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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 안내
(Korean Pharmacopoeial Forum)
대한민국약전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등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대한민국약전 개정(안)과 약전 관련 정보를 국내·외에 공유
하고자 발행된 것입니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독자 여러
분의 의견, 학술논문 또는 평론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대한민국약전 등 기준 개정(안)에 반영되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제·개정됩니다.
따라서 이 포럼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관련 고시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약전포럼에 대한 의견, 학술논문, 평론 등이 있을 경우 아래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전화 : 043-719-4616 팩스 : 043-719-4600

또한, 대한민국약전포럼 Vol. 12, No. 1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여 발행되었으
며, 개선사항, 오탈자 등이 있을 경우 아래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로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3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전화 : 02-359-2090

팩스 : 02-359-2181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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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개정(안)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 1부 중 바캄피실린염산염 등 27개 품목의 정량법 개정(안)을 마련하였
으며, 플루벤다졸 정 등 5 품목의 확인시험, 플루페남산 캡슐의 순도시험, DL-카르니틴염산염의 성상
및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의 용출시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험에서 유해용매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항생물질은 록시트로마이신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마크로라이드계를 주로 검토하였다. 이 밖에 신경계용 의약품을 포함하는 다수허
가품목을 우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주사액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주사액

Diclofenac β-Dimethylaminoethanol

Diclofenac β-Dimethylaminoethanol

Injection

Injection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정 량 법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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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을 가지고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표시량에 따라 디클로페낙

에탄올 0.15 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에탄올을 넣

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0.15 g에 해당하는 양을 정

어 10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클로페

확하게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 약 0.15 g을 정밀

하여 녹인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탄올

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에탄올을 대조로

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을 넣어 녹여 검액과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

약

장 28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에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C18H22Cl2N2O3)의
양(mg)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의 양(mg)

T

× 

S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C18H22Cl2N2O3)의
양(mg)
=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의 양(mg)

T

× 

S

KP Forum Vol.12, No.1 (2015)

4

현

성

상

행

개 정 안

록시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Roxithromycin

Roxithromyci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및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0 mg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각각 정확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록시트로마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

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 (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 (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T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용액(17 → 100) 200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 2.876 g을 물 800 mL

mL에 물 510 mL을 넣고 2 mol/L 수산화나트륨시

에 녹여 10 %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용액 30

액으로 pH를 5.3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 액에 아세

mL를 넣고 인산으로 pH를 6.0으로 조정한 다음 물

토니트릴 315 mL를 넣는다.

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370 mL에 메탄올

유

630 mL를 넣는다.

량 : 록시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11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및 N-데메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틸록시트로마이신 5 mg을 달아 이동상에 녹여 100

건으로 조작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의 대칭계수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는 1.5 이하이다.

조작할 때 N-데메틸록시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6 이상이며 록시트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로마이신의 피크의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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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제

법

록시트로마이신 과립

록시트로마이신 과립

Roxithromycin Granules

Roxithromycin Granule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확인시험 (생략)
제제의 입도시험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현행과 같음)

제제의 입도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의 표시역가에 따라

을 정밀하게 달아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

pH를 6.2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취하여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를 6.2로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

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동일한 조작을 하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시험하여 각 액의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 (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록시트로마이신(C41H76N2O15)의 역가 (μg)

T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조작조건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칼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0 mm의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온도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 2.876 g을 물 800 mL

이동상 : 물ᆞ1.6 mol/L 인산이수소암모늄액ᆞ아세

에 녹여 10 %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용액 30

토니트릴ᆞ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혼합액(1020

mL를 넣고 인산으로 pH를 6.0으로 조정한 다음 물

: 400 : 630 : 23)을 인산으로 pH가 약 5.8이 되도

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370 mL에 메탄올

록 조정한다.

630 mL를 넣는다.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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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조작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의 대칭계수
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제

법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정

록시트로마이신 정

Roxithromycin Tablets

Roxithromycin Tablet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수

(생략)

수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질량을 정밀하

정 량 법

분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질량을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표준품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

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

과 동일한 조작을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마이신표준품 약 0.1 g(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검액과 동일한 조작을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록시트로마이
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C41H76N2O15)의 역가 (μg)

T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ᆞ17 % 인산이수소암모늄액ᆞ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혼합액(1020 : 400 : 23)을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가 약 5.3이 되도록
조정한 다음 아세토니트릴 630 mL를 넣는다.
유 량 : 1.8 mL/분
측정범위 : 1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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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
에 따라 시험할 때 록시트로마이신의 이론단수는
2000 이상이고 테일링계수는 1.3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에 따라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
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측정범위 : 16 분
저 장 법 (생략)

제

법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액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액

Roxithromycin Suspension

Roxithromycin Suspensio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시험한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역가)에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의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
다.
록시트로마이신(C41H76N2O15)의 역가 (μg)

T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ᆞ1.6 mol/L 인산이수소암모늄액ᆞ아세
토니트릴ᆞ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혼합액(1020
: 400 : 630 : 23), 인산으로 pH가 약 5.8이 되도
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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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용 정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용 정

Roxithromycin Tablets for Oral

Roxithromycin Tablets for Oral

Suspension

Suspensio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정 량 법

정 량 법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의 질량을 정밀하게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질량을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가)을 정밀하게 달아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pH를 6.2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취하여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를 6.2로

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마이신표준품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

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

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동일한 조작을 하

준액으로 한다.

여 표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성

상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미노사이클린염산염

미노사이클린염산염

Minocycline Hydrochloride

Minocycline Hydrochlorid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결 정 성 (생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흡광도 (생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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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히스타민 (생략)

히스타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및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50

이 약 및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하게 5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이들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미노사이클린의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미노사이클린의 피크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T
=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S

=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T
S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수산암모늄용액(7 → 250)·N,N-디메틸

이동상

포름아미드·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드·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이수소이나트륨시액혼합액(11 : 5 : 4)에 테트라부

혼합액(11 : 5 : 4)에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

틸암모늄히드록사이드 시액을 가해서 pH

시액을 가해서 pH 6.5로 조정한다.

6.5로 조

정한다.

:

옥살산암모늄시액·N,N-디메틸포름아미

○ 옥살산암모늄시액 : 옥살산암모늄일수화물 0.98
g에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 mL로 녹인다.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수화물
18.6 g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유

량 : 미노사이클린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도

유

량 : 1 mL/분

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물 25 mL에 녹인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이동상 25 mL에

다. 이 액 5 mL를 수욕상에서 60 분간 가열한 후

녹인다. 이 액 5 mL를 수욕상에서 60 분간 가열한

물을 넣어 25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20 μL를

후 물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피미노사이클린,

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피미노사이클린, 미노

미노사이클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

사이클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미노사이클린의 피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미노사이클린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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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사이클린염산염 치과용 연고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치과용 연고

Minocycline Hydrochloride Dental

Minocycline Hydrochloride Dental

Ointment

Ointment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성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수

(생략)

수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 mg (역가)

정 량 법

분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0 mg(역가)

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10 mL씩을 넣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어 녹인 다음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물을

5 mL씩으로 5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이동상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를 정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

따로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10 mg(역가)에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2.5

약 1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

mL를 넣어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드 30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mL로 한 다음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따라 시험하여 미노사이클린의 피크면적 AT 및 AS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를 측정한다.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중
의 미노사이클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T

=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S

T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조작조건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44 nm)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칼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드·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이 동 상 : 0.2 mol/L 옥살산암모늄용액ᆞ디메틸포

혼합액(11 : 5 : 4)에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사이

름아미드ᆞ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

드 시액을 가해서 pH 6.5로 조정한다.

수소이나트륨용액 혼합액(11 : 5 : 4)을 0.4 mol/L

○ 옥살산암모늄시액 : 옥살산암모늄일수화물 0.98

테트라-n-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시액으로 pH를 6.2

g에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가 되도록 한다.

100 mL로 녹인다.

유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

량 : 미노사이클린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

도록 조정한다.

:

옥살산암모늄시액·N,N-디메틸포름아미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수화물
18.6 g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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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이동상 25 mL에
녹인다. 이 액 5 mL를 수욕에서 60 분간 가열한 후
물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피미노사이클린, 미노사
이클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미노사이클린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캡슐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캡슐

Minocycline Hydrochloride Capsules

Minocycline Hydrochloride Capsule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정 량 법

정 량 법

「미노사이클린염산염수화물」의 정량법에

(현행과 같음)

「미노사이클린염산염수화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내용물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이 약의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이 약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하여 검액으로 한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

표준품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바캄피실린염산염

바캄피실린염산염

Bacampicillin Hydrochloride

Bacampicillin Hydrochlorid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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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및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 약 40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 약 40

mg (역가) 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이고 각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물을 넣어 녹여

각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바캄피실린의 피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바캄피실린의 피크면

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T
=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S

=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T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15 cm인 스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자동주입기 온도 : 4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0.02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용액 500

이동상 : 0.02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용액 500

mL에 0.02 mol/L 인산수소나트륨용액을 넣어 pH를

mL에 0.02 mol/L 인산수소나트륨용액을 넣어 pH를

6.8로 조정한다. 이 액 500 mL에 아세토니트닐

6.8로 조정한다. 이 액 500 mL에 아세토니트닐

500 mL를 넣는다.

500 mL를 넣는다.

유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량 : 1 mL/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의 이론단수는
2000 단 이상이다.

건으로 조작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의 이론단수는
3000 단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면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제

바캄피실린염산염 과립

바캄피실린염산염 과립

Bacampicillin Hydrochloride Granules

Bacampicillin Hydrochloride Granule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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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입도시험 (생략)

제제의 입도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수

분

정 량 법

(생략)

수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바캄피실린염산염」의 정량법에 따라 시

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

험한다. 다만,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역가에 따라

(가)②㉮의 배지를 쓴다.

약 4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2) 시험용균 Micrococcus luteus ATCC 9341을

을 넣어 녹여 정확히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시험용균으로 한다.

다. 따로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 약 40 mg (역가)

(3)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을 정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

밀하게 달아 멸균정제수로 정확하게 250 mL로 한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
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mg (역가)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이 함유되도록 희석시킨다. 이 액 10.0 mL를 정확

T

=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하게 취하여 10 단위에 해당하는 에스테라제현탁액

S

(돼지 간에서 추출한 카르복실에스테라제로서 3.2
mol/L 황산암모늄(pH 6.0)에 현탁시킨 액)을 넣은
다음 37 ℃ 수욕에서 때때로 흔들면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0.20
및 0.05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
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암피실린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충분한 양의 멸균정제수를
넣어 녹여 1 mL 중 1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표
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24 시간 이내에 쓴
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0.20 및 0.05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
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성

상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만돌나페이트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Cefamandole Nafat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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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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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엔도톡신 (생략)
정 량 법
천배지

엔도톡신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정 량 법

역가시험 가)(2)(가)③㉮ 및 ㉯의 배지를

이 약 및 세파만돌나페이트표준품 약 50

mg (역가) 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이동상을 넣

쓴다.
(2)

(현행과 같음)

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

Staphylococcus aureus ATCC

시험용균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쓸 때 만든다. 검액 및

6538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표준액 각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3)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약 1 mg

중 세파만돌 및 세파만돌나페이트 피크면적의 합 ST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

및 SS를 구한다.

