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USP38-NF33) 
    Chromatographic Solvent Hexane (USP38-NF33) 
    Dextran, Weight-Average Molecular Weight 

3,500,000 g/mol [NEW] (USP38-NF33) 
    Hexane, Solvent, Chromatographic (USP38-NF33) 
    Hydrocodone diol [NEW] (USP38-NF33) 
    Magnesium Nitrate (USP38-NF33) 
    Myristyltrimethylammonium Bromide [NEW] 

(USP38-NF33) 
    Polyethylene Glycol Standards with Molecular 

Weights of 960, 1960, 3020, 6430, and 12,300 
Daltons (g/mol) [NEW] (USP38-NF33)

   Test Solutions
    Lead Nitrate Stock Solution TS [NEW] 

(USP38-NF33) 
    Standard Lead Solution (USP38-NF33)
   Volumetric Solutions
    Lithium Methoxide, Fiftieth-Normal (0.02 N) in 

Methanol (USP38-NF33) 
    Perchloric Acid, Tenth-Normal (0.1 N) in 

Dioxane (USP38-NF33)
   Chromatographic Columns
    L## (Polyethylene Glycol 3350, Aquagel-OH40) 

[NEW] (USP38-NF33) 
    L## (Polyethylene Glycol 3350, TSKgel 

G-Oligo-PW) [NEW] (USP38-NF33) 
    L24 (USP38-NF33
  REFERENCE TABLES
   Container Specifications

96

KP Forum Vol.11, No.1 (2014)



    Containers for Dispensing Capsules and Tablets 
[NEW] (USP38-NF33)

   Description and Solubility
    Description and Solubility [NEW] (USP38-NF33) 
    Description and Solubility – I
  DIETARY SUPPLEMENT MONOGRAPHS
    Menaquinone-7 [NEW] (USP38-NF33) 
    Menaquinone-7 Preparation [NEW] (USP38-NF33)
  NF MONOGRAPHS
    Anethole (USP38-NF33) 
    Bentonite (USP38-NF33) 
    Purified Bentonite (USP38-NF33) 
    Calcium Propionate (USP38-NF33) 
    Cetyl Alcohol (USP38-NF33) 
    Corn Syrup (USP38-NF33) 
    Corn Syrup Solids (USP38-NF33) 
    High Fructose Corn Syrup (USP38-NF33) 
    Desoxycholic Acid (USP38-NF33) 
    Erythritol (USP38-NF33) 
    Magnesium Aluminum Silicate (USP38-NF33) 
    Myristyl Alcohol (USP38-NF33) 
    Hydrophobic Colloidal Silica (USP38-NF33) 
    Stannous Chloride (USP38-NF33)
  USP MONOGRAPHS
    Amiloride Hydrochloride (USP38-NF33) 
    Benzocaine (USP38-NF33) 
    Betaxolol Ophthalmic Solution (USP38-NF33) 
    Brinzolamide (USP38-NF33) 
    Brinzolamide Ophthalmic Suspension 

(USP38-NF33) 
    Cefotaxime Sodium (USP38-NF33) 
    Cloprostenol Sodium (USP38-NF33) 
    Cromolyn Sodium (USP38-NF33) 
    Cromolyn Sodium Inhalation Solution 

(USP38-NF33) 
    Cromolyn Sodium Nasal Solution (USP38-NF33) 
    Cromolyn Sodium Ophthalmic Solution 

(USP38-NF33) 
    Dexchlorpheniramine Maleate Tablets 

(USP38-NF33) 
    Dipivefrin Hydrochloride (USP38-NF33) 
    Dipivefrin Hydrochloride Ophthalmic Solution 

(USP38-NF33) 
    Dyphylline and Guaifenesin Oral Solution 

(USP38-NF33) 
    Epitetracycline Hydrochloride (USP38-NF33) 
    Ergotamine Tartrate and Caffeine Tablets 

(USP38-NF33) 

    Fluorometholone (USP38-NF33) 
    Fluorometholone Ophthalmic Suspension 

(USP38-NF33) 
    Flurbiprofen Tablets (USP38-NF33) 
    Formoterol Fumarate (USP38-NF33) 
    Histidine (USP38-NF33) 
    Indomethacin (USP38-NF33) 
    Latanoprost (USP38-NF33) 
    Levodopa (USP38-NF33) 
    Lindane Cream (USP38-NF33) 
    Lithium Carbonate (USP38-NF33) 
    Magnesium Salicylate (USP38-NF33) 
    Methimazole (USP38-NF33) 
    Methimazole Tablets (USP38-NF33) 
    Metronidazole Tablets (USP38-NF33) 
    Niacin (USP38-NF33) 
    Olanzapine Tablets (USP38-NF33) 
    Oxaprozin Tablets (USP38-NF33) 
    Phenytoin (USP38-NF33) 
    Phenytoin Oral Suspension (USP38-NF33) 
    Pyrantel Tartrate [NEW] (USP38-NF33) 
    Sulfamethoxazole and Trimethoprim Oral 

Suspension (USP38-NF33) 
    Sulindac (USP38-NF33) 
    Thiopental Sodium for Injection (USP38-NF33) 
    Venlafaxine Hydrochloride (USP38-NF33) 
    Venlafaxine Tablets (USP38-NF33) 
    Vigabatrin for Oral Solution [NEW] (USP38-NF33) 
    Vigabatrin Tablets [NEW] (USP38-NF33) 
    Zinc Carbonate (USP38-NF33) 
    Zinc Chloride (USP38-NF33) 
    Zinc Sulfate (USP38-NF33) 
    Zinc Sulfate Tablets (USP38-NF33) 
    Ziprasidone Hydrochloride (USP38-NF33)

STAGE 4 HARMONIZATION
  Stage 4 Harmonization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 
  An Alignment of Concepts and Content across the 

Spectroscopy General Chapters in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National Formulary (USP-NF) 

  Revision of The Dissolution Procedu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1092> 

  Stimulus To Revision: A Rational Approach To 
Cascade Impactor Mensuration in a Good Cascade 
Impactor Practice (GCIP) Environment

97

KP Forum Vol.11, No.1 (2014)



