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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신규수재(안)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법

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단백질에 대한 분리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아
생물

크릴아미드 농도 조절을 통해 겔의 공극 크기를

학적제제 내 단백질의 정성적 분석이나 단백질

결정하며, 아크릴아미드와 비스아크릴아미드 각

순도를 위한 정량적 분석에 사용된다. 전기영동

각의 조성 변화가 이러한 사용되는 겔의 물리적

분석법은 의약품 내 단백질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특징을 반영한다.

평가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제된

겔의 조성과 더불어 단백질의 상태도 전기영동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하거나 혼합되어 있는 단

법에서 단백질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단백질

백질의 조성을 결정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곧바로

의 전기영동 상에서의 이동은 전하를 띤 기들의

사용할 수 있는 겔과 시약들이 널리 판매되고 있

해리상수(pK)값과 분자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으며, 시험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고 동일한 결

또한 완충액의 종류, 농도, pH, 온도, 전기장의

과를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것들을 대

세기, 지지체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폴리아크릴아미드겔전기영동법(PAGE)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기영동법은 전기장 하에서 전하를 가진 물질

받는

다.

이 반대 전하를 갖고 있는 전극으로 이동하는 원
리를 이용한다. 겔 전기영동법에서 입자는 분자여

변성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

과 작용을 하는 겔 매트릭스와의 상호작용에 의

이 방법은 분자량이 14,000〜100,000 달톤 범

하여 이동이 저지된다. 전기력에 의한 분자여과라

위 내 단백질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농도

는 대립 작용에 의해 입자의 크기, 모양 및 전하

기울기 겔이나 특정 완충액 시스템 등 다양한

의 종류에 따라, 겔에서의 이동 속도는 달라진다.

기법을 이용하면 분자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의 차이로 인해 혼합물

변성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법은 단백질

내 거대분자들이 전기영동시 다른 속도로 이동하

을 겔에 주입하기 전, 단백질 응집을 최소화하

여 분리된다.

기 위해 강한 음이온 계면활성제 (Detergent)
인 도데실황산나트륨과 함께 가열하는 방법으로

폴리아크릴아미드겔의 특성

단백질의약품의 품질평가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겔의 여과 특성은 양기능성

전기영동 방법이다.

비스아크릴아미드가

사슬과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들은 도데실황산나트륨과

교차결합할 때 생성되는 삼차원적 섬유망이 형

결합하여 음전하를 띠게 되며 단백질 형태와 관

성되면서 공극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중합현상

계없이 일정한 전하 대 질량비를 나타낸다. 단

은 과황산암모늄과 N,N,N',N'-테트라메틸렌디

백질과 결합하는 도데실황산나트륨 양은 분자량

아민(테메드)에 의해 촉매된다.

에 비례하며 아미노산 서열과는 무관하기 때문

겔의 아크릴아미드 농도가 증가하면 형성된 겔

에, 도데실황산나트륨-단백질 복합체는 폴리아

의 공극 크기는 감소한다. 겔의 공극 크기는 겔

크릴아미드겔 상에서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 이

의 여과특성을 변화시켜 겔에서의 단백질의 이

동하게 된다.

동성을 결정한다. 겔의 농도가 높으면 겔이 쉽

전기영동법은에서 도데실황산나트륨-단백질 복

게 부서져 다루기 힘들고, 공극 크기가 작아지

합체는 분자량에 대해 반비례하여 이동하는 것

면 단백질이 겔을 통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

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도데실황산나트륨-단백

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릴아미드의 농

질 복합체 중 작은 것은 큰 것보다 빠르게 음극

폴리아크릴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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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보정용 폴리아크릴아

겔과 전기영동 완충액에 다른 이동성 이온들이

미드겔에서의 상대적 이동 거리로부터 각 단백

사용된다. 이러한 완충액의 불연속성은 많은 용

질 분자량의 측정이 가능하며, 분리된 각 단백

량의 검체를 압축겔에 농축하여 분리도를 높여

질 밴드로 순도를 측정할 수 있다.

준다. 전기를 흘려주면 검체 사이로 전압강하가

그러나 단백질에 N- 또는 O-당화가 된 경우,

형성되면서 단백질이 압축겔로 이동하고 그 뒤

단백질 분자량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를 따라 전기영동 완충액의 글리신염이 압축겔

다. 왜냐하면 당단백질의 당질화 부위에는 일정

로 이동한다. 앞쪽에 빠르게

한 전하 대 질량비로 도데실황산나트륨이 붙지

온과 뒤쪽에 비교적 느리게 이동하는 글리신염

않기

후

이온으로 만들어진 이동 경계지역이 형성된다.

(post-translational) 변형된 (modified) 단백

이렇게 앞과 뒤에 위치한 이온들 사이에 형성된

질의 분자량은 반드시 폴리펩티드 사슬의 분자

높은 전압 차의 이동 경계지역을 단백질이 이동

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검체의 주입량에 상관없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

이 모든 단백질은
환원 조건

이동하는 염화이

좁은 영역에 농축되어 분리

겔로 들어가게 된다. 공극이 큰 압축겔은 대부

단백질은 디설피드결합에 의해 그 형태가 유지

분 단백질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단백질이

되기도 한다. 2-메르캅토에탄올 또는 디티오스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압축겔과

레이돌 (DTT)로 처리하면 단백질의 삼차구조

분리겔 사이의 경계면에서 단백질은 분리 겔의

가 풀리면서 도데실황산나트륨과 결합하게 된

제한적 공극 크기 때문에 이동 방해를 받게 된

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단백질들의 분자량은 적

다. 그러나 분리겔에 들어오면 단백질의 이동은

절한 분자량 표준품의 존재 하에서 선형 회귀를

겔 매체의 상대적으로 작은 공극 크기에 의해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더욱 느려지게 된다. 그러나, 글리신염 이온은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과 글리신염에 의

비환원 조건

해 형성된 균일한 pH 영역에서 이동하여 단백

경우에 따라 단백질을 환원조건으로 분석하는

질보다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분리겔은 단백질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다. 2-메르캅토

이 분자량에 따라 분리될 수 있게 해준다.

에탄올 또는 디티오스레이돌 같은 환원제로 처
리하지 않으면, 디설피드결합이 그대로 보존되

불연속수직완충

도데실황산나트륨-폴리아크릴아

어 단백질의 삼차구조가 유지된다. 더욱이 비환

미드겔 제조

원 단백질은 도데실황산나트륨으로 완전히 포화

겔 농축 용액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 비로 도데실황

30%

산나트륨이 결합하지 않는다. 분자량 표준품과

아크릴아미드 290 g과 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드

검체가 유효 분석을 위한 유사 구조를 갖고 있

10 g을 미온수 1 L에 녹인 용액을 만들어 여

어야 하기 때문에, 환원 조건으로 분석하는 것

과한다. [아크릴아미드와 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

보다 단백질 분자량이 덜 정확할 수 있다. 그럼

드는 저장하는 동안 각각 아크릴산과 비스아크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의 겔에서 분리된 밴

릴산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탈아민반응은 빛과

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순도를 측

알칼리에 의하여 촉매된다. 따라서 이 용액의

정할 수 있다.

pH는 7.0 또는 그 이하이어야 하며, 차광한 용

아크릴아미드-비스아크릴아미드

용액

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장기간 보관하지 않
불연속완충액시스템의 전기영동

는다.]

두 개의 인접한 서로 다른 겔, 즉 위쪽 압축겔

과황산암모늄 용액

물 1 L 당 100 g의 과황

과 아래쪽 분리겔로 이루어진 불연속완충시스템

산암모늄 용액을 소량 만들어 4 ℃에서 보관한

의 전기영동법이 단백질 혼합물의 분석에서 가

다. [과황산암모늄은 아크릴아미드와 메틸렌비

장 많이 사용한다. 두 개의 겔은 서로 다른 공

스아크릴아미드를 중합시키는 유리기를 제공하

극 크기, pH, 이온강도로 이루어진다. 또한 두

며,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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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리겔 준비
조성 용량 (mL) / 겔용량
용액 조성

5 mL

10 mL

15 mL

20 mL

25 mL

30 mL

40 mL

50 mL

2.6

5.3

7.9

10.6

13.2

15.9

21.2

26.5

1.0

2.0

3.0

4.0

5.0

6.0

8.0

10.0

1.3
0.05
0.05
0.004

2.5
0.1
0.1
0.008

3.8
0.15
0.15
0.012

5.0
0.2
0.2
0.016

6.3
0.25
0.25
0.02

7.5
0.3
0.3
0.024

10.0
0.4
0.4
0.032

12.5
0.5
0.5
0.04

2.3

4.6

6.9

9.3

11.5

13.9

18.5

23.2

1.3

2.7

4.0

5.3

6.7

8.0

10.7

13.3

1.3
0.05
0.05
0.003

2.5
0.1
0.1
0.006

3.8
0.15
0.15
0.006

5.0
0.2
0.2
0.012

6.3
0.25
0.25
0.015

6.3
0.25
0.25
0.018

10.0
0.4
0.4
0.024

12.5
0.5
0.5
0.03

1.9

4.0

5.9

7.9

9.9

11.9

15.9

19.8

1.7

3.3

5.0

6.7

8.3

10.0

13.3

16.7

1.3
0.05
0.05
0.002

2.5
0.1
0.1
0.004

3.8
0.15
0.15
0.006

5.0
0.2
0.2
0.008

6.3
0.25
0.25
0.01

6.3
0.25
0.25
0.012

10.0
0.4
0.4
0.016

12.5
0.5
0.5
0.02

1.6

3.3

4.9

6.6

8.2

9.9

13.2

16.5

2.0

4.0

6.0

8.0

10.0

12.0

16.0

20.0

1.3
0.05
0.05
0.002

2.5
0.1
0.1
0.004

3.8
0.15
0.15
0.006

5.0
0.2
0.2
0.008

6.3
0.25
0.25
0.01

6.3
0.25
0.25
0.012

10.0
0.4
0.4
0.016

12.5
0.5
0.5
0.02

1.4

2.7

3.9

5.3

6.0

8.0

10.6

13.8

2.3

4.6

7.0

9.3

11.6

13.9

18.6

23.2

1.2
0.05
0.05
0.002

2.5
0.1
0.1
0.004

3.6
0.15
0.15
0.006

5.0
0.2
0.2
0.008

6.3
0.25
0.25
0.01

6.3
0.25
0.25
0.012

10.0
0.4
0.4
0.016

12.5
0.5
0.5
0.02

1.1

2.3

3.4

4.6

5.7

6.9

9.2

11.5

2.5

5.0

7.5

10.0

12.5

15.0

20.0

25.0

1.3
0.05
0.05
0.002

2..5
0.1
0.1
0.004

3.8
0.15
0.15
0.006

5.0
0.2
0.2
0.008

6.3
0.25
0.25
0.01

6.3
0.25
0.25
0.012

10.0
0.4
0.4
0.016

12.5
0.5
0.5
0.02

6% 폴리아크릴아미드겔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5 mol/L 트리스완충액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과황산암모늄 용액
테메드
8% 폴리아크릴아미드겔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5 mol/L 트리스완충액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과황산암모늄 용액
테메드
10% 폴리아크릴아미드겔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5 mol/L 트리스완충액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과황산암모늄 용액
테메드
12% 폴리아크릴아미드겔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5 mol/L 트리스완충액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과황산암모늄 용액
테메드
14% 폴리아크릴아미드겔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5 mol/L 트리스완충액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과황산암모늄 용액
테메드
15% 폴리아크릴아미드겔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5 mol/L 트리스완충액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과황산암모늄 용액
테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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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압축겔 준비
조성 용량 (mL) / 겔용량
용액 조성

1mL

2mL

3mL

4mL

5mL

6mL

8mL

10mL

0.68

1.4

2.1

2.7

3.4

4.1

5.5

6.8

0.17

0.33

0.5

0.67

0.83

1.0

1.3

1.7

0.13

0.25

0.38

0.5

0.63

0.75

1.0

1.25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0.01

0.02

0.03

0.04

0.05

0.06

0.08

0.1

과황산암모늄 용액

0.01

0.02

0.03

0.04

0.05

0.06

0.08

0.1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8

0.01

물
30% 아크릴아미드- 비스아
크릴아미드 용액
1 mol/L 트리스완충액

테메드

않는다.]

겔 준비

테메드(N,N,N',N'-테트라메틸에틸렌디아민)

불연속완충

도데실황산나트륨-폴리아크릴아미

(TEMED) 전기영동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드겔에서는 분리겔과 압축겔의 아크릴아미드-

[N,N,N',N'-테트라메틸에틸엔디아민(테메드)은

비스아크릴아미드의 조성, 완충액, pH가 다르기

과황산암모늄으로부터 유리기가 형성되는 것을

때문에, 분리겔을 먼저 부어 굳히고 압축겔을

촉매하면서 아크릴아미드와 메틸렌비스아크릴아

부어야 한다.

미드의 중합을 촉진시킨다. 테메드는 유리염기

분리겔

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낮은 pH에서 중합반응이

삼각플라스크에 표 1과 같이 원하는 농도의 아크

저해된다.]
도데실황산나트륨 용액

릴아미드 용액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다. 주어
물 1 L당 100g의 도

진 순서대로 성분들을 섞되, 필요시 과황산암모

데실황산나트륨(전기영동법에 적합) 용액을 만

늄 용액과 테메드 용액을 첨가하기 전에 용액에

들어서 실온에 보관한다.

기포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진공을 걸어준다.

1.5 mol/L 트리스완충액 - 트리스히드록시메

표 1과 같이 과황산암모늄 용액과 테메드를 적

틸아미노메탄 약 90.8 g 을 500 mL 플라스크

당량을 첨가하여 흔들고, 즉시 준비된 겔판 사

에 넣어 물 400 mL에 녹이고, 염산으로 pH

이 공간에 붓는다. 이 때 콤 이빨 길이 1 cm

8.8로 맞춘 후 물을 첨가하여 희석한다.

정도를 포함하여, 압축겔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1 mol/L 트리스완충액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남겨둔다. 이 후, 수분으로 포화시킨 이소부탄

아미노메탄 약 60.6g을 500 mL 플라스크에

올을 분리겔 용액위에 조심스럽게 부어주고, 겔

넣고 400 mL 물에 녹이고, 염산으로 pH 6.8

이 실온에서 중합되도록 한다. 약 30분 후 중합

로 맞춘 후 물을 첨가하여 희석한다.

이 끝나면 이소부탄올을 버리고 분리겔 위쪽을

겔판 준비

물로 여러 번 씻어서 이소부탄올과 중합되지 않

두 개의 유리판(예, 10 cm x 8 cm), 폴리테트

은 아크릴아미드를 제거한다. 세척 후, 종이타

라풀루오로에틸렌 콤(Comb), 두 개의 간격판,

월로 분리겔에 남아 있는 용액을 제거한다.

주형틀을 부드러운 세제로 닦고, 물로 깨끗이

압축겔

세척한 후, 종이 타월 또는 티슈로 닦아서 말린

삼각플라스크에 표 2와 같이 원하는 농도의 아

다.

크릴아미드 용액을 필요량만큼 준비한다. 필요

두 개의 간격판을 두 개의 유리판 사이의 짧은

시 과황산암모늄 용액과 테메드 용액을 첨가하

면을 따라 끼운다. 유리판과 간격판을 손으로

기 전에 용액에 기포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진

누르면서 조임쇠를 각각 끼워 고정한다. 겔을

공을 걸어준다. 표 2와 같이 과황산암모늄 용액

부어 넣을 준비가 되도록 조임쇠가 없는 긴 면

과 테메드를 적정량 첨가한 후 즉시 분리겔 위

을 겔 주형틀의 밑부분에 고정하여 겔 주형을

에 붓고, 깨끗한 콤을 압축겔 용액에 기포가 생

만든다.

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운다. 끼운 콤의 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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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압축겔 용액으로 완전히 메운다. 겔을 실

검체 틈 사이의 기포들은 구부러진 주사바늘로

온에서 중합하도록 한다.

제거해준다. 압축겔의 완충효과가 없어질 수가

전기영동 분리

있기 때문에, 압축겔에 검체를 주입하기 전에는

검체완충액 1 –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예비 전기이동을 하지 않는다. 검체를 주입하기

1.89 g, 도데실황산나트륨 5.0 g, 브롬페놀블루

전에 압축겔을 전기영동 완충액으로 조심스럽게

50 mg, 글리세린 25.0 mL를 정제수 100 mL

씻어준다.

에 녹인다. 염산으로 pH를 6.8로 조정하고, 추

위의 시약제조 부분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만

가로 정제수를 첨가해 최종 부피가 125 mL이

들어진 검체완충액으로 검체를 일대 일로 섞어

되도록 만든 다음 잘 섞어서 보관한다. 검체완

서 시험액을 만들고 표준품도 같은 방법으로 만

충액 1은 사용하기 직전에 검체와 같은 양으로

든다. 압축겔에 검체와 표준품 적당량을 주입한

일대 일로 섞어 사용한다.

다. 전기영동제조사마다 기기 사용방식이 차이

검체완충액 2 (환원 조건) - 트리스히드록시메

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조건

틸아미노메탄 1.89 g, 도데실황산나트륨 5.0 g,

을 맞추어 실험 목적에 맞게 전기영동을 실행한

브롬페놀블루 50 mg, 글리세린 25.0 mL를 정

다. 단백질 분리의 최적 조건은 전기영동을 실

제수 100 mL에 녹인다. 환원시약인 2-메르캅

시할 때 시간과 전압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것과

토에탄올 12.5 mL을 첨가한다. 염산으로 pH를

달라질 수도 있다. 전기영동의 실시간 진행사항

6.8로 조정하고, 추가로 정제수를 첨가해 최종

은 염료의 이동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

부피가 125 mL이 되도록 만든 다음 잘 섞어서

염료가 분리겔로 이동을 잘하는지 확인하고, 염

보관한다. 2-메르캅토에탄올 대신에 다른 환원

료가 겔의 하단에 도달하면 전기영동을 멈춘다.

시약인 디티오스레이돌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겔을 전기영동장치로부터 분리하여 압축겔을 잘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1.93 g, 도데실

라 버린 후 단백질 염색작업을 한다.

황산나트륨 5.0 g, 브롬페놀블루 50 mg, 글리
세린 25.0 mL를 정제수 100 mL에 녹인다. 최

단백질검출

종적으로 디티오스레이돌 농도가 100 mmol/L

쿠마시 염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백질 염

이 되도록 미리 첨가하고, 추가로 정제수를 첨

색법으로 밴드 당 1〜10 μg 정도까지 단백질

가해 최종 부피가 125 mL이 되도록 만든 다음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은염색은 밴드 안의 단백

잘 섞어서 보관한다.

질양이 10 〜 100 ng 정도까지 검출할 수 있

전기영동 완충액 -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

는 훨씬 민감한 염색법이다.

메탄 151.4 g, 글리신 721.0 g, 도데실황산나

모든 염색 단계는 회전 교반기 위에서 천천히

트륨 50.0 g을 정제수에 충분히 녹인 후 정제

실온에서 교반한다. 염색 시 손이 염색될 수 있

수를 더해 5 L로 만들어서 전기영동 완충액 10

으므로 장갑을 착용한다.

배 원액을 만든다. 사용하기 직전 이 원액을 정

시약·시액

제수로 10배 희석하고 pH를 8.1〜8.8로 맞춘

쿠마시염색액 - 정제수, 메탄올, 초고순도 아세

다.

트산(5 : 4 : 1)을 섞은 용액 1 L에 1.25g 의

실험방법

쿠마시 브릴리안트블루 R-250을 용해한 다음

압축겔이 중합이 끝나 충분히 굳으면, 압축겔에

여과지로 여과하고 실온에서 보관한다.

검체가 들어갈 틈을 만들기 위해 넣었던콤을 조

탈색액 -

심스럽게 제거한다. 생성된 틈은 즉시 정제수나

4 : 1) 용액

전기영동 완충액으로 세척하여 남아있을 수 있

고정액 I - 물, 메탄올, 트리클로로아세트산 (5

는 중합되지 않은 아크릴아미드를 제거한다. 필

: 4 : 1) 용액

요시 주사바늘로 그 틈을 정돈해 준다. 겔판을

고정액 II - 메탄올 250 mL을 500 mL 플라

전기영동 장치에 조심스럽게 장착한다.

스크에 넣고 포름알데히드 0.27 mL를 첨가한

겔을 전기영동장치에 올려놓고, 전기영동 완충

후 정제수로 희석하여 500mL로 용량을 맞춘

액을 위쪽과 아래쪽 탱크에 채운다. 압축겔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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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은액 - 1 mol/L 수산화나트륨용액 40

겔은 염색방식에 따라 다른 건조방법을 사용한

mL과 암모니아수 3 mL의 혼합액에 200 g/L

다. 쿠마시 염색을 한 경우 탈색 후 겔을

의 질산은 용액 8 mL를 교반하면서 한 방울씩

100g/L 글리세린 용액에 2시간 이상 처리하고,

첨가한 후 정제수를 가하여 200 mL가 되게 만

은염색을 한 경우는 100g/L 글리세린 용액에

든다.

2시간 이상 처리한 이후, 20g/L 글리세린 용액

현상액 - 2% 시트르산 용액 2.5 mL과 포름알

에 5분간 처리하는 세척과정을 추가한다.

데히드 0.27 mL을 물로 희석하여 500 mL를

두 장의 다공성 셀룰로오스 필름을 물에 5〜10

만든다.

분간 담근 후, 이 중 한 장을 건조대에 올려 놓

정지액 - 10% 아세트산

고 조심스럽게 겔을 들어 셀룰로오스 필름 위에

쿠마시염색

올려놓는다. 포집된 기포를 제거한 후 겔 바깥

겔을 충분히 담글 수 있을 만큼의 양의 쿠마시

쪽 주변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부어 기포가 생기

염색액에 넣고 1시간 이상 교반한 후 쿠마시

지 않도록 막는다. 두번째 셀룰로오스필름을 올

염색액을 제거한다. 그리고 충분한 양의 탈색액

려놓고 포집된 기포를 제거한다. 건조 틀 조립

으로 교반기에서 천천히 겔을 탈색시킨다. 염색

을 마치면 건조될 때까지 실온에 둔다.

된 단백질 밴드가 투명한 배경으로부터 분명히
구분되어 보일 때까지 탈색액을 여러 번 바꾸면

분자량 결정

서 탈색시킨다. 겔이 탈색이 잘되면, 검출 감도

단백질의 분자량은 이미 알려진 분자량을 가진

가 높아져 소량의 단백질 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표 단백질들의 이동거리와 비교해서 결정한

음이온교환수지나 작은 스펀지를 탈색액에 조금

다. 사용되는 지표 단백질들은 분자량을 정확히

넣으면, 탈색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과

알고 있는 단백질 혼합물이어야 하고 염색이 균

정에서 사용되는 산-알코올 용액들은 겔 안의

일하게 되어야 한다. 다양한 범위의 분자량 지

단백질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얇은

표 단백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단백질 농축

겔상에 있는 저분자 단백질들이 탈색할 때 소실

원액을 적절한 검체완충액에 희석하고 시험 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액 I에 1시간 정도 먼

체와 함께 같은 겔에 부하한다.