서 60 분간 가수분해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
세파만돌C HNO S 의 역가g

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T
S

당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

 세파만돌나페이트표준품의 역가g × 

로 한다. 따로 세파만돌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
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의 표준원액을 만든 다음 37 ℃

조작조건

수욕에서 60 분간 방치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하에서 저장하며 1 일 이내에 쓴다. 이 표준원액 적

칼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으로 1 mL 당 1.28, 1.60, 2.00, 2.50 및 3.12 μg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mL 당 2.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350 mL에 물 600 mL 및

간희석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

트리에틸아민 100 μL를 넣고 인산을 넣어 pH를

을

2.5로 조정한 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

한다.

나)(4)에 따라 시험한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분리도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만돌, 세파만돌나페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7.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만돌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시스템적합성용액 : 표준액을 30분간 60 ℃에서
가온한 액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주사용 세파만돌나페이트

주사용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for Injection

Cefamandole Nafate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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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표준곡선법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세파만돌나페이트」의 정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세파만돌나페이트」의 정량법에 따라 시

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험한다. 다만, 이 약 및 세파만돌나페이트표준품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50 mg (역가) 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이동상을

(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약 1 mg (역가)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쓸 때 만든다.

간 가수분해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 (pH 6.0)으로 희석하여 (3)의
농도로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생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략)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및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히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약 2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

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에 따라

로 한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트리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트리진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세파트리진 (C18H18N6O5S2 )의 역가 ( g)

세파트리진 (C18H18N6O5S2 )의 역가 ( g)

A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의 역가 (g) T
AS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의 역가 (g)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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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2.04 g을 물에 녹여 1500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36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 액에 메탄올 500 mL를 섞은 액

mL로 한 액·메탄올혼합액(17 : 3)

유

유

량 : 세파트리진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량 : 1.0 mL/분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약 5 mg (역가) 및 세

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약 5 mg (역가) 및 세

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약 10 mg (역가)을 정밀히

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약 10 mg (역가)에 해당하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이 액 10 μL를 가지고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이 액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드록실, 세파트리진 순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드록

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4 이상이다.

실, 세파트리진 순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4 이상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트리진의 피크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트리진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캡슐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캡슐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Capsules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Capsule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원통평판법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시럽용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리콜｣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캡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

슐 이상을 취하여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 600 mL를 넣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 약 20 mg (역가)

어 세게 교반하여 녹인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

액(pH 4.5)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필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요하면 여과한다.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으로 희석시켜 검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트리진의 피크면적 AT 및

액으로 한다.

AS를 측정한다.
세파트리진 (C18H18N6O5S2 )의 역가 ( g)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의 역가 (g)

A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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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36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 액·메탄올혼합액(17 : 3)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약 5 mg (역가) 및 세
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약 10 mg (역가)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드록
실, 세파트리진 순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4 이상이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트리진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프록사딘 캡슐

세프록사딘 캡슐

Cefroxadine Capsules

Cefroxadine Capsules

(생
제

법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제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수

(생

략)

수

붕해시험 (생

략)

붕해시험

분

제제균일성시험 (생
정 량 법

략)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세프록사딘 약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5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0 mL로 한다. 필요하면 여과 또는 원심분리한다.

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으로 녹이고 내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아세트산·인

세프록사딘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

산혼합액(27 : 12 : 1)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5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록사딘표준품 25 mg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를 정밀하게 달아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준액을 각각 100 mL 유리마개 플라스크에 넣고 1

12 : 1) 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를 넣은 후 정확하

고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 을 넣어

게 60 분간 방치한 다음 각각 1 mol/L 염산시액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1.0 mL, 프탈산수소칼륨완충액(pH 4.5) 10.0 mL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0 mL를 넣어 흔들어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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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고 차광하여 정확하게 60 분간 방치하고 필요하면

면적에 대한 세프록사딘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사염화탄소 약 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마이크로

구한다.

뷰렛을 써서 각각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은 플라스크의 내용액 또는 사염화탄

세프록사딘 (C16H19N3O5S)의 역가(μg)

소층이 무색이 될 때까지 한다. 필요하면 전분시액

T
S

 세프록사딘표준품의 역가   × 

0.2 ∼ 0.5 mL를 지시약으로 쓴다. 따로 검액 및 표
준액에 각각 프탈산수소칼륨완충액(pH 4.5) 1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 mL를 정확하게 넣고

내부표준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

(27 : 12 : 1)용액(1 → 400)

다. 검액 및 표준액에 소비된 0.01 mol/L 요오드액

조작조건

의 양(mL)을 각각 VT 및 VS로 한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세프록사딘(C16H19N3O5S)의 역가 (μg)

세파렉신의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T
 세프록사딘표준품의 역가  × 
S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황산암모늄 용액(1 → 100)·아세토니트릴
혼합액(183 : 17)

저 장 법 (생략)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록사딘,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세프록사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세프미녹스나트륨수화물

세프미녹스나트륨수화물

Cefminox Sodium Hydrate

Cefminox Sodium Hydrat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이 약 약 70 mg

정 량 법

이 약 및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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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검액원액 5 mL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

검액 및 표준액 각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Ⅰ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프미

로 한다. 따로 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

녹스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산히드록실아민·아세트산염시액 5.0 mL를 넣어 30
세프미녹스C HNO S 의 역가g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T
S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Ⅱ로 한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의 역가g × 

다. 따로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약 70 mg (역가)
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 5 mL를 정확

조작조건

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3 nm)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Ⅰ로 한다.

칼

따로 표준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히드록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아민·아세트산염시액 5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한 다음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Ⅱ로 한다. 검액

이동상 : 완충액·메탄올혼합액(90 : 10)

Ⅰ, 검액Ⅱ, 표준액Ⅰ 및 표준액Ⅱ를 가지고 자외가

유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73 nm에서 각각의

시스템적합성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

량 : 1.0 mL/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흡광도 ATⅠ, ATⅡ, ASⅠ 및 ASⅡ를 측정한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미녹스 피크면
이 약 중의 세프미녹스의 역가
TⅠ  TII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채취량 중의역가
 ×
  
이 약의 채취량
SⅠ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완충액 : 아세트산나트륨삼수화물 2.04 g을 달아

SII

물 75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으로 pH를 4.0
으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세프미녹스나트륨

주사용 세프미녹스나트륨

Cefminox Sodium for Injection

Cefminox Sodium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현행과 같음)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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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을 표시역가에 따라 세프미녹스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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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 mL 중 약 0.5

약 7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mg (역가)이 함유되도록 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이 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한다. 따로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약 70 mg (역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mL로 하여 검액Ⅰ로 한다. 따로 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각 액

정확하게 취하여 히드록시암모늄염산염·아세트산염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시액 5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세프미녹스 피크면적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AT 및 AS를 구한다.

mL로 하여 검액Ⅱ로 한다. 따로 세프미녹스나트륨표
세프미녹스C HNO S 의 역가g

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T
S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원액으로 한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의 역가g × 

다. 표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Ⅰ로 한다. 따로 표준액원액 5

조작조건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히드록시암모늄염산염ᆞ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3 nm)

아세트산염시액 5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 다음

칼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Ⅱ로 한다. 검액Ⅰ, 검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액Ⅱ, 표준액Ⅰ 및 표준액Ⅱ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73 nm에서의 흡

이동상 : 완충액·메탄올혼합액(90 : 10)

광도 ATⅠ, ATⅡ, ASⅠ 및 ASⅡ를 측정한다.

유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세프미녹스(C16H21N7O7S3)의 역가 (μg)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의 역가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미녹스 피크면

TⅠ  TⅡ
×  × 
SⅠ  SⅡ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완충액 : 아세트산나트륨삼수화물 2.04 g을 달아
물 75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으로 pH를 4.0
으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 정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 정

Adenosine Disodium Triphosphate

Adenosine Disodium Triphosphate

Tablets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아데노신트리포스페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아데노신트리포스페

이트이나트륨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단다. 에탄올

이트이나트륨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

10 mL로 녹여 여과하고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아

아 에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고 여과하여

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표준품 10 mg에 해당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

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

트륨표준품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10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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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한다. 다음에 1-부탄올·25 % 암모니아수·물

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1-부탄

(60 : 30 : 10)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

올·25 % 암모니아수·물 (60 : 30 : 10)을 전개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값 및 색상은 같다.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 및 색상은 같다.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정량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Azithromycin Hydrate

Azithromycin Hydrat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결 정 성 (생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아세토니트릴·물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물혼합액(8

합액(3 : 2)을 넣어 녹여 내부표준액 2 mL 씩을 정

: 2)을 넣어 녹여 내부표준액 2 mL 씩을 정확하게

확하게 넣은 다음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3 : 2)를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액(8 : 2)를 넣어 50 mL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

QS를 구한다.

다.

아지트로마이신 (C38H72N2O12)의 역가 (μg)

아지트로마이신 (C38H72N2O12)의 역가 (μg)

T
=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내부표준액

4,4'-비스(디에틸아미노)벤조페논의 아

T

S

내부표준액

4,4'-비스(디에틸아미노)벤조페논의 메

세토니트릴용액(3 → 4000)

탄올용액(1.5 → 4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5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폴리비닐알코올겔폴리머를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칼륨 6.97 g을 물 750 mL에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11 g을 및 인산수소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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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수산화칼륨시액을 넣어 pH 11.0으로 조정한

륨 5.88 g을 물 750 mL에 녹여 수산화칼륨시액을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400 mL에

넣어 pH 7.5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아세토니트릴 600 mL를 넣는다.

한다. 이 액 200 mL에 메탄올 800 mL를 넣는다.

유

유 량 : 1.0 mL/분

량 : 아지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으로 조작할 때 아지트로마이신, 내부표준물질 순서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아지트로마이신 순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제

법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Azithromycin for Syrup

Azithromycin for Syru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제제균일성시험(분포)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04 mol/L

인산수소이칼륨시액(pH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정량법에 따라

8.0)·아세토니트릴혼합액

시험한다. 다만, 이 약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약

(4 : 6)을 넣어 녹여 1 mL 중 0.5 mg (역가)를 함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지트로

메탄올·물혼합액(8 : 2)을 넣어 녹이고 내부표준액

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2 mL씩을 각각 정확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

0.04 mol/L 인산수소이칼륨시액(pH 8.0)·아세토니

액(8 : 2)를 넣어 정확하게 50 mL로하여 검액 및

트릴혼합액(4 : 6)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표준액으로 한다.