Table of Contents
U.S.Pharmacopeial Forum Vol.40 No.2 Mar.-Apr. 2014

PROPOSED IRA
  Proposed IRA Intro Section
  NF MONOGRAPHS
   Polysorbate 20 (1-Sep-2014)
  USP MONOGRAPHS
   Cefdinir Capsules (1-Sep-2014) 
   Cefdinir for Oral Suspension (1-Sep-2014) 
   Chlorhexidine Acetate (1-Sep-2014)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1-Sep-2014) 
   Chlorhexidine Hydrochloride (1-Sep-2014)

IN-PROCESS REVISION
  IPR Introduction
  GENERAL CHAPTERS
   <3>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 - 

Product Quality Tests (USP38-NF33 1S) 
   <232> Elemental Impurities - Limits (USP38-NF33 

1S) 
   <233> Elemental Impurities - Procedures 

(USP38-NF33 1S) 
   <1083> Good Distribution Practices [NEW] 

(USP38-NF33 1S) 
   <1083.1> Quality Management System [NEW] 

(USP38-NF33 1S) 
   <1083.2> Environmental Conditions Management 

[NEW] (USP38-NF33 1S) 
   <1083.3> Good Importation and Exportation 

Practices [NEW] (USP38-NF33 1S) 
   <1083.4> Supply Chain Integrity and Security 

[NEW] (USP38-NF33 1S) 
   <1130> Nucleic Acid-Based Techniques - 

Approaches for Detecting Trace Nucleic Acids 
(Residual DNA Testing) (USP38-NF33 1S) 

   <1228> Depyrogenation [NEW] (USP38-NF33 1S) 
   <1229.11> Vapor Phase Sterilization [NEW] 

(USP38-NF33 1S)
  REAGENTS, INDICATORS, AND SOLUTIONS
   Reagent Specifications
    Fuchsin, Basic (USP38-NF33 1S) 
    4-Nitrobenzoic Acid [NEW] (USP38-NF33 1S) 

    1-Pentadecanol [NEW] (USP38-NF33 1S)
   Volumetric Solutions
    Lithium Methoxide, Tenth-Normal (0.1 N) in 

Chlorobenzene (USP38-NF33 1S) 
    Lithium Methoxide, Tenth-Normal (0.1 N) in 

Methanol (USP38-NF33 1S) 
    Lithium Methoxide, Tenth-Normal (0.1 N) in 

Toluene (USP38-NF33 1S)
   Chromatographic Columns
    L86 [NEW] (USP38-NF33 1S)
  REFERENCE TABLES
   Container Specifications
    Containers for Dispensing Capsules and Tablets 

[NEW] (USP38-NF33 1S)
   Description and Solubility
    Description and Solubility [NEW] (USP38-NF33 

1S) 
    Description and Solubility - A 
    Description and Solubility - D 
    Description and Solubility - L 
    Description and Solubility - R 
    Description and Solubility - T
  DIETARY SUPPLEMENT MONOGRAPHS
    5-Hydroxy-L-tryptophan [NEW] (USP38-NF33 1S) 
    Menaquinone-7 Capsules [NEW] (USP38-NF33 1S) 
    Menaquinone-7 Tablets [NEW] (USP38-NF33 1S) 
    Northern Schisandra Fruit [NEW] (USP38-NF33 

1S) 
    Northern Schisandra Fruit Powder [NEW] 

(USP38-NF33 1S) 
    Tienchi Ginseng Root and Rhizome [NEW] 

(USP38-NF33 1S) 
    Tienchi Ginseng Root and Rhizome Dry Extract 

[NEW] (USP38-NF33 1S) 
    Tienchi Ginseng Root and Rhizome Powder 

[NEW] (USP38-NF33 1S)
  NF MONOGRAPHS
    Butylated Hydroxytoluene (USP38-NF33 1S) 
    Cetostearyl Alcohol (USP38-NF33 1S) 
    Methyl Salicylate (USP38-NF33 1S) 

98

KP Forum Vol.11, No.1 (2014)



    Octyldodecanol (USP38-NF33 1S) 
    Oleyl Alcohol (USP38-NF33 1S) 
    Potassium Metaphosphate (USP38-NF33 1S) 
    Stearyl Alcohol (USP38-NF33 1S)
  USP MONOGRAPHS
    Alanine (USP38-NF33 1S) 
    Aminolevulinic Acid Hydrochloride [NEW] 

(USP38-NF33 1S) 
    Amlodipine and Valsartan Tablets [NEW] 

(USP38-NF33 1S) 
    Amlodipine, Valsartan, and Hydrochlorothiazide 

Tablets [NEW] (USP38-NF33 1S) 
    Amobarbital Sodium for Injection (USP38-NF33 

1S) 
    Atazanavir Sulfate [NEW] (USP38-NF33 1S) 
    Atazanavir Capsules [NEW] (USP38-NF33 1S) 
    Benzocaine Ointment (USP38-NF33 1S) 
    Buprenorphine Compounded Buccal Solution, 

Veterinary [NEW] (USP38-NF33 1S) 
    Chlordiazepoxide Hydrochloride for Injection 

(USP38-NF33 1S) 
    Diclofenac Sodium and Misoprostol 

Delayed-Release Tablets [NEW] (USP38-NF33 1S) 
    Diphenhydramine Hydrochloride Capsules 

(USP38-NF33 1S) 
    Diphenoxylate Hydrochloride (USP38-NF33 1S) 
    Donepezil Hydrochloride (USP38-NF33 1S) 
    Econazole Nitrate (USP38-NF33 1S) 
    Epirubicin Hydrochloride (USP38-NF33 1S) 
    Epirubicin Hydrochloride Injection [NEW] 

(USP38-NF33 1S) 
    Galantamine Extended-Release Capsules [NEW] 

(USP38-NF33 1S) 
    Halobetasol Propionate (USP38-NF33 1S) 
    Levocarnitine Injection (USP38-NF33 1S) 
    Levocetirizine Dihydrochloride [NEW] 

(USP38-NF33 1S) 
   Levocetirizine Dihydrochloride Tablets [NEW] 

(USP38-NF33 1S) 
    Loperamide Hydrochloride Tablets (USP38-NF33 

1S) 
    Nicotine (USP38-NF33 1S) 
    Nicotine Polacrilex (USP38-NF33 1S) 
    Norfloxacin (USP38-NF33 1S) 
    Oxymetazoline Hydrochloride (USP38-NF33 1S) 
    Phenylephrine Bitartrate (USP38-NF33 1S) 
    Phenylephrine Hydrochloride (USP38-NF33 1S) 
    Phenytoin Sodium (USP38-NF33 1S) 
    Rosuvastatin Calcium [NEW] (USP38-NF33 1S) 
    Selegiline Hydrochloride Compounded Topical 