저 처리한 다음 겔을 쿠마시염색액에 넣어 염색

염색 후 단백질 밴드(지표 또는 검체 단백질)

하면 탈색할 때 저분자 단백질들의 소실을 막을

의 분리겔 위로부터의 이동 거리를 재서, 브롬

수 있다.

페놀블루 염료의 위치를 확인하여 염료의 브롬

은염색

페놀블루 이동 거리로 나눈다. 이렇게 얻어진

겔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의 고정액

표준화된 이동거리를 브롬페놀블루 염료에 대한

II을 준비하여 1시간 정도 천천히 교반한 후,

상대적인 단백질의 상대이동도라고 하며, RF

고정액 II를 제거하고, 새로운 고정액 II를 넣어

수치라고 부른다. RF 수치 대비 지표 단백질의

1시간 이상 또는 밤새 처리한다. 고정액 II를

분자량(MR)의 로그 그래프를 만드는데, 약간

버리고 겔을 충분한 양의 물로 1시간 동안 교

S자형이 될 수도 있다. 미지의 단백질 수치가

반한다. 겔을 1% 글루타르알데히드 용액에 15

그래프 상의 직선상에 위치한다면 RF에 대한

분간 담근 후, 충분한 양의 정제수로 15분간씩

log MR 커브로부터 선형 외삽 회귀분석법으로

교반하면서 두 번 세척한다. 겔은 질산은액에

미지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다.

15분간 담근 후, 충분한 양의 물로 5분씩 세
번 교반하여 세척한다. 질산은액은 암실에서 실

유효성 검증

험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겔을 현상액

분자량 지표 단백질들 중 가장 작은 크기의 단

에 약 1분간 현상하여 단백질 밴드가 잘 확인

백질이 겔 전체 길이의 80% 이내로 전개되거

될 정도가 되면, 과하게 현상되는 것을 막기 위

나, 의약품 단백질과 의약품 단백질의 이량체

해서, 정지액에 겔을 15분간 교반한 다음 정지

또는 의약품 단백질에서 유래한 유연불순물들이

액을 버리고 정제수로 다시 교반한다.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시험은 유효하지 않

겔건조

다. 각 단백질의 상대이동도 RF와 로그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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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선형 관계를 이루면서 각 단백질 간의

으로 이용하고 검액과 표준액을 석영 셀에 넣은

분리가 나타난다. 추가적인 검증 요구사항들은

후 2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단

각 의약품 각조에 명시되어 있다.

백질 농도의 값은 해당 흡광도가 직선으로 된
검량선 구간에 있을 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
다.

불순물의 정량
의약품 각조에 불순물 단백질 한도가 규정되는

빛 산란

검체의 빛 산란에 의해 단백질량 측

경우, 해당 검체액을 희석하여 불순물 단백질

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용액 속의 단백

한도 측정용 표준액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

질이 250 nm ∼ 300 nm 파장에서 측정되는

어 불순물 단백질 함량이 의약품 단백질 함량의

크기라면 빛의 산란으로 인해 검체의 흡광도가

5%가 기준이라면, 의약품 단백질 검액을 희석

증가하게 된다. 320 nm, 325 nm, 330 nm,

액으로 1 : 19 비율로 희석하여, 5%

함량 기

335 nm, 340 nm, 345 nm, 350 nm 파장에

준의 불순물 단백질 한도 측정용 표준액을 만들

서 검체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280 nm 파장에

어서 사용해야 한다. 전기영동 결과, 검체액에

서의 빛 산란에 의한 흡광도를 계산할 수 있다.

서 주 밴드 이외에는 어떤 불순물 밴드도 5%

파장의 로그값에 대해 측정된 흡광도의 로그값

함량 표준액에서 얻어진 밴드보다 더 커서는 안

을 플롯(plot)하고, 선형회귀에 따라 표준곡선

된다. 검증된 조건하에서 밀도측정기를 사용,

을 만든다. 곡선을 외삽하여 280 nm 파장에서

주 밴드의 밀도값을 기준으로 불순물의 밀도값

의 흡광도의 로그값을 계산하며, 이 값의 진수

을 상대화함으로서 불순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

(antilogarithm value)가 빛 산란에 의한 흡광

다.

도가 된다. 280 nm에서 측정된 총 흡광도에서
빛 산란에 의한 흡광도를 뺀 값이 용액 내의 단
백질의 흡광도이다. 검액이 혼탁할 경우 단백질

총단백질 정량법

흡착이 안되는 0.2 μm 여과막을 사용하여 여
과하거나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빛 산란에 의한

자외선측정법
단백질 용액은 주로 티로신과 트립토판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에 의해 280 nm의 파장에서 자
외선을 흡수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용액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계산법

검액 안의 단백질 농도는 다음 식으로

구하며, 필요한 경우 흡광계수를 적용할 수 있
다.

속의 단백질을 정량할 수 있다. 단백질을 용해하
CU = C S

기 위해 사용되는 완충액이 물에 비해 상대적으

×

(AU / AS)

로 높은 흡광도를 갖는다면 완충액 안에는 간섭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섭 작용은 보

CU : 검액 안의 단백질 농도

정액을 완충액으로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

CS : 표준액의 단백질 농도

할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단백질 농도가 낮으

AU : 검액의 흡광도 값

면 셀(cell)에 단백질이 흡착되어 측정값이 감소

AS : 표준액의 흡광도 값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백질 농도를 높이거나
완충액을 만들 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
여 해결할 수 있다.
검액

측정할 검체를 조제된 완충액으로 희석

로리법
로리법은

폴린시액(인몰리브덴산텅스텐산시액)

내 인몰리브덴산텅스텐산이 단백질에 의해 환원

하여 단백질 농도가 0.2 〜 2 mg/mL이 되도록

되고 이로 인해 발색이 750 nm 파장에서

한다.

흡광도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폴린시

표준액

측정할 표준물질을 같은 완충액으로

최대

액은 단백질 내 티로신과 반응하여 상온에서 20

희석하여 검체의 단백질 농도와 같게 만든다.

〜30분간 발색되었다가 서서히 발색이 사라진다.

조작법

측정하는 동안 검액, 표준액, 보정액을

이 방법은 간섭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검체로부

같은 온도로 유지한다. 조제된 완충액을 보정액

터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사용한다. 대부분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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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물질은 발색을 감소시키지만 일부 계면활성화

검체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을 가하여 단백질을

제는 발색을 약간 증가시킨다. 고농도의 염은 인

침전시킨 후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희석액

몰리브덴산텅스텐산과 단백질 결합체를 침전 시

으로부터 단백질을 농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

킬 수 있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강도의

다.

발색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가능한 표준물질과

측정할 검체에 0.1 mL 트리클로로아세트산액

검체 단백질은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을 사용한다.
표준물질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단백질정량용 알
부민 등으로 대체한다. 검체 내에 단백질로부터
간섭물질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 검체액을 준비하
기 전에 간섭물질을 아래의 간섭물질 제거 방법
에 따라 분리한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검체의 농

(1.5 g/L)을 가한 다음 교반기로 교반시킨 후
10분간 상온에 정치시킨다. 다시 0.1 mL 트리
클로로아세트산 (720 g/L)을 가한 후 교반기로
교반시킨다. 그 다음 3000 x g에서 30분간 원
심 분리한다. 상층액을 버리고 잔류된 액은 파

도가 충분할 경우에는 희석배수를 높여 간섭물질

이펫으로 제거한다. 단백질 침전물은 1 mL 알

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든 완충액이나 시

칼리성 구리시액을 가하여 녹인다.

액 조제 시 정제수를 사용한다.

계산법

흡광도와 단백질 농도 간의 관계는 비

적당한 양의 검체를 완충액으로 희석하

선형이지만, 검량곡선 농도 구간이 충분히 작을

여 표준곡선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검체액을 준

경우에는 선형에 근접하며, 이때 표준액의 농도

비한다. 완충액 내 적정 pH 범위는 10.0〜

와 흡광도 간의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10.5 이다.

의 농도를 결정한다.

검액

표준액

검체

측정할 단백질에 대한 표준물질을 조

제된 완충액으로 용해시킨다. 이 용액을 같은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최소 5개 농도의 표준희
석액을 만든다. 표준희석액은 단백질함량이 5〜
100 μg/mL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공액(Blank)

검액과 표준액을 만들기 위해 사

용되는 완충액을 사용한다.
황산구리시액

100 mg 황산구리와 0.2 g 타르

타르산나트륨을 정제수로 용해하여 50 mL 가
되게 한다. 10g 탄산나트륨을 정제수로 용해하
여 50 mL 되게 한다. 천천히 탄산나트륨용액
을 황산구리용액에 가하여 진탕 혼합한 다음
2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알칼리성구리시액

구리시액과 도데실황산나트

륨액(50g/L)과

수산화나트륨용액(32g/L)을

(1:2:1)로 혼합한 다음 상온에서 보관하고 2주
이내에 사용한다.
폴린시액 희석액

5 mL 폴린시액을 55 mL 정

제수로 희석한 다음, 황갈색 병에 옮긴 후 상온
에서 보관한다.
조작법

1 mL 알칼리성 구리시액을 각각 1

mL의 표준액, 검체액과 공액에 가한 후 진탕
혼합한다. 10분간 정치시킨 후 0.5 mL 폴린시
액 희석액을 가하고 진탕 혼합한 다음, 30분간
상온에서 정치시킨 후 보정액을 공액으로 사용
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간섭물질

간섭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측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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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유연물질시험법 개정(안)
다음과 같이 라미프릴 등 4 품목에 대하여 유연물질시험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라미프릴

라미프릴

Ramipril

Ramipril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점

(생략)

융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팔라듐

성

2) 유연물질

(생략)

점

순도시험 1) 팔라듐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

2)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125 mg을 정밀하게 달

아 이동상 A에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아 이동상 B에 녹여 정확하게 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라미프릴표준품 약 25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이동상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B를 넣어 녹여 정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이동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상 B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지고 다음 조건으로 시험한다. 검액에서 얻은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주피크 이외의 피크면적을 가지고 다음 식에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따라 유연물질의 양을 계산할 때 라미프릴유연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라미프릴에 대한 상대

물질 Ⅰ, 라미프릴유연물질 Ⅱ, 라미프릴유연물

유지시간이

질 Ⅲ 또는 라미프릴유연물질 Ⅳ는 0.5 % 이

대유지시간이 1.29인 라미프릴 유연물질 Ⅱ,

하이고, 다른 개개의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

상대유지시간이 1.57인 라미프릴 유연물질 Ⅲ

며 총 유연물질의 양은 1.0 % 이하이다.

또는 상대유지시간이 1.67인 라미프릴 유연물

0.78인 라미프릴 유연물질 Ⅰ, 상

질 Ⅳ는 0.5 % 이하이다. 또한 개개 미지 유연
유연물질의 양 (%)=100F 

CS AT

CT AS

물질은 0.1 % 이하이며, 총 유연물질의 양은
1.0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
는 제외한다.

F : 유연물질에 대한 보정인자 (라미프릴유연
물질 Ⅲ는 2.4, 다른 개개의 유연물질은 1.0)
CS : 표준액 중 라미프릴의 농도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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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 검액 중 라미프릴의 농도 (mg/mL)

CS : 표준액 중 라미프릴 농도 (mg/mL)

AT : 검액에서 얻은 개개 피크의 면적

CT : 검액 중 라미프릴 농도 (mg/mL)

AS : 표준액에서 얻은 라미프릴의 피크면적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라미프릴 피크면적
rf : 라미프릴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감도계수
라미프릴 유연물질 Ⅰ : 1.04
라미프릴 유연물질 Ⅱ : 1.14
라미프릴 유연물질 Ⅲ : 2.13
라미프릴 유연물질 Ⅳ : 1.21
기타유연물질 : 1.00

조작조건

검출기

조작조건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25 c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

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

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65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6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

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

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

한다.

한다.

이동상 A - 과염소산나트륨 2.0 g을 물 800

이동상 A - 과염소산나트륨 2.0 g을 물 800

mL 및 트리에틸아민 0.5 mL의 혼합액에 녹이

mL 및 트리에틸아민 0.5 mL의 혼합액에 녹이

고 인산으로 pH를 3.6 ± 0.1로 맞추고 아세

고 인산으로 pH를 3.6 ± 0.1로 맞추고 아세

토니트릴 200 mL를 넣어 섞는다.

토니트릴 200 mL를 넣어 섞는다.

이동상 B - 과염소산나트륨 2.0 g을 물 300

이동상 B - 과염소산나트륨 2.0 g을 물 300

mL 및 트리에틸아민 0.5 mL의 혼합액에 녹이

mL 및 트리에틸아민 0.5 mL의 혼합액에 녹이

고 인산으로 pH를 2.6 ± 0.1로 맞추고 아세

고 인산으로 pH를 2.6 ± 0.1로 맞추고 아세

토니트릴 700 mL를 넣어 섞는다.

토니트릴 700 mL를 넣어 섞는다.

이동상 A

이동상 B

0 ~ 6

(vol%)
90

(vol%)
10

6 ~ 7

90 → 75

7 ~ 20
20 ~ 30

시간 (분)

유

이동상 A

이동상 B

0 ~ 6

(vol%)
90

(vol%)
10

10 → 25

6 ~ 7

90 → 75

10 → 25

75 → 65

25 → 35

7 ~ 20

75 → 65

25 → 35

65 → 25

35 → 75

20 ~ 30

65 → 25

35 → 75

시간 (분)

30 ~ 40

25

75

30 ~ 40

25

75

40 ~ 45

25 → 90

75 → 10

40 ~ 45

25 → 90

75 → 10

45 ~ 55

90

10

45 ~ 55

90

10

량 : 1.0 mL/분

유

량 : 1.3 m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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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

의 조건으로 시험하여 용량비 75 : 25 단계에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서 라미프릴의 유지시간이 16 ~ 19 분이 되도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록 조정한다. 따로 라미프릴표준품, 라미프릴유

라미프릴 피크의 S/N 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

연물질 Ⅰ 표준품, 라미프릴유연물질 Ⅱ 표준

한다.

품, 라미프릴유연물질 Ⅲ 표준품 및 라미프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

유연물질 Ⅳ 표준품 각 5.0 mg씩을 달아 이동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라미프릴 피크의 이론

상 B에 녹여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10000 단 이상, 1.5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라미프릴유연

이하이다.

물질 Ⅰ, 라미프릴유연물질 Ⅱ, 라미프릴유연물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질 Ⅲ 및 라미프릴유연물질 Ⅳ의 상대유지시간

정량법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라

은 각각 약 0.8, 1.0, 1.3 및 1.5이고, 라미프

미프릴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 이

릴유연물질 Ⅰ 피크와 라미프릴 피크의 분리도

하이다.

는 3.0 이상이다. 또 검액 10 μL를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라미프릴의 유지시간은
16 ~ 19 분이고 대칭계수는 0.8 ~ 2.0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라미프
릴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
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레파글리니드

레파글리니드

Repaglinide

Repaglinid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중금속
2) 유연물질

(생략)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순도시험 1)중금속
2)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0.1 mL에 메탄올을 넣어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메탄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액 및 표준액 3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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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3

액의 레파글리니드 이외의 피크면적을 자동적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각 유연물질의 양은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0.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의 양은 0.5 %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이하이다.

Ⅰ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레파글리니드에 대한

{(S)-3-메틸-1-[2-(1-피페리디닐)페닐]부

상대유지시간이 1.18인 레파글리니드 유연물질

틸아민, N-아세틸-L-글루타메이트염}의 양

Ⅰ, 상대유지시간이 0.21인 레파글리니드 유연

은 다음 식에서 구한 값에 보정계수 2를 곱한

물질 Ⅱ 또는 상대유지시간이 0.96인 레파글리

다.

니드 유연물질 Ⅲ은 0.1 % 이하이고, 총 유연

다만,

레파글리니드유연물질

물질의 양은 0.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
유연물질의 양 (%) =

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Ai
AS





유연물질의 양   ×  ×  ×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레파글리니드의 피크면

CS : 표준액 중 레파글리니드 농도 (mg/mL)

적

CT : 검액 중 레파글리니드 농도 (mg/mL)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레파글리니드 피크면적
rf : 레파글리니드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
크의 감도계수
레파글리니드 유연물질 Ⅰ : 3.36
레파글리니드 유연물질 Ⅱ : 0.68
레파글리니드 유연물질 Ⅲ : 0.93
기타유연물질 : 1.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nm)

nm)
칼

검출기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

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5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4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

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

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

한다.

한다.

이동상 A - 인산이수소칼륨 3 g을 물 1000

이동상 A - 인산이수소칼륨 3 g을 물 1000

mL에 녹이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

mL에 녹이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

어 pH를 7.0으로 조정한다.

어 pH를 7.0으로 조정한다.

이동상 B – 메탄올

이동상 B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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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

유

이동상 A

이동상 B

(vol%)

(vol%)

시간 (분)

이동상 A

이동상 B

(vol%)
40

(vol%)
60

0

50

50

0

0 ~ 2

50 → 30

50 → 70

0 ~ 2

40 → 30

60 → 70

2 ~ 8

30

70

2 ~ 8

30

70

8 ~ 12

30 → 5

70 → 95

8 ~ 12

30 → 10

70 → 90

12 ~ 15

5

95

12 ~ 15

10

90

유

량 : 1.0 mL/분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레파글리니드표준품 0.1 g, 레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

파글리니드유연물질 Ⅰ 표준품, 레파글리니드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유연물질 (3-에톡시-4-에톡시카르보닐페닐아

액 3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트산) Ⅱ 표준품 및 레파글리니드유연물질

레파글리니드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피크면적

Ⅲ

의 40 ∼ 50 %가 되는 것을 확인 한다.

{(S)-2-에톡시-4-[2-

[[2-페닐

-1-[2-(1-피페리디닐)페닐]에틸]아미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3 μL를 가지고 위의

노]-2-옥소에틸]벤조산} 표준품 각 1 mg씩

조건으로 조작할 때 레파글리니드 피크의 이론

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한 액을 시스템적

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10000 단 이상, 1.5

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을 3 μL를 가지고

이하이다.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레파글리나이드의 유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3 μL씩을 가지고

지시간에 대한 유연물질 Ⅱ, Ⅲ 및 Ⅰ의 상대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레파글

유지시간은 각각 0.3, 0.9 및 1.6이다.

리니드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3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상대표
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Terazosin Hydrochloride Hydrate

Terazosin Hydrochloride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2) 유연물질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생략)

가) 테트라히드로-2-퓨란카르복실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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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 1) 중금속
2)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가) 테트라히드로-2-퓨란카르복실산

(현행과 같음)

16

나) 1-[(테트라히드로-2-퓨라닐)피페라진

(생

략)
다) 기타 유연물질

나) 1-[(테트라히드로-2-퓨라닐)피페라진

(현행

과 같음)
이 약을 가지고 정량법의 검

다) 기타 유연물질

이 약 약 0.4 g을 정밀하게

액원액과 같이 조작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시트르산나트륨이수화물

시트르산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이동상

(100) 4.0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희석액 (1) 로 한다. 따로 물․아세토니트릴․메탄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올혼합액(60 : 30 : 10)을 희석액 (2) 로 한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다. 따로 테라조신유연물질 I {1-(4-아미노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6,7-디메톡시-2-퀴나졸리닐)피페라진,디하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이드로클로라이드}표준품을 정밀하게 달아 희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석액 (1) 에 녹여 정확하게 0.5 mg/mL로 하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테라조신염산염에 대

여 유연물질표준원액 (1) 로 한다. 따로 테라

한 상대유지시간이

조신유연물질 II {1-(4-하이드로옥시-6,7-

Ⅰ은 0.3 % 이하, 상대유지시간이 1.73인 테

디메톡시-2-퀴나졸리닐)-4-[(테트라하이드

라조신 유연물질 Ⅲ은 0.4 % 이하이며 테라조

로-2푸라닐)카보닐]피페라진}표준품을 정밀하

신 피크 이전에 용리되는 개개 유연물질은 0.3

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0.5 mg/mL

% 이하이고, 상대유지시간이 1.17인 테라조신

로 하여 유연물질표준원액 (2)로 한다. 따로

염산염 유연물질 Ⅱ 및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

테라조신유연물질

은 0.1 % 이하이고 0.6 % 이하이다. 다만,

III

6.0

g과

{1,4-비스(4-아미노

-6,7-디메톡시-2-퀴나졸리닐)피페라진,디하

0.35인 테라조신 유연물질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이드로클로라이드}표준품을 정밀하게 달아 희
석액 (2)에 녹여 정확하게 0.1 mg/mL로 하여





유연물질의 양   ×  ×  × 



유연물질표준원액 (3)으로 한다. 100 mL 용
량플라스크에 희석액 (2) 60 mL를 넣고 정량
법의 표준원액 5.0 mL, 유연물질표준원액 (1)

CS

:

표준액

중

테라조신염산염

농도

4.0 mL, 유연물질표준원액 (2) 4.0 mL 및 유

(mg/mL)

연물질표준원액 (3) 20 mL를 넣고 희석액

CT : 검액 중 테라조신염산염 농도 (mg/mL)

(2)로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용액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AS : 표준액에서 얻은 테라조신염산염 피크면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적

및 표준액 각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

rf : 테라조신염산염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피크의 감도계수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으로 측
정한다. 다음 식에 따라 유연물질량을 구할 때,

테라조신 유연물질 Ⅰ : 1.03

테라조신유연물질 I은 0.3 % 이하, 테라조신유

테라조신 유연물질 Ⅱ : 1.41

연물질 III은 0.4 % 이하이며, 테라조신 피크

테라조신 유연물질 Ⅲ : 0.69

이전에 용리되는 개개 유연물질은 0.3 % 이하

기타유연물질 : 1.00

이고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은 0.6 % 이하이다.
테라조신유연물질I 또는 테라조신유연물질III의

KP Forum Vol.11, No.2 (2014)

17

T
양 (%) =  ×  × 
S

C

:

표준액

중의

해당

유연물질의

농도

(mg/mL)
AT : 검액 중 해당 유연물질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해당 유연물질 피크면적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  × 


C : 표준액 중의 테라조신염산염표준품의 농도
(mg/mL)
Ai : 검액 중 개개 유연물질 피크면적
Ar : 표준액 중 테라조신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유량 등은 정량법의 조

검출기, 이동상, 유량 등은 정량법의 조작조건

작조건에 따라 시험한다.

에 따라 시험한다.
칼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틸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

측정범위 : 검체를 주입한 다음 40 분
시스템적합성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상대유지시간은 테라조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

신유연물질 I은 약 0.2, 테라조신은 1.0, 테라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조신유연물질 II는 1.48, 테라조신유연물질 III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은 2.57이다. 테라조신 및 테라조신유연물질 II

테라조신염산염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피크면

피크의 분리도는 9.0 이상이다. 테라조신 피크

적의 40 ∼ 50 %가 되는 것을 확인 한다.