로 한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중의 아지트로마
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아지트로마이신(C38H72N2O12)의 역가 (μg)

T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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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폴리비닐알코올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칼륨 6.7 g을 물에 녹여 정확하
게 1000 mL로 한 다음 10 mol/L 수산화칼륨시액
으로 pH를 11.0으로 조절한다. 이 액 400 mL에 아
세토니트릴 600 mL를 넣어 섞는다.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략)

성

상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DL-카르니틴염산염

DL-카르니틴염산염

DL-Carnitine Hydrochloride

DL-Carnitine Hydrochloride

이 약은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며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며

냄새는 없고 신맛이 있다.

냄새는 없고 신맛이 있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에 녹고, 아세트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 아세트산(100)

산(100)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조해성이

조해성이 있다.

있다.

이 약의 수용액 (1 → 50)의 pH는 2.3 ∼ 2.6이다.

이 약의 수용액 (1 → 50)의 pH는 2.3 ∼ 2.6이다.

이 약은 선광성이 없다.

이 약은 선광성이 없다.

융 점 : 약 198 ℃ (분해)

융 점 : 약 198 ℃ (분해)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암모늄 (생략)

2) 암모늄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생략)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비소 (생략)

4) 비소 (현행과 같음)

5) 유연물질 (생략)

5)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량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클래리트로마이신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Clarithromyci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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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결 정 성 (생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융

융

점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점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가)씩을 정밀히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

게 20 mL로 한다. 이들 액 2 mL씩을 정확하게 취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들 액 2

하여 각각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내부표준액 2 mL를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
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T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T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이동상용액 (1

→ 20000)

내부표준액

조작조건

→ 20000)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조작조건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용액 (1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칼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 온도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희석시킨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1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 3)·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7)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메탄올혼합액(2 : 3)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에 인산을 넣어 pH
유

량 :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2.0으로 조정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클래리트로마이신,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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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Clarithromycin Tablets

Clarithromycin Tablet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생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이 약 5 정 이상을 가지고 표시량에 따라 1

(현행과 같음)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약 8 mg

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희석시킨 0.2 mol/L

시액에 녹여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 약 8 mg

인산이수소칼륨시액(1 → 3)을 넣어 초음파를 이용

(역가)가 되도록 한다. 이 액을 초음파 처리하고 클

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한 후 표시량에 따라 클래리

래리트로마이신 100 mg (역가) 당 4 mL에 해당하

트로마이신(C38H69NO13) 100 mg (역가) 당 내부표

는 양의 내부표준액 (1)을 정확하게 넣는다. 여기에

준액 (1) 1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표시량에 따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메탄올을 넣어 클래리트로마이

라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약 5

신 약 5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하여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액체크로마토그

때때로 세게 흔들어 섞으면서 10 분간 초음파 처리

래프용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때때로 강하게 진탕혼합

한다. 매분 4000 회전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하면서 10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매분 4000 회

위의 맑은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

전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은 공경

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3 mL를 버리고, 다음의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

여액 2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20 mL로 하여

액 3 mL를 버리고, 다음의 여액 2 mL를 취하여 이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동상을 넣어 20 mL가 되게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히

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

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히 10 mL가 되게

부표준액 (2) 2 mL를 넣고 다시 이동상을 넣어 정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2) 2 mL를 정확하게 넣어 다시 이동상을 넣어 20

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mL가 되게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1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

를 구한다.

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
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T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 )의 역가( 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g) 

QT 1

QS 5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내부표준액 (1)
내부표준액 (2)

내부표준액 (1)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이동상 용액

(1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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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 용

액 (1 → 1000)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추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조작조건

26

현
내부표준액 (2)

행

개 정 안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추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칼

조작조건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2.0)·메탄올혼합액(2 : 3)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온도

◦

이동상 : 희석한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1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에 인산을 넣어 pH

→

2.0으로 조정한다.

3)·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아세토니트릴혼합액

(13 : 7)
유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

:

유 량 : 1 mL/분

량 :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클래리트로마이신

건으로 조작할 때 클래리트로마이신, 내부표준물질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정량법에 따라 시

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0.4 g

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넣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어 세게 흔들어 섞어 1 mL 중 4 mg (역가)를 함유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

넣어 세게 흔들어 섞어 1 mL 중 5 mg (역가)를 함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다음 여과

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약 4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

녹여 1 mL 중 4 mg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

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

든다. 이 용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로

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중 5

정확하게 50 mL로 한 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

mg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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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

음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20 mL로 한 용액을 표준액

액 중의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으로 한다.

측정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의 역가 (μg)

T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 10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067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
혼합액(3 : 2)에 인산을 넣어 pH를 3.5로 조정한다.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제

법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for Syrup

Clarithromycin for Syru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의 정량법에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정량법에 따라 시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약 0.5 g (역가)에 해당

험한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클래리트로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필요한 경우 0.067

마이신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 40 mL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pH 6.8)) 40 mL를 넣

를 넣어 진탕하여 녹인 다음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

어 녹인 다음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게 100 mL로 하여 30 분간 강하게 진탕 혼합한다.

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

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

로 한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

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5

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mL로 하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중 5 mg(역가)를 함유하

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

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다.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하게 20 mL로 한 액을 여과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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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클래리트로마이신

주사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arithromycin for Injection

Carithromycin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발열성물질 (생략)

발열성물질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

(C38H69NO13)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

탄올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1 mL 중 5 mg (역

탄올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1 mL 중 5 mg (역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5 mL를 정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로 50 mL로 한 다음 여과하

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후 이동상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으로 2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

1 mL 당 5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당 5 mg

이 용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50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mL를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중의 클래리트로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의 역가 (μg)

T
S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T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용액 (1

→ 20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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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메탄올·0.067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

이동상

혼합액 (3 : 2)에 인산을 넣어 pH를 3.5로 조정한

2.0)·메탄올혼합액(2 : 3)

:

다.

◦

0.05

0.05
mol/L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에 인산을 넣어 pH
2.0으로 조정한다.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50% Tocopherol Acetate Powder

50% Tocopherol Acetate Powder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2)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정량법

정 량 법

이 약 및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을 건조하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

여 약 0.1 g 씩을 정밀하게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다. 따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표준품 약 0.1 g을 정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밀하게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토코페롤아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세테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여 각 액의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토코페롤아세테이트 (C31H52O3)의 양 (mg)

T

=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의 양 (mg) × 

S

토코페롤아세테이트 (C31H52O3)의 양 (mg)

T

조작조건

=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의 양 (mg) × 

S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8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

조작조건

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84 nm)

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49 : 1)

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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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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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

행

량 :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유지시간이 약 12

개 정 안
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49 : 1)

시스템 적합성

유

시스템의 성능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및 토코페롤

량 : 1.6 mL/min

시스템 적합성

50.0 mg 씩을 무수에탄올 50 mL에 녹인다. 이 액

시스템의 성능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및 토코페롤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코페

50.0 mg 씩을 무수에탄올 50 mL에 녹인다. 이 액

롤,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코페

도가 2.6 이상이다.

롤,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도가 2.6 이상이다.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

높이의 상대표준편차는 0.8 % 이하이다.

높이의 상대표준편차는 0.8 % 이하이다.

성

상

확인시험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Prednisolone Valeroacetate

Prednisolone Valeroacetate

(생략)
1) 이 약의 메탄올용액 (1 → 10000) 1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메탄올용액 (1 → 10000) 1

mL에 이소니아지드시액 4 mL를 넣어 수욕에서 2

mL에 이소니아지드시액 4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간 가열할 때 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분간 가열할 때 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약 2 mg에 황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천

2) 이 약 약 2 mg에 황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천

천히 노란색 또는 황갈색을 나타내며 형광을 나타내

천히 노란색 또는 황갈색을 나타내며 형광을 나타내

지 않는다.

지 않는다.

3) 이 약 약 10 mg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이고

3) 이 약 약 10 mg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시액 1 mL를 넣어 가열할 때 주황색 또는 빨간

페링시액 1 mL를 넣어 가열할 때 주황색 또는 빨간

색의 침전이 생긴다.

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약 약 50 mg에 수산화나트륨ᆞ에탄올시액 2

4) 이 약 약 50 mg에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2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

석시킨 황산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석시킨 황산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5) 이 약의 메탄올 (3 → 20000)용액을 가지고 자

5) 이 약 0.3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000 mL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에 녹인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할 때 파장 242 ∼ 244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정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

다.

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42 ∼ 244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6) 이 약 및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표준품을

6) 이 약 및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표준품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각각 1 mg을 달아 적

105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각각 1 mg을 달아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스

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스

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만일 흡수의 차가 있을 경우 각각을

수를 나타낸다. 만일 흡수의 차가 있을 경우 각각을

아세톤에 녹인 다음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아세톤에 녹인 다음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융점 (생략)

융

점 (현행과 같음)

KP Forum Vol.12, No.1 (2015)

31

현

행

개 정 안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1) 용해상태 (생략)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기타스테로이드 (생략)

4) 기타스테로이드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량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

Flunarizine Dihydrochloride Capsules

Flunarizine Di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2) (생략)
용출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붕해시

용출시험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붕해시

험법 제 1 액 600 mL를 사용하여 용출시험법 제 2

험법 제 1 액 600 mL를 사용하여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하여 시험한다. 용출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하여 시험한다. 용출

시험 시작 45 분 후의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시험 시작 45 분 후의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 약 25 mg을 정

한다. 따로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 약 25 mg을 정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50 mL로 한 다음 이 액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50 mL로 한 다음 이 액

1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

1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액을 대조

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액을 대조

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파장 25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0 % 이상일 때 적합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0 % 이상일 때 적합

하다.

하다.