Gel [NEW] (USP38-NF33 1S) 
    Tadalafil Compounded Oral Suspension [NEW] 

(USP38-NF33 1S) 
    Temazepam (USP38-NF33 1S) 
    Tetracycline (USP38-NF33 1S) 
    Tetracycline Hydrochloride (USP38-NF33 1S) 
    Timolol Maleate (USP38-NF33 1S) 
    Tolterodine Tartrate [NEW] (USP38-NF33 1S) 
    Tramadol Hydrochloride Compounded Oral 

Suspension, Veterinary [NEW] (USP38-NF33 1S) 
    Valine (USP38-NF33 1S) 
    Voriconazole Compounded Ophthalmic Solution, 

Veterinary [NEW] (USP38-NF33 1S) 
    Zonisamide Compounded Oral Suspension [NEW] 

(USP38-NF33 1S)

STAGE 4 HARMONIZATION
  Stage 4 Harmonization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 
  Name Confusion Between Hydromorphone and 

Morphine: Safety in Patient Care 
  Pharmaceutical Packaging: Moisture Permeation 

and Integrity Testing

99

KP Forum Vol.11, No.1 (2014)



Table of Contents
U.S.Pharmacopeial Forum Vol.40 No.3 May-June 2014

PROPOSED IRA
  Proposed IRA Intro Section
  USP MONOGRAPHS
   Dextromethorphan (1-Nov-2014)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 (1-Nov-2014)

IN-PROCESS REVISION
  IPR Introduction
  GENERAL CHAPTERS
   <161> Transfusion and Infusion Assemblies and 

Similar Medical Devices (USP38-NF33 1S)
   <202> Identification of Fixed Oils by Thin-Layer 

Chromatography [NEW] (USP38-NF33 1S) 
   <203>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Procedure for Identification of 
Articles of Botanical Origin [NEW] (USP38-NF33 
1S) 

   <212> Oligosaccharide Analysis [NEW] 
(USP38-NF33 1S) 

   <361> Barbiturate Assay (USP38-NF33 1S) 
   <476> Organic Impurities in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NEW] (USP38-NF33 1S) 
   <789> Particulate Matter in Ophthalmic Solutions 

(USP38-NF33 1S) 
   <800> Hazardous Drugs - Handling in Healthcare 

Settings [NEW] (USP38-NF33 1S) 
   <1010> Analytical Data - Interpretation and 

Treatment (USP38-NF33 1S) 
   <1029> Good Documentation Guidelines [NEW] 

(USP38-NF33 1S) 
   <1064> Identification of Articles of Botanical 

Origin Using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ic Procedure [NEW (USP38-NF33 
1S) 

   <1065> Ion Chromatography (USP38-NF33 1S) 
   <1086> Impurities in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USP38-NF33 1S) 
   <1106.1> Immunogenicity Assays - Design and 

Validation of Assays To Detect Anti-Drug 
Neutralizing Antibody [NEW] (USP38-NF33 1S) 

   <1160> Pharmaceutical Calculations in 
Prescription Compounding (USP38-NF33 1S) 

   <1228.1> Dry Heat Depyrogenation [NEW] 
(USP38-NF33 1S)

  REAGENTS, INDICATORS, AND SOLUTIONS
   Reagent Specifications
    Bismuth [NEW (USP38-NF33 1S)
    15-Epicarboprost [NEW (USP38-NF33 1S) 
    Molybdenum [NEW (USP38-NF33 1S) 
    1-Monodecanoyl-rac-glycerol [NEW (USP38-NF33 

1S) 
    1-Monooctanoyl-rac-glycerol [NEW (USP38-NF33 

1S)
   Colorimetric Solutions
    Buffer Solutions (USP38-NF33 1S)
  REFERENCE TABLES
   Container Specifications
    Containers for Dispensing Capsules and Tablets 

[NEW] (USP38-NF33 1S)
   Description and Solubility
    Description and Solubility [NEW] (USP38-NF33 

1S) 
    Description and Solubility – A 
    Description and Solubility – G 
    Description and Solubility – M
  DIETARY SUPPLEMENT MONOGRAPHS
    Astragalus Root [NEW] (USP38-NF33 1S) 
    Astragalus Root Dry Extract [NEW] (USP38-NF33 

1S) 
    Astragalus Root Powder [NEW] (USP38-NF33 1S)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Menaquinone-7 

Extract [NEW] (USP38-NF33 1S)
  EXCIPIENTS
   USP AND NF EXCIPIENTS, LISTED BY CATEGORY
    Briefing 
    Introduction 
    Emulsifying Agent 
    Lubricant
  NF MONOGRAPHS
    Ethyl Acetate (USP38-NF33 1S) 

100

KP Forum Vol.11, No.1 (2014)



    Glyceryl Monocaprylate [NEW] (USP38-NF33 1S) 
    Glyceryl Monocaprylocaprate [NEW] (USP38-NF33 

1S)
  USP MONOGRAPHS
    Acebutolol Hydrochloride (USP38-NF33 1S) 
    Almotriptan Malate [NEW] (USP38-NF33 1S) 
    Almotriptan Tablets [NEW] (USP38-NF33 1S) 
    Amlodipine Besylate Tablets (USP38-NF33 1S) 
    Anastrozole Tablets [NEW] (USP38-NF33 1S) 
    Antipyrine (USP38-NF33 1S) 
    Benzocaine Cream (USP38-NF33 1S) 
    Benzocaine Gel (USP38-NF33 1S) 
    Butabarbital Sodium Oral Solution (USP38-NF33 

1S) 
    Butabarbital Sodium Tablets (USP38-NF33 1S) 
    Urea C 13 for Oral Solution (USP38-NF33 1S) 
    Ciclopirox Olamine (USP38-NF33 1S) 
    Ciprofloxacin (USP38-NF33 1S) 
    Ciprofloxacin Hydrochloride (USP38-NF33 1S) 
    Clotrimazole Cream (USP38-NF33 1S) 
    Clotrimazole Topical Solution (USP38-NF33 1S) 
    Doxazosin Mesylate (USP38-NF33 1S) 
    Doxorubicin Hydrochloride (USP38-NF33 1S) 
    Doxorubicin Hydrochloride Injection 