의 이론단수는 12000 단 이상이고 테라조신유
연물질 III 피크의 대칭계수는 2.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테라조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테라조신염산염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10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신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

이고, 테라조신유연물질 III의 피크면적의 상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테라

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조신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 이

측정범위 : 검체를 주입한 다음 60 분

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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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토르세미드

토르세미드

Torsemide

Torsemid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2) 유연물질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정량법의 검액을 검액으로 한다.

2)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정량법의 검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토르세미드유연물질 Ⅰ {4-[(3-메틸페

이 액 1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닐)아미노]-3-피리딘설폰아미드} 표준품, 토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취하여 이동

르세미드유연물질 Ⅱ {N-[(n-부틸아미노)카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

르보닐]-4-[(3-메틸페닐)아미노]-3-피리딘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설폰아미드} 표준품 및 토르세미드유연물질 Ⅲ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N-[(에틸아미노)카르보닐]-4-[(3-메틸페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닐)아미노]-3-피리딘설폰아미드}

표준품을

따라 측정하고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

각각 약 8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30

에서 얻은 토르세미드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mL를 넣어 녹이고 8 분 이상 초음파 처리하여

0.45인 토르세미드 유연물질 Ⅰ은 0.5 % 이하

녹인 다음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

이고, 상대유지시간이 0.60인 토르세미드 유연

45 mL을 넣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이동상을

물질 Ⅱ는 0.3 % 이하이며, 상대유지시간이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이동

2.08인 토르세미드 유연물질 Ⅲ는 0.2 % 이하

상으로

약

이다. 또한 개개 미지 유연물질은 0.1 % 이하

0.0019 mg이 함유되도록 하여 표준액으로 한

이며, 개개 미지 유연물질의 총 합은 0.2 % 이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정량법의

하이며, 총 유연물질의 양은 1.0 % 이하이다.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다. 각 액의 유연물질 Ⅰ, 유연물질 Ⅱ 및 유연
물질 Ⅲ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
하여 식 (1)에 따라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유연물질의 양   ×  ×  × 



때 유연물질 Ⅰ는 0.5 % 이하, 유연물질 Ⅱ는
0.3 % 이하, 유연물질 Ⅲ는 0.2 % 이하이다.

CS : 표준액 중 토르세미드 농도 (mg/mL)

또 식 (2)에 따라 이외 다른 각 유연물질의 양

CT : 검액 중 토르세미드 농도 (mg/mL)

을 구할 때 0.1 % 이하이고 이들 유연물질의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합계량은 0.2 % 이하이며 유연물질 Ⅰ, 유연물

AS : 표준액에서 얻은 토르세미드 피크면적

질 Ⅱ, 유연물질 Ⅲ를 포함하는 전체 유연물질

rf : 토르세미드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

의 양은 1.0 % 이하이다.

의 감도계수

유연물질의 양 (%)= 100 

CS AT

CT AS

(1)

토르세미드 유연물질 Ⅰ : 0.80
토르세미드 유연물질 Ⅱ : 1.16
토르세미드 유연물질 Ⅲ 및 기타유연물질 :

CS : 표준액 중 각 유연물질의 농도 (mg/mL)

1.00

KP Forum Vol.11, No.2 (2014)

19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AS : 표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기타 유연물질의 양 (%)= 100 

Ai
AS

(2)

조작조건
검액, 검출기,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

Ai :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Ⅰ, Ⅱ, Ⅲ 이외

작조건을 따른다.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칼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AS : 검액에서 얻은 전체 피크의 합계면적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토르세미드표준품 및 토르세
미드유연물질 Ⅰ 표준품을 각각 3 mg씩 달아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

메탄올 3 mL에 녹이고 8 분 이상 초음파 처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리한 다음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4.5 mL를 넣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이동상을

토르세미드의 피크의 S/N 비가 10 이상임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 액 20 μL를 가지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

연물질 Ⅰ 피크 및 토르세미드 피크의 분리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르세미드 피크의 이

는 1.0 이상이고 각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

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5000 단 이상,

하이다.

1.5 이하이다.

수

고 정량법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토르세미드유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고 정량법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르세

토르세미드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미드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 이

% 이하이다.

하이다.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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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확인시험법 개정(안)
다음과 같이 의약품 각조 36 품목에 대한 확인시험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한다.

성

상 (생

나프록센

나프록센

Naproxen

Naproxen

략)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메탄올 5 mL에 녹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이고 물 5 mL를 넣은 다음 요오드화칼륨시액
2 mL 및 요오드산칼륨용액(1 → 100) 5 mL
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노란색 ~ 연한
갈색을 나타낸다. 여기에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클로로포름층은 연한 자
주색을 나타낸다.
2) 이 약의 에탄올(99.5)용액(1 → 300) 1 mL
에

2) 삭 제

과염소산히드록실아민·에탄올(99.5)시액

4 mL 및 N,N'-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
에탄올(99.5)시액 1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
은 다음 미온탕에 20 분간 방치한다. 식힌 다
음

과염소산철(III)육수화물·에탄올(99.5)시

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자주색
을 나타낸다.
3)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의 에탄올(99.5)용

1)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의 에탄올(99.5)용

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4)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2) 이 약 및 나프록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타낸다.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생

략)

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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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노르게스트렐

노르게스트렐

Norgestrel

Norgestrel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1 mg을 에탄올(95) 2 mL에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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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및 노르게스트렐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를 나타낸다.

를 나타낸다.

융

점 (생

략)

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점 (현행과 같음)

주사용 독소루비신염산염

주사용 독소루비신염산염

Doxorubi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Doxorubi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상 (생

성

략)

상 (현행과 같음)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독소루비신염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산염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

같다.

확인시험

에 메탄올을 넣어 5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을 측정할 때 파장 231 ~ 235 nm, 250 ~
254 nm, 477 ~ 481 nm, 493 ~ 497 nm
및 528 ~ 538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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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캡슐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캡슐

Doxycycline Hyclate Capsules

Doxycycline Hyclate Capsules

법 (생

제

략)

확인시험 1) 이 약 1 캡슐의 내용물을 취하여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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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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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수

분

(생

용출시험 (생

략)

수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분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Doxycycline Hyclate Hydrate

Doxycycline Hyclate Hydr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및 독시사이클린표준품을 가

확인시험 1) 이 약 및 독시사이클린표준품을 가

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

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

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

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

의 흡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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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성 (생

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흡 광 도 (생

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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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생

디곡신 정

디곡신 정

Digoxin Tablets

Digoxin Tablets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디곡신｣ 0.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2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

같다.

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곡신표준
품 0.5 mg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새로 만든 톨
루엔설폰클로로아미드나트륨삼수화물용액(3 →
100) 1 용량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의 에탄올
(95)용액(1 → 4) 4 용량을 넣어 혼합한 액을
고르게 뿌리고 110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
음 자외선 (주파장 366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디곡신 주사액

디곡신 주사액

Digoxin Injection

Digoxin Injection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디곡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신 0.25 mg을 함유하도록 필요할 경우 메탄올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을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곡신표준품

같다.

0.5 mg을 메탄올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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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새로 만든 톨
루엔설폰클로로아미드나트륨삼수화물용액(3 →
100) 1 용량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의 에탄올
(95)용액(1 → 4) 4 용량을 넣어 혼합한 액을
고르게 뿌리고 110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
음 자외선 (주파장 366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의 Rf 값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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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수 (생

략)

알코올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라니티딘염산염 정

라니티딘염산염 정

Ranitidine Hydrochloride Tablets

Ranitidine Hydrochloride Tablets

상 (생

성

략)

확인시험 1) 유연물질시험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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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라니티딘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라니티딘

염산염 0.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2 mL

염산염 0.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2 mL

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은

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은

염화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염화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Ribostamycin Sulfate

Ribostamycin Sulfate

략)

확인시험 1) 이 약 20 mg을 인산염완충액(pH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6.0) 2 mL에 녹이고 닌히드린시액 1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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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가열할 때 액은 청자색을 띤다.
2) 이 약 및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 0.12

1) 이 약 및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 0.12

g씩을 물 20 mL에 녹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

g씩을 물 20 mL에 녹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

L씩을

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인산이수소칼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인산이수소칼

륨용액(3 → 4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륨용액(3 → 40)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키고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cm 전개시키고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0.2 % 닌히드린·물포화 1-부탄올시액을

에 0.2 % 닌히드린·물포화 1-부탄올시액을

고르게 뿌리고 10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고르게 뿌리고 10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

점은 자갈색을 띠며 이들 Rf 값은 같다.

점은 자갈색을 띠며 이들 Rf 값은 같다.

3) 이 약의 수용액(1 → 5) 2 mL에 염화바륨시
액 1방울을 넣을 때 액은 백탁한다.
비선광도 (생
pH (생

략)

략)

3) 이 약의 수용액(1 → 5)은 황산염의 정성반
응 1)을 나타낸다.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리팜피신 캡슐

리팜피신 캡슐

Rifampicin Capsules

Rifampicin Capsules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꺼내어 잘 섞고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꺼내어 잘 섞고

필요하면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

필요하면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

라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메탄올

라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메탄올

100 mL에 녹여 여과한다. 여액 5 mL에 0.05

100 mL에 녹여 여과한다. 여액 5 mL에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어 100 mL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어 100 mL

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4 ∼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34 ∼

238 nm, 252 ∼ 256 nm, 331 ∼ 335 nm

238 nm, 252 ∼ 256 nm, 331 ∼ 335 nm

및 472 ∼ 47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및 472 ∼ 47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g을 달아 유리마개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 10
mL를 넣어 수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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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리팜피신표준품 적당
량을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mL 당 5 mg을 함
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
판에 점적한 다음 아세톤 또는 클로로포름·에
탄올혼합액(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빨간색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린코마이신염산염 주사액

린코마이신염산염 주사액

Lincomycin Hydrochloride Injection

Lincomycin Hydrochloride Injection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린코마이신염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산염수화물｣ 3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달아 물 30 mL를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같다.

확인시험

린코마이신염산염표준품 10 mg (역가)를 물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암모늄 150 g을 물 800 mL
에 녹이고 암모니아수(28)를 넣고 pH를 9.6으
로 맞춘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80 mL에 2-프로판올 40 mL 및 아세트산
에틸 9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위층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과망간산칼륨용액(1 →
1000)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
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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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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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략)

략)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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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

Lincomycin Hydrochloride Capsules

Lincomycin Hydrochloride Capsules

상 (생

확인시험

성

략)

1) 이 약 내용물을 가지고 표시량에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따라 린코마이신염산염으로서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과 린코마이신염산염표준품 50 mg
(역가)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2-부타논·아세톤·물혼합액(8 : 4 : 1)을 전
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정도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0.5 % 과망간산
칼륨용액을 뿌리고 10 분 후에 0.2 % 브로모
페놀블루용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파란색 반점의 Rf 값은 같다.
2)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에
서 검액과 표준액 중의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간에 대한 린코마이신의 유지시간비는 같다.
수

분 (생

략)

수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메스트라놀

메스트라놀

Mestranol

Mestranol

략)

확인시험 1) 이 약 2 mg을 황산·에탄올(99.5)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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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의 에탄올(99.5)

용액(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용액(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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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

2) 이 약 및 메스트라놀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타낸다.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생

략)

융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점 (현행과 같음)

메트로니다졸 정

메트로니다졸 정

Metronidazole Tablets

Metronidazole Tablet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메트로니다졸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메트로니다졸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

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때때로 세게 흔들

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때때로 세게 흔들

어 섞으면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하

어 섞으면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하

여 위의 맑은 액 1 mL를 취하여 0.1 mol/L

여 위의 맑은 액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가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가

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

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

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5 ∼ 279 nm에서

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5 ∼ 279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메트로
니다졸｣ 0.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20 mL를 넣어 10 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트로니다졸표준품 0.10 g을 아세
톤 1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
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톤·물·아세
트산에틸혼합액(8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과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의 Rf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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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메틸도파수화물

메틸도파수화물

Methyldopa Hydrate

Methyldopa Hydrate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에 닌히드린시액 3 방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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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의 0.1 mol/L 염산

시액용액(1 →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시액용액(1 →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2) 이 약 및 메틸도파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

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메틸도파 정

메틸도파 정

Methyldopa Tablets

Methyldopa Tablets
제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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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힌 다음 매분 2000 회전

으로 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 1방울
을 여과지에 묻혀 더운 바람으로 말린 다음 여
기에 닌히드린시액 1 방울을 겹쳐 묻히고 100
℃에서 5 분간 가열할 때 보라색을 나타낸다.
2) 1)의 맑은 액 0.5 mL에 0.05 mol/L 황산시
액 2 mL, 타르타르산철(II)시액 2 mL 및 암
모니아시액 4방울을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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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보라색을 나타낸다.
3) 1)의 위의 맑은 액 0.7 mL에 0.1 mol/L 염

3)이 약을 가루로 하고 표시량에 따라 메틸도파

산시액을 넣어 20 mL로 한다. 이 액 10 mL

0.1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

에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

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에서 5 분간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가열한다.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7 ~ 283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 0.7 mL에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20 mL로 한다.

식힌 다음 매분 2000 회전으로 5

이 액 10 mL에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7 ~ 283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정 량 법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상 (생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프로바메이트 정

메프로바메이트 정

Meprobamate Tablets

Meprobamate Tablets
성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메프로바메이트 약 0.8 ｇ에 해당하는 양을 달
아 무수에탄올 5 mL를 넣고 때때로 흔들면서
끓기 직전까지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헥
산 15 mL에 여과하고 흔들어 섞는다. 생긴 침
전을 흡인여과하고 60 ℃에서 건조한다.

이

결정의 융점은 103 ~ 107 ℃이며 처음 녹기
시작해서 완전히 녹을 때의 온도차이는 2 ℃
이하이다.
2) 1)에서 얻은 결정을 가지고 ｢메프로바메이트
｣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용출시험 (생

략)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바클로펜 정

바클로펜 정

Baclofen Tablets

Baclofen Tablets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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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로펜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
액 5 mL에 닌히드린시액 1 mL를 넣고 이하
｢바클로펜｣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1 mol/L 염산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1 mol/L 염산

시액 50 mL를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시액 50 mL를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

음 여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음 여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57 ~ 261 nm, 264 ~ 268 nm 및 272 ~

257 ~ 261 nm, 264 ~ 268 nm 및 272 ~

27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27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바클로펜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아세트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아세트

산(100)혼합액(4 : 1) 2 mL를 넣어 잘 흔들

산(100)혼합액(4 : 1) 2 mL를 넣어 잘 흔들

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

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

액으로 한다. 따로 바클로펜표준품 10 mg을

액으로 한다. 따로 바클로펜표준품 10 mg을

메탄올·아세트산(100)혼합액(4 : 1) 2 mL에

메탄올·아세트산(100)혼합액(4 : 1) 2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표준액 2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

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

적한다. 다음에 1-부탄올·물·아세트산(100)

적한다. 다음에 1-부탄올·물·아세트산(100)

혼합액(4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혼합액(4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에 0.2% 닌히드린· 불포화 1-부탄올 시액을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고르게 뿌리고 100℃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
점은 자갈색을 띠며 Rf 값은 같다.

용출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부설판 정

부설판 정

Busulfan Tablets

Busulfan Tablets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아세톤으로 여러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아세톤으로 여러

번 추출하고 이 추출액을 모두 합하여 바람을

번 추출하고 이 추출액을 모두 합하여 바람을

보내면서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을

보내면서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그 잔류물을

가지고 ｢부설판｣의 확인시험 1) 및 2)에 따라

가지고 ｢부설판｣의 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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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한다. 또 그 잔류물의 융점은 약 115 ℃이

시험한다.

다.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정 량 법

성

(생

(생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세폭시틴나트륨

주사용 세폭시틴나트륨

Cefoxitin Sodium for Injection

Cefoxitin Sodium for Injection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세폭시틴나트륨｣의 확인시험 1), 2)
및 3)에 따라 시험한다.
pH
수

(생
분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세폭시틴나트륨｣의 확인시험 1), 2)에
따라 시험한다.

략)

pH (현행과 같음)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제제균일성시험 (생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현행과 같음)

시럽용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시럽용 세프포독심프록세틸

Cefpodoxime Proxetil for Syrup

Cefpodoxime Proxetil for Syrup

법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히드록실
아민염산염시액 2 mL를 넣어 녹이고 5 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
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
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 mg (역

2) 삭 제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4 mL를 넣어 녹
이고 얼음으로 식히면서 묽은황산 1 mL를 넣
은 다음 새로 만든 아질산나트륨용액(1 →
100)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2 분간 방치
한다. 다시 얼음으로 식히면서 아미도황산암모
늄용액(1 → 100) 1 mL를 넣어 잘 흔들고 1
분간 방치한 다음 염산 N-(1-나프틸)-에틸
렌디아민염산염시액 1 mL를 넣으면 액은 자주
색을 나타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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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

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을 측정할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

을 측정할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

극대를 나타낸다.

극대를 나타낸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pH (생

pH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정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정

Cefpodoxime Proxetil Tablets

Cefpodoxime Proxetil Tablets

법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히드록실
아민염산염시액 2 mL를 넣어 녹이고 5 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
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
다.
2)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 mg (역

2) 삭 제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4 mL를 넣어 녹
이고 얼음으로 식히면서 묽은황산 1 mL를 넣
은 다음 새로 만든 아질산나트륨용액(1 →
100)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2 분간 방치
한다. 다시 얼음으로 식히면서 아미도황산암모
늄용액(1 → 100) 1 mL를 넣어 잘 흔들고 1
분간 방치한 다음 염산 N-(1-나프틸)-에틸
렌디아민염산염시액 1 mL를 넣으면 액은 빨강
띤 보라색을 나타낸다.
3)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세프포독심 15 mg (역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

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

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을 측정할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

을 측정할 때 파장 232 ∼ 236 nm에서 흡수

극대를 나타낸다.

극대를 나타낸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수

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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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Streptomycin Sulfate

Streptomycin Sulfate

략)

성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물 5 mL에 녹인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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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및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표준품 10

mg씩을 물 10 mL에 녹이고 검액 및 표준액으

mg씩을 물 10 mL에 녹이고 검액 및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 씩을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로 만든 박층판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인산이수소칼륨용액(7 → 100)

에 점적한다. 인산이수소칼륨용액(7 → 100)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바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바

람에 말린다. 여기에 1,3-디히드록시나프탈렌

람에 말린다. 여기에 0.2% 닌히드린· 불포화

의 에탄올(95)용액(1 → 500)·희석시킨 황산

1-부탄올 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약 100

(1 → 5)혼합액(1 : 1)을 고르게 뿌린 다음

℃에서 약 5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

약 150 ℃에서 약 5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은 같은 색깔

얻은 주반점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은 같

과 같은 Rf 값을 나타낸다.

은 색깔과 같은 Rf 값을 나타낸다.
비선광도 (생
pH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이상독성부정시험 (생

략)

이상독성부정시험 (현행과 같음)

히스타민 (생

략)

히스타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주사용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Streptomycin Sulfate for Injection

Streptomycin Sulfate fo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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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의 확인시험 2)
에 따라 시험한다.
pH (생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제제균일성시험 (생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시메티딘염산염

시메티딘염산염

Cimetidine Hydrochloride

Cimetidine Hydrochlorid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확인시험 1)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각각 15 mg씩을 달아 0.05 mol/L 황산시액에

각각 15 mg씩을 달아 0.05 mol/L 황산시액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들 액 5.0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들 액 5.0

mL에 0.05 mol/L 황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mL에 0.05 mol/L 황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

2) 이 약 및 시메티딘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를 나타낸다.

를 나타낸다.
3) 이 약의 수용액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소마이신황산염

시소마이신황산염

Sisomicin Sulfate

Sisomicin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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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물 5 mL에 녹여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브롬시액 0.3 mL를 넣을 때 용액의 색은 곧
없어진다.
2) 이 약 및 시소마이신황산염표준품 15 mg

1) 이 약 및 시소마이신황산염표준품 15 mg

(역가) 씩을 달아 각각 물 5 mL에 녹여 검액

(역가) 씩을 달아 각각 물 5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

클로로포름·암모니아수(28)·아세톤혼합액(2

클로로포름·암모니아수(28)·아세톤혼합액(2

: 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

: 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

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린다. 박

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린다. 박

층판에 0.2 % 닌히드린·물포화 1-부탄올 시

층판에 0.2 % 닌히드린·물포화 1-부탄올 시

액을 고르게 뿌리고 약 100 ℃에서 약 5 분간

액을 고르게 뿌리고 약 100 ℃에서 약 5 분간

가열할 때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은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은

자주색 ~ 적갈색을 띠고 Rf 값은 같다.

자주색 ~ 적갈색을 띠고 Rf 값은 같다.

3) 이 약은 황산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2) 이 약은 황산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비선광도 (생
pH (생

략)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확인시험 1)

시럽용 아목시실린

시럽용 아목시실린

Amoxicillin for Syrup

Amoxicillin for Syrup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이 약 아목시실린 약 20 mg 에

확인시험 1) 삭 제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시액 1 mL를 넣으면 즉시 자주색을 나타
낸다.
2) 이 약 수용액(1 → 5000) 2 mL에 황산수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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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 Forum Vol.11, No.2 (2014)

37

3)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1)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클로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메탄올·클로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

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

탄올 100 mL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탄올 100 mL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뿌리고 110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분포)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분포)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확인시험 1)

아목시실린 정

아목시실린 정

Amoxicillin Tablets

Amoxicillin Tablets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이 약 아목시실린 약 20 mg 에

확인시험 1) 삭 제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시액 1 mL를 넣으면 즉시 자주색을 나타
낸다.
2)

이 약 수용액(1 → 5000) 2 mL에 황산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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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아목시실린 약 0.2 g 에 해당하는 양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및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0.2 g을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올·클로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메탄올·클로로포름·물·피리딘혼합액(9 : 8 :

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

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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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닌히드린 0.3 g을 메

탄올 100 mL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탄올 100 mL에 녹인 용액을 박층판에 고르게

뿌리고 110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뿌리고 110 ℃에서 15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수

분 (생

략)

수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Azithromycin for Syrup

Azithromycin for Syrup

상 (생

성

략)

확인시험 1)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
간과 같다.

2) ｢아지트로마이신 캡슐｣ 의 확인시험 2)에

2) 삭 제

따라 시험한다.
pH (생
수

략)

분 (생

pH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수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아지트로마이신 캡슐

아지트로마이신 캡슐

Azithromycin capsules

Azithromycin capsule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가지고 필요하면

확인시험 1) 이 약의 내용물을 가지고 필요하면

가루로 하여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가루로 하여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
간과 같다.

2) 이 약의 내용물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2) 삭 제

적당량씩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메탄올
혼합액(1 : 1)에 녹여 1 mL 중 1 mg (역가)
이 되게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
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아세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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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디에틸아민혼합액(150 : 50 : 20)을 전
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100 ℃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바닐린 3 g을 에탄
올(95) 100 mL를 넣어 녹이고 황산 1.5 mL
를 넣은 액을 고르게 뿌리고 100 ℃ 에서 10
분간 다시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검정색 반점의 Rf 값은 같다.
수

분 (생

략)

수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알로푸리놀

알로푸리놀

Allopurinol

Allopurinol

략)

확인시험 1) 이 약 0.1 g에 물 50 mL를 넣어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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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의 수용액(1 →

2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2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2) 이 약 및 알로푸리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를 나타낸다.