플루나리진염산염 (C26H26F2N2·2HCl)의 용출률 (%)

플루나리진염산염 (C26H26F2N2·2HCl)의 용출률 (%)

=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T


×  ×  ×  × 
S
C


T


×  ×  ×  × 
S
C


C : 1 캡슐 중의 플루나리진염산염의 표시량 (mg)

C : 1 캡슐 중의 플루나리진염산염의 표시량 (mg)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정량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플루벤다졸 정

플루벤다졸 정

Flubendazole Tablets

Flubendazole Tablets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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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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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확인시험

행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벤다졸 약

개 정 안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벤다졸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

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

표준품 약 20 mg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이

표준품 약 20 mg을 달아 포름산 10 mL를 넣어 녹

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이고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

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포름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판올·메탄올·

산혼합액 (90 : 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포름산혼합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cm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

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

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2) (생 략)
붕해시험 (생

2) (현행과 같음)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붕해시험
략)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법

확인시험

플루벤다졸 현탁액

플루벤다졸 현탁액

Flubendazole Suspension

Flubendazole Suspension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제

1) 이 약을 잘 흔들어 섞고 플루벤다졸로서

확인시험

법 (현행과 같음)
1) 이 약을 잘 흔들어 섞고 플루벤다졸로서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포름산 10 mL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포름산 10 mL

에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에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표준품 약 25 mg을 달아 포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표준품 약 25 mg을 달아 포

름산 10 mL에 넣어 녹인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름산 10 mL에 넣어 녹인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25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 씩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표준액 각각 10 μL 씩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25% 암모니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판올·메탄올·포름산혼합

아수혼합액 (90 : 8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선

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선 (주파장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겐도르프시액을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겐도르프시액을 뿌릴 때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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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플루페남산 캡슐

플루페남산 캡슐

Flufenamic Acid Capsules

Flufenamic Acid Capsules

(생
제

법

(생

략)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제

확인시험 1) ~ 3) (생
순도시험

략)
략)

확인시험에서 얻은 잔류물의 5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 3)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에서 얻은 잔류물의 5

% 클로로포름용액을 검액으로 하고 0.01 % 클로로

% 에탄올용액을 검액으로 하고 0.01 % 에탄올용액

포름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표준액을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톨루엔·테트

고 톨루엔·디옥산·아세트산(100)혼합액 (90 : 25

라히드로푸란·아세트산(100)혼합액(90 : 25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

nm)을 쪼일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을 쪼일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붕해시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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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베륨브롬화물

피나베륨브롬화물

Pinaverium Briomide

Pinaverium Briomide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45 g을 정밀하게 달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6 g을 정밀하게 달

아 비커에 넣고 비수적정용 아세트산에 녹인다. 비수

아 비커에 넣고 무수포름산 2 mL를 넣고 아세트산

적정용 아세트산수은(II)시액 5 mL 및 지시약으로

탈수물 50 mL에 녹인 후 0.1 mol/L 과염소산으로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2 ∼ 3 방울을 넣고 0.1

적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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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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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0.1 mol/L 과염소산 1 mL

= 59.142 mg C26H41Br2NO4

= 59.142 mg C26H41Br2NO4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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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 개정(안)
현행 대한민국약전 중 의약품 각조 제 2부 1) 생약 및 생약제제 항에 수재되어 있는 구척(狗脊), 당
삼(黨參), 박하(薄荷), 복령(茯苓), 소목(蘇木), 오배자(五倍子), 용안육(龍眼肉), 절패모(浙貝母), 정향
(丁香), 호미카(馬錢子) 등 10품목에 대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른 확인시험을 신설하고자 한
다.

현행

개정안

구척

구척

(狗脊)

(狗脊)

Cibot Rhizome

Cibot Rhizome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확인시험

성

상 (현행과 같음)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10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10 mL

mL를 넣고 수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

를 넣고 수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다. 여액을 여과지 위에 떨어뜨린 다음 자외선 (365

여액을 여과지 위에 떨어뜨린 다음 자외선 (365

nm)을 쪼일 때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난다.

nm)을 쪼일 때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난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수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수

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2 mL

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2 mL

에 1 % 염화철(Ⅲ)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두운 녹색

에 1 % 염화철(Ⅲ)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두운 녹색

으로 변한다.

으로 변한다.

<신 설>

3)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30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
농축하고 메탄올 2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프로토카테추익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
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시클로헥산･아세
트산에틸･포름산혼합액(6 : 4 : 1)을 전개용매로 하
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
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
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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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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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략)

(생 략)

나) 디엘드린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생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략)
라) 알드린

(생 략)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생 략)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생

략)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략)

회

분 (생

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생 략)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략)

당삼

당삼

(黨參)

(黨參)

Codonopsis Pilosula Root

Codonopsis Pilosula Root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현

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를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끓인 다음 식힌 것을 시험관에 부어 세게 흔들

넣어 끓인 다음 식힌 것을 시험관에 부어 세게 흔들

면 미세한 지속성의 거품이 생긴다.

면 미세한 지속성의 거품이 생긴다.

<신

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70 % 에탄올 30
mL를 넣어 1시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다. 여
액을 감압농축하고 물 15 mL에 녹인 후 후로리실
카트리지에 넣어 통과시킨다. 이어서 물 50 mL을
통과시켜 버리고 메탄올 50 mL로 통과시켜 흘러나
온 액을 받아 감압농축하고 잔류물을 메탄올 10 mL
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로베티올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
음에 n-부탄올･아세트산(100)･물혼합액(14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묽은 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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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개정안
략)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생 략)

나) 디엘드린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생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략)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생 략)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트의 합) (생 략)

트의 합) (현행과 같음)

바)엔드린 (생

바)엔드린 (현행과 같음)

략)

3) 이산화황 (생
건조감량 (생
회

분 (생

산불용성회분

략)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략)

회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산불용성회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생 략)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략)

박하

박하

(薄荷)

(薄荷)

Mentha Herb

Mentha Herb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혼합

상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액 1 mL를 취하고 황산 2 mL를 천천히 흘려 넣을

혼합액 1 mL를 취하고 황산 2 mL를 천천히 흘려

때 접계면은 진한 붉은색 〜 적갈색을 띤다.

넣을 때 접계면은 진한 붉은색 〜 적갈색을 띤다.

<신

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석유에테르 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0분 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 여액
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멘톨표준액 1 mg을 달아
석유에테르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시클로헥산･아세트산에틸(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바닐린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
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이물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이물 (생 략)

2)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생 략)

3) 잔류농약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라) 카드뮴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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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현행과 같음)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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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톡시클로르

개정안

(생 략)

다) 메톡시클로르

(현행과 같음)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현행과 같음)

략)

마) 알드린

(생 략)

마) 알드린

바)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현행과 같음)

바)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트의 합) (생 략)

트의 합) (현행과 같음)

사) 엔드린

사) 엔드린

(생 략)

4) 이산화황 (생
건조감량 (생
회

략)

(현행과 같음)

4)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분 (생 략)

회

분 (현행과 같음)

산불용성회분 (생 략)

산불용성회분 (현행과 같음)

정유함량 (생

략)

정유함량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복령

복령

(茯苓)

(茯苓)

Poria

Poria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확인시험

성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아세톤 5 mL

상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아세톤 5 mL

를 넣고 수욕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2 분 간 가온한

를 넣고 수욕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2 분 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건고하여 잔류물을 아세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건고하여 잔류물을 아세

트산탈수물 0.5 mL에 녹이고 황산 1 방울을 넣을

트산탈수물 0.5 mL에 녹이고 황산 1 방울을 넣을

때 연한 붉은색을 띠고 곧 어두운 녹색으로 변한다.

때 연한 붉은색을 띠고 곧 어두운 녹색으로 변한다.

2) 이 약의 횡단면 또는 가루에 요오드시액 1 방울

2) 이 약의 횡단면 또는 가루에 요오드시액 1 방울

을 넣을 때 진한 적갈색을 띤다.

을 넣을 때 진한 적갈색을 띤다.

<신

설>

3)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고
30분 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우르솔릭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
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
로메탄･메탄올(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p-아
니스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
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3 ppm 이하.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0.2 ppm 이하.

라) 카드뮴
2) 잔류농약

(생 략)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라) 카드뮴
2) 잔류농약

(생 략)

0.3 ppm 이하.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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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략)

o,p'-DDT 및 p,p'-DDT의 합) 0.1 ppm 이하.

(생 략)

나) 디엘드린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략)

0.2 ppm 이하.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회

0.01 ppm 이하.

략)

라) 알드린

0.01 ppm 이하.

마) 엔드린

0.01 ppm 이하.

3) 이산화황 30 ppm 이하.

분 (생

략)

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소목

소목

(蘇木)

(蘇木)

Sappan Wood

Sappan Wood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확인시험

분 1.0 % 이하.

성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에탄올 10

상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에탄올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 5 mL에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 5

수산화나트륨시액 2 〜 3 방울을 넣으면 액은 진한

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2 〜 3 방울을 넣으면 액은

붉은색을 띤다.

진한 붉은색을 띤다.

<신

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고
30분 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
로 한다. 따로 브라질린표준품 1 mg을 달아 에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로
메탄･아세톤･포름산혼합액(15 : 5 : 1)을 전개용매
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이물 가) 변재
2) 중금속

가) 납 (생

순도시험 1) 이물 가) 변재

(생 략)

2)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략)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라) 카드뮴

(생 략)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략)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현행과 같음)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행과 같음)

략)
라) 알드린

(생 략)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생 략)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4) 이산화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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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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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략)

회

분 (생

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5.0 % 이상.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략)

오배자

오배자

(五倍子)

(五倍子)

Rhus Galls

Rhus Galls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로 온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침한 여액에 염화철(Ⅲ)시액을 넣을 때 남색을 띤다.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

로 온침한 여액에 염화철(Ⅲ)시액을 넣을 때 남색을

<신 설>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각각 달아 메탄올 5 mL
에 넣어 30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틸갈레이트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디클로로메탄･포름산에틸･포름산혼합액(7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를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
이 같다.

회

분 (생

략)

저 장 법 (생

략)

회

분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용안육

용안육

(龍眼肉)

(龍眼肉)

Longan Arillus

Longan Arillus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흔들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흔

어 잘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3 mL에 페링시액

들어 잘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3 mL에 페링시

3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할 때 붉은색 침전이 생

액 3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할 때 붉은색 침전이

긴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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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개정안

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30분간 초음파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데노신표준품 1 mg을 달아 에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메
탄올･물혼합액(40 :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략)

나) 디엘드린
(생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략)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략)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생

략)

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절패모

(浙貝母)

(浙貝母)

Fritillaria Thunbergii Bulb

Fritillaria Thunbergii Bulb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확인시험

분 (현행과 같음)

절패모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아세트산탈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아세트산탈

수물 5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

수물 5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

과한다. 이 여액 2 mL에 황산 1 mL를 가만히 넣을

과한다. 이 여액 2 mL에 황산 1 mL를 가만히 넣을

때 그 접계면은 붉은색을 띠고 이것을 방치하면 위

때 그 접계면은 붉은색을 띠고 이것을 방치하면 위

층은 녹색을 띤다.

층은 녹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아세트산 10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아세트산 10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이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이

여액 2 mL에 마이야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여액 2 mL에 마이야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혼탁하며 이를 방치하면 흰색 침전이 생긴다.

혼탁하며 이를 방치하면 흰색 침전이 생긴다.

3)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어

3)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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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수욕에서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 분 간 가온하고

수욕에서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 분 간 가온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

에 묽은 염산 3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 간 가온

에 묽은 염산 3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 간 가온

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 1 방울을 여과지

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 1 방울을 여과지

에 떨어뜨리고 바람에 말린 다음 드라겐도르프시액

에 떨어뜨리고 바람에 말린 다음 드라겐도르프시액

을 고르게 뿌릴 때 황적색을 띤다.