(USP38-NF33 1S) 
    Esmolol Hydrochloride (USP38-NF33 1S) 
    Flumazenil (USP38-NF33 1S) 
    Flumazenil Injection (USP38-NF33 1S) 
    Galantamine Oral Solution [NEW] (USP38-NF33 

1S) 
    Glycine (USP38-NF33 1S) 
    Gonadorelin Acetate (USP38-NF33 1S) 
    Ifosfamide Injection [NEW] (USP38-NF33 1S) 
    Imiquimod Cream [NEW] (USP38-NF33 1S) 
    Indomethacin Suppositories (USP38-NF33 1S) 
    Levalbuterol Hydrochloride (USP38-NF33 1S) 
    Levetiracetam Injection [NEW] (USP38-NF33 1S) 
    Linezolid [NEW] (USP38-NF33 1S) 
    Metaxalone [NEW] (USP38-NF33 1S) 
    Metaxalone Tablets [NEW] (USP38-NF33 1S) 
    Metronidazole Injection (USP38-NF33 1S) 
    Milrinone (USP38-NF33 1S) 
    Minocycline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Tablets [NEW] (USP38-NF33 1S) 
    Propafenone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Capsules [NEW] (USP38-NF33 1S) 
    Sodium Salicylate (USP38-NF33 1S) 
    Sulfamethoxazole and Trimethoprim Tablets 

(USP38-NF33 1S) 
    Tetracycline Hydrochloride Capsules 

(USP38-NF33 1S) 
    Ticarcillin Disodium (USP38-NF33 1S) 
    Ticarcillin Monosodium (USP38-NF33 1S)

STAGE 4 HARMONIZATION
   Stage 4 Harmonization
  GENERAL CHAPTERS
   <1055> Biotechnology-Derived Articles - Peptide 

Mapping
  NF MONOGRAPHS
   Low-Substituted Hydroxypropyl Cellulose 
   Sodium Lauryl Sulfate
  USP MONOGRAPHS
    Povidone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 
  Modernization of Organic Impurities Testing in 

USP Drug Substance and Drug Product 
Monographs

101

KP Forum Vol.11, No.1 (2014)



© Pharmeuropa 26.1 | January 2014 1

Pharmeuropa archives
Texts for comment 26.1

2.4.29. Composition of fatty acids in oils rich in omega-3 acids .................................................... 2
Belladonna for homoeopathic preparations (2489)........................................................................ 6
Bromhexine hydrochloride (0706)................................................................................................ 10
Copper tetramibi tetrafluoroborate for radiopharmaceutical preparations (2547) ........................ 14
Egg phospholipids for injection (2315)......................................................................................... 16
Exemestane (2766) ..................................................................................................................... 21
Fluticasone propionate (1750) ..................................................................................................... 25
Hexylresorcinol (1437)................................................................................................................. 32
Methylthioninium chloride (1132) ................................................................................................. 37
Nalidixic acid (0701) .................................................................................................................... 43
Nicotinamide (0047) .................................................................................................................... 47
Nimodipine (1245) ....................................................................................................................... 51
Phenazone (0421) ....................................................................................................................... 55
Phenoxymethylpenicillin (0148)................................................................................................... 58
Phenoxymethylpenicillin (benzathine) tetrahydrate (2636).......................................................... 65
Phenoxymethylpenicillin potassium (0149).................................................................................. 70
Simvastatin (1563)....................................................................................................................... 76
Sitagliptin phosphate monohydrate (2778) .................................................................................. 83
Somatropin injection (2370)......................................................................................................... 87
Tacrolimus monohydrate (2244) .................................................................................................. 92
Thiamine hydrochloride (0303) .................................................................................................... 97
Thiamine nitrate (0531).............................................................................................................. 101
Tylosin for veterinary use (1273)................................................................................................ 105
Tylosin phosphate for veterinary use (2802).............................................................................. 116
Tylosin tartrate for veterinary use (1274) ................................................................................... 127

102

KP Forum Vol.11, No.1 (2014)



© Pharmeuropa 26.2 | April 2014 1

Pharmeuropa archives
Texts for comment 26.2

2.2.4. Approximate pH of solutions ............................................................................................... 3
2.2.20. Potentiometric titration ...................................................................................................... 4
2.5.32. Water: micro determination .............................................................................................. 5
2.5.41. Methyl, ethyl and isopropyl benzenesulfonate in active substances ................................. 7
2.6.15. Prekallikrein activator ..................................................................................................... 10
2.7.34. Assay of human C1-esterase inhibitor ............................................................................ 12
3.1.3. Polyolefins ........................................................................................................................ 13
3.1.4. Polyethylene without additives for containers for parenteral preparations and for ophthalmic
preparations .............................................................................................................................. 22
3.1.5. Polyethylene with additives for containers for parenteral preparations and for ophthalmic
preparations .............................................................................................................................. 25
3.1.6. Polypropylene for containers and closures for parenteral preparations and ophthalmic
preparations .............................................................................................................................. 33
3.1.7. Poly(ethylene - vinyl acetate) for containers and tubing for total parenteral nutrition
preparations .............................................................................................................................. 41
5.2.5. Substances of animal origin for the production of immunological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 45
5.19. Extemporaneous preparation of radiopharmaceutical preparations .................................. 48
5.21. Chemometric methods applied to analytical data .............................................................. 58
Amiloride hydrochloride (0651).................................................................................................... 87
Amorolfine hydrochloride (2756).................................................................................................. 91
Amoxicillin sodium (0577)............................................................................................................ 96
Amoxicillin trihydrate (0260) ...................................................................................................... 105
Atorvastatin calcium (2191) ....................................................................................................... 114
Boldo leaf (1396) ....................................................................................................................... 124
Boldo leaf dry extract (1816)...................................................................................................... 129
Cascara dry extract, standardised (1844).................................................................................. 133
Cisatracurium besilate (2763).................................................................................................... 136
Deferoxamine mesilate (0896)................................................................................................... 147
Entecavir monohydrate (2815) .................................................................................................. 154
Ergotamine tartrate (0224)......................................................................................................... 160
Erythromycin (0179) .................................................................................................................. 166
Erythromycin estolate (0552)..................................................................................................... 176
Erythromycin ethylsuccinate (0274)........................................................................................... 186
Erythromycin lactobionate (1098) .............................................................................................. 196
Erythromycin stearate (0490) .................................................................................................... 206
Fulvestrant (2443) ..................................................................................................................... 216
Galactose (1215) ....................................................................................................................... 221
Hard fat (0462)........................................................................................................................... 226
Hard fat with additives (2731) .................................................................................................... 230
Human C1-esterase inhibitor concentrate (2818) ...................................................................... 233
Human coagulation factor XI (1644) .......................................................................................... 235
Hydroxyethylcellulose (0336) ....................................................................................................238
Hydroxypropylcellulose, low-substituted (2083) ........................................................................ 245