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주사용 암피실린나트륨

주사용 암피실린나트륨

Ampicillin Sodium for Injection

Ampicillin Sodium for Injection

상 (생

확인시험

략)

｢암피실린수화물｣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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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암피실린나트륨｣ 확인시험에 따라 시
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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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압비 (생
pH (생

략)

삼투압비 (현행과 같음)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제제균일성시험 (생

분 (현행과 같음)

략)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확인시험

1)

클래리트로마이신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Clarithromycin
성

략)
이 약 5 mg에 황산 2 mL를 넣

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3 mg에 아세톤 2 mL를 넣고 다시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5 mg에 황산 2 mL를 넣

고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3 mg에 아세톤 2 mL를 넣고 다시

염산 2 mL를 넣으면 액은 주황색을 나타내고

염산 2 mL를 넣으면 액은 주황색을 나타내고

즉시 빨간색 ∼ 짙은 보라색으로 변한다.

즉시 빨간색 ∼ 짙은 보라색으로 변한다.

3)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3)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수를 나타낸다.

4)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10 mg씩
을 클로로포름 4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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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
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
탄올·암모니아수(28)혼합액(100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황산을 고르게 뿌
린 다음 약 105 ℃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은 암자색을 띠
고, 그 Rf 값은 같다.
결 정 성 (생

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생

략)

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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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분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법 (생

제

략)
이 약을 가루로 하고 클로로포름으

확인시험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로 추출하여 1 mL 당 클래리트로마이신 2.5
mg의 농도로 하여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확인
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용출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Clarithromycin Tablets

Clarithromycin Tablets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클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래리트로마이신 6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

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을 달아 아세톤 40 mL를 넣어 10 분간 진탕

같다.

하여 섞은 후, 매분 4000 회전으로 5 분간 원
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30 mL를 취하여,
용매를 제거하여 얻은 잔류물을 가지고, 적외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2980 cm-1, 2940 cm-1,
1734 cm-1, 1693 cm-1, 1459 cm-1,
1379 cm-1 및 1171 cm-1 부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수

분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수
략)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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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for Syrup

Clarithromycin for Syrup

상 (생

확인시험

략)

성

1)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확인시험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삭 제

4)에 따라 시험한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

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

다.

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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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 각조 용출시험법 개정(안)

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

Choline Alphoscerate Tablets

Choline Alphoscerate Tablet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삭제)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생략)

<신설>

법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생략)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
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개시 45 분 후에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콜린
알포세레이트 표준품 약 111.1 mg을 정밀하
게 달아 물에 녹여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5.0 mL를 취하여 물에 녹여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콜린알포
세레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8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C8H20NO6P)의 표시량에 대
한 용출률 (%)
= 콜린알포세레이트표준품의 양 (mg)
T

×  ×  ×360

S

C : 1 정 중 콜린알포세레이트(C8H20NO6P)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 시차굴절계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0 c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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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판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아미노프로필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8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60 % 아세토니트릴
유 량 : 1.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 캡슐

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 캡슐

Crystallized Glucosamine Sulfate Capsules

Crystallized Glucosamine Sulfate Capsule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삭제)

제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생략)

<신설>

법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
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루
코사민염산염 표준품 약 55.56 mg을 정밀하
게 달아 물에 녹여 2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5.0 mL를 취하여 물에 녹여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정량법의 조건으로 액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글루
코사민황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글루코사민염
산염의 피크면적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8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글루코사민 황산염[(C6H13CNO5)2·H2SO4]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T
= 글루코사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  × 450 × 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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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1

정

중

글루코사민

황산염

[(C6H13CNO5)2· H2SO4]의 표시량 (mg)
1.0583 : 글루코사민황산염의 분자량(456.42)
/ (2x글루코사민염산염 분자량(215.63))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

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글루코사민황산

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글루코사민황산

염 ((C6H13NO5)2ᆞH2SO4) 약 0.25 g에 해당

염((C6H13NO5)2ᆞH2SO4) 약 100 mg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250 mL 용량플라스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를 넣어

크에 넣고 물로 표선을 맞추고 이 액 10.0

녹인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여액 25 mL를

mL를 취하여 2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물로 표선까지 채워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루

한다. 따로 글루코사민염산염 표준품 100 mg

코사민황산염표준품 약 0.25 g을 정밀하게 달

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20 mL로 한다.

아 2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로 표선을

이 액을 여과한 다음 여액 5 mL를 취하여 물

맞추고 이 액 10.0 mL를 취하여 250 mL 용

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량플라스크에 넣고 물로 표선까지 채워 표준액

액 및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물 (공시험) 각 5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mL 씩을 공시험관에 취하여 0.5 mol/L 탄산

의 글루코사민황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글루

수소나트륨액에 2 %의 아세틸아세톤을 녹인

코사민 염산염의 피크면적AS를 측정한다.

아세틸아세톤용액(쓸 때 만든다) 2 mL를 넣
고 잘 섞어 증기욕 중에서 정확하게 20 분간

글루코사민 황산염 ((C6H13NO5)2ᆞH2SO4) 의

가열한다. 찬물로 식히고 무수에탄올 12 mL

양 (mg)

와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 mL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잘 섞고 65 ∼ 70 ℃ 증

T
= 글루코사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기욕 중에서 정확하게 10 분간 가온한 다음

× 1.0583

식힌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공시험액을

1.0583 : 글루코사민황산염의 분자량(456.42)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 (2x글루코사민염산염 분자량(215.63))

시험할 때 파장 530 nm 에서의 흡광도 AT 및
조작조건

AS를 측정한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195
글루코사민황산염 ((C6H13NO5)2ᆞH2SO4) 의
양 (mg)
T
= 글루코사민황산염표준품의 양 (mg) × 
S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

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
래프용아미노프로필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 용액 (Ⅰ) : 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과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pH 7.5)·아세토니트

4 mol/L 염산액의 용량혼합액.

릴 혼합액 (30 : 70)

◦ 용액 (Ⅱ) : 물 150 mL에 아세트산(100)

유

3 mL를 넣고 요오드화칼륨 1 g, o-톨리딘

시스템적합성

100 g을 녹여 여과한 액

량 : 1.5 mL/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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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인산염완충액(pH 7.5)

인산수소이칼륨 7

g을 물 900 mL에 넣고 수산화암모늄 0.5
mL을 넣은 후 인산으로 pH를 정확하게 7.5로
조정하고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L-시스틴 캡슐

L-시스틴 캡슐

L-Cystine Capsules

L-Cystine Capsule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생략)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삭제)

제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생략)

<신설>

법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생략)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1.0

w/v % 폴리소르베이트 80의 용출시험법 제
1액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개시 60 분
후에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L - 시스틴 표준품 약 55.55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에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정량법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하여 각 액의 L - 시스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60 분간의 용
출률이 7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L-시스틴(C6H12N2O4S2)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L-시스틴표준품의 양
T

(mg)×  ×  ×900

S

C : 1 정 중 L-시스틴(C6H12N2O4S2)의
표시량 (mg)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질

정 량 법

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L-시스틴

용물의

(C6H12N2O4S2) 약 0.5 g에 해당하는 양을 정

(C6H12N2O4S2) 약 0.5 g해당하는 양을 정밀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L-시스틴

KP Forum Vol.11, No.2 (2014)

47

밀하게 달아 1 mol/L 염산 10 mL와 물을 넣

하게 달아 1 mol/L 염산 15 mL과 물 50 mL

어 초음파 처리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를 넣어 초음파 처리한 다음 물로 정확히 100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정

mL로 한다. 여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확하게 취하여 0.1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

0.1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L-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L-시스틴표준품 약

시스틴표준품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

0.5 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L - 시스틴 피크면적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AT 및 AS를 측정한다.

L-시스틴(C6H12N2O4S2) 양 (mg)

L-시스틴(C6H12N2O4S2) 양 (mg)

T
= L-시스틴의 표준품의 양 (mg) × 
S

T
= L-시스틴표준품의 양 (mg)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nm)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래프용옥타데실실릴화한 실리카켈을 충전한다.

이동상 : 0.005 mol/L 헥산설폰산나트륨의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0.1

이동상 : 0.005 M 헥산설폰산나트륨의 0.1 %

%

인산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95

인산용액 · 아세토니트릴 (95 : 5)

5)
유

:

량 : 0.8 mL/분

유

량 : 0.8 mL/min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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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scopy)을 이용한 의약품 원료 분석기술
이한주 박사

Thermo Fisher Scientific Co.

라만 효과(Raman Effect)

추적함으로써 분자의 구조와 특성을 밝히는 진동
분광학(Vibrational

20세기에 들어서 빛의 산란 (Scattering) 현상

Spectroscopy)이란

학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1923년 Adolf
Smekal은 빛을 조사한 물질로부터 산란된 빛에는

그림(Fig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물질에 단일파

입사된 빛의 진동수를 가진 광자(Photon)들 뿐만

장의 빛을 조사하면 산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라 피조사된 물질의 분자 진동에 의해 변화된

산란 되어 나오는 빛의 대부분은 입사광과 같은

진동수를 가진 광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예측하

파장을 가지나 극히 일부분(10-6~-8)은 입사광

였다. 또한 다른 진동수를 가지는 광자들은 피조

과 다른 파장을 가지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 탄성

사된 물질분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산란(Elastic

Scatter)

또는

레일리

산란

위에 언급한 이론을 토대로 인도의 물리학자인

(Rayleigh scattering) 이라고 하며, 후자는 비탄

Sir Chandrasekhara Venkata Raman 이 1928

성 산란(Inelastic Scatter)으로 피조사된 분자의

년에 태양빛을 분광하여 만든 단일 파장의 빛을

진동수에 의해 파장이 변하게 되는 경우로 이것

벤젠에 조사한 실험에서 다른 파장의 빛이 나오

을 라만 산란 (Raman Scatter)이라고 한다.

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 공로로 1930년 노벨 물

라만 산란에서, 기저상태에 있던 분자가 입사광

리학상 수상과 함께 그가 발견한 현상이 라만

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장파장의 빛이 나오는 경

(Raman) 효과라 불리게 되었다. 그 후 라만 효

우를 스톡스 (Stokes) 산란이라 하고, 반대로 여

과는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scopy) 이란

기상태의 분자가 입사광 때문에 에너지를 잃고

분야로 체계화되어 피조사된 분자의 진동 변화를

기저상태로 돌아가며 단파장의 빛을 내는 경우를

Fig.1 빛의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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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스톡스(Anti-Stokes) 산란이라고 한다. 대

서만 쓰이던 라만분광기가 오늘날에는 반도체 레

부분의 분자는 상온에서 기저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저 기술과 진보된 전자공학 기술, 그리고 빨라

분자에 조사된 빛 에너지가 분자를 여기상태로

진 데이타 처리 기법으로 인하여 언제 어떤 환경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스톡스 산란이 안티 스톡

에서도 이용할수 있는 휴대용 기기로 시장에 출

스 산란보다 강도가 강하고 장파장으로 인해 가

시되었다.(Fig.2)

시광선 영역에서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스톡스
산란만 관찰된다. 라만 산란이 잘 일어나는 물질
은 공유 결합을 하고 편극률이 큰 분자이다. 그리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원료의약품 분석

고 라만 산란이 일어나는 분자마다 고유한 라만
스팩트럼을 보여주기에 이를 이용하여 그 물질의
특성과 분자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의약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는 제품의 안전과 직
결된 문제이기에 제약회사들은 원료의약품 품질

라만 분광기기는 일반적으로 단일파장의 광원을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점

만드는 레이저, 산란된 광선을 한곳으로 초점을

점 다양해져가는 의약품과 변화되는 의약품의 수

맞춰주는 렌즈, 집적된 광선을 파장에 따라 분리

요를 고려할 때 100 % 전수검사를 하기엔 어려

해주는 프리즘, 그리고 분리된 광선들을 감지하는

움이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사진 (Fig.2)은

원료의약품 공급회사들에게 100 % 전수검사를

60년대 클래식 라만 분광기와 오늘날의 소형화된

의무화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규정을 점차

라만 분광기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자국 내 제약회사에 적용하는 추세이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라만효과를 이용한 라만분광
법은 빛을 시료에 조사하여 산란되어 나오는 빛
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석하
고자 하는 시료의 물리적 상태 (고체, 기체, 액체,
온도)에 관계없이 물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소형화된 라만 분광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시
료 전처리 없이 원료 입고 시 원료가 담겨져 있
는 투명 용기에 광원을 조사하여 원료의 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Fig.3).

Fig. 2 라만분광기의 변천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기 전인 1970년
대까지 라만 분광법은 기술적인 이유로 특수 분
야에 한정되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당시엔 핵자
기공명분광법(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ry),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
및적외선분광법 (Infrared

Spectrometry)이 정

성․정량분석의 표준 기술이었다. 기존에 실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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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벤젠고리의 활성기 위치에 따른 라만스펙트럼

이렇듯 라만 분광법을 이용하면 이성질체를 포

부분입체이성질체 (Diasteromer)의 경우도 라

함한 원료들의 다양한 화학적 구조들 쉽고 빠르

만 분광법을 이용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다. 휴대

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로 벤젠고리에 붙

용 라만분광기를 이용하여 에페드린과 수도에페

어있는 활성기 위치에 따른 라만 스펙트럼의 차

드린을 분석한 결과, 에페드린을 레퍼런스로 놓고

이가 있다 (Fig. 4).

탐지한 실험에서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을 정

또한 적외선 분광법과는 달리 물은 약한 라만

확하게 판별하였다 (Fig.6).

산란을 하기 때문에 물에 의한 라만 피크는 측정

이외에도 라만 분광법은 의약품 제조에 들어가

되지 않아 물분자를 포함한 물질의 측정도 정확

는 첨가제(Excipient)들의 확인에도 유용하게 쓰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5).

이고 있다.

Fig. 5 수화물 여부에 따른 라만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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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라만분광기를 이용한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의 판별

맺음말
라만

효과를

이용한

라만분광법은

미국약전

(USP)와 유럽약전(EP)에 등재된 시험법으로 유
효한 의약품 원료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USP <1220>, EP 2.2.48). 세계 상위 20위권
내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기존 QA 실험실에서
휴대용 라만분광기를 이용하여 원료의약품의 전
수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각
사의 제품군에 맞는 원료의약품 라이브러리를 구
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다른 사이트(국가)에서 사
용되는 휴대용 라만분광기들과 연계하여 사용하
고 있다. 또한 라만분광법의 정확한 시료 판별능
력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말라리아 위
조의약품 탐지에 활용하기도 한다.
휴대용 라만분광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실험실에서
수시간이 걸리던 의약품 원료 분석 과정을 원료
입고 단계에서 불과 수분 내에 스크리닝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
하여 원료의약품의 100% 전수검사 목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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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통합 고시
지난 12월 5일 「대한민국약전」이 전부개정고
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

호). 이번 전부개정고시의 추진은

「대한민국약

품질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새로운 제형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유해시약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추가하였다.

전외 의약품 기준」,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

1)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유해한 시약을

법」 규격기준이 약전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약전

사용하는 시험법은 시험자의 안전 및 환경

과 분리되어 사용자의 이해 및 활용에 제약이 있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할 필

고,「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에 따라 제조

요가 있어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된 의약품이 외국에서 약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

의약품 품질 적합 판정을 위해 실시할 때

가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에 걸림돌으로 작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을 사용

용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정한 품질관리와 새로운 제형개발 활성화를 위

다. 주사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화하였다.

하여 투여경로·적용부위를 기준으로 의약품 제형

1) 제제총칙에 따라 실시하는 주사제의 엔도톡

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제형을 신설하며,

신 시험법이 일부 의약품각조 주사제에 기

시험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해시약을

준으로 설정되지 않아 개별 품목별로 각각

대체하는 시험법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의약품

시험법 검증을 거쳐 기준을 설정해야하는

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대한민국약전」중심

불편이 있어, 의약품 특성에 맞는 엔도톡신

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품질관리를 용

의 활용도 제고 및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고자 하였

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라. 일반시험법 중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을
신설하였다.

개정 고시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에서 원자흡광광도

가. 의약품의 제형을 투여경로․적용부위를 기준으

계를 대신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및

로 분류 세분화 및 새로운 제형을 신설하였다.

질량분석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 현행 의약품 제형은 주로 모양(형태)에 따

관련 시험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법

른 정제 등 52종으로 제한되어 적절한 품질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제형 개발에 어려움이

석법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제형을 11

있도록 하고 다른 의약품에도 원자흡광광도

종으로 대분류하되 형상․모양, 기능․특성 순

법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구강용해필름, 지속

마. 사람 인슐린 (유전자재조합) 등 유전자 재조

성 주사제 등 12종을 추가하였다. 경구․주사

합의약품 각조 3품목 및 정제의 마손도시험법

등 의료현장의 사용을 고려한 투여경로 등

을 신설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을 제형의 분류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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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약전외 의약

안전처고시 제2013-166호, 2013. 4. 5.)에

품 기준」 또는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실린 의약품각조 중 가스트로필로르 가루 등

에 따라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으로 허가를 받거

773품목은 현재 내용대로, 주사용 가벡세이트
메실산염 등 135품목은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추가, 주사제 엔도톡신 시험법 추가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약전」으로 통합․일원화 하였다.
사.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 제2013-166호, 2013. 4. 5.)에
실린 락토민 등 25종의 성분은 별첨규격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의 유효성분 규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약전
외 의약품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품목·수입품
목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품목 중 이 고
시에 실린 품목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약전 외 일
반시험법」의 규격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품목 중 해당 규격기준이 이 고시에 수재
된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격기준으로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
준」 및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에 따라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
거나 신고(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품목에
대하여 이 고시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
준」 및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품목의 심사는 이
고시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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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를 한 품목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 규격기준에 따른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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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방향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학적제제기준으로서 관리한다.

또한 최소한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

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된 국내의 『생물학

품으로서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를 비롯한 각국 생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학적제제 관련 공정서는 각국 생물학적제제 국가

항독소 등을 말한다.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출하승인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생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제제의 특수성을

물학적제제에 대해서는 제품이 허가되어도 국가

고려하여 이들 제제를 관리하고 있다. 생물학적제

출하승인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제품이 출하될

제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로 품목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격 및 국가출하승인을

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허가시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

에 자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가별로 설정

에 어떤 생물학적제제가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다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부응한다.

는 사실이 곧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으며, 각국에서는 의약품 허가체계와는

국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은 생

별도로 공정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학적제제에 대한 시험방법 및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식약처 고시로 운영된다. 『생물학

유럽 약전 등에 수재된 제제의 기준 등과 국내

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역사는 예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비교해 볼

의 면역효과, 부작용 억제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때 국내의 경우 내용이 간략하게 축약해서 수재

위하여 1964년 9월 “생물학제 제제 기준”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사제제에 대해서도

제정 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이 후 1977년, 1987

통합되어 수재되어 있기 보다는 각각 개별적으로

년, 1992년, 1999년, 2005년 및 2011년 총 6

수재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제제를 보다 더

차의 전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생물학적제제 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정간격, 국내 개

준 및 시험방법』고시에 이르고 있다.

발현황, 품목별 공통점과 차이점,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현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양식 및 내용에

각국의 생기 및 생기 관련 공정서는 생물학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재 『생

제제의 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규격을 제시하는

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

준비 중에 있다.

럽 모두 공정서에 제시된 최소한의 규격을 준수
하고, 제품별로 출발물질, 제조과정, 안정성 등에
따라 일괄적인 기준과 시험방법을 정할 수 없어,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제조자의 자가기준을 검토하
여 인정하고 있으며, 각 기준의 공통적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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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안)
- 의약품 분야 2015년 R&D과제를 중심으로 -

1. 중점투자분야
1) 중장기 투자전략 추진방향
가급적

년간

사업추진을 통한 도달 목표를 정하고 예산 인력 등의 지속 투입을 통해

사업범위 등 외연 확대
핵심투자 사업은 신규 기존 추진사업별로 중요성 시급성을 평가하여 선정
새로운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의약품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발굴
기존 사업의 외연확대도 안전 시스템의 확충과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능동적 대처측면에서 추진

년 대 핵심 투자사업 및 중장기 대 추진전략 선전
년

중장기

대 핵심 투자 사업

대 추진전략

전략

제조 수입 유통과정의 의약품 품질 지속강화 확대

전략

약화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 확충

전략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정적 치료기회 보장

전략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근원적 예방

전략

능동적 의약품 안전관리 국제협력 체계 구축

전략

글로벌 경쟁 신제품 개발 등 제약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중장기 대 추진전략 주요내용
추진전략

제조 수입 유통과정의 의약품 품질 지속강화 확대

허가단계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 컨텐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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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제조공정상 유해물질 중금속 폴리염화비닐 등 관리강화

유통단계

국제기준에 의한 제조업체 현장감시 및 지원

불법 위조약 감시 역량 확충 및 국내외

감시현황 분석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투자필요 분야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 컨텐츠 확대
대한약전 국제조화 컨텐츠 확대 중심 연구로 개편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및 첨가제 확대

년 내 국제 수준의 규격기준 운영 기술 확보

개년

재심사 완료의약품 희귀의약품 규격기준 추가 및 각조정비

개년

유연물질 시험 등 표준품 대체시험법 개발 개년
관련과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국제조화 연구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개선 연구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개선 연구
대한민국약전 표준품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
대한민국약전 첨가제 기준 연구
<참고>
합계

미 유럽
평균

미 유럽
비교

일본 과
비교

실린 품목수
첨가제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연도

2015

2016

2017

‧통합약전
규격기준 정비
‧각조1부(항생
(종전 KPC 등재품)
‧각조 2부
물질 외 기타)
‧각조
1부
‧특허만료신약,
의약품 각조
‧특허만료신약,
(항생물질)
희귀의약품신설
기준규격 선진화
희귀의약품신설
‧특허만료신약,
희귀의약품 신설
100 건

100 건

100 건

25건

목표

‧ 통합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
완료 및 각조 전면 정비
‧ 신약, 희귀의약품 등
기준
규격 신설
(300건)

‧ USP 등 선진 외국약전 수준의
첨가제 기준규격 확보 개정
‧ 국내 별첨규격 전면 고시화
(200건)

‧표준스펙트럼 마련 ‧표준스펙트럼 마련 ‧표준스펙트럼 마련
‧유연물질표준품 ‧유연물질표준품 ‧유연물질표준품
표준품
대체시험법 개발 대체시험법 개발 대체시험법 개발 대체시험법 개발
20건

2019

100 건

첨가제
첨가제
첨가제 기준규격 기준규격 확대 기준규격 확대
확대
100 건

2018

‧ 표준스펙트럼 마련
‧ 유연물질 표준품 대체시험법
개발 완료
(75건)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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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확대
개정 및 신설 개정 및 신설
신설
30종
50종
일반정보 개정 일반정보 개정
일반정보
및 신설
및 신설
확대 신설
30종
50종

목표
‧ USP 등 선진 외국 약전 수준
의 일반시험법 확대 신설
(80건)
‧ 해외 선진 외국 약전 수준의
일반정보 확대 신설
(80건)