을 고르게 뿌릴 때 황적색을 띤다.

<신

설>

4) 이 약의 가루 5 g을 달아 암모니아수 5 mL와
디클로로메탄 20 mL를 넣고 24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고 메탄올 1 mL에 녹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이민표준품 1 mg을 달아
디클로로메탄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n-부탄올･아세트산(100)･물혼합액(6 : 2 : 1)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드라겐도르프시액을 고르
게 뿌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라) 카드뮴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생 략)

나) 디엘드린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

략)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략)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라) 알드린

(생 략)

(현행과 같음)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

의 합) (생 략)

의 합) (현행과 같음)

바) 엔드린

바)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건조감량 (생

략)

회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분 (생

략)

회

엑스함량 (생

략)

엑스함량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정향

정향

(丁香)

(丁香)

Clove

Clove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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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개정안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혼합

확인시험

1)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액 0.1 mL에 에탄올 2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염

혼합액 0.1 mL에 에탄올 2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화철(Ⅲ)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액은 녹색 〜

염화철(Ⅲ)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액은 녹색

파란색을 띤다.

〜 파란색을 띤다.

<신

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각각 달아 에탄올 5 mL
를 넣고 흔들어 섞고 30 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유제놀표준품 1 mg을 달아 에
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석
유에테르･아세트산에틸혼합액(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바닐린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이물 가) 줄기
나) 그 밖의 이물 (생

(생 략)

순도시험 1) 이물 가) 줄기

(현행과 같음)

략)

나) 그 밖의 이물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가) 납 (생 략)

2)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라) 카드뮴

(생 략)

3) 잔류농약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

략)

행과 같음)

라) 알드린

(생 략)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생 략)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4) 이산화황 (생

략)

4)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분 (생

략)

회

정유함량 (생

략)

정유함량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호미카

호미카

(馬錢子)

(馬錢子)

Nux Vomica

Nux Vomica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3 g을 달아 암모니아시액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3 g을 달아 암모니아시액

3 mL 및 클로로포름 20 mL를 넣고 때로 흔들어

3 mL 및 클로로포름 20 mL를 넣고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 분 간 냉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섞으면서 30 분 간 냉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수욕에서 가온하여 클로로포름의 대부분을 증류하여

수욕에서 가온하여 클로로포름의 대부분을 증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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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거한다. 여기에 희석시킨 황산(1 → 10) 5 mL를

제거한다. 여기에 희석시킨 황산(1 → 10) 5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클로로포름의 냄새가 나지

넣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클로로포름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욕에서 가온한 다음 식히고 탈지면을

않을 때까지 수욕에서 가온한 다음 식히고 탈지면을

써서 여과한다. 여액 1 mL에 질산 2 mL를 넣을 때

써서 여과한다. 여액 1 mL에 질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붉은색을 띤다.

액은 붉은색을 띤다.

2) 1)의 남은 여액에 중크롬산칼륨시액 1 mL를 넣

2) 1)의 남은 여액에 중크롬산칼륨시액 1 mL를 넣

고 1 시간 방치할 때 황적색 침전이 생긴다. 이 침

고 1 시간 방치할 때 황적색 침전이 생긴다. 이 침

전을 여취하고 물 1 mL로 씻은 다음 그 침전물 일

전을 여취하고 물 1 mL로 씻은 다음 그 침전물 일

부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물 1 mL를 넣어 가온하여

부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물 1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황산 5 방울을 기벽을 따라 조심

녹이고 식힌 다음 황산 5 방울을 기벽을 따라 조심

하면서 흘려 넣을 때 황산 층은 보라색이 되며 곧

하면서 흘려 넣을 때 황산 층은 보라색이 되며 곧

붉은색 〜 적갈색으로 변한다.

붉은색 〜 적갈색으로 변한다.

<신

설>

3)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1시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트리크닌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
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이
소프로필알콜･암모니아수혼합액(10 : 5 : 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라) 카드뮴
2) 잔류농약

(현행과 같음)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o,p'-DDT 및 p,p'-DDT의 합) (생
나) 디엘드린

나) 디엘드린

략)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행과 같음)

략)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라) 알드린

(생 략)
(생 략)

회

분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마) 엔드린
회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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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현행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중 의약품 각조 제 1부에 수재되어 있는 금박(金箔)의 정량법
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개정안

금박

금박

(金箔)

(金箔)

Aurum

Aurum

(생
성

상 (생

략)

략)

확인시험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이 약의 가루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질산 정 량 법

략)

이 약의 가루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질산

(1→2) 20 mL을 넣고 50 ℃이하에서 10 분간 가온

(1→2) 20 mL을 넣고 50 ℃이하에서 10 분간 가온

하고 왕수 30 mL를 넣어 가열분해시키고 물을 넣어

하고 왕수 30 mL를 넣어 가열분해시키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가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지고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 mL를

가지고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10

가지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mL를 가지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로 원자흡광도용 금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가지고

다. 따로 원자흡광도용 금표준액 12, 15, 18 mL를 각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2, 4, 6, 8, 10 mL

각 정확하게 가지고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다음의

를 각각 정확하게 가지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조건에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각의 흡

다음의 조건에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광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한 다

각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으로부터 검량선을 작

음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으로부터 검액의

성한 다음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으로부터

농도를 구한다.

검액의 농도를 구한다.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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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토론그룹」소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
대한약전토론그룹은 수요자 중심의 대한민국약

‘KPC’폐지에 따른 약전으로 이전 수재 품목

전 콘텐츠 강화와 선진국 약전에서 벗어난 독자

재정비 필요성이다. KPC는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

적 규격설정 시스템 확립 및 ‘대한민국약전외

진을 위해 마련된 규격서로 시험법 검증자료(밸

의약품 기준(KPC)’ 폐지로 ‘대한민국약전’으

리데이션자료) 제출 의무화 이전에 허가된 품목

로 이전 수재된 품목의

을 기반으로 규격이 마련되었거나, 현장에서는 허

규격 재검토를 목적으로

‘15년 3월 31일 발족되었다.

가방법에 비해 개선된 시험법을 적용하나, 규정

대한민국약전의 시대별 역할을 살펴보면, 과거

이해부족 등으로 허가변경을 진행하지 않아 규격

에는 국가주도 의약품 품질관리 가이던스로서 역

서에 신규방법이 미반영됨으로서 현장과 괴리가

할이 요구되었다. 즉, 의약품의 최소 품질을 지정

있는 구 시험법이 수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

함으로서 질낮은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조기에 차

다. 셋째로는 수요․공급자 간 소통채널 한계 극복

단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를 해왔다고 할

필요성이다. 불이익 우려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수

고지하지 않는 업계와 감독기관 간 소통 태생적

출산업화로 수출지원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콘텐

한계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파머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는 수요자인 제약

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약전이 규격서로 인정받고

업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상설기구 운영을 통해

있는 실정이나, 미국 및 EU 대비 대한민국약전

사용자 필요를 반영함으로서 현장 속에 살아 숨

수재 첨가제 및 일반시험법 비율은 33%, 일반정

쉬는 약전이 목표로 제기되었다.

보는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래의 역할로는

이런 약전을 만들기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신약규격 수재를 통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가이던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협조를 받아 품목보유 업체

스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작년 규제 총량

의 시험방법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단순

제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고시를 통폐합하여 관

개정사항 정오표 마련, 내년에는 업계자료를 기반

리하게 됨에 따라 ‘KPC’ 및 ‘대한민국약전외

으로 개선된 시험법을 약전개정에 반영하고, 내년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을 통합하여 수재하

이후에는 추가 검토필요 품목에 대해 연구사업을

게 되었다.

추진함으로서

KPC에서 약전으로 이전 수재된

이런 상황 속에 약전의 시대정신에 대한 여러

품목을 검증할 예정이다. 중단기적으로는 국제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첫째로는 의약품 품질수

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 선진

준의 향상으로 약전의 국가주도 품질관리 역할

시스템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 노하우 공

축소됨에 따라 수출지원과 품질관리 편의를 위한

유를 위한 선진국 약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수요자 주도 콘텐츠 강화 필요성이다. 둘째로는

독자적 규격설정 시스템 확립할 예정이다. 중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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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선진국 수준 첨가제 규격 등 콘텐츠 확대,
제네릭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신약규격 마련 및
제약업계 요구사항을 반영 약전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요자 중심 약전개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약전토론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를 비롯, 약전관련 교수님들로 구성된 학계, 한국
보건공정서연구회 및 신약개발연구조합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같은 시
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로는 기준규격,
구조 및 명명법 재검토할 기준규격 및 명칭 분과,
시험법 전반을 논의할 일반시험법 및 일반정보
분과, 첨가제 규격 확대 방안을 마련할 첨가제 분
과, KPC에서 약전 이전 수재품목을 검증할 이화
학 1분, 효소제를 검증할 이화학2 분과, 미생물
및 항생제 규격 검증할 항생제 및 미생물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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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s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갈근의 품질 모니터링 및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안
김경희1, 이영종2, 백완숙1*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1,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2

Quality Monitoring and Propose of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in the Korean Pharmacopoeia

Kyoung hee Kim1, Young jong Lee2, Wan sook Baek1

*

Korea Pharmaceutical Test & Research Institute1, Gachon University2
127 Yanglyeongdong-gil, Dongdaemun-gu, seoul, Korea, 130-8641
Bokjeo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2

Abstracts -

In this study, 15 kinds of Pueraria Root collected during three years were

test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in monographs of the Korean Pharmacopoeia Eleventh
edition(KP). In the case of identification by thin-layer chromatography, puerarin and daidzin
were confirmed under the proposed conditions of developing solvent. Direct evaluation in UV
254 nm shows spots at Rf 0.5 (Puerarin) and Rf 0.55 (Daidzin). Heavy metals (Pb, Cd, As,
and Hg)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s for all samples. Loss on drying were 7.01∼
16.57 %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s except 2 samples and ash were 4.32∼
6.29 % within the standards except one sample. Assay were contained 3.58∼6.72 % of
puerarin and 0.30∼0.89 % of daidzin in Pueraria Roots.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is suggested.