103

KP Forum Vol.11, No.1 (2014)



2 © Pharmeuropa 26.2 | April 2014

Ipecacuanha liquid extract, standardised (1875) ....................................................................... 249
Ipecacuanha, prepared (0093) .................................................................................................. 251
Ipecacuanha root (0094)............................................................................................................ 255
Ipecacuanha tincture, standardised (1530) ............................................................................... 259
Mebeverine hydrochloride (2097) .............................................................................................. 261
Meropenem trihydrate (2234) .................................................................................................... 265
Methylprednisolone hydrogen succinate (1131) ........................................................................ 269
Nicorandil (2332) ....................................................................................................................... 275
Pirfenidone (2856) ..................................................................................................................... 278
Potassium hydroxide (0840) ...................................................................................................... 281
Propylene glycol dicaprylocaprate (2122).................................................................................. 283
Remifentanil hydrochloride (2644)............................................................................................. 285
Rivastigmine hydrogen tartrate (2630) ...................................................................................... 291
Sodium hydroxide (0677)........................................................................................................... 296
Sodium selenite, anhydrous (2740) ........................................................................................... 298
Solifenacin succinate (2779)...................................................................................................... 299
Technetium (99mTc) medronate injection (0641) ......................................................................... 305
Ubidecarenone (1578)............................................................................................................... 311

104

KP Forum Vol.11, No.1 (2014)



 

日本薬局方フォーラム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Vol. 23  No. 1 March 2014 

 

目   次 

Contents 

 

 

改正案 Revision Drafts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に収載予定の溶出性に関する改

正案（意見募集） 

１. 医薬品各条（化学薬品等） 

(1) 新収載 

アカルボース錠 ············································· 1 

アスコルビン酸・パントテン酸カルシウム錠 ······ 1 

ケトプロフェンテープ ···································· 2 

ケトプロフェンパップ ···································· 2 

シロドシン錠················································· 2 

チクロピジン塩酸塩錠 ···································· 3 

ツロブテロール経皮吸収型テープ ····················· 3 

ドキシサイクリン塩酸塩錠 ······························ 3 

バラシクロビル塩酸塩錠 ································· 4 

フェルビナクパップ ······································· 4 

シロップ用ホスホマイシンカルシウム ··············· 4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に収載予定の改正案（意見募集） 

１. 製剤総則 ······················································· 5 

２. 一般試験法 

(1) 既収載 

6.02 製剤均一性試験法 ································· 7 

9.41 試薬・試液 ··········································· 7 

３. 医薬品各条（化学薬品等） 

(1) 新収載 

アンピロキシカム ·········································· 7 

アンピロキシカムカプセル ······························ 8 

イコサペント酸エチルカプセル ························ 9 

L-カルボシステイン錠 ···································· 10 

ジルチアゼム塩酸塩徐放カプセル ···················· 10 

タクロリムスカプセル ··································· 11 

ツロブテロール ············································ 12 

ツロブテロール経皮吸収型テープ ···················· 13 

トリエンチン塩酸塩 ······································ 14 

トリエンチン塩酸塩カプセル ·························· 15 

フルコナゾール注射液 ··································· 16 

(2) 削除品目 

ヨーダミド ·················································· 17 

ヨーダミドナトリウムメグルミン注射液 ··········· 17 

４. 医薬品各条（生薬等） 

(1) 既収載 

サイシン······················································ 17 

トウガラシ ·················································· 17 

トウガラシ末 ··············································· 17 

ブシ末 ························································· 17 

５. 参照紫外可視吸収スペクトル 

アンピロキシカム ········································· 18 

ツロブテロール ············································ 18 

６. 参照赤外吸収スペクトル 

アンピロキシカム ········································· 19 

ツロブテロール ············································ 19 

トリエンチン塩酸塩 ······································ 20 

７. 参考情報 

(1) 新収載 

表面プラズモン共鳴法 ··································· 21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収載予定の改正案（報告） 

１. 一般試験法 

(1) 既収載 

6.05 注射剤の採取容量試験法 ······················· 24 

２. 医薬品各条（生薬等） 

(1) 既収載 

アヘン末······················································ 24 

アヘン散······················································ 24 

アヘンチンキ ··············································· 24 

オリブ油······················································ 24 

オレンジ油 ·················································· 24 

カカオ脂······················································ 24 

カルナウバロウ ············································ 24 

牛脂 ···························································· 24 

105

KP Forum Vol.11, No.1 (2014)



 

 

 

ii 

ゴマ油 ························································ 24 

ダイズ油 ····················································· 24 

単軟膏 ························································ 24 

ツバキ油 ····················································· 24 

テレビン油 ·················································· 24 

トウモロコシ油 ············································ 24 

豚脂 ··························································· 24 

ナタネ油 ····················································· 24 

ヒマシ油 ····················································· 24 

加香ヒマシ油 ··············································· 24 

ミツロウ ····················································· 24 

サラシミツロウ ············································ 24 

木クレオソート ············································ 24 

ヤシ油 ························································ 24 

ユーカリ油 ·················································· 24 

ラッカセイ油 ··············································· 24 

加水ラノリン ··············································· 24 

精製ラノリン ··············································· 24 

 

薬局方関連通知など Authority Announcements 

１.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原案作成要領（改正案） 

 ···································································· 25 

国際調和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１. Stage 4案(Official Inquiry Stage Draft) 

(1) 新規 

①Hydroxyethylcellulose ································ 38 

ヒドロキシエチルセルロース ······················· 42 

②Hydroxypropyl Cellulose, Low Substituted 

 ······························································· 45 

低置換度ヒドロキシプロピルセルロース ········ 47 

 

海外薬局方情報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１. 錠剤分割に関する新しい一般情報 ···················· 49 