제조공정상 유해물질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 등 관리강화 및 유해물질 검사 평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높은 안전 요구수준과 제조과정 중에 발생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 필요
사회적 이슈화되었거나 제조과정 중 발생 가능성 있는 극미량의 중금속 미생물 등 비의도적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발
유통의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비의도적 발생 유해물질 모니터링 분석 및 발생 추이 등 조사
분석
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위해평가 기술 개발
유해물질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저감기술 개발 및 품질관리 개선방안 마련
관련과제
의약품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분석 및 위해성 평가 연구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목표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사방법 개발, 유통의약품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의약품
비의도적
유해물질
모니터링

(2건)
·중금속(4종)
·용제류
·공정 중 생성우려
·중금속(3종)
·환경유래 물질
·공정 중 생성우려 물질
·미생물(대장균 등)
(PCBs)
물질
·환경유래 물질
·포장재
·환경유래 물질
(1,000품목)

(1,000품목)

(1,000품목)

유해물질
위해평가

· 검사방법 개발
(연 2종)
·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연 1,000품목)

(1,000품목)
모니터링 결과에 저감화 기술개발 · 위해평가
따른 위해평가 및 방안 마련(II) · 저감화 기술개발

국제기준에 의한 제조업체 현장 감시 및 지원
현장의 안정적 표준품 공급지원 필요
종 표준품을 확립

공급 중이나 분양수요가 급격한 증가 추세로 현장요구를 반영한 안정적

공급관리 필요
기업에서 요청하는 표준품 우선 공급
선진국형 제조 확립 및 품질검증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국가표준품 신뢰성 제고
베타락탐의 교차오염 관련 미국 유럽의
가이드라인 중 제조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연구를 통하여 국내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의 의약품 제조소 작업소 시설기준에 반영여부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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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제
계 의약품 제조관리에 대한 연구

β

의약품표준품 제조 확립 연구
의약품표준품 관리 개선 연구

불법 위조약 감시 역량 확충 및 국내 외 감시현황 분석
인터넷 등 통신 이동수단의 확대로 무허가 불법의약품의 국경없는 거래 확산 및 위조의약품 유통 양
급격 증가로 불법위조약 유통 관리 현황 파악 및 신속분석법 개발 필요
국내 외 위조의약품 유통 경로 등 현황 및 관리 동향 조사
위조의약품 감시 적발 등을 위한 검색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 기술 마련
국내 외 유통 위조의약품 분석법 조사 및 정보수집
국내 외 위조의약품 주요 성분에 대한 첨단 분석 기술 개발
관련과제
위조의약품 첨단분석법 개발 연구
국내 외 위조의약품 유통 및 관리 현황 연구
연도

2015

위조의약품
국내 유통
방지 체계
마련

국내·외
위조의약품
유통 및 관리
등 현황 파악

2016

2017

2018

위조의약품 등 불법의약품
정보 DB 마련

2019

목표

위조의약품의 과학적
감시기반 구축

위조의약품 신속검사 기술 개발
위조의약품
신속검사 기술
마련

추진전략

위조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

위조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

위조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

위조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

(5건)

(3건)

(4건)

(3건)

위조의약품 분석기술
개발
(15 건)

약화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 확충

부작용 예측

시판후 유익성 위해성 균형평가 실시

맞춤형 정보제공 안전조치

의약품 정보 빅데이터를 통한 부작용 예측 확대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약바로쓰기 사업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투자필요 분야

시판후 유익성 위해성 균형평가 실시
관련과제
피임제 사용실태 조사연구
스테로이드 외용제 부작용 조사연구

의약품 정보 빅데이터를 통한 부작용 예측 확대
의료정보 연계 의약품 정보

임상 허가 부작용 보고까지 전주기 부작용 예측시스템 확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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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정보와 시판 후 안전성 정보 통합연계 분석기법 개발
의약품 허가 시 임상 평가 정보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유효성 정보 비교분석 기술 개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유해사례 및 약물유해반응 등 간 인과성 평가 분석 기술 개발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약물역학 평가 기법 개발
시판 의약품의 주기적 유익성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신약 희귀의약품 등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지속 관찰이 필요한 의약품의 위해완화전략
위해성 관리계획

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관련과제
전주기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 분석 활용방안 연구
연도

2015

연계분석
기술 개발

허가 정보 및
시판후 안전성
정보 수집

ICT 기반
부작용 평가
기술 개발
PBRER
평가기술
개발,
RMP
운영기술

ICT기반의 부작용
관리 최신동향
조사분석
국내외 조사,
사례분석,

2016

2017

2018

통합연계 분석방법 개발

실용화‧
고도화

부작용 평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실용화‧
고도화

2019

평가매뉴얼(사례집) 개발

RMP
평가기술(매뉴얼)
개발

목표
허가, 임상연구 등 의약품
관리 연계분석 기술 개발
(1건)
ICT 기반 부작용 평가 기술
개발
(1건)
평가 기술 개발
(1건)

현장적용 및 평가

평가기술 실용화 및
고도화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약바로쓰기 교육 교재 개발 연구 추진
관련과제
약물오남용 사례를 통한 계층별 의약품안전교육 교재 및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교육 교재 개발 연구

추진전략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정적 치료기회 보장

접근성 향상
안전강화
및

정보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한국인에 맞는 의약품적정사용 정보 제공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시스템 도입 지원

치료기회 보장

시장취약영역 의약품 지원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투자필요 분야

정보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마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개발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용 정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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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청소년 임산부 시각장애인용 복약정보 교육컨텐츠 개발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복약정보 컨텐츠 개발
알기 쉬운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확대 개발
소비자 전문가 등 전문지식 이해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및 사용설명서 작성 표시 기재 기술 연구
의 약사 등 전문가를 위한 질환별 의약품 안전사용 콘텐츠 개발
쉬운 용어 픽토그램 동영상 만화 형식의 안전사용 매뉴얼 개발
관련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개발 연구
연도

2015

2016

2017

특수·취약계층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누적 42종

누적 50종

누적 58종

4개 언어

5개 언어

2018

2019

목표
특수 취약계층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58종)
안전정보 제공
(6 언어)

6개 언어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양상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인에 맞는 의약품적정사용정보 마련
관련과제
의약품 오 남용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금기 의약품 등의 후향적 적정 사용 평가 연구

심사절차의 표준화 및

시스템 도입 지원

임상시험의 과학적 윤리적 심사를 수행하는 각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을 이용한 심의시스템

의 표준심의

운영관리 표준모델 개발

관련과제
심의절차 표준화 및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

시장취약영역 의약품 지원
개발취약분야인 허가외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근거 확보를 위한 지원
소아 항암치료 미숙아 폐동맥고혈압 치료 등 임상연구 지원
관련과제
허가외사용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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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2016

연구대상 발굴
시장취약영역
의약품 지원

2017

2019

목표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임상시험 지원 마련
임상시험 결과를
활용한 제품 개발
착수

허가외 사용의약품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실시
10건

추진전략

2018

16건

16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근원적 예방

인프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정보 개발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투자필요 분야

마약류 오남용 예방정보 개발
의료용 마약류의 허가사항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오남용 기준 회 사용용량 처방
기간 등 을 마련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사례별로 오남용 여부 판단 및 행정
처분 등 사후관리를 위한 과제
관련과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연구

추진전략

능동적 의약품 안전관리 국제협력 체계 구축

국제협력

국가간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국가 간

체결 및 협력 사업 확대
투자필요 분야

체결 및 협력 사업 확대 지역규제 협력기구와 협력채널 확보
규제조화센터

성공적 운영을 통한 국제사회 리더로

서의 우리나라 위상제고
관련과제
아시아 중남미 등 국산의약품 진출을 위한 규제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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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글로벌 경쟁 신제품 개발 등 제약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허가전단계
허가단계

의약품 제품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술 지원

신기술 응용 의약품 분석 모델 개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기반 마련

제품화 글로벌 시장진출
목표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허가특허연계 해설서 마련
투자필요 분야

의약품 제품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술 지원
허가 신고 받은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필요한 생동성시험으로 시험대상자 위험 노출 및 기업 개발 비용 행정 비용 낭비 초래
의약품의 특성 및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생동성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 시 특성 관련 자료 수집 및 예비시험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
되어 비용 절감 및 시험기간 단축을 위한 성분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현재 재평가 재심사품목 중심으로
약

여개 성분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년까지 재평가품목

개 성분 및 재심사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성시험 권고사항 마련 예정

관련과제
성분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따른 권고사항 마련 연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국제조화 연구

신기술 응용 의약품 분석 모델 개발
반응표면분석법 첨단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분석법 탐색 모델 제시
의약품 시험 분석법 개발 시 무작위로 변수를 변화시키는 방법대신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 시 최적의 조건을 탐색
관련과제
반응표면분석 첨단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기반 마련
나노약물 주성분 등 원료 평가 기법

나노의약품 제제학적 평가 기법 및 나노의약품 임상적 유효성

평가 기법 개발
나노약물 형상에 대한 평가기법 나노제형 블록공중합체 미셀제제 등 의 표면 특성에 대한 평가기법 개발 등
나노기술 응용 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법 또는 일반정보 개발
암세포 표적지향 나노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개발
관련과제
나노기술 기반 의약품 평가체계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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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나노약물 평가
기법 개발
나노제형 제제학적
평가 기법 개발
나노의약품 임상적

2016

2017

2018

2019

종합 목표

나노약물 품질 특성 평가법

나노약물 임상 특성 평가법

(1건)

(1건)

나노제형(리포좀 등) 평가법

나노제형(덴드리머 등)
평가법

(1건)

(1건)

유효성 평가 기법

나노의약품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지표개발/임상연구 정보구축

개발

(1건)

나노약물 평가법
제시
(2건)
나노제형 평가법
제시
(2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1건)

허가특허연계 해설서 마련
년 한미

체결로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년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설서 마련
국내 외 제도 조사 비교 관련 실태 등 현황 조사 활용 사례 용어 정리 등
관련과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해설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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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약품 분야 R&D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의약품 등 안전관리
1)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① 정책·제도 선진화 연구

1

IRB 심의절차 표준화 및 eIRB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

2

β-lactam계 의약품 제조관리에 대한 연구

3

아시아, 중남미 등 국산의약품 진출을 위한 규제지원 방안 연구

4

성분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따른 권고사항 마련 연구

5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해설서 개발 연구

6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국제조화 연구

7

피임제 사용실태 조사연구

8

스테로이드 외용제 부작용 조사연구

9

의약품 오‧남용 및 DUR 금기 의약품 등의 후향적 적정 사용 평가 연구

10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연구

②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
11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국제조화 연구

12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개선 연구

13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개선 연구

14

대한민국약전 표준품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

15

대한민국약전 첨가제 기준 연구

16

의약품표준품 제조·확립 연구

17

의약품표준품 관리 개선 연구

18
19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분석 및 위해성 평가 연구
-중금속(납,비소,카드뮴,수은,안티몬) 및 폴리염화비페닐(PCBs)
허가외사용(off label)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연구(Ⅱ)

③ 국민 안전사용 관리 연구
20

위조의약품 첨단분석법 개발 연구

21

국내·외 위조의약품 유통 및 관리 현황 연구

22

전주기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데이터 분석 활용방안 연구

23
24

약물오남용 사례를 통한 계층별 의약품안전교육 교재 및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 예방교육 교재

개발 연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개발 연구

5) 신기술 응용 의료제품 안전관리
① 의약품 신기술 응용 연구
25

나노기술 기반 의약품 평가체계 구축 연구

26

반응표면분석 첨단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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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imit of endotoxin on the pharmaceuticals. 29
items listed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Compendia were selected as sample and the
endotoxin limit was calculated according to Bacterial Endotoxin Test, General Tests of
Korean Pharmacopoeia. And the contents of endotoxin in the samples were assayed according
to Bacterial Endotoxin Test process and apparatus and the experimental values were
compared with calculated limits of endotoxin of the samples, and then final endotoxin limits
of the samples we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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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엔도톡신은

그람음성균의

세포막성분인

lipopolysaccharide 로서 가장 강력한 발열성물질
최근 국제적으로 의약품을 비롯하여 식품, 화장

이다. 엔도톡신은 구조적으로 아미노산과 지방으

품 등 모든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자제하고 그 대

로 구성된 lipid A 와 polysaccharide chain 으로

체시험법을 확립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며

구성되어 있으며 lipid A 는 발열성 등 독성 작용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을 나타내는 부위이며 polysaccharide 는 면역반

관련분야 제품의 평가 및 품질검사에서 동물실험

응의 주체가 된다. 엔도톡신의 이화학적 특성은

을 대체하여 이화학적 시험법을 확립하고 있

물에 잘 녹으며 내열성으로 250 ℃에서 30 분 동

다.

2)-3)

안 안전하여 주사제의 멸균조건에서도 파괴되지

발열성물질시험은 주로 대용량 정맥주사에서

않으며 체내에 들어가면 발열반응 및 엔도톡신

제조과정의 세균오염으로 최종제품에서 오염된

shock 유발 등 여러 가지 독작용을 나타낸다. 대

세균의 균체성분에 의한 발열을 방지하기위한 규

한민국약전을 비롯한 각국약전에는 주사제 등 의

정으로 토끼에 주사한 다음 토끼 체온상승을 기

발열성시험으로 토끼를 사용하는 동물시험인 발

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 발열 원인물질이 세포막

열성물질시험과 Limulus Amebocyte Lysate 를

의 구성성분인 lipopolysaccharide 인 엔도톡신에

쓰는 엔도톡신시험법이 일반시험법으로 수재되어

의한 것이며 최근 발열성물질시험은 엔도톡신시

있다.5)-8) 이 중 발열성물질시험법은 엔도톡신과

험으로 대체되고 있다.4)

비엔도톡신발열성물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발열성

† 교신저자, 김길수(122-837) 서울 은평구 진흥로 163(대조동 15-224 보승빌딩) 2층
(TEL) 02-359-2090 (FAX) 02-359-2181 (E-mail) kskim@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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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검출할 수 있으며 엔도톡신시험법은 그람
엔도톡신 규격값 = K/M

음성균의 엔도톡신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엔도톡신은 모든 발열성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
열성물질로 발열성의 지표이며 시험방법도 시험
관에서 시험함으로서 정확하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각국약전에서는 이미 거의 발열성물질시
험을 대체하여 엔도톡신시험법을 도입하고 있다.

K ; 발열을 일으키는 체중 1 kg 당 엔도톡
신의 양(EU/kg)

M ; 체중 1 kg 당 1 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의 최대량(mg)

지금까지 발열성물질시험은 발열성물질오염에 의
한 위험상태의 예방으로 규제하였으나 엔도톡신

여기에서 K 값은 최소발열 양을 말하며 미국

시험법을 도입함으로서 의약품제조과정에서 미생

FDA2) 에서지원자에게 엔도톡신 표준품을 투여할

물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모든 주사제에 적

때 지원자의 과반수가 1 ℉(0.55 ℃)의 온도상승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을 야기하는 투여량을 말하며 정맥주사일 경우
1)

이 연구에서는 제 1 보 에 이어 의약품 공정서

5.0 EU/kg 으로 설정되어 있다. 성인체중은 미국

에 수재되어 있는 주사제 중 발열성물질시험을

의 경우 70 kg 인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60

엔도톡신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관련 기준의 설정

kg 으로 계산한다.4),7)

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엔도톡신의 기준을
4. 공동연구

설정한다.

설정된 기준값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검체는 동일

Ⅱ. 실험방법

제조일자와 제조번호를 가진 유통품목을 구입하
여 실험이 가능한 제조회사 4, 연구소 1 및 대학
시험실 1 곳과 협동하여 설정된 protocol (표 1)

1. 시약 및 기기
시험에 쓴 모든 기구는 유효한 방법으로 건열처

에 따라 시험하였다.

리하는 등 엔도톡신시험법에 대하여 간섭이 없는
것이

확인된

기구를

사용하였다.

LAL 시약은

Endosafe 사(미국, South Carolina)의 KTA2™을
사용하였고,

엔도톡신

표준원액(Control

Standard Endotoxin(CSE) ) 및 엔도톡신시험용
물(LAL Reagent Water) 또한 Endosafe 사의
것으로

하였다.

ELISA 반응의

측정에는

Bio

Tek 사의 기기를 사용하였다.
2. 시료
의약품 공정서에 수재된 주사제 중에서 엔도톡
신 기준설정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국내
유통 상황을 조사하여 실험대상 시료를 정한다.
3. 엔도톡신기준
설정한 시료에 대하여 대한민국약전 제 9 개정
일반정보의 엔도톡신의 규격값 설정에 따라 계산
하여 엔도톡신의 기준값을 설정한다.
대한민국약전에 따르면 다음 식에 따라 엔도톡
신의 기준값을 계산한다.5)

표 1. 공동연구를 위한 시험 Protocol
○ 참여기관
실험실 A(제약업체), 실험실 B(제약업체),
실험실 C(제약업체), 실험실 D(제약업체),
실험실 E(연구소), 실험실 F(대학교)
○ 검체 구입
유통 중인 해당 검체(동일 제조소 및 동일
제조번호)를 시중에서 실험에 충분한 양을
구입하여 참여기관에 분배한다.
○ 엔도톡신시험법
대한민국약전 제 9 개정 일반시험법 중
엔도톡신시험법 비탁법에 따른다.
기구 : 엔도톡신 불검출, 이 시험에 무간섭
엔도톡신 표준품 : 통일
라이세이트 시약 : 통일
엔도톡신시험용 물
예비시험
- 검량선의 신뢰성 확인
- 반응간섭인자 시험
정량시험
○ 반복시험 회수 :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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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의 광학적방법의 정량시험에 따른다.1)-3)

5. 검액의조제
검체 100 mg 을 엔도톡신으로 오염되지않은
스푼으로 일회용 멸균 Conical Tube (endotoxin
free)에 취한다음 LAL Reagent Water(LRW)를
넣어 녹여 검체원액으로 한다. 검체원액을 취하여

9. 통계처리
분산분석(One-Way

ANOVA,

유의수준

:

9)

0.05)에 따라 처리한다.

LRW 를 사용하여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검액
으로 한다. 이 검액을 사용하여 최대유효희석배수
를 계산한다.

Ⅲ. 결과 및 고찰

6. 검량선의 신뢰성 확인시험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에 수재된 주사제

대한민국약전 제 9 개정 일반시험법 엔도톡신시

중에서 그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암브록솔염산염

험법의 광학적방법의 예비시험 검량선 신뢰성 확

주사액 외 28 품목을 시료로 하여 이 품목에 대

인시험에 따른다.1)-3)

한 엔도톡신기준 및 최대유효희석배수를 계산하
고 검량선의 신뢰성확인시험과 간섭인자확인시험

7. 간섭인자확인시험

을 행하여 희석배수를 구하였다. (표 2)

대한민국약전 9 개정 일반시험법 엔도톡신시험

표 2 에서 구한 희석배수로 각 주사제에 대하여

법의 광학적방법의 예비시험 간섭인자 확인시험

엔도톡신을 대한민국약전 제 9 개정 엔도톡신 정

에 따른다.1)-3)

량법 광학적 방법의 비탁법에 따라 정량한 결과
는 표 3 과 같다.

8. 엔도톡신 정량법
대한민국약전 제 9 개정 일반시험법 엔도톡신시
표 2. 시료의 엔도톡신기준의 계산값 및 희석배수
엔도톡신기준
계산값
(EU/mg)

희석배수

표시량

검액의 농도

10.0 EU/mg

1:50

30 mg

15mg/2mL

0.00025 EU/단위

1:200

1200000

120만단위(역가)/10 mL

0.6 EU/mg

1:50

500 mg

500 mg/10 mL

0.093750 EU/mg

1:50

3200 mg

1.6 g/50 mL

Dexpanthenol Injection

0.60 EU/mg

1:50

500 mg

500 mg/2mL

Diclofenac Sodium Injection

4.00 EU/mg

1:2000

75 mg

75mg/2mL

Diclofenac β-Dimethylaminoethanol
Injection

3.33 EU/mg

1:2000

90 mg

90mg/2mL

Diltiazem Hydrochloride for Injection

30.00 EU/mg

1:50

10 mg

50mg/5 mL

Epirubi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0.98 EU/mg

1:50

153 mg

10 mg/5mL

Flavin Adenine Dinucleotide Sodium
Injection

15.00 EU/mg

1:50

20 mg

10 mg/mL

Fructose and Concentrated Glycerin
Injection

0.5 EU/mL

1:10

500 mL

(농글리세린50g+과당25g)
/500mL

Fursultiamin Hydrochloride Injection

3.00 EU/mg

1:50

100 mg

5mg/mL

Gabexate Mesilate for Injection

3.00 EU/mg

1:5

100 mg

100mg/500 mL

Hexoprenaline Sulfate Injection

30000 EU/mg

1:10

0.01 mg

5μg/2mL

Kanamycin Sulfate for Injection

0.30 EU/mg

1:100

1000 mg

1g/5 mL

제품명
Ambroxol Hydrochloride Injection
Benzathine Penicillin G for Injection
Clarithromycin for Injection
Clavulanate Potassium ; Ticarcillin
Sodium fo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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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톡신기준
계산값
(EU/mg)

희석배수

표시량

검액의 농도

Ketoprofen Injection

3.00 EU/mg

1:100

100 mg

100mg/2mL

L-Ornithine L-Aspartate Injection

0.30 EU/mg

1:50

1000 mg

500 mg/5mL

Mesna Injection

0.07 EU/mg

1:100

4080 mg

400mg/4mL

Ornidazole Injection

0.20 EU/mg

1:2000

1500 mg

500mg/3mL

Pefloxacin Methanesulfonate Injection

0.63 EU/mg

1:5000

480 mg

(페플록사신으로서) 400mg/5mL

Piprinhydrinate Injection

66.67 EU/mg

1:10

4.5 mg

3mg/2mL

Piroxicam Injection

15.00 EU/mg

1:1000

20 mg

20 mg/mL

Potassium Chloride Injection

0.40 EU/mg

1:10

750 mg

3g/20mL

102.74 EU/mg

1:10

2.92 mg

(프로티렐린으로서) 0.5 mg/mL

Sodium Hyaluronate Ocular Injection

1.41 EU/mg

1:50

8.5 mg

8.5 mg/0.85mL
전량 취해서 물을 넣어 50
mL로하여 실험.