Key words -

Pueraria Root, quality control, HPLC Standard Chromatogram, the Korean

Pharmacopoeia

* 교신저자 (E-mail) : curcuma@kptr.or.kr (Tel) : 02-96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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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민국약전과 일본약국방에서 정의하는 갈근
은

“칡

Pueraria

lobata

Ohwi

(콩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Leguminosae)의 뿌리로서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이다1)-3). 칡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기
슭 양지에 나는 낙엽성 다년생 식물덩굴로, 주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자생하고
있으며 계제(鷄齊), 녹곽(鹿藿), 황근(黃斤)이라
고 불리기도 한다.4)-7) 갈근의 주성분은 전분이어
서 예로부터 밥이나 죽에 넣어 먹기도 하는 등
구황식품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한방에서는 갈근
을 숙취, 감기, 해열, 진통약으로 쓰이며, 갈증, 발
열, 구토 및 저린 증상을 없애고 陰氣(음기)를 보
충하고 解毒(해독)작용이 있다고 하였다.9)-11)
갈근에는 전분 이외에 푸에라린(puerarin), 다
이드진(daidzin), 제니스테인(genistein), 카코네
인(kakkonein) 등의 성분을 함유하며12)-14)

Figure 1. Description of Pueraria Root

특

samples(up) and powders(down)

히 isoflavonoid류인 puerarin, daidzin, daidzein
의 항산화, 항독성 효과가 많이 연구되었다.15)-19)

다 (Figure 1).
표준생약(Reference

갈근은 과산화지질 함량을 낮추고 항산화작용
이 있으며

19)-21)

그 외에도 항당뇨, 항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24) 또한 중금속으로 인한
25)-27)

간장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8),29)

Medicinal

Plants

Materials)은 식약처에서 분양받았으며 지표성분
표준품은

Puerarin

(식약처분양,

Daidzin

(Wako사,

(Chromadex사,

99.9
97.9

95.8

%),
%),

%),

Genistin
Daidzein

(Chromadex사, 99.5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

이 연구에서는 국내산 갈근의 대한민국약전 설

다. 중금속 표준액인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정규격과 비설정 규격을 검토 평가함으로서 국내

(Kanto사)과

잔류농약에

갈근의 품질을 확인하고,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통

-BHC,

해 갈근의 성분의 확인을 위한 HPLC 표준크로마

p,p'-DDD, p,p'-DDE, o,p'-DDT, p,p'-DDT,

토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Dieldrin,

Aldrin,

Endosulfan

sulfate

β-BHC,

사용한

표준품인

γ-BHC,

α

δ-BHC,

α,β-Endosulfan,
및

Captan

(Dr.

Ehrenstofer사)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확인시험에 사용된 시약은 국내・외 특급 및

실험재료 및 장치

일급시약을 사용하였고 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
국내 각지에서 자연산갈근을 수집하여 규격품

겔은 Silica gel 60 F254 (0.25 mm, Merck사)

으로 제조된 것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을

에 걸쳐 5개씩 수집하여 총 15개 시료를 대상으

methanol은 HPLC용 (Burdick & Jackson사)

로 잘 섞어 가루로 하여 분석용 검체를 조제하였

그리고 물은 Milli-Q apparatus (Millipor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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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기기분석에

사용한

용매

50

사)를 사용하여 얻은 3차 증류수를 0.45 μm

류농약시험을 실시하였다. 중금속 시험에서 납,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확인시

비소, 카드뮴은 분석용 검체 0.5 g을 정확하게 달

험에 사용된 TLC 촬영장치는 의 REPROSTAR

아 극초단파분해법으로 분해하여 ICP-OES를 사

3

용하여 측정하였고 수은은 분석용 검체 100 mg

(CAMAG사)을

ON-21

사용하였으며,

(Sanyo사),

전기건조기는

회화로는

F48010

을 정확하게 달아 자동수은분석기로 측정하였다.

(Thermolyne사)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저울은

잔류농약 중 총 DDT (p,p'-DDD, p,p'-DDE,

PB303-S (Mettler-Toledo사)이다. 중금속시험

o,p'-DDT 및 p,p'-DDT의 합계), Dieldrin, 총

에 사용된 Microwave는 MARS-5 (CEM사)이

BHC (총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며 ICP-OES 기기는 Optima 7300DV (Perkin

Aldrin,

Elmer사)이고 자동수은분석기는 MA-2 (NIC사)

Endosulfan sulfate의 합), Endrin 및 Captan에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HPLC에는 Agilent사의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하여 분석용 검체 5 g을 정

1100 시리즈의 Diode Array Detector로 구성된

확하게 달아 호모게나이저로 추출하고 실리카겔

HPLC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시험하였다.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Chemstation

Endosulfan

(α,β-Endosulfan

및

software를 통해 크로마토그램 data를 처리하였
다. HPLC column은 Waters사의 Xterra RP18
(4.6 ㎜ × 250 ㎜, 5㎛)을 사용하였다.

건조감량
분석용 검체 약 3g을 정밀하게 달아 대한민국
약전의 생약시험법 중 건조감량 항에 따라 시험
하였다

시험 방법
회분
분석용 검체 약 3g을 정밀하게 달아 대한민국

확인시험
분석용 검체 2 g씩 및 갈근표준생약 2g을 달아

약전의 생약시험법 중 회분에 따라 시험하였다.

각각 메탄올 10 mL를 넣어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을 각각 검액 및 표준생약표준
액으로

하였다.

따로

정량법의

지표성분인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분석용 검체 약 2.3 g을 정

Genistin 및 Daidzein

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묽은에탄올

을 추가하여 각각 1 mg씩을 달아 메탄올 5mL에

70 mL를 넣어 때때로 흔들어 섞어 5 시간 침출하

녹여 지표성분표준액으로 하였다. 검액 및 각각의

였다. 다시 16 ~ 20 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표준액 2 μL 씩을 써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플라스크 및 잔류물을 여액이 100 mL로 될 때까

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아세

지 묽은에탄올로 씻었다. 여액 50 mL를 수욕에서

트산에틸·메탄올·물 혼합액 (12 : 2 : 1)을 전개

증발건고하고 105 ℃에서 4 시간 건조하여 데시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하고 박층판을 바람

케이터 (실리카겔)에서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

에 말렸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와

하게 달아 엑스함량 (%)을 산출하였다.

Puetarin과 Daidzin 이외

365 nm)을 쪼이고 분무용황산시액을 분무 후 자
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여 각 반점의 색상
및 Rf 값을 확인하였다.

정량법
분석용 검체 약 2.0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6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2시간 가열한

순도시험
대한민국약전의 생약시험법에 따라 중금속, 잔

다음 여과하였다. 잔류물에 메탄올 30 mL를 넣
어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여액을 모두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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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였다.

을 계산하여 반복성 을 확인하였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하였다. 따로 Puetarin

3) 갈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시 및 평가

및 Daidzin을 (미리 실리카겔 데시케이터에서 24

갈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 분석방법에 따라

시간 건조한다) 약 10 mg씩을 각각 정밀하게 달

갈근 15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크로마

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

토그램을 평가하였다.

액으로 하였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실험 결과 및 고찰

시험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확인시험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정량법에 따라 검액을 조제하고 따로 Puetarin,

전개한 박층판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을 (미리 실리카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은 갈근표

겔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건조한다) 각각 약

준생약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1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

같았고, 그 중 Rf 값 0.5 및 0.55 부근에서

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하였다.

Puerarin 및 Daidzin 반점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Rf 값 0.6부근에서 Genistin, Rf 값 0.8 부근에
서

1) 분석조건 확립

Daidzein

반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약전에 설정된 갈근의 정량법 분석

(Figure 2의 (A)). 확인시험의 개선을 위하여 자

조건 (Table 1)은 Puetarin, Daidzin을 분석하기

외선 (254 nm)가 아닌 자외선 (365 nm)을 쪼

위한

Genistin,

여서 Puerarin 반점을 확인한 결과 자외선 (254

Daidzein을 포함한 4개의 성분들이 분리될 수 있

nm)를 쪼였을 때와 같이 Puerarin 반점을 명확

도록 분석조건을 변경하였다.

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Rf 값 0.8 부근에서

방법으로

그

외

활성성분인

Daidzein
2) 분석조건 밸리데이션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Daidzin과 Genistin 반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특이성 (Specification)

(Figure 1의 (B)). 추가로 묽은황산시액을 분무

확립된 분석조건으로 표준액과 검액을 가지
고 분석하였다. 피크들이 다른 피크들의 영향 없
이 분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Table 1. Analytical condition for Pueraria Root in the
Korean Pharmacopoeia

직선성 (Linearity)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의 4가지 농도를 가지고 시험하여 직선성
성을 확보하였다.

Column

Waters Xterra RP18
(4.6 ㎜ × 250 ㎜, 5㎛)

wavelength

UV 254 nm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10 μL
gradient program
A: Water B: methanol

반복성 (Repeatability)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 각각 100 ㎍/mL 농도로 6회 측정 시 피
크유지시간 (Retention time), 상대적유지시간
(Relative

retention

time),

피크면적

(Peak

Area) 및 상대적피크면적 (Relative pea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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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ase

Time
(min)
0
20
30
40
45
50

Solution A
(%)
75
75
55
45
25
25

Solution B
(%)
25
25
45
55
75
75

52

Puerarin과 Daidzin 반점의 Rf 값이 비슷하여 두
반점이 겹쳐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Puerarin만
을 지표로 하여 반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순도시험
1) 중금속

대한민국약전의 갈근의 중금속 기

준은 납 5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로 기준규격
이 설정되어 있다. 시험결과 납은 0.1 ∼ 4.2
ppm까지 검출되었으며, 카드뮴은 0.07 ∼ 0.26
ppm 비소는 0.0 ∼ 0.1 ppm, 수은은 0.00 ∼
0.02 ppm이 검출되어 모두 기준 미만으로 나타
났다.

Figure 2.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Pueraria Root
by Thin Layer Chromatography
(A) Detected in UV 254 nm, (B) Detected in UV 365

Figure 3. Contents of Heavy metals

nm, (C) Detected in the sulfuric acid reagent for
spray (D) Detected in UV 365 nm after spraying
the sulfuric acid reagent
P : Puerarin (Rf 0.5),

D: Daidzin (Rf 0.55),

G : Genistin (Rf 0.6),

DI: Daidzein (Rf 0.8),

2)

잔류농약

총

DDT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M : Standards mix,

0.1 ppm 이하, Dieldrin 0.01 ppm 이하, 총

W : Standard solution of Pueraria Root Reference

BHC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 ppm 이

Medicinal Plants Material

하, Aldrin 0.01 ppm 이하, Endosulfan (α,β

1~15 : each sample solutions

-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의 합) 0.2
ppm 이하, Endrin 0.01 ppm 이하, Captan 2

하였을 때는 Puerarin 등의 반점을 확인할 수 없

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 결과 모든 분석

었으나 여기에 자외선(365 nm)를 쪼였을 때는

용 검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Puerarin 반점뿐만 아니라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반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의
(C),

(D)).

중국약전과

일본약국방의

Puerarin만을

표준액으로

하여

nm)를 쪼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외선
하는

건조감량

경우

대한민국약전의 건조감량은 일본약전의 규격과

(365

같은 13.0 %이고, 중국약전의 경우 14.0 %로 규

이유가

정하고 있다. 실험결과 7.01 ~ 15.57 %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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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15개 중 2번은 유일하게 편갈근으로 건조
감량이 15.57 %로 높게 나타났다.