２. 医薬品製剤のための金属製包装システム及びそれ

らの構成材料 ················································· 54 

３. USP 一般情報 医薬品の適正流通規範(GDPs)の再

構成 ······························································ 58 

 

標準品のご案内 Useful Information 

日本薬局方等標準品の頒布のご案内 ··················· 63 

アメリカ薬局方標準品の取次販売のご案内 ·········· 76 

LGC Standards 社不純物標準物質等および EP 標準

品の取次販売のご案内······································ 78 

 

 

 

～～～～～～～～～～～～～～～ 

Contents in English 

Revision Drafts 

Revision Drafts on Dissolution, etc. for JP 17 

１.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Acarbose Tablets ········································· 84 

Ascorbic Acid and Calcium Pantothenate Tablets 

 ··························································· 85 

Doxycycline Hydrochloride Tablets ··················· 86 

Felbinac Cataplasms ····································· 86 

Fosfomycin Calcium for Syrup ························· 86 

Ketoprofen Cataplasms ·································· 87 

Ketoprofen Tape ·········································· 87 

Silodosin Tablets ········································· 87 

Ticlopidine Hydrochloride Tablets ···················· 88 

Drafts for JP 17 

１. General Tests, Process and Apparatus 

(1) Revision 

6.05  Test for Extractable Volume of Parenteral 

Preparations ············································ 89 

9.41  Reagents, Test Solutions ························ 89 

２.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Ampiroxicam ·············································· 90 

Ampiroxicam Capsules ··································· 91 

L-Carbocisteine Tablets ·································· 92 

Diltiazem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Capsules 

 ···························································· 93 

Ethyl Icosapentate Capsules ····························· 95 

Fluconazole Injection ····································· 96 

Tacrolimus Capsules ······································ 96 

Trientine Hydrochloride ·································· 97 

Trientine Hydrochloride Capsules ······················ 99 

Tulobuterol ··············································· 100 

Tulobuterol Transdermal Tape ························ 102 

(2) Deletion 

Iodamide ·················································· 103 

Meglumine Sodium Iodamide Injection ············· 103 

３. Official Monographs－Crude Drugs 

(1) Revision 

Asiasarum Root ·········································· 103 

Capsicum ················································· 103 

Powdered Capsicum ···································· 103 

Powdered Processed Aconite Root ··················· 103 

(2) Relocation 

Beef Tallow ·············································· 104 

White Beeswax ·········································· 104 

106

KP Forum Vol.11, No.1 (2014)



 
 

 

iii

Yellow Beeswax ········································ 104
Cacao Butter ············································· 104
Camellia Oil ············································· 104
Carnauba Wax ··········································· 104
Castor Oil ················································ 104
Aromatic Castor Oil ···································· 104
Coconut Oil ·············································· 104
Corn Oil ·················································· 104
Eucalyptus Oil ··········································· 104
Hydrous Lanolin ········································ 104
Purified Lanolin ········································· 104
Lard ······················································· 104
Olive Oil ·················································· 104
Powdered Opium ········································ 104
Diluted Opium Powder ································· 104
Opium Tincture·········································· 104
Orange Oil ··············································· 104
Peanut Oil ················································ 104
Rape Seed Oil ··········································· 104
Sesame Oil ··············································· 104
Simple Ointment ········································ 104
Soybean Oil ·············································· 104
Turpentine Oil ··········································· 104
Wood Creosote ·········································· 104

. Infrared Reference Spectra
Ampiroxicam ·············································105
Trientine Hydrochloride ································105
Tulobuterol ················································105

. Ultraviolet-visible Reference Spectra
Ampiroxicam ·············································106
Tulobuterol ················································106

Revision Drafts for Second Supplement to JP 16
. Official Monographs
(1) Revision

Carmellose ················································107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 Official Inquiry Stage Draft
(1) Addition

Hydroxyethylcellulose ···································· 38
Hydroxypropyl Cellulose, Low Substituted 
································································ 45

 
Useful Information  

PMRJ Reference Standards Ordering Information for 
Foreign Users ··················································108 

  
 

Publishing Schedule (Vol.23, No.2): June 2014 

 
 

107

KP Forum Vol.11, No.1 (2014)



 

日本薬局方フォーラム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Vol. 23  No. 2 June 2014 

 

目   次 

Contents 

 

 

改正案 Revision Drafts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に収載予定の溶出性等に関する

改正案（意見募集） 

１. 医薬品各条（化学薬品等） 

(1) 新収載 

スルタミシリントシル酸塩錠 ························ 125 

ランソプラゾール腸溶カプセル ····················· 125 

ランソプラゾール腸溶性口腔内崩壊錠 ············ 125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に収載予定の改正案（意見募集） 

１. 一般試験法 

(1) 既収載 

2.52 熱分析法 ··········································· 126 

3.01 かさ密度及びタップ密度測定法 ············ 127 

5.01 生薬試験法 ········································ 128 

9.41 試薬・試液 ········································ 128 

２. 医薬品各条（化学薬品等） 

(1) 新収載 

アスコルビン酸・パントテン酸カルシウム錠 ··· 128 

インターフェロン アルファ(NAMALWA) ····· 130 

インターフェロン アルファ(NAMALWA) 注射液 

 ····························································· 135 

シロップ用セフポドキシム プロキセチル ······ 136 

チクロピジン塩酸塩錠 ································· 137 

シロップ用ホスホマイシンカルシウム ············ 138 

(2) 既収載 

エパルレスタット ······································· 139 

メテノロンエナント酸エステル注射液 ············ 139 

リンコマイシン塩酸塩水和物 ························ 139 

３. 医薬品各条（生薬等） 

(1) 新収載 

ボウショウ ················································· 140 

無水ボウショウ ·········································· 140 

(2) 既収載 

アラビアゴム·············································· 141 

アラビアゴム末 ·········································· 141 

オウギ ······················································· 141 

乙字湯エキス ············································· 141 

十全大補湯エキス ······································· 141 

ショウマ···················································· 142 

無コウイ大建中湯エキス ······························ 142 

テンモンドウ ············································· 143 

バクモンドウ ············································· 143 

麦門冬湯エキス ·········································· 143 

補中益気湯エキス ······································· 143 

六君子湯エキス ·········································· 144 

リュウタン末 ············································· 144 

４. 参考情報 

(1) 既収載 

バイオテクノロジー応用医薬品／生物起源由来医

薬品の製造に用いる細胞基材に対するマイコプ

ラズマ否定試験 ······································· 145 

生薬の定量法における標準品の水分測定法の追記につ

いて(意見募集) 