Sodium Valproate for Injection

5.00 EU/mg

1:50

60 mg

400 mg/4 mL

Sulbactam Sodium · Amoxicillin
Sodium for Injection

0.20 EU/mg

1:50

1500 mg

750 mg/3.5 mL

Sulbactam Sodium · Cefoperazone
Sodium for Injection

0.08 EU/mg

1:50

4000 mg

(세포페라존나트륨 0.5 g +
설박탐나트륨 0.5 g)/10 mL

Sulbactam Sodium · Piperacillin
Sodium for Injection

0.07 EU/mg

1:50

4.5 mg

(설박탐나트륨 1 g +
피페라실린나트륨 2 g)/20 mL

제품명

Protirelin Tartrate Injection

표 3. 실험결과로 얻은 엔도톡신 정량값 및 분산분석
품목 및 기준값
Ambroxol
Hydrochloride
Injection

기준 : 10
EU/mg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1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2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3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4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5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평균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5.4677
-6
4.1670 ×10
-6
×10
4.1670
×10-6
4.1670
×10-6

4.1670×
10-6
4.1670×
2회
10-6
4.1670×
3회
10-6
4.1670×
4회
10-6
4.1670×
5회
10-6
4.1670×
평균
10-6
1회

Benzathine
Penicillin G for
Injection

기준 : 0.00025
EU/단위

5.686×
10-6
4.471×
10-6

0.0333

비고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6.84

ESD tes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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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기준값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0.0000208350

0.000004167

0

실험실 C

5

0.0000208350

0.000004167

0

실험실 D

5

0.0000208350

0.000004167

0

실험실 E

5

0.0000208350

0.000004167

0

실험실 F

5

0.0000208350

0.000004167

0

비고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Clarithromycin
for Injection

기준 : 0.6
EU/mg
Clavulanate
Potassium ;
Ticarcillin
Sodium for
Injection
기준 : 0.093750
EU/mg

Dexpanthenol
Injection

기준 : 0.60
EU/mg

Diclofenac
Sodium
Injection

기준 : 4.00
EU/mg
Diclofenac
β-Dimethylami
noethanol
Injection
기준 : 3.33
EU/mg

1회

0.0050

2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3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4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5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평균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1회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2회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3회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4회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5회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평균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1회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2회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3회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4회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5회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평균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0.0010

1회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2회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3회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4회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5회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평균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0.2667

1회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2회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3회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4회

0.2222

0.2303

0.2222

0.2222

0.2222

0.2222

5회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0.2222

평균

0.2222

0.2238

0.2222

0.2222

0.2222

0.2222

KP Forum Vol.11, No.2 (2014)

0.0050

0.0050

0.0313

0.0010

0.2667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2225 0.0015

ESD tes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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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기준값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1.1111

0.2222

0

실험실 C

5

1.1111

0.2222

0

실험실 D

5

1.1111

0.2222

0

실험실 E

5

1.1111

0.2222

0

실험실 F

5

1.1111

0.2222

0

비고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Diltiazem
Hydrochloride
for Injection

기준 : 30.00
EU/mg

Epirubi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기준 : 0.98
EU/mg
Flavin Adenine
Dinucleotide
Sodium
Injection
기준 : 15.00
EU/mg

1회

0.0250

2회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3회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4회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5회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평균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1회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2회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3회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4회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5회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평균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1회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2회

0.0250

0.0289

0.0250

0.0245

0.0250

0.0250

3회

0.0250

0.0280

0.0250

0.0250

0.0250

0.0250

4회

0.0250

0.0250

0.0250

0.0321

0.0250

0.0250

5회

0.0250

0.0250

0.0250

0.0254

0.0250

0.0250

평균

0.0250 0.0264

0.0250

0.0250

0.0250 0.0264

0.0250

0.1250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0255 0.0015

ESD test
실시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나머지 값에 대하여 5% 유의수준으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처리
잔차
계
Fructose and
Concentrated
Glycerin
Injection
기준 : 0.5
EU/mL

제곱합

자유도
-5

1.29×10

-5

5.57×10

6.86×10

5
24

제곱 평균
-6

2.58×10
2.32×10

F 비

P-값

F 기각치

1.10993

0.381303

2.620654

-6

-

5

29

1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2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3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4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5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평균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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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기준값
Fursultiamin
Hydrochloride
Injection

기준 : 3.00
EU/mg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1회

0.0500

0.0560

0.0500

2회

0.0500

0.0560

3회

0.0500

4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6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5회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평균

0.0500

0.0536

0.0500

0.0500

0.0500

인자의 수준

0.0500

0.0500

비고

ESD test
실시

0.0506 0.0018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0.2500

0.0500

0

실험실 C

5

0.2500

0.0500

0

실험실 D

5

0.2500

0.0500

0

실험실 E

5

0.2500

0.0500

0

실험실 F

5

0.2500

0.0500

0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Gabexate
Mesilate for
Injection

기준 : 3.00
EU/mg

1회

0.1250

0.1364

0.1250

0.0125

0.1250

0.1250

2회

0.1250

0.1295

0.1250

0.0125

0.1250

0.1250

3회

0.1250

0.1438

0.1250

0.0125

0.1250

0.1250

4회

0.1250

0.1309

0.1250

0.0125

0.1250

0.1250

5회

0.1250

0.1393

0.1250

0.0125

0.1250

0.1250

평균

0.1250

0.1360 0.1250

0.0125

0.1250

0.1250

0.1081

0.044

ESD test
실시

유의수준 5%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값도 outlier에 해당하지 않아서 모든 값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5% 유의수준으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처리

제곱합
0.055295

자유도
5

잔차

0.00014

24

계

0.055436

29

제곱 평균
0.011059
5.84×10

F 비
1893.842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회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5회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평균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2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3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4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5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Kanamycin
Sulfate for
Injection

기준 : 0.30
EU/mg

F 기각치
-30

2.46×10

2.620654

-6

1회
Hexoprenaline
2회
Sulfate Injection
3회
기준 : 30000
EU/mg

P-값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평균 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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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 0.0025

20.00

0.0025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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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profen
Injection

기준 : 3.00
EU/mg

L-Ornithine
L-Aspartate
Injection

기준 : 0.30
EU/mg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1회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2회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3회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4회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5회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평균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1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2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3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4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5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평균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1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Mesna Injection 2 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3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4회

0.0050

0.0062

0.0050

0.0050

0.0050

0.0050

5회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0.0050

평균

0.0050

0.0052

0.0050

0.0050

0.0050

0.0050

기준 : 0.07
EU/mg

인자의 수준

0.0100

0.0025

비고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0050 0.0002

관측수

합

평균

실험실 A

5

0.25

0.05

0

실험실 C

5

0.25

0.05

0

ESD test
실시

분산

실험실 D

5

0.25

0.05

0

실험실 E

5

0.25

0.05

0

실험실 F

5

0.25

0.05

0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Ornidazole
Injection

기준 : 0.20
EU/mg

Pefloxacin
Methanesulfona
te Injection

기준 : 0.63
EU/mg

1회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2회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3회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4회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5회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평균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0.0602

1회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2회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3회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4회

0.3125 0.3125

0.3125

0.4050

0.3125

0.3125

5회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0.3125

평균

0.3125

0.3125

0.3310

0.3125

0.3125

0.3125

0.0602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3156

0.017

ESD tes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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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1.5625

0.3125

0

실험실 B

5

1.5625

0.3125

0

실험실 C

5

1.5625

0.3125

0

실험실 E

5

1.5625

0.3125

0

실험실 F

5

1.5625

0.3125

0

비고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Piprinhydrinate
Injection

기준 : 66.67
EU/mg

1회

0.0333

2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3회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0.0333

4회

0.0333

0.0393

0.0333

0.0333

0.0333

0.0333

5회

0.0333

0.0368

0.0333

0.0333

0.0333

0.0333

평균

0.0333

0.0352

0.0333

0.0333

0.0333

0.0333

인자의 수준

관측수

0.0336 0.0012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0.1665

0.0333

0

실험실 B

5

0.1665

0.0333

0

실험실 C

5

0.1665

0.0333

0

실험실 E

5

0.1665

0.0333

0

실험실 F

5

0.1665

0.0333

0

ESD test
실시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Piroxicam
Injection

기준 : 15.00
EU/mg

Potassium
Chloride
Injection

기준 : 0.40
EU/mg

Protirelin
Tartrate
Injection

기준 : 102.74
EU/mg

1회

0.2500

2회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3회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4회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5회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평균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0.2500

1회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2회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3회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4회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5회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평균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1회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2회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3회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4회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5회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평균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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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0

0.1000

0.2500

0.0003

0.1000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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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Ocular Injection

기준 : 1.41
EU/mg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1회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2회

0.0294

0.0376

0.0294

0.0294

0.0294

0.0294

3회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4회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5회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0.0294

평균

0.0294

0.0310

0.0294

0.0294

0.0294

0.0294

인자의 수준

비고

ESD test
실시

0.0297 0.0015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0.147

0.0294

0

실험실 B

5

0.147

0.0294

0

실험실 C

5

0.147

0.0294

0

실험실 E

5

0.147

0.0294

0

실험실 F

5

0.147

0.0294

0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Sodium
Valproate for
Injection

기준 : 5.00
EU/mg

1회

0.0025

2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3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4회

0.0025

0.0029

0.0025

0.0025

0.0025

0.0025

5회

0.0025

0.0028

0.0025

0.0025

0.0025

0.0025

평균

0.0025

0.0026

0.0025

0.0025

0.0025

0.0025

인자의 수준

0.0025 0.00009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실험실 A

5

0.0125

0.0025

0

실험실 B

5

0.0125

0.0025

0

실험실 C

5

0.0125

0.0025

0

실험실 E

5

0.0125

0.0025

0

실험실 F

5

0.0125

0.0025

0

ESD test
실시

유의수준 5%에서 outlier를 제거한 실험 결과의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Sulbactam
Sodium ·
Amoxicillin
Sodium for
Injection
기준 : 0.20
EU/mg

1회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2회

0.0012

0.0013

0.0012

0.0012

0.0012

0.0012

3회

0.0012

0.0013

0.0012

0.0012

0.0012

0.0012

4회

0.0013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5회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평균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12 0.00003

ESD test
실시

유의수준 5%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값은 outlier에 해당하지만 같은 값이 두 실험실에
존재한다. 유의수준 1%에서는 outlier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모든 값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유의수준5%에서 분산분석을 실시
변동의 요인

제곱합
-9

자유도

처리

7×10

잔차

2×10-8

24

계

2.7×10-8

29

5

제곱 평균
1.4×10

-9

F 비

P-값

F 기각치

1.68

0.177771

2.620654

8.3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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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bactam
Sodium ·
Cefoperazone
Sodium for
Injection
기준 : 0.08
EU/mg
Sulbactam
Sodium ·
Piperacillin
Sodium for
Injection
기준 : 0.07
EU/mg

엔도톡신 측정값(EU/mg)
반복
총 평균 표준편차
횟수 실험실 A 실험실 B 실험실 C 실험실 D 실험실 E 실험실 F
1회

0.0025

2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3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4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5회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평균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1회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2회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3회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4회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5회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평균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17

0.0025

0.0017

비고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0

편차가 0
이므로
분산분석
불필요

암브록솔염산염주사액을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EU/mg,

0.0500

EU/mL,

20.0000

EU/mg,

이론적으로 계산한 엔도톡신 기준은 10 EU/mg

0.0025

EU/mg,

0.0100

EU/mg,

0.0025

이며, 실제 시판품에 대하여 엔도톡신을 정량할

EU/mg,

0.0602

EU/mg,

0.2500

EU/mg,

때 6 개 실험실에서 5 회 반복시험한 결과는 표에

0.0003

EU/mg,

0.1000

EU/mg,

0.0025

서와 같이 모든 값이 0.0333 EU/mg(검출한도

EU/mg 및 0.0017 EU/mg 미만으로 암브록솔염

이하)로 계산값에 훨씬 미달되며, 결과의 편차가

산염주사액과 마찬가지로 결과의 편차가 없으며

없으므로 계산값으로 설정한 엔도톡신 기준의 적

미리 설정한 엔도톡신기준의 계산값에 훨씬 미달

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외 주사용

되므로 각각의 엔도톡신 계산값을 기준으로 적용

클래리트로마이신, 주사용 클라불란산칼륨·티카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린나트륨, 덱스판테놀 주사액, 디클로페낙나트

그리고 주사용 벤자틴페니실린 G, 디클로페낙

륨 주사액, 주사용 딜티아젬염산염, 주사용 에피

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주사액, 푸르설티아민염

루비신염산염, 과당·농글리세린 주사액, 헥소프

산염 주사액, 메스나 주사액, 페플록사신메탄설폰

레날린황산염 주사액, 주사용 카나마이신황산염,

산염 주사액, 피프린히드리네이트 주사액, 히알루

케토프로펜 주사액, L-오르니틴 L-아스파르트산

론산나트륨 안과용 주사액, 주사용 발프로산나트

주사액, 오르니다졸 주사액, 피록시캄 주사액, 염

륨의 경우 실험결과에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화칼륨 주사액, 프로티렐린타르타르산염 주사액,

ESD(Extreme Studentized Deviate) test 를 통

주사용 설박탐나트륨·세포페라존나트륨, 주사용

해 outlier 를 제거한 결과의 편차가 0 으로 암브

설박탐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은 계산한 엔도

록솔염산염주사액과 같이 계산한 엔도톡신기준이

톡신기준이 각각 0.6 EU/mg, 0.093750 EU/mg,

각각 0.00025 EU/단위, 3.33 EU/mg, 3.00

0.60 EU/mg, 4.00 EU/mg, 30.00 EU/mg,

EU/mg, 0.07 EU/mg, 0.63 EU/mg, 66.67

0.98 EU/mg, 0.5 EU/mL, 30 EU/μg, 0.30

EU/mg, 1.41 EU/mg, 5.00 EU/mg 및 0.20

EU/mg,

EU/mg 이고 실제 실험을 통한 엔도톡신 함량은

3.00

EU/mg,

0.30

EU/mg,

0.20

EU/mg, 15.00 EU/mg, 0.40 EU/mg, 102.74

0.000004167

EU/mg, 0.08 EU/mg, 및 0.07 EU/mg 이며 실

0.0500

EU/mg,

0.0050

EU/mg,

0.3125

제

0.0333

EU/mg,

0.0294

EU/mg,

실험을

통한

엔도톡신

함량은

0.0050

EU/mg,

EU/단위,

0.2222

EU/mg,

EU/mg,

0.0313

EU/mg,

0.0010

EU/mg,

0.0025 EU/mg 및 0.0012 EU/mg 미만으로 실

0.2667

EU/mg,

0.0250

EU/mg,

0.1250

험의 결과값이 계산값에 훨씬 미달되므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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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톡신계산값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1997)
5)

플라빈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용 설
박탐나트륨·아목시실린나트륨의

경우는

대한약전

제 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6)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

–

ESD(Extreme Studentized Deviate) test 를 통

National Formulary (USP35-NF30), USP

해 outlier 를 제거하였음에도 미미한 편차가 존재

Convention (2012)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7) Japanese Pharmacopoeia, 16th edition,

F 비가 F 기각치보다 작아 유의수준에 기각되지

The

않았으므로 실험실간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Welfare of Japan(2011)

판단하였다. 다만, 주사용 가벡세이트메실산염는
ESD test 를 적용하여 outlier 를 제거하였고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유의수준 5%에서 F 기각
치가 F 비보다 작아 유의수준에 기각되어 실험실

8)

ministry

European

of

Health,

Labour

Pharmacopoeia

and

7.0,

EDQM(2010)
9)

Sanford

Bolton,

Pharmaceutical

Statistics, Marcel Dekker, Inc.(1984)

간에 유의적인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각 품목의 기준 계산값이 15.00 EU/mg
과

3.00 EU/mg 인것에 비하여 실험결과값이

0.0250 EU/mg 과 0.1250 EU/mg 인 것으로 볼
때 미리 설정한 엔도톡신기준의 계산값에 훨씬
미달되므로 각각의 엔도톡신 계산값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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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2014년 6월 26일로 ICH의 PDG에서 유럽약

Spectroscopy

전, 일본약전 및 미국약전간 조화합의에 의해 열

USP는

분석법(Thermal Analysis)이 채택 되었다. 조화

chapter인

된

Light-Scattering <851>를 섹션에 따라 분리하

조항은

introduction,

thermogravimetr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이며, 각 약전

고자

의

Nephelometry,

다음

개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하고

Spectroscopy와

관련된

general

Spectrophotometry

and

있으며,

그

일환으로

Turbidimetry,

and

<855>
Visual

Polyacrylamide Gel Electophoresis(PAGE)에

Comparison와 <858> Raman Spectroscopy 항

대한 개정안을 결의하였으며,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전기영동법에 관한 사항은 이 포럼의 공정서 개

<1120> Raman Spectroscopy는 <858>의 신

정안 중 일반시험법 신규수재안을 참조하면 된다.

설로 관련 번호를 변경하여 <1855>로 하였으며,

그

외

가이드라인으로서

Technical

and

그 외 <730> Plasma Spectrochemistry과 이에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Pharmaceutical

동반한 일반정보항인 <1730> Plasma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을 공고하였다.

Spectrochemistry—Theory and Practice의 신

이는 2014년 9월 ICH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설을 제안하였다.

항목으로 ICH Q8에서 Q11의 가이드라인을 보충

그 외 general chapter인 <735> X-Ray

하기 위한 것이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Fluorescence Spectrometry 과 Elemental

사후승인 화학물질, 제조 및 제어(Chemistry,

Impurities—Procedures <233>를 지원하기 위

Manufacturing and Controls, CMC) 변경 관리

해 <1735> X-Ray Fluorescence

촉진 및 효율적인 방식의 프레임 워크 제안을 위

Spectrometry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해 제공되었다.
이 새로운 ICH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개

X-Ray Fluorescence(XRF) 기법은 액체, 분
말, 고체 물질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선을 촉진하고, 품질 보증과 공급을 사전 계획하

있으며, 이 챕터에서는 샘플 준비, 장치, 질적

는 등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

XRF 분석(qualitative XRF analysis), 양적

이를 통해 규제 기관(평가자 및 감사)은 사후승

XRF 분석 (quantitative XRF analysis)등의 주

인 CMC 변경관리를 위한 기업의 제약 품질 시스

제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SP 포럼

템 (PQSs)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0(1)에 수록된 Stimuli article인 “An
Alignment of Concepts and Content Across
the Spectroscopy General Chapters”에서 이
에 관련된 개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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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sity 관련

한다. 즉, 포장은 적절하게 의약품을 보호하고, 의

<914> Viscosity—Pressure Driven Methods
와

관련하여

분석

도구를

추가하여

약품과 서로 호환성이 있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911>

수 있는 재료로 구성 되어야 한다. 화학적 관점에

Viscosity—Capillary

Methods,

<912>

서, 약학적 용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은 약

Viscosity—Rotational

Methods,

<913>

학 생성물의 성분이 포장의 표면에 흡착되지 않

Viscosity—Rolling Ball Method, 및 <1911>

는 것이어야 하고, 포장의 내부에 흡수되지 않으

Rheometry를 신설하고자 한다.

며, 포장하면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호환성). 또

이 장 제안에 포함 된 슬릿 점도계나 레오미터

한, 포장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양의 의약

(slit viscometer/rheometer)는 점도를 측정하기

품에 축적되거나(호환성에 역점을 두는) 독성의

위해 필요한 샘플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고품질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안전에 역점을 두는) 물

의 stand-alone cone-and-plate rheometer를

질을 방출하지 않아야한다.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복가능한 결과를 생성

세번째

general

test

chapter인,

Plastic

한다. 이런 마이크로 슬릿 기술에 의해 적은 양의

Packaging Systems for Pharmaceutical Use

샘플을 쓰는 것이 생물학적 제제의 조기개발에

<661.2>는 플라스틱 포장 시스템에 대한 시험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방법 및 기준을 제공 할 것이다.
PF 39(6) [Nov.–Dec. 2013]에 발간된 A

Plastic packaging system

Stimuli

<661> Containers—Plastics은 USP 의견수렴
을

통해

새로이

개정되고

있으며,

article인

USP

Plastic

Packaging

General Chapters: An Overview는 <661> 챕

Plastic

터의 새로운 구성과 방법 및 특이성 선택에 대한

Packaging Systems and Their Materials of

이론적 근거를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한다.

Construction <661>라는 제목으로 변경될 예정
이다.

또한,

새로운

general

chapter인,

The

Evaluation of Plastic Packaging Systems and

여기서는 제약 업계에서 쓰는 Construction 및

Their Materials of Construction with Respect

포장 시스템의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시험에 이

to Their User Safety Impact <1661>가 USP

론적 근거를 제공 할 것이다.

포럼 40(6) [Nov.–Dec. 2014]에서 소개될 예정

잘 특성화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재료의

이다. 이 chapter의 목적은 <661> 챕터의 기초

물리성질 및 특성상 포장시스템의 조건에 맞을

를 형성성하는 주요컨셉(key concepts)에 대한

수 있기 때문에, 패킹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 잘

의사소통이며, 이 시리즈 챕터들을 설정하고 응용

특성화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의 용도에

및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적합한 패킹시스템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번째로,

새로운

general

test

chapter인

따로 <1661> Evaluation of Plastic
Packaging Systems and Their Materials of

Plastic Materials of Construction <661.1>에서

Construction with Respect to Their User

는 Identity, Biocompatibility (biological re-

Safety Impact라는 general information항을 개

activity), General physicochemical proper-

설하여 <661>Plastic Packaging Systems and

ties, Additives, Extractable metals을 수립할

Their Materials of Construction, <661.1>

때 어떤 물질을 잘 특성화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

Plastic Materials of Construction 및 <661.2>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lastic Packaging Systems for

의약품 플라스틱 포장은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Pharmaceutical Use 의 이론적 이해를 돕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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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를 혼입시킴으로서 채취량에서 추가적인 변화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용기에 남아있는

Ophthalmic Products

suspension의 부피가 제거된 용량만큼 감소하면

Ophthalmic Ointments <771>는 제목을 포함한

서, 흔드는 동안의 공기 혼입 가능성 또한 변하여

텍스트 전체에 걸쳐 "준비(preparations)"를 "제

채취량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생기게 한다.

품(products)"로 교체하고, 제목에 현재 챕터에

여기서 제안된 general chapter는 용기로부터

포함되지 합성 제제와의 혼동을 피하도록 했다.

내용물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양의 균일성을 평가

따라서 제목은 <771> Ophthalmic Products—

한다. 시험에 따라 사용량의 샘플을 각 용기로부

Quality Tests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입

터 시스템적으로 취하였으며 한 용기를 쓰는 동

자(particulate) 및 이물(foreign matter)에 대한

안의 사용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세균 독소에 대한 허용 기준
을 포함하였다. 또, 여과물(leachables) 및 추출
물(extractables)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였
다.

관련

정보로는

<1771>

Ophthalmic

Sterile product packaging
USP에서는 여론 수렴을 위해 general information

chapter인

Sterile

Product

Products — Performance Tests가 있으며, 이

Packaging—Integrity Evaluation <1207> 에 대

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이론적 근거는 PF40(6)의

한 광범위한 개정을 약전 포럼에서 선보였다.

Stimuli

챕터 <1207>의 원래 내용이 수정되었고 또한 관

article인

Ophthalmic

Products—

Replies to Comments Received에서 찾아볼 수

련된

있다.

<1207.2> 및 <1207.3>)로 세분화하였다.