설정되어 있다.
Puerarin의 규격기준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2.0
% 이상, 중국에서는 2.4 %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험 결과 3.58 ~ 6.72 %로 모두 규격 기
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Daidzin은 시험결과 0.30
~ 0.89 %로 대한민국약전규격인 0.3 % 이상으
로 나타났다 (Figure 8).

Figure 4. Results of Loss on Drying

회분
대한민국약전과 일본약전의 회분 규격은 6.0 %
로 같고 중국의 경우 7.0 %로 규정하고 있다. 실
험결과 4.32 ~ 6.29 %로 나타났다. 15개 중 7
번은 주피가 있는 바깥면이 포함되어 있어 회분
함량이 6.29 %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 HPLC Chromatograms of reference
standards and sample of Pueraria Root in KP

Figure 5. Results of Ash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시험결과 28.87 ∼ 40.47 %

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이화학적 기
준 도출 방식을 제안한 결과값의 RSD 50 %를

Figure 8. Results of Assay in Pueraria Roots :

기준으로한 통계처리8)에 따라 규격기준을 제안하

(A) Puerarin (B) Daidzin

면 24.0 %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1) 분석조건 확립
대한민국약전 분석방법 (Table 2)의

이동

상 조건을 변경하고 시간도 80분으로 하여 갈근
Figure 6. Contents of dilute ethanol-soluble extract

의

검출가능한

(Table

2).

성분들을

표준액에서

확인할

수

Puerarin,

있었다
Daidzin,

Genistin, Daidzein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량법
Puerarin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정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Daidzin은 대한민국약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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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액의 경우에는 Puerarin 등 표준액의 4개의 피
크와 미지의 피크 2개를 포함한 주피크 6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1번 피크는 미지성분이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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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는 Puerarin이며, 3번 피크는 미지성분이고
4번 피크는 Daidzin이며 5번 피크는Genistin, 6
번 피크는 Daidzein로 나타났다 (Figure 9).

Table 4. UV Spectrum of Pueraria Root’s peaks
Peak1
(9.3 min)

Peak2
(15.7 min)

Peak3
(19.4 min)

Peak4
(26.2 min)

Peak5
(34.3 min)

Peak6
(47.8 min)

또한 표준액을 이용하여 각 성분별 자외선스펙
트럼을 확보하였으며 검액에서 6개의 피크별 자
외선스펙트럼을 확보하여 제시하고자한다 (Table
3, Table 4).
Table 2. Anayticla condition for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Column

Waters Xterra RP18
(4.6 ㎜ × 250 ㎜, 5㎛)

wavelength

UV 254 nm

2) 분석조건 밸리데이션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10 μL

특이성 (Specification)
표준액에서

gradient program
A: water B: methanol
Mobile Phase

Time
(min)
0
20
30
80

Solution A
(%)
75
75
55
10

대한민국약전의

지표성분인

Puerarin, Daidzin 피크 순서대로 유출되고 완전
Solution B
(%)
25
25
45
90

하게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생
리활성성분인 Genistin, Daidzein 피크가 다음 순
서대로 유출되고 서로 간섭 없이 완전하게 분리
되었다. 검액에서도 Puerarin, Daidzin, Genistin,
Daidzein 피크가 다른 성분의 간섭없이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
직선성 (Linearity)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

4가지

농도를

가지고

시험한

결과

Puerarin의 R2값이 0.9998, Daidzin의 R2 값이
0.9999 Genistin의 R2값이 0.9996, Daidzein의
R2값이 1.0000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지표성분
별 직선성을 확보하였다.
Figure 9. HPLC Chromatograms of reference
standards and sample of Pueraria Root in modified
method

Table 3. UV Spectrum of reference standard’s peaks
Pueralin

Daidzin

Genistin

Daidzein

Figure 10. Calibration curves of Puerarin, Daidzin,
Genistin, and Daidzein

KP Forum Vol.12, No.1 (2015)

55

반복성(Repeatability)
Pueral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 각각 100㎍/mL 농도로 6회 측정 시 피크
유지시간과 피크면적을 계산한 결과 평균, 표준편
차, 상대표준편차를 구하였을 때 반복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uerarin의 피크를 기준으로한
상대적유지시간 및 상대적 면적의 평균, 표준편
차, 상대표준편차를 구하였을 때 상대표준편차가
모두 1 %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5).
Figure 11. Repeatability of Chromatogram of

3) 갈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시 및 평가

Pueraria Root

갈근 15개를 분석한 결과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등 4개와 미지의 피크 2개
를 포함한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을 제시할 수

결론

있었다. 갈근 15개의 크로마토그램을 중첩하였을
때 모두 유사한 peak pattern임을 확인할 수 있

이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갈근에 대하

었다. 그 중 Puerarin 피크가 모든 성분 중에서

여 시험을 통해 품질규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ure 11).

개선 방안을 찾아 약전의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
였다.

Table 5. Retention Time, Relative Retention Time, Peak Area and Relative Peak Area of reference
standards
Pueralin

RT

1회
11.559

2회
11.611

3회
11.596

4회
11.553

5회
11.679

6회
11.592

Average
11.598

STDEV
0.045

RSD(%)
0.392

Daidzin

19.546

19.658

19.567

19.594

19.840

19.633

19.640

0.106

0.542

Genistin

31.800

31.836

31.800

31.847

31.783

31.883

31.825

0.037

0.117

Daidzein

39.940

40.031

39.960

40.015

40.032

40.125

40.017

0.065

0.163

RRT
Pueralin

1회
1.000

2회
1.000

3회
1.000

4회
1.000

5회
1.000

6회
1.000

Average
1.000

STDEV
0.000

RSD(%)
0.000

Daidzin

1.691

1.693

1.687

1.696

1.699

1.694

1.693

0.004

0.233

Genistin

2.751

2.742

2.742

2.757

2.721

2.750

2.744

0.012

0.452

Daidzein

3.455

3.448

3.446

3.464

3.428

3.461

3.450

0.013

0.381

PA
Pueralin

1회
2608.871

2회
2569.930

3회
2625.853

4회
2606.500

5회
2596.810

6회
2587.074

Average
2599.173

STDEV
19.322

RSD(%)
0.74

Daidzin

343.084

341.599

347.338

340.906

345.783

340.627

343.223

2.766

0.81

Genistin

563.048

549.169

560.838

558.225

557.414

549.764

556.409

5.737

1.03

Daidzein

749.596

729.248

744.367

743.374

753.399

741.355

743.556

8.290

1.11

RPA
Pueralin

1회
1.000

2회
1.000

3회
1.000

4회
1.000

5회
1.000

6회
1.000

Average
1.000

STDEV
0.000

RSD(%)
0.00

Daidzin

0.132

0.133

0.132

0.131

0.133

0.132

0.132

0.001

0.68

Genistin

0.216

0.214

0.214

0.214

0.215

0.213

0.214

0.001

0.52

Daidzein

0.287

0.284

0.283

0.285

0.290

0.287

0.286

0.002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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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여 Procedure(검액 및 표준액)와 분석을 위한

미국약전포럼

옵션 또는 도구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던스를 설

(U.S.PHARMACOPEIAL FORUM)

명한다.
이 챕터의 Introduction에서는 확인시험에서 한

USP 통칙의 개정
USP는 USP Forum에 General Notices and
Requirements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4
년 12월 1일 USP37-NF 32의 추보2에서 개정
하였던 내용을 개선하고 명료하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은 2014년 9월 16~17일 회의에 참석한
프로젝트 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2015년 11월에
발행되어 2016년 5월에 공식화 될 것으로 예정

General Notices and Requirements의 개정
에 따라 <21> Thermometers에서는 관련 내용
General

고 그 이온에 대한 모든 시험과정이 적합할 경우,
각조에서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를 표시하
도록 하였다. 만약 해당 이온에 대해 기기적 확인
시험이 선택된 경우라면 해당 기기테크닉만이 요
구된다.
그 외, 안전성의 문제로, 나트륨, 칼슘, 바륨, 칼
륨, 리튬, 붕산염의 불꽃반응시험을 삭제하였다.

하고 있다.

이

가지 이온에 대한 화학적 확인시험법이 선택되었

Notices

and

Requirements의

6.80.30. Temperature Reading Devices로 옮
겨지면서 general chapter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21> Thermometers와 관련한 챕터들
로는 <651> Congealing Temperature, <1118>
Monitoring Devices—Time, Temperature, and
Humidity, 그리고 각조 중 Emulsifying Wax가
있으며 이들의 내용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Hypophosphite에서, phosphine이 포함된 시험
이 삭제되었으며, 인산염에 대한 섹션은 명확성을
위해 Pyrophosphates와 Orthophosphates 섹션
으로 나뉘었다.
명확성과

검색편의를

위해

the

Chemical

Identification Test section에서 번호(예를 들
어, A, B, C)를 부여하였다.
특히 챕터 <191> 에 따라 불꽃 반응(들)을 참
조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

다른

compendial

source를 바탕으로 대체 습식-화학적 시험을 제
안되고 있다. 대체 습식-화학적 과정이 발견되지

로 인용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다.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해결방법으로 불꽃
반응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시험의

확인시험법의 개정

완전한 설명이 각조에 포함되도록 제조자들에게

<191> Identification Tests—General
<191>에서는

전통적인

습식-화학적

방법

(wet-chemistry procedures) 대신에 기기적
확인(Instrumental Identification) 방법을 사용
하는

옵션을

제공하였다.

새로

Instrumental

Identification Tests 섹션이 챕터에 추가되었으
며, 이 섹션에서는 열거하는 기기 테크닉에 대하

대체 습식-화학적 또는 기기적 방법(Procedure)
을 제출해주기를 독려하고 있다.
모든 의약품 제제 각조(monographs)에 대하여
각조의 확인시험에서 불꽃반응시험을 삭제할 것
이 제안되었다.
불꽃반응시험의

삭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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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raphs는 USP Forum 40(2) 및 40(3)에

succinate,

서 개정될 것이며, 이 챕터와 monographs를 조

diphenhydramine

hydrochloride,

정하여 동시에 공식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

Stimuli

article인

Modernization

of

Identification Tests in USP–NF(USP-NF의
확인시험의 현대화)에서 이 챕터의 개정에 사용

diphenhydramine

citrate,

phenylephrine hydrochloride, and caffeine)을
제품에서 확인하고 정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한

procedure에서는

Waters사의

L1

column인 Acquity UPLC HSS T3 brand를 사

된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용하였다. 이 분석법과 앞으로 나올 분석방법들은
의약품 제제에 관한 시험법의 개정

현재 유통하는 의약품제제의 유효성분 콤비네이

<3>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

션과 그 관리루트 또는 제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

—Product Quality Tests

다.