オウゴン···················································· 150 

オウゴン末 ················································ 150 

黄連解毒湯エキス ······································· 150 

乙字湯エキス ············································· 150 

カッコン···················································· 150 

葛根湯エキス ············································· 150 

葛根湯加川芎辛夷エキス ······························ 150 

加味逍遥散エキス ······································· 150 

カンゾウ···················································· 150 

カンゾウ末 ················································ 150 

カンゾウエキス ·········································· 150 

カンゾウ粗エキス ······································· 150 

桂枝茯苓丸エキス ······································· 150 

コウジン···················································· 150 

牛車腎気丸エキス ······································· 150 

108

KP Forum Vol.11, No.1 (2014)



 

 

 

ii 

柴胡桂枝湯エキス ······································· 150 

柴朴湯エキス ············································· 150 

柴苓湯エキス ············································· 150 

シャカンゾウ ············································· 150 

シャクヤク ················································ 150 

シャクヤク末 ············································· 150 

芍薬甘草湯エキス ······································· 150 

十全大補湯エキス ······································· 150 

小柴胡湯エキス ·········································· 150 

小青竜湯エキス ·········································· 150 

真武湯エキス ············································· 151 

センナ ······················································ 151 

センナ末 ··················································· 151 

センブリ ··················································· 151 

センブリ末 ················································ 151 

ダイオウ ··················································· 151 

ダイオウ末 ················································ 151 

大黄甘草湯エキス ······································· 151 

無コウイ大建中湯エキス ······························ 151 

大柴胡湯エキス ·········································· 151 

釣藤散エキス ············································· 151 

当帰芍薬散エキス ······································· 151 

ニンジン ··················································· 151 

ニンジン末 ················································ 151 

麦門冬湯エキス ·········································· 151 

八味地黄丸エキス ······································· 151 

半夏瀉心湯エキス ······································· 151 

補中益気湯エキス ······································· 151 

麻黄湯エキス ············································· 151 

六君子湯エキス ·········································· 151 

苓桂朮甘湯エキス ······································· 151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改正案の追加改定（報告） 

１. 医薬品各条（化学薬品等） 

(1) 新収載 

シプロフロキサシン ···································· 152 

シプロフロキサシン塩酸塩水和物 ···················152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改正案の正誤 

トウガラシ ·················································153 

トウガラシ末 ··············································153 

 

薬局方関連通知など Authority Announcements 

１. 第十七改正日本薬局方の原案作成スケジュールに

ついて·························································· 154 

２. 第十六改正日本薬局方正誤表の送付について（その

４） ····························································· 155 

３. 第十六改正日本薬局方正誤表（英文版） ········· 157 

４. 第十六改正日本薬局方第一追補正誤表の送付につ

いて（その２） ············································· 158 

５. 第十六改正日本薬局方第一追補正誤表（英文版） 

 ··································································· 159 

６. ICHQ4Bガイドラインに基づく事項別付属文書（製

剤均一性試験法）について ······························ 160 

 

国際調和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１. Stage 4案(Official Inquiry Stage Draft)  

(1) 改正 

①Peptide Mapping ·····································165 

  ペプチドマップ法 ·····································175 

 

海外薬局方情報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１. クロマトグラフィーを用いた USP 試験法のシステ

ム適合性－小さな分子 ···································· 184 

２. USP管理室温（CRT）の温度範囲の拡大 ········· 189 

 

標準品のご案内 Useful Information 

日本薬局方等標準品の頒布のご案内 ··················193 

アメリカ薬局方標準品の取次販売のご案内 ·········206 

LGC Standards 社不純物標準物質等および EP 標準

品の取次販売のご案内·····································208 

 

 

～～～～～～～～～～～～～～～ 

Contents in English 

Revision Drafts 

Revision Drafts on Dissolution, etc. for JP 17 

１.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Lansoprazole Delayed-release Capsules ············ 214 

Lansoprazole Delayed-release Orally Disintegration 

Tablets ·················································· 214 

Sultamicillin Tosilate Tablets ························· 214 

Drafts for JP 17 

１. General Tests, Process and Apparatus 

(1) Revision 

2.52  Thermal Analysis ·······························215 

3.01  Determination of Bulk and Tapped Densities 

 ····························································217 

5.01  Crude Drugs Test ·······························218 

9.41  Reagents, Test Solutions ·······················218 

109

KP Forum Vol.11, No.1 (2014)



 

 

 

iii 

２.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Ascorbic Acid and Calcium Pantothenate Tablets 