4

<1207.1>

개의

챕터(<1207>,

Package

Integrity

<1207.1>,

and

Test

제제균일성시험

Method Selection는 무균포장의 무결성을 보장

새로운 일반시험법 챕터인 <909> Uniformity of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무결성 검사 방법의 범

Dose

in

위를 설명한다. 누출(leaks)을 유발하는 포장결함

Multiple-Unit Containers는 여러 번 사용하도

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검출에 관한 정보

록 포장된 oral suspensions(multiple-unit oral

가 제공된다. 검출 한계는 다른 누출(leak) 시험

suspensions)로부터 채취량(delivered dose)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from

Oral

Suspensions

균일성을 언급한다. 채취량의 균일성(Uniformity

<1207.2>

Package

Integrity

Leak

Test

of delivered dose)은 oral suspention에서 고체

Technologies는 선택과 누출 시험 기술의 적절

의 구성물(components)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한 사용을 가이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누출

려앉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때 주의해야할 부분

시험 방법은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 즉 결정론

이다. 쓰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주는 것은 고형을

및 확률로 나누어진다. 각 누출 테스트 기술의 경

흩어지게 하기(resuspend)위해 필요하다. 만약

우, 해당 챕터에서는

용기의 내용물을 쓰기 전에 제대로 흔들지 않고

스트 장비 및 테스트 파라미터를 설명한다.

부피에 따라 채취하면(delivered), 처음 사용할

또한 이 약전 포럼에 함께 실린 Stimuli article

때(initial doses)에는 줄어든 의약품 성분량을

는 내용의 개정과 세분의 배경, 역사 및 이론적

쓰게 되고, 그 때문에 이후 사용량은 권고량을 초

근거를 제공한다.

과하게 된다. 하지만 용기의 내용물을 흔드는 것
은 사용을 위해 측정된 suspension의 부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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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

설명을 제공하고, 활용, 테

Package

Seal

Quality

Test

Methods는 포장 봉인 품질을 특징화하고 모니터

80

링하는데에 유용한 시험 방법을 요약 한 것이다.

개정은 1000보다 적은 숫자의 번호가 매겨진

이 방법은 누출 시험이 아닌 포장의 무결성 및

챕터에 맞도록 topics의 세트를 크게 줄이도록 하

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장 밀봉 특성에

였다.

관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챕터의

이 버전은 PF 39(4)에서 제안한 버전에 수렴된

목적은 포장 밀봉 품질 시험 기술의 선택 및 이

의견을

용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11>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무

반영한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게(alternate weights)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기
준(척도)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111>에 맞는

통계적 방법에 관한 일반정보
<1210>

Statistical

Tools

Validation는

새로운

chapter로서

Validation

for

general
of

Procedure
information
Compendial

Procedures <1225>에 비교하여 분석 방법의 검
증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이 챕터에서는 통계적
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 성능 특성 즉, 정
확도, 정밀도, 범위, 검출 한계, 정량 한계, 선형성

이 제안 된 새 챕터에서 논의되는 추가적으로
관련된 논점인 통계적 평형(statistical equivalence)의 TOST(two one-sided test), 허용구

intervals),

intervals),
관련

예측구간(prediction

아카이케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c)), 베이지안 분석
(Bayesian

다.
<111>을 인용하고 있는 각조(monographs)와
챕터들은 이 챕터가 공식화되면 필요한 content
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거나 필요하다면 동시에 업
데이트 될 것이다.
인간 면역 글로불린 제제에서 디프테리아독소
(항독소)에 대항하는 항체를 정량화 할 수 있는
in vitro방법에 대한 필요로서 새로운 general

을 모두 설명한다.

간(tolerance

weighted method에 대한 formula를 개정하였

analysis),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 측정(calibration), 그리고 변화량 풀링
전략(variance pooling strategy)을 설명한다.

test chapter인 <162> Diphtheria Antitoxin
Potency

Testing

for

Human

Immune

Globulins를 제안하고 있다. 디프테리아 항독소
potency의 측정이 면역 글로불린 제품에 요구되
며,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in vivo
rabbit assay가 여기서는 in vitro방법에서 검증
하도록 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새로운 general information chapter인
<1025>

Pancreatin은

pancreatin과

pan-

crelipase의 최종 의약품에 대한 유효 성분으로서
제조에서의 고려사항 및 크레아틴의 특성에 대해

생물학적 시험
bioassay에 관한 4개의 general information
챕터를 개발하였다 : Biological Assay Chapters
—Overview
and

and

Glossary

Development

of

<1030>,

Biological

Design
Assays

<1032>, Biological Assay Validation <1033>,
그리고 Analysis of Biological Assays <1034>.
후반의 <1032>. <1033>, <1034>는 2012년 8
월 1일에, 1030은 2013년 12월 1일에 공식화
되었다. 이 새 챕터들로 인해 현재의 general
chapter <111>를 대폭 바꾸었다.

설명한다. pancreatin과 pancrelipase 제품에 대
한 USP monographs의 개정안이 곧 발표될 예
정이다. 이 챕터에서는 외래 물질의 시험 및 제어
와 주요 효소인 아밀라아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가 아닌 판크레아틴의 효소적 구성요소를 기술하
는 등 monographs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
해 고려하여 안정성과 품질을 재검토하였다.
1983

년부터

변경되지

않았던

<1041>

Biologics에 대해 내부사항의 정의 및 참조를 업
데이트하고 공정서적 요구사항과 이 클래스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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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품 및 더 많은 monographs의 미래지향적

증명,

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general chapter의

specifications)의 개발(development)을 담고 있

개정을 제안한다.

으며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장치

선정에

대한

사용자

특이성(user

chapter

이에 추가로, 동등성(equivalence)을 증명하기

Biotechnology-Derived Articles <1045>는 현

위한 4가지 구별되는 옵션의 개요(outline)를 서

재의 내용이 구식이 되었고 기술적 접근 방법은

술한다.

General

Chapters

중

general

지금 다른 general chapters에서 다루어지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챕터에 수재
된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며, 생명 공학 기반의 문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이러한 제품에 대한 공

Pharmeuropa 26.3에서는 EP 의약품 각조 일

정서적 기준의 사용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일반적

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시험법 2.2.3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Potentiometric Determination of pH에서 pH미

다루는

터의 측정에 쓰는 buffer의 선택을 더 유연성 있

내용은

general

chapter

Biologics

<1041>의 향후 개정에 배치될 것이다.
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게 바꾸고 처음 측정을 pH4.0에서 하도록 하는

생물학적의약품

의무사항을 삭제하였다. 또, buffer로서 시장에

(biopharmaceuticals)의 공정에서, 의약품 성분

활용할 수 있는 확인된 reference material의 사

내에 다양한 종류와 양의 잔류 호스트세포단백질

용을 허가하였다.

(residual host cell proteins (HCPs))은 가능한

2.2.48 Raman Spectrometry의 경우, 시험법

한 최소로 해야한다. <1132> Residual Host

의

Cell

in

PAT환경에서의 이 기술의 잠재적 사용법과 시중

Biopharmaceuticals에서는 디자인, 밸리데이션,

에 유통되는 장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

immunoassays의 수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

트하였다. 또한 각 구분된 섹션에서 정량적, 정성

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잔류 HCPs를 측정할 수

적 사용을 나타내었다.

Protein

Measurement

명칭을

Raman

Spectroscopy로

변경하고

있다. 이 챕터는 또한 primary immunoassay를

그 외 5.3 Statistical analysis of results of

보완하기 위한 orthogonal methods를 서술하고

biological assays and tests에서 섹션 7.6의 평

있다.

형시험(Equivalence testing)에 분명한 언급을

Compendial microbiological methods에 대한

제안하였다. General chapter는 의무사항이 아니

대안이 될 만한 assay methodology들의 선택과

라는 것을 소개에서 이미 알렸으며, 서술되어 있

수행에

개정을

지는 않으나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고 능력있는

Alternative

감찰자(competent authorities)가 동의한다면 그

Microbiological Methods에 추가하였다. 개정된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평형시험

내용에서는

methods를

은 현재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고, 이는 만약 적절

평가하고, 분석기술을 고르고, 궁극적으로 그 방

한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능력있는 감찰자에 의해

법을 실제 제품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중

이 방법이 심도있게 고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한 단계들(steps)을 서술하고 있다. 이 단계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Pharmeuropa Online의

은 대체시험법의 확인, 그 시험법이 standard

Useful inform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한

<1223>

가이던스를

Validation

candidate

제공하는
of

alternative

compendial method에 대한 대체방법으로서 동
등(equivalent)하고 적합(applicable)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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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JP forum vol.23.no.3에서는 JP17개정에 수재
될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의 불용성이물시험법의
개정안을 게재하였다. 각 시험법의 밝기를 1000
lx에서 2000 ~ 3750 lx로 변경하였다. 그 외,
관찰이 어려운 경우 관찰 시간을 적절히 연장하
도록 하였다.
2.64 당쇄시험법(糖鎖試験法) 및 6.12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의 방출시험법(皮膚に適用する製剤
の放出試験法)을 신규로 수재하고자 의견수렴용
원고를 싣고 있다.
표면플라스몬공명법(表面プラズモン共鳴法,
Surface Plasmon Resonance)를 신규로 소개하
였는데, Surface Plasmon Resonance(SPR)광학
측정은 표면플라스몬공명이 사라질 때 반사되는
빛의

각도가

변하면서

센서칩에서

그

질량

(mass)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물질 사이의 결합특이성이나. 결합유사성을 찾는
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샘플에서 분석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기기장치는 프리즘
기반의 Kretschmann configuration을 항상 받아
들이는 표면플라스몬공명의 평균값에 의해 물질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만약 센서칩의 금속필름 표면에서 모두 반사되도
록 하는 것에 편광을 적용한다면, SPR signal이
관측된다. 그 signal의 각도는 센서칩에서 질량
(mass)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그 SPR
signal은 결합 또는 고정된 분자 사이의 분리와
첨가물에 의해 변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여 만약
농도를 알고있는 물질과 비교하여 샘플을 비교하
면 해당 샘플의 농도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
용을 포럼에 일반정보로서 수재하였으며, JP 17
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ICH의 조화합의에 따른 2.52 열분석법
(熱分析法)의 개정(안)과 5.02 생약및생약관련제
제의

미생물한도시험법(生薬及び生薬関連製剤の

微生物限度試験法)의 개정(안)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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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V1Skdupdfrshldo# Iruxp

7DEOH RI &RQWHQWV
863KDUPDFRSHLDO )RUXP 9RO 1R

-8/<$8* 

352326(' ,5$
  3URSRVHG ,5$ ,QWUR 6HFWLRQ

   ,URQ 3RZGHU  >1(:@ 8631) 6 윯

  863 0212*5$3+6

   6RGLXP

   0DQJDQHVH >1(:@ 8631) 6 윯

   &DOFLWRQLQ 6DOPRQ ,QMHFWLRQ -DQ
   &DOFLWRQLQ

6DOPRQ

1DVDO

6ROXWLRQ

-DQ

6WHDU\O

)XPDUDWH

>1(:@

8631) 6 윯
  5()(5(1&( 7$%/(6
  &RQWDLQHU 6SHFLILFDWLRQV
   &RQWDLQHUV IRU 'LVSHQVLQJ &DSVXOHV DQG

,1352&(66 5(9,6,21

7DEOHWV >1(:@ 8631) 6

  ,35 ,QWURGXFWLRQ

  'HVFULSWLRQ DQG 6ROXELOLW\

  *(1(5$/ &+$37(56

   'HVFULSWLRQ DQG 6ROXELOLW\ 8631) 6 윯

   ! 9ROXPHWULF $SSDUDWXV

8631)

6 윯

   'HVFULSWLRQ DQG 6ROXELOLW\ ឡ &윯
   'HVFULSWLRQ DQG 6ROXELOLW\ ឡ 0윯

   ! 'HVLJQ DQG $QDO\VLV RI %LRORJLFDO
$VVD\V 8631) 6 윯

   'HVFULSWLRQ DQG 6ROXELOLW\  6
  1) 0212*5$3+6

   ! )ROLF $FLG $VVD\ 8631) 6 윯

   $VSDUWDPH 8631) 6 윯

   ! 0LQLPXP )LOO 8631) 6 윯

   ,VRSURS\O 3DOPLWDWH 8631) 6 윯

   ! 8QLIRUPLW\ RI 'RVH )URP 2UDO

   2OLYH 2LO 8631) 6 윯

6XVSHQVLRQV LQ 0XOWLSOH8QLW &RQWDLQHUV

   6KHOODF 8631) 6

>1(:@ 8631) 6 윯

  863 0212*5$3+6

   !

5HVLGXDO

+RVW

&HOO

3URWHLQ

0HDVXUHPHQW LQ %LRSKDUPDFHXWLFDOV >1(:@
8631) 6 윯
   !

9DOLGDWLRQ

   $]DWDGLQH 0DOHDWH 8631) 6 윯
   %HQ]RFDLQH 7RSLFDO $HURVRO

RI

$OWHUQDWLYH

0LFURELRORJLFDO 0HWKRGV 8631) 6
   ! 9DOLGDWLRQ RI $OWHUQDWLYH 0HWKRGV
7R $QWLELRWLF 0LFURELDO $VVD\V >1(:@
8631) 6
  5($*(176 ,1',&$7256 $1' 62/87,216
  5HDJHQW 6SHFLILFDWLRQV
   ,PLQRGLDFHWLF $FLG >1(:@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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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DUWLF $FLG 8631) 6
8631)

6 윯
   %HQ]RFDLQH 7RSLFDO 6ROXWLRQ

8631)

6 윯
   %XGHVRQLGH 8631) 6 윯
   %XVSLURQH +\GURFKORULGH 8631) 6
   %XVSLURQH

+\GURFKORULGH

7DEOHWV

8631) 6 윯
   &DOFLXP 6XFFLQDWH >1(:@ 8631) 6 윯

84

   &DUEDPD]HSLQH 8631) 6 윯
   &DUEDPD]HSLQH

2UDO

7DEOHWV 8631) 6 윯
6XVSHQVLRQ

8631) 6 윯

   0HWURQLGD]ROH *HO 8631) 6 윯
   0LOEHP\FLQ 2[LPH >1(:@ 8631) 6 윯

   &DUEDPD]HSLQH 7DEOHWV 8631) 6 윯

   1DGRORO 8631) 6 윯

   &DUERSURVW 7URPHWKDPLQH 8631) 6 윯

   5LWRQDYLU 2UDO 6ROXWLRQ 8631) 6 윯

   &HIWLRIXU +\GURFKORULGH >1(:@ 8631)

   5L]DWULSWDQ

6 윯
   &\FOREHQ]DSULQH

+\GURFKORULGH

([WHQGHG5HOHDVH

&DSVXOHV

>1(:@

8631) 6 윯
   'H[DPHWKDVRQH

>1(:@

   5L]DWULSWDQ %HQ]RDWH 2UDOO\ 'LVLQWHJUDWLQJ
7DEOHWV >1(:@ 8631) 6 윯
   6DOLF\OLF $FLG *HO 8631) 6 윯
   6HUWUDOLQH

6RGLXP

3KRVSKDWH

8631) 6
+\GURFKORULGH

+\GURFKORULGH

IRU

,QMHFWLRQ

7DEOHWV

8631) 6 윯
   6LWDJOLSWLQ 3KRVSKDWH >1(:@

8631)

6 윯
   6LWDJOLSWLQ 7DEOHWV >1(:@ 8631) 6 윯

8631) 6 윯
   )OXR[HWLQH

7DEOHWV

8631) 6 윯

   &HIWLRIXU 6RGLXP >1(:@ 8631) 6 윯

   'R[RUXELFLQ

%HQ]RDWH

'HOD\HG5HOHDVH

&DSVXOHV

   6RGLXP 6DOLF\ODWH 7DEOHWV 8631) 6 윯
   6R\EHDQ 2LO 8631) 6 윯

8631) 6 윯
   )OXR[HWLQH 7DEOHWV 8631) 6 윯

   6XOLQGDF 7DEOHWV 8631) 6

   *HPILEUR]LO 7DEOHWV 8631) 6

   7ULKH[\SKHQLG\O +\GURFKORULGH 8631)

   *RQDGRUHOLQ

+\GURFKORULGH

8631)

6
   8UHD 8631) 6 윯

6 윯
  +DOFLQRQLGH &UHDP 8631) 6 윯

   =LQF 2[LGH 8631) 6 윯

   +DOFLQRQLGH 2LQWPHQW 8631) 6 윯

   =LQF 2[LGH 1HXWUDO 8631) 6

   +\GURFRGRQH %LWDUWUDWH DQG +RPDWURSLQH
0HWK\OEURPLGH 7DEOHWV 8631) 6 윯
   ,URQ 'H[WUDQ ,QMHFWLRQ 8631) 6

67$*(  +$5021,=$7,21
  6WDJH  +DUPRQL]DWLRQ

   ,VRIOXUDQH 8631) 6 윯
67,08/, 72 7+( 5(9,6,21 352&(66

   .HWRFRQD]ROH 8631) 6 윯
   .HWRURODF

7URPHWKDPLQH

,QMHFWLRQ

  6WLPXOL 7R 7KH 5HYLVLRQ 3URFHVV
   0RGHUQL]DWLRQ RI $VEHVWRV 7HVWLQJ LQ 863

8631) 6 윯
   /DPRWULJLQH ([WHQGHG5HOHDVH 7DEOHWV >1(:@

7DOF
   3K\VLFR&KHPLFDO 0HWKRG IRU 7KH 3UHGLFWLRQ

8631) 6 윯

RI 7KH %LRDFWLYLW\ RI (SRHWLQ %HWD %DWFKHV윯

   /LGRFDLQH 8631) 6
   /RSLQDYLU DQG 5LWRQDYLU 2UDO 6ROXWLRQ >1(:@

   3URSRVHG 1HZ 863 *HQHUDO ,QIRUPDWLRQ
&KDSWHU

8631) 6 윯
   0DJQHVLXP 6DOLF\ODWH 7DEOHWV 8631)

7DEOHW

&RPSUHVVLRQ

&KDUDFWHUL]DWLRQ ! ឧ

6 윯
   0HWIRUPLQ +\GURFKORULGH 8631) 6 윯
   0HWIRUPLQ

+\GURFKORULGH

7DEOHWV

8631) 6 윯
   0HWIRUPLQ +\GURFKORULGH ([WHQGHG5HOHD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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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EOH RI &RQWHQWV
863KDUPDFRSHLDO )RUXP 9RO 1R

6HS2FW 

352326(' ,5$
  3URSRVHG ,5$ ,QWUR 6HFWLRQ

   ! 3DQFUHDWLQ >1(:@ 8631) 6 윯

  *(1(5$/ &+$37(56

   !

   ! %LRORJLFV 8631) 6 윯

   ! ,QVXOLQ $VVD\V 0DU
/XFLGXP

$UWLFOHV

8631) 6 윯

  ',(7$5< 6833/(0(17 0212*5$3+6
   *DQRGHUPD

%LRWHFKQRORJ\'HULYHG

   ! ([FLSLHQW 3HUIRUPDQFH 8631)

)UXLWLQJ

%RG\

0DU

6 윯
   ! %XON 3KDUPDFHXWLFDO ([FLSLHQWV 

   *DQRGHUPD /XFLGXP )UXLWLQJ %RG\ 3RZGHU
0DU

&HUWLILFDWH RI $QDO\VLV 8631) 6 윯
   ! 6WHULOH 3URGXFW 3DFNDJLQJ  ,QWHJULW\

  863 0212*5$3+6

(YDOXDWLRQ 8631) 6 윯

   2PHJD$FLG (WK\O (VWHUV 0DU
   2PHJD$FLG

(WK\O

(VWHUV

   ! 3DFNDJH ,QWHJULW\ DQG 7HVW 0HWKRG

&DSVXOHV

0DU

6HOHFWLRQ >1(:@ 8631) 6
   !

3DFNDJH

,QWHJULW\

/HDN

7HVW

7HFKQRORJLHV >1(:@ 8631) 6 윯
,1352&(66 5(9,6,21

   ! 3DFNDJH 6HDO 4XDOLW\ 7HVW 0HWKRGV

  ,35 ,QWURGXFWLRQ

>1(:@ 8631) 6 윯

  *(1(5$/ &+$37(56

   !

   ! 'LSKWKHULD $QWLWR[LQ 3RWHQF\ 7HVWLQJ
IRU

+XPDQ

,PPXQH

*OREXOLQV

>1(:@

8631) 6
8631) 6 윯
   !

$UWLFOHV

7RROV

3URFHGXUH

  &KURPDWRJUDSKLF &ROXPQV
'DOWHSDULQ 6RGLXP 'LRQH[ ,RQSDF

$V  >1(:@ 8631) 6
   / 7HULSDUDWLGH $FHWDWH 'LRQH[ ,RQSDF

RI

%RWDQLFDO

2ULJLQ

8631) 6 윯

$VD

'LRQH[

,RQSDF

$JD 

>1(:@

8631) 6

   ! %RWDQLFDO ([WUDFWV 8631) 6 윯

  5()(5(1&( 7$%/(6

   ! 9LWDPLQ & $VVD\ >1(:@ 8631)

  &RQWDLQHU 6SHFLILFDWLRQV

6 윯

   &RQWDLQHUV IRU 'LVSHQVLQJ &DSVXOHV DQG

   ! &RQWDLQHUV  3ODVWLFV 8631)
6 윯

7DEOHWV >1(:@ 8631) 6
  'HVFULSWLRQ DQG 6ROXELOLW\

   ! 3ODVWLF 0DWHULDOV RI &RQVWUXFWLRQ
>1(:@ 8631) 6 윯
   !