 ··························································· 218 

Cefpodoxime Proxetil for Syrup ······················ 220 

Fosfomycin Calcium for Syrup ······················· 222 

Interferon Alfa (NAMALWA) ························ 223 

Interferon Alfa (NAMALWA) Injection ············ 230 

Ticlopidine Hydrochloride Tablets ··················· 232 

(1) Revision 

Epalrestat ················································· 234 

Lincomycin Hydrochloride Hydrate ················· 234 

Metenolone Enanthate Injection ······················ 234 

３. Official Monographs－Crude Drugs 

(1) Addition 

Sodium Sulfate Hydrate ································ 234 

Anhydrous Sodium Sulfate ···························· 235 

(2) Revision 

Acacia ····················································· 236 

Powdered Acacia ········································ 236 

Asparagus Tuber ········································ 236 

Astragalus Root ········································· 236 

Bakumondoto Extract ·································· 236 

Cimicifuga Rhizome ···································· 237 

Hochuekkito Extract ···································· 238 

Powdered Japanese Gentian ··························· 238 

Juzentaihoto Extract ···································· 238 

Mukoi-Daikenchuto Extract ··························· 239 

Ophiopogon Tuber ······································ 240 

Otsujito Extract ·········································· 240 

Rikkunshito Extract ····································· 240 

Additional Expression for Water Determination of 

Reference  Standard used in Assay of Crude Drugs 

Bakumondoto Extract ·································· 241 

Chotosan Extract ········································ 241 

Daiokanzoto Extract ···································· 241 

Daisaikoto Extract ······································ 241 

Ginseng ··················································· 241 

Powdered Ginseng ······································ 241 

Glycyrrhiza··············································· 241 

Powdered Glycyrrhiza ·································· 241 

Glycyrrhiza Extract ····································· 241 

Crude Glycyrrhiza Extract ····························· 241 

Goshajinkigan Extract ·································· 241 

Hachimijiogan Extract ································· 241 

Hangekobokuto Extract ································ 242 

Hochuekkito Extract ···································· 242 

Juzentaihoto Extract ···································· 242 

Kakkonto Extract ······································· 242 

Kakkontokasenkyushin’i Extract ····················· 242 

Kamishoyosan Extract ································· 242 

Keishibukuryogan Extract ····························· 242 

Maoto Extract ··········································· 242 

Mukoi-Daikenchuto Extract ··························· 242 

Orengedokuto Extract ·································· 242 

Otsujito Extract ·········································· 242 

Peony Root ··············································· 242 

Powdered Peony Root ·································· 242 

Prepared Glycyrrhiza ··································· 242 

Pueraria Root ············································ 242 

Red Ginseng ············································· 242 

Rhubarb ·················································· 242 

Powdered Rhubarb ······································ 242 

Rikkunshito Extract····································· 242 

Ryokeijutsukanto Extract ······························ 242 

Saibokuto Extract ······································· 242 

Saikokeishito Extract ··································· 242 

Saireito Extract ·········································· 242 

Scutellaria Root ········································· 242 

Powdered Scutellaria Root ···························· 242 

Senna Leaf ··············································· 242 

Powdered Senna Leaf ·································· 243 

Shakuyakukanzoto Extract ···························· 243 

Shimbuto Extract ········································ 243 

Shosaikoto Extract ······································ 243 

Shoseiryuto Extract ····································· 243 

Swertia Herb ············································· 243 

Powdered Swertia Herb ································ 243 

Tokishakuyakusan Extract ····························· 243 

Additional Revision of the Revision Drafts for JP 17 

１.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Ciprofloxacin ············································ 244 

Ciprofloxacin Hydrochloride Hydrate ··············· 245 

Errata of the revision drafts for JP 17, published at 

somewhere in the JP Forum 

Capsicum ················································· 245 

Powdered Capsicum ···································· 245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１. Official Inquiry Stage Draft 

(1) Revision 

①Peptide Mapping ····································· 165 

 

Useful Information 

PMRJ Reference Standards Ordering Information 

for Foreign Users ········································· 246 

  

 

 

 

110

KP Forum Vol.11, No.1 (2014)



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분양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시험검사에 필요한 표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MFDS Reference Standard, MFDS RS)을 제조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은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표준품 분양 수요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급성 및 중요도가 높은 품

목부터 연차적으로 제조・확립하였으며 마약류 등 국제적 통제로 구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품목, 특히 

표준생약, 국내 개발 항생제 등 외국 표준품 판매기관에서 구입할 수 없는 표준품을 제조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1. 화학의약품 표준품 또는 생약 표준품의 분양 절차

□ 분양신청서 제출

  화학의약품 표준품 또는 생약 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표준품 

분양신청서(관련서식 1)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인터넷 

접수의 경우 관련서식 2) 으로 접수합니다.(①, ②)

   가)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 043-719-1010,  팩스 : 043-719-1000

   나) 인터넷 접수 :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 민원신청 > 전자민원 안내 및 신청 > 

41.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 분양 

□ 분양신청 처리결과 알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표준품 운영부서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결과(분양품목, 

포장단위, 수수료 등)를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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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의 양도양수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분양인수

증(관련서식 7)에 첨부하여 신청한 표준품의 운영부서(의약품규격연구과, 생약연구과)로 제출하고, 승

인된 양도·양수 기한까지 표준품을 수령합니다.(⑤)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법이 개정되어 ‘13.12.19일 부터 인터넷 (판매전용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을 통한 전자수입인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절차도

2. 마약류 표준품의 분양 

□ 분양신청서 제출

  마약류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마약류 표준품의 분양은 일반적인 의약품 

표준품과 절차가 다릅니다.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마약류 표준품 분양신청서

(관련서식 1) 및 분양계약서(관련서식 4)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

는 인터넷(인터넷 접수의 경우 관련서식2)으로 접수합니다.(①, ②, ③)

 * 필요한 서류

  1)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승인’ 등 마약류 취급 

관련 공문

  2)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승인’(관련서식3) 공문서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승인’은 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 받음 

(043-719-2804~7)  

  3) ‘분양계약서’(관련서식 4)  

    ※ 원료물질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함께 분양 신청 하는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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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 처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규격연구과)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관할 지

방청(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으로 마약류 표준품 양도 승인을 신청합니다.(④)

 * 필요 서류:  

  1)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서’(관련서식4)

  2) 신청인의 마약류 취급승인 관련 허가증

  3)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관련서식5) 

  대전지방청에서 승인 요청 서류를 검토 후 표준품 운영부서 및 신청인에게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을 

통보합니다.(⑤)

  필요시, 표준품 운영부서에서 마약정책과에 마약류 봉함증지를 신청하고 봉함증지를 배부 받습니다.

(⑥, ⑦)

 * 필요 서류:  

  1) ‘봉함증지 발급 신청서’(관련서식6)

□ 분양신청 처리결과 알림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규격연구과)에서는 분양신청처리결과(분양품목, 포장단위, 수수료 등)를 고객

지원담당관실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⑧,⑨) 

 □ 표준품의 양도·양수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분양인

수증(관련서식 7)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신청한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규격연구과)로 제출하고, 승인

된 양도·양수 기한까지 표준품을 수령합니다.(⑩) 

  다만, 마약류 표준품의 수령자는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자로서 계약서상 취급자와 동일인이어야 하

며 수령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표준품인 경우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를 관할 보건소 또는 도청에서 교부받아 인

수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비할 사항 :

  1) 통보서에 명시된 금액의 수입인지

  2) ‘마약류 표준품 인수증’ (관련서식7)

  3) 분양신청인이 서명한 분양계약서 원본 (관련서식4)

  4)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관련서식8, 마약에 한함)

  5) 마약류 운반을 위한 잠금장치

  마약류 표준품의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규격연구과)는 양도내역을, 분양신청

인은 양수내역을 각각 대전지방청으로 보고합니다.(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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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약품 표준품 분양 안내서 및 분양 표준품 목록은 우리 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표준품 분양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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