IRU

9DOLGDWLRQ >1(:@ 8631) 6
   /

   ! (ODVWRPHULF &ORVXUHV IRU ,QMHFWLRQV

6WDWLVWLFDO

3ODVWLF

3DFNDJLQJ

3KDUPDFHXWLFDO 8VH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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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FULSWLRQ

DQG

6ROXELOLW\

8631) 6 윯
6\VWHPV

IRU

8631)

   'HVFULSWLRQ DQG 6ROXELOLW\ ឡ (윯
   'HVFULSWLRQ DQG 6ROXELOLW\  0
  ',(7$5< 6833/(0(17 0212*5$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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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ULFDQ *LQVHQJ 8631) 6

   &U\SWKHFRGLQLXP

   3RZGHUHG $PHULFDQ *LQVHQJ 8631)
6 윯

&RKQLL

2LO

&DSVXOHV

8631) 6 윯
   (OHXWKHUR 8631) 6 윯

   $QGURJUDSKLV 8631) 6 윯

   3RZGHUHG (OHXWKHUR 8631) 6 윯

   3RZGHUHG $QGURJUDSKLV 8631) 6 윯

   (YHQLQJ

   $VKZDJDQGKD 5RRW 8631) 6 윯

2LO

&DSVXOHV

>1(:@

8631) 6 윯

   3RZGHUHG $VKZDJDQGKD 5RRW 8631)
6 윯

   )HYHUIHZ 8631) 6 윯
   3RZGHUHG )HYHUIHZ 8631) 6 윯

   $VLDQ *LQVHQJ 8631) 6 윯

   )LVK

   3RZGHUHG $VLDQ *LQVHQJ 8631) 6 윯
   $]WHF

3ULPURVH

0DULJROG

=HD[DQWKLQ

([WUDFW

8631) 6

2LO

&RQWDLQLQJ

2PHJD

$FLGV

8631) 6 윯
   )LVK 2LO &RQWDLQLQJ 2PHJD $FLGV &DSVXOHV
8631) 6

   %DFRSD 8631) 6 윯

   )RUVNRKOLL 8631) 6 윯

   3RZGHUHG %DFRSD 8631) 6 윯

   3RZGHUHG )RUVNRKOLL 8631) 6

   %ODFN &RKRVK 8631) 6

   *DUFLQLD &DPERJLD 8631) 6 윯

   3RZGHUHG %ODFN &RKRVK 8631) 6 윯

   3RZGHUHG *DUFLQLD &DPERJLD 8631)

   %ODFN 3HSSHU 8631) 6 윯

6 윯

   3RZGHUHG %ODFN 3HSSHU 8631) 6 윯

   *DUFLQLD ,QGLFD 8631) 6 윯

   %RVZHOOLD 6HUUDWD 8631) 6 윯

   3RZGHUHG *DUFLQLD ,QGLFD 8631) 6

   &DOFLXP

ZLWK

9LWDPLQ

'

7DEOHWV

   *DUOLF 8631) 6 윯
   3RZGHUHG *DUOLF 8631) 6 윯

8631) 6 윯
   &DOFLXP DQG 9LWDPLQ ' ZLWK 0LQHUDOV

   *LQJHU 8631) 6 윯
   3RZGHUHG *LQJHU 8631) 6 윯

7DEOHWV 8631) 6
   &DW V &ODZ 8631) 6 윯

   *LQNJR 8631) 6 윯

   3RZGHUHG &DW V &ODZ 8631) 6

   *ROGHQVHDO 8631) 6 윯

   &HQWHOOD $VLDWLFD 8631) 6 윯

   3RZGHUHG *ROGHQVHDO 8631) 6 윯

   3RZGHUHG &HQWHOOD $VLDWLFD

   *XJJXO 8631) 6 윯

8631)

   *\PQHPD 8631) 6 윯

6 윯
   &KDVWH 7UHH 8631) 6 윯

   3RZGHUHG *\PQHPD 8631) 6 윯

   3RZGHUHG &KDVWH 7UHH 8631) 6

   +DZWKRUQ /HDI ZLWK )ORZHU
6 윯

   +RUVH &KHVWQXW 8631) 6 윯
   3RZGHUHG +RUVH &KHVWQXW 8631) 6
   &LQQDPRPXP

&DVVLD

%DUN

>1(:@

   &LQQDPRPXP &DVVLD %DUN 3RZGHU >1(:@

+DZWKRUQ

/HDI

ZLWK

)ORZHU

8631) 6 윯
   3RZGHUHG /LFRULFH 8631) 6 윯
   0DODEDU1XW7UHH /HDI 8631) 6 윯

8631) 6 윯
9HUXP

   3RZGHUHG

   /LFRULFH 8631) 6 윯

8631) 6 윯

   &LQQDPRPXP

8631)

%DUN

>1(:@

8631) 6 윯
   &LQQDPRPXP 9HUXP %DUN 3RZGHU >1(:@
8631) 6
   &U\SWKHFRGLQLXP &RKQLL 2LO 8631) 6

   3RZGHUHG

0DODEDU1XW7UHH

/HDI

8631) 6 윯
   0LON 7KLVWOH 8631) 6 윯
   3RZGHUHG 0LON 7KLVWOH 8631) 6
   0LQHUDOV &DSVXOHV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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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LQHUDOV 7DEOHWV 8631) 6 윯
   2PHJD $FLG 7ULJO\FHULGHV

   :DWHU6ROXEOH

8631)

6

9LWDPLQV

ZLWK

0LQHUDOV

&DSVXOHV 8631) 6 윯
   :DWHU6ROXEOH 9LWDPLQV ZLWK 0LQHUDOV 2UDO

   3K\OODQWKXV $PDUXV 8631) 6 윯

6ROXWLRQ 8631) 6 윯

   3RZGHUHG 3K\OODQWKXV $PDUXV 8631)
6 윯

   :DWHU6ROXEOH

9LWDPLQV

ZLWK

0LQHUDOV

7DEOHWV 8631) 6

   3\JHXP 8631) 6 윯

  1) 0212*5$3+6

   6W -RKQ V :RUW 8631) 6

   /RZ6XEVWLWXWHG

   3RZGHUHG 6W -RKQ V :RUW 8631) 6 윯

&DUER[\PHWK\OFHOOXORVH

6RGLXP 8631) 6

   6DZ 3DOPHWWR 8631) 6 윯

   3KDUPDFHXWLFDO *OD]H 8631) 6

   3RZGHUHG 6DZ 3DOPHWWR 8631) 6 윯

   7UHKDORVH 8631) 6 윯

   6FKL]RFK\WULXP 2LO 8631) 6

   =HLQ 8631) 6

   6FKL]RFK\WULXP 2LO &DSVXOHV 8631)

  863 0212*5$3+6

6

   &DSVXOHV &RQWDLQLQJ DW /HDVW 7KUHH RI WKH

   7XUPHULF 8631) 6 윯

)ROORZLQJ  $FHWDPLQRSKHQ DQG 6DOWV RI

   3RZGHUHG 7XUPHULF 8631) 6

&KORUSKHQLUDPLQH 'H[WURPHWKRUSKDQ DQG

   8ELTXLQRO >1(:@ 8631) 6 윯

3KHQ\OSURSDQRODPLQH 8631) 6

   2LO6ROXEOH 9LWDPLQV &DSVXOHV 8631)
6 윯

WKH )ROORZLQJ  $FHWDPLQRSKHQ DQG 6DOWV

   2LO6ROXEOH 9LWDPLQV 7DEOHWV 8631)
6 윯
8631) 6 윯
8631) 6 윯
8631) 6 윯
:DWHU6ROXEOH

9LWDPLQV

2UDO

8631) 6 윯
:DWHU6ROXEOH

9LWDPLQV

ZLWK

:DWHU6ROXEOH

9LWDPLQV

DQG

:DWHU6ROXEOH

9LWDPLQV

ZLWK
ZLWK

9LWDPLQV

&DSVXOHV

8631) 6 윯
   :DWHU6ROXEOH 9LWDPLQV 7DEOHWV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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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RGDURQH

+\GURFKORULG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PORGLSLQ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0LQHUDOV 7DEOHWV 8631) 6 윯
   :DWHU6ROXEOH

8631) 6 윯
   $PDQWDGLQH +\GURFKORULGH 8631) 6

0LQHUDOV 2UDO 6ROXWLRQ 8631) 6 윯
   2LO

8631) 6 윯
   $OSUD]RODP &RPSRXQGHG 2UDO 6XVSHQVLRQ

0LQHUDOV &DSVXOHV 8631) 6 윯
DQG

8631) 6 윯
   $OORSXULQRO &RPSRXQGHG 2UDO 6XVSHQVLRQ

   2LO DQG :DWHU6ROXEOH 9LWDPLQV 7DEOHWV

   2LO

3KHQ\OSURSDQRODPLQH 8631) 6 윯
   $FHWD]RODPLGH &RPSRXQGHG 2UDO 6XVSHQVLRQ

6ROXWLRQ 8631) 6 윯

DQG

)ROORZLQJ  $FHWDPLQRSKHQ DQG 6DOWV RI
&KORUSKHQLUDPLQH 'H[WURPHWKRUSKDQ DQG

   2LO DQG :DWHU6ROXEOH 9LWDPLQV &DSVXOHV
DQG

   3KHQ\OSURSDQRODPLQH 8631) 6
   7DEOHWV &RQWDLQLQJ DW /HDVW 7KUHH RI WKH

   2LO6ROXEOH 9LWDPLQV ZLWK 0LQHUDOV 7DEOHWV

   2LO

RI &KORUSKHQLUDPLQH 'H[WURPHWKRUSKDQ
DQG

   2LO6ROXEOH 9LWDPLQV ZLWK 0LQHUDOV &DSVXOHV

   2LO

   2UDO 6ROXWLRQ &RQWDLQLQJ DW /HDVW 7KUHH RI

   $WHQRORO

&RPSRXQGHG

2UDO

6ROXWLRQ

&RPSRXQGHG

2UDO

8631) 6 윯
   $]DWKLRSULQH

6XVSHQVLRQ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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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ORIHQ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8631) 6 윯

   %HFORPHWKDVRQH 'LSURSLRQDWH &RPSRXQGHG
2UDO 6ROXWLRQ >1(:@ 8631) 6 윯
&KORULGH

&RPSRXQGHG

2UDO

6ROXWLRQ 8631) 6 윯
   %HWKDQHFKRO

&KORULGH

&RPSRXQGHG

2UDO

   &RQVWUXFW

+XPDQ

.HUDWLQRF\WHV

DQG

)LEUREODVWV LQ %RYLQH &ROODJHQ 6FDIIROG
   &RSSHU *OXFRQDWH 8631) 6

2UDO

6ROXWLRQ

   5HSRVLWRU\

&RUWLFRWURSLQ

,QMHFWLRQ

8631) 6 윯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FORVSRULQH

&RPSRXQGHG

2SKWKDOPLF

6ROXWLRQ 9HWHULQDU\ >1(:@ 8631)

   &DUEDFKRO 8631) 6 윯

6 윯

   &HID]ROLQ &RPSRXQGHG 2SKWKDOPLF 6ROXWLRQ
8631) 6 윯

   'DOWHSDULQ 6RGLXP >1(:@ 8631) 6 윯
   'DSVRQH

   &KORURTXLQH 3KRVSKDW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KORUSKHQLUDPLQH

DQG

+\GURFKORULGH

([WHQGHG5HOHDVH &DSVXOHV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HVPRSUHVVLQ $FHWDWH 8631) 6 윯

0DOHDWH

3KHQ\OSURSDQRODPLQH

8631)

   'LOWLD]HP +\GURFKORULGH &RPSRXQGHG 2UDO
6ROXWLRQ 8631) 6 윯
   'LOWLD]HP +\GURFKORULG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6 윯
   &KORUSKHQLUDPLQH

0DOHDWH

3KHQ\OSURSDQRODPLQH
([WHQGHG5HOHDVH

2UDO

   &RUWLFRWURSLQ IRU ,QMHFWLRQ 8631) 6 윯

8631) 6 윯
   &DSWRSULO

&RPSRXQGHG

   &RUWLFRWURSLQ ,QMHFWLRQ 8631) 6 윯

   &DEHUJROLQH 8631) 6 윯
&RPSRXQGHG

3KRVSKDWH

8631) 6 윯

6XVSHQVLRQ 8631) 6 윯
   &DSWRSULO

   &RGHLQH

6ROXWLRQ 8631) 6 윯

   %HQ]RFDLQH 2WLF 6ROXWLRQ 8631) 6 윯
   %HWKDQHFKRO

(SLQHSKULQH &RPSRXQGHG 7RSLFDO 6ROXWLRQ

7DEOHWV

DQG

+\GURFKORULGH
8631)

DQG

   &LVDSULGH &RPSRXQGHG ,QMHFWLRQ 9HWHULQDU\

3KHQ\OHSKULQH

+\GURFKORULGHV 7DEOHWV >1(:@ 8631)
6 윯
   'LSKHQK\GUDPLQH

6 윯

+\GURFKORULGH

2UDO

6ROXWLRQ 8631) 6 윯
   'LS\ULGDPROH &RPSRXQGHG 2UDO 6XVSHQVLRQ

>1(:@ 8631) 6 윯
   &LVDSULGH &RPSRXQGHG 2UDO 6XVSHQVLRQ
9HWHULQDU\ >1(:@ 8631) 6 윯
   &OHPDVWLQH )XPDUDWH 8631) 6 윯

8631) 6 윯
   'RODVHWURQ

   &ORID]LPLQH &DSVXOHV 8631) 6 윯
   &ORPLSKHQH &LWUDWH 8631) 6 윯
   &ORQD]HSDP &RPSRXQGHG 2UDO 6XVSHQVLRQ

0HV\ODWH

&RPSRXQGHG

2UDO

6ROXWLRQ 8631) 6 윯
   'RODVHWURQ

   &ORID]LPLQH 8631) 6 윯

0HV\ODW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QDODSULO

0DOHDW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QWHFDYLU >1(:@ 8631) 6 윯

8631) 6 윯
   &ORWULPD]ROH 9DJLQDO ,QVHUWV

   'LSKHQK\GUDPLQH

8631)

6 윯

   (QWHFDYLU 7DEOHWV >1(:@ 8631) 6 윯
   (SLQHSKULQH %LWDUWUDWH 8631) 6 윯

   &ORWULPD]ROH /R]HQJHV 8631) 6 윯

   (V]RSLFORQH >1(:@ 8631) 6 윯

   &RFDLQH DQG 7HWUDFDLQH +\GURFKORULGHV DQG

   (]HWLPLEH >1(:@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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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LPLEH 7DEOHWV >1(:@ 8631) 6 윯
   )DPFLFORYLU &RPSRXQGHG 2UDO 6XVSHQVLRQ
>1(:@ 8631) 6 윯

7DEOHWV

8631) 6 윯

   0\FRSKHQRODWH

   )HUURXV 6XOIDWH 8631) 6 윯
&RPSRXQGHG

0RIHWLO

   0\FRSKHQRODWH 0RIHWLO 7DEOHWV 8631)
2UDO

6XVSHQVLRQ 8631) 6 윯

6 윯
   0\FRSKHQRODWH 6RGLXP >1(:@ 8631)

   )OXF\WRVLQH &RPSRXQGHG 2UDO 6XVSHQVLRQ
8631) 6 윯

6 윯
   0\FRSKHQROLF $FLG 'HOD\HG5HOHDVH 7DEOHWV

   )OXRUHVFHLQ 8631) 6 윯

>1(:@ 8631) 6 윯

   )OXRUHVFHLQ 6RGLXP 8631) 6 윯

   0\UUK 8631) 6 윯

   *RQDGRUHOLQ IRU ,QMHFWLRQ 8631) 6

   1DSUR[HQ

6RGLXP

DQG

   *UDIWVNLQ 8631) 6 윯

+\GURFKORULGH

   *XDQDGUHO 6XOIDWH 8631) 6 윯

>1(:@ 8631) 6 윯

   *XDQDGUHO 6XOIDWH 7DEOHWV 8631) 6
   ,QVXOLQ +XPDQ ,QMHFWLRQ 8631) 6 윯
   +XPDQ ,QVXOLQ ,VRSKDQH 6XVSHQVLRQ DQG
+XPDQ ,QVXOLQ ,QMHFWLRQ 8631) 6 윯
+XPDQ

6XVSHQVLRQ

([WHQGHG5HOHDVH

   3KHQ\OSURSDQRODPLQH %LWDUWUDWH 8631)
6 윯
   3KHQ\OSURSDQRODPLQH

   ,QVXOLQ /LVSUR ,QMHFWLRQ 8631) 6 윯
=LQF

6XVSHQVLRQ

8631) 6 윯
+\GURFKORULGH

   3KHQ\OSURSDQRODPLQH

+\GURFKORULGH

([WHQGHG5HOHDVH &DSVXOHV

8631)

6 윯

8631) 6 윯
   ([WHQGHG ,QVXOLQ +XPDQ =LQF 6XVSHQVLRQ

   3KHQ\OSURSDQRODPLQH

+\GURFKORULGH

2UDO

6ROXWLRQ 8631) 6 윯

8631) 6 윯

   3KHQ\OSURSDQRODPLQH +\GURFKORULGH 7DEOHWV

   /DFWXORVH &RQFHQWUDWH 8631) 6 윯

8631) 6 윯

   /DFWXORVH 6ROXWLRQ 8631) 6 윯

   3KHQ\OSURSDQRODPLQH

   /DPLYXGLQH 7DEOHWV 8631) 6 윯
   /\SUHVVLQ 1DVDO 6ROXWLRQ 8631) 6 윯

([WHQGHG5HOHDVH

   0DQJDQHVH *OXFRQDWH 8631) 6 윯

6 윯

   0DUERIOR[DFLQ

+\GURFKORULGH

&DSVXOHV 8631) 6 윯

   ,QVXOLQ /LVSUR 8631) 6 윯
+XPDQ

7DEOHWV

   3KHQ\OHSKULQH +\GURFKORULGH 7DEOHWV >1(:@

   3KHQ\OSURSDQRODPLQH

8631) 6 윯

   ,QVXOLQ

3VHXGRHSKHGULQH

8631) 6 윯

   ,QVXOLQ +XPDQ 8631) 6 윯

,QVXOLQ

&DSVXOHV

8631) 6 윯

   'ULHG )HUURXV 6XOIDWH 8631) 6 윯

   ,VRSKDQH

>1(:@

8631) 6 윯

   )HUURXV *OXFRQDWH 8631) 6 윯

$FHWDWH

6RGLXP

   0RQWHOXNDVW 6RGLXP &KHZDEOH 7DEOHWV >1(:@

   )HUURXV )XPDUDWH 8631) 6 윯

   )OHFDLQLGH

   0RQWHOXNDVW

&RPSRXQGHG

2UDO

6XVSHQVLRQ 9HWHULQDU\ >1(:@ 8631)
6 윯
   0HUFDSWRSXULQH 8631) 6 윯
   0HWK\OWHVWRVWHURQH 8631) 6 윯
   0RQWHOXNDVW 6RGLXP 2UDO *UDQXOHV >1(:@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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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FKORULGH
7DEOHWV

8631)

   3V\OOLXP +XVN 8631) 6 윯
   6FDIIROG 3RUFLQH %ODGGHU >1(:@ 8631)
6 윯
   6FDIIROG 3RUFLQH 6PDOO ,QWHVWLQDO 6XEPXFRVD
8631) 6 윯
   6FDIIROG 6LON )LEURLQ >1(:@ 8631)
6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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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HQQRVLGHV 8631) 6 윯
   6RGLXP 1LWULWH 8631) 6 윯
   6RGLXP 1LWULWH ,QMHFWLRQ 8631) 6 윯
   7HULSDUDWLGH $FHWDWH 8631) 6 윯
   7KLPHURVDO 8631) 6 윯
   7K\URLG 8631) 6 윯
   7K\URLG 7DEOHWV 8631) 6 윯
   :KHDW %UDQ 8631) 6 윯
   6PDOO ,QWHVWLQDO 6XEPXFRVD :RXQG 0DWUL[
8631) 6 윯
   =LQF *OXFRQDWH 8631) 6
67$*(  +$5021,=$7,21
  6WDJH  +DUPRQL]DWLRQ
  1) 0212*5$3+6
   +\GUR[\HWK\O &HOOXORVH
67,08/, 72 7+( 5(9,6,21 352&(66
  6WLPXOL WR WKH 5HYLVLRQ 3URFHVV윯
   3URSRVHG 5HYLVLRQV WR *HQHUDO &KDSWHU
6WHULOH 3URGXFW 3DFNDJLQJ  ,QWHJULW\
(YDOXDWLR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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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EOH RI &RQWHQWV
863KDUPDFRSHLDO )RUXP 9RO 1R

1RY'HF 

8631) 

352326(' ,5$
  3URSRVHG ,5$ ,QWUR 6HFWL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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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의료제품 표준품 관리개선 정책추진 방안

의료제품 표준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에 제약

- 생물의약품표준품 분야

기업, 시험검사기관 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WHO-식약처-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 의약품(화학의약품), 생물

표준품을 확립하고, 국가출하승인 시험에 필요한

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적정한 품질

모든

관리 및 시험·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준물

국제·자사표준품은 있으나 국가표준품이 없는

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수준의 표준

표준품 중 국내제조 가능한 표준품으로서 시험

품 품질관리를 통한 의료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이 통일된 제제와 분양 중인 표준품 중 잔고

의료제품 표준품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다음과

소진 예정 품목을 우선 제조·확립할 계획이다.

표준품을‘18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생약표준품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분야
1. 중장기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 수립

표준생약, 지표성분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년 주기로 중장기 표준품 정책 기본 방향을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

마련하고, 매년 정기․수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여‘17년까지

연도별 수급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100% 공급할 예정이다.

안전공급

지원대상

표준품을

계획이다.
3. 표준품 확립 신뢰성 강화 및 운영체계 확립
2. 생산현장 수요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적으로 의료제품

- 화학의약품표준품 분야

표준품의 품질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

생산 현장의 안정적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17

으로 ISO 인정을 추진하고, 표준품 제조·확립을

년까지 생산현장에서의 표준품 공급 애로사항을

수행하는 외부기관도 ISO 인정 기관을 중심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기업 등에서 요청하는 표준품,

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표준품을 우선
제조·확립하여 공급하는 등 현장 수요조사에

4. 국제수준의 전주기 표준품 평가·관리 실시

기반한 표준품 제조·확립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의약품 허가(신고) 검토 시 품목별로 표준품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평가를 강화 할

현행

개선방안

신청준비

허가후 표준품 활용 업체 자체평가

허가신청

표준품 자료 미제출

표준품 자료

평가 미실시 허가 미반영 신약제외

평가 허가증에 반영

허가 심
사
허가후

기준서에 반영 업체

현행과 같음
로 제출

기준서에 반영 허가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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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허가신청 시 품질자료로서 표준품에
대한 자료를 CTD 신청서로 제출하고 관련 내용은
허가(신고)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료제품 표준품에 대한 관리개선
을 통해 의료제품의 품질관리 시 필요한 표준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품질검사의 적시성·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국제수준의 표준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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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화학의약품 표준품의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시험검사에 필요한 표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활용되도록 표준품을 제조·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학의약품표준품(마약류표준품 포함), 생물의약품표준
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등을 분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의약품/표준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최근 분양하기 시작한 화학의약품 표준품의 분양과 분양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식
약처의 표준품 분양과 관련하여 산업체 등에서 문의사항이나 개선사항(포장단위의 다양화 등) 의견을
받고자 한다.

분양 가능 화학의약품 표준품 목록

연번

품명
아세클로페낙
아세트아미노펜
알로푸리놀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카페인무수물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카르베딜롤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실로스타졸
시메티딘
만니톨
독사조신메실산염
플루르비프로펜
푸르설티아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 원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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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명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이부프로펜
이오프로미드
케토프로펜
락티톨수화물
란소프라졸
레보도파
멜록시캄
메로페넴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메토카르바몰
메트로니다졸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니카르디핀염산염
니세르골린
니코란딜
니코틴산아미드
니모디핀
니자티딘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수화물
프로카인염산염
라니티딘염산염
리팜피신
리스페리돈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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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포장단위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바이알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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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심바스타틴

단가 원

바이알

텔미사르탄

바이알

트라마돌염산염

바이알

트리메부틴말레산염

바이알

발사르탄

바이알

화학의약품 표준품 분양 절차
표준품 분양 신청 처리 절차도

처리 절차별 안내
분양신청
분양신청서 관련 서식 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 송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인터넷 신청

전자민원창구

팩스
민원신청

전자민원 안내 및 신청

상용표

준품 및 정량용원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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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처리결과 알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표준품 운영부서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결과 분양품목
포장단위 수수료 등 를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신

표준품의 양도

양수

신청인은 운영부서 담당자

와 양도

양수 일정 확정

구비서류
분양인수증
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전용사이트
신분증

찾아오시는 길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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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읍

오송생명 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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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분양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 호 서식

서식 개정 예정

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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