<3>에서는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튜브에

각 의약품각조에서의 개별 생산물이 만약 확인

포장된 제품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개정하였다. 경

(identity), 정량(quality), 순도(purity) 및 강도

피 전달 시스템에 대한 특수시험에서 평가하는

(strength)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과정을 각각 가

물리적

져야 하는 환경(circumstance)이 아닌 경우, 정

특성을

개정하고,

임의의

적절한

procedure의 사용을 허용하여 콜드 플로우를 평

량

및

확인은

해당

procedure를

가하기위한 특정 명령어를 삭제하였다.

cross-referencing으로 현대화 할 것이다.
이 카테고리에서 제안된 새로운 의약품 제제 각

<321> Drug Product Assay Tests—Organic

조는

이

챕터의

procedure들을

Chemical Medicines

cross-reference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에
<327> Drug Product Impurities Tests.

몰두하였다.
drug

이 챕터는 <321>와 마찬가지로 USP는 FDA

monograph system (21 CFR Part 330) 하에

OTC drug monograph system (21 CFR Part

서 유통되는 의약품 중 새로 만들거나 최신 제제

330) 하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중 새로 만들거나

에 대해서 의약품 제제에서 품질관리 기준 개발

최신 제제에 대해서 의약품 제제의 품질기준 개

을 위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Chromatographic

발을 위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procedure)을 제공함으로서 의약품 제제에서의

의약품에서의 특이적 불순물에 대한 시험을 가능

함량시험(assay testing)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게 하였다.

이

챕터는

USP는

FDA

OTC

먼저, Procedure 1에서는 1 ~ 11개 이상의

첫 번째 Procedure로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다른 유효성분을 갖는 oral dosage form의 의약

있는 아스피린 제품에 포함된 살리실산은 제품아

품

스피린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에서 주요 품질저

제제를

커버한다.

photo-diode

array

Procedure
UV

1은

Spectroscopic

하

생산물인

살리실산의

detection을 사용하는 HPLC 정량법을 제공하는

UV-Spectroscopic

데,

assay

이는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maleate,

aspirin,

외

mal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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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brompheniramine

dextromethorphan

chlorpheniramine

10개

detiction을

procedure를

procedure는

정량을
사용하는

제공한다.

Waters사에서

위해

제조한

LC

제안한
Acquity

hydrobromide,

UPLC HSS T3 brand의 L1 column을 사용하였

doxylamine

고 아스피린과 살리실산의 유지시간이 각각 7.5

60

in

vitro

분과 8.6분에서 나타났다. 이 procedure 및 앞으

션은

로의 어느 procedure에서든 현재 유통되는 의약

procedure 이다. 새로운 테스트는 특정 제조업체

품 제제에서 control이 필요한 추가적인 특정불순

의 승인된 제품의 함량(potency)을 보장하기위해

물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별 의약품 제제

FDA에 의해 검증되고 승인된 것이다. 동물 기반

monographs에서

의

발견되는

유기불순물

지금

분석을

제공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cell-based

현대적인

in

procedure는 각 의약품각조에서의 개별 생산물

vitro 시험을 지지하는 추세의 일환으로, USP는

이

순도

여러 제조사에서 cell-based method가 제조업자

(purity) 및 강도(strength)를 확인하는데 별도

들의 모든 글루카곤 제품에 적합함을 입증할 것

의 과정을 각각 가져야 하는 환경(circumstance)

이며 이후로 쥐 시험(rat method)를 완전히 없

이 아닌 경우, 그 procedure들을 이 챕터의

앨 예정이다.

만약

확인(identity),

정량(quality),

procedure들로 교체함으로써 현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에

대해

만약

새로운

in

더 많은 정보는 USP Forum 41(1)로 발행된

vitro 시험이 그들의 글루카곤제품에 맞지 않거나

Stimuli article의 Medicines Marketed under

다른 대체할만한 검증되고 승인된 in vitro 시험

the

을 원하는 경우 USP에 문의하도록 독려하고 있

Food

and

Over-the-Counter
Regulations:

Drug
(FDA

Strategy

Administration’s
OTC)
for

System

다.

Developing

Compendial Quality Standard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article에서는 이 챕터 및 관련 챕터의 개

<341> Antimicrobial Agents—Content
General

Gas

Chromatographic

Method

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

section을 agent-specific capillary column GC

며, 의약품 제제각조에서의 관련 임팩트를 잘 설

과 HPLC procedures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할

명하고 있다.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Timerosal에

대한

Polarographic method가 HPLC procedure로
생물학적 시험법의 개정
<55>

Biological

대체된다. 벤질 알코올의 함량, 클로로부탄올의
Indicators—Resistance

Performance Tests

함량, 페놀 함량, 파라벤, 메틸파라벤, 폴리파라벤
의 함량 및 티메로살의 함량을 개정하였다.

공정서(compendial article) <1229> 챕터 멸

또한 Phenylmercuric Nigrate의 함량에 대한

균의 새로운 시리즈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챕

polarographic method를 대체하기 위해 검증된

터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생물학적 지표

시험 procedure를 찾고 있으며, antiviccrobial

각조에 대한 참조(reference)를 삭제하고 적절한

agents에 다른 양식을 넣는 것에 관한 의견도 함

내용을 general chapter인 <1229.5> Biological

께 구하고 있다.

Indicators for Sterilization로 옮길 것을 제안하
였다.

<507> Protein Determination Procedures
신규 제안하는 챕터로서, 총 단백질의 측정을

<123> Glucagon Bioidentity Test

위해 사용자의 샘플 매트릭스 및 측정 목적에 따

이 챕터의 개정 제안에는 제조업체들에서 글루

른 옵션을 제공하는 여러 검증된 방법을 설명한

카곤의 bioidentity을 테스트하기 위한 두 가지

다. 일반적으로, 목적을 위해 모든 잠재적인 단백

옵션을 설명한다. 하나의 옵션은 현재의 공식적인

질 및 샘플 매트릭스를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

ex vivo bioidentity test 시험이고, 두 번째 옵

하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한 방법이 의도된 목적

KP Forum Vol.12, No.1 (2015)

61

에 적합한지를 사용하기 전에 검증해야한다. 아미

validation에 관련된 섹션이 새로운 챕터 <856>

노산 분석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절차는 the

으로

Biochrom

×

technique은 액체, 분말 및 고체 물질의 정성 및

10-cm, 20-μm Ultropac 4 packing brand의

정량 분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USP Forum

L58

40

Sodium

column과

Prewash

Biochrom

4.6-mm

Sodium

High

옮겨져

(1)에

강제성을

게시된

띠게

Stimuli

되었다.

NIR

article인

An

Performance Protein Hydrolysate 4.6-mm ×

Alignment of Concepts and Content across

20-cm, 8-μm Ultropac 8 packing brand의

the Spectroscopy General Chapters in the

L58 column을 써서 수행한 분석에 기반한다. 시

United

스텝적합성의 확인을 위해서 또는 특이적 단백질

Formulary (USP-NF)에서 spectroscopy에 관

참조표준을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단백

련된 개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통찰을 확인할

질 측정의 근사치를 내기 위해 단백질 함량 참조

수 있다.

표준(Protein

Quantitation

States

Pharmacopeia–National

Reference

Standard)을 위한 associated USP BSA를 제안

포장에 관한 시험법의 개정

하였다.

<381> Elastomeric Closures for Injections
<231> 중금속 항의 제거가 임박함에 따라, 구

<800>

Hazardous

Drugs—Handling

in

성상의 탄성중합소재 및 포장시스템에 쓰이는 탄
성중합소재에 관한 특이적 시험법을 설명하고 탄

Healthcare Settings
이 챕터는 환자, 의료 인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약물 (Hazardous Drugs, HDs)의 수

성중합소재에 관한 개별불순물시험과 최종포장에
사용된 탄소중합소재가 업데이트 되었다.

신(receipt), 보관(storage), 조제(compounding),
분배(dispensing) 및 관리(administration)에 대
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797>Pharmaceutical

위해

만들어졌다.

Compounding—Sterile

일반정보
<1050.1>

Design,

Preparations와 이 챕터로부터 차별화된 Facility

Characterization

requirements가 앞으로의 개정과 조화될 것이다.

Procedures
이

새로운

of

general

Viral

Evaluation,
Viral

Clearance

information

Safety

and

챕터는

분광학적 시험법의 개정

<1050>

Evaluation

of

<856>Near-Infrared Spectroscopy

Biotechnology Products Derived from Cell

이 새로운 챕터는 분광학(spectroscopy)과 관

Lines of Human or Animal Origin 에 대해 부

련된 general chapters를 개정하는 거대 사업의

연하고 있다. <1050>은 1999 년 ICH Q5A인

일환으로,

Viral

근적외선(NIR)분광기

뿐만

아니라

Safety

Evaluation

of

Biotechnology

acceptable procedure validation criteria에 대

Products Derived from Cell Lines of Human

한 calibration 및 qualification criteria을 제공

or Animal Origin로부터 거의 변경 없이 인용되

한다. 이 챕터는 general information의 <1119>

었으나 그 이후로 viral clearance에 관한 지식과

Near-Infrared

and

기술은 점차 개선되어왔다. 따라서 USP Forum

general

36(3) 에서 <1050>의 개정이 제안되었으나 이

information 챕터는 제목과 번호가 변경된 것이

에 관한 의견들, 특히 original ICH language에

다.

대한 편차나 추가에 관한 것들로 인해 <1050>의

Practice에

Spectroscopy—Theory

의해

<1119>의

보완되며

qualification,

KP Forum Vol.12, No.1 (2015)

이

calibratio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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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개정의 주요사항을 별도의 동반 챕터로서

indicator (BIS))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챕터의

제안하였다.

시리즈에 제시된 것과 일치하며 여기에서는 그

<1050.1> 에서는 viral clearance 연구에 대해

종류(types), 특징(characterization), 그리고 멸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들, 예를 들면 virus

균의 특정 타입 선정(selection for specific

selection,

critical

process

types of sterilization)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sampling,

assay

qualification,

additional

aspects

대해

challenges,

제공한다.

그리고

이 챕터는 <1035> Biological Indicators for

Viral

Sterilization 를 교체할 것이며, <1035>는 약전

clearance 연구는 인간에게 노출하기 전 제품의

포럼의 다음 호에서 삭제가 제안될 것이다.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ICH Q5A의

<1229.9>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비록 ICH Q5A가 제조과

Indicators for Sterilization

Physicochemical

이

접근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거기엔 실험적 방법론

and

에서의 필수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Integrators를 교체할 것이며, <1229>에 따라

새로운 챕터는 그 필요를 알리기 위해 제안되었

<1229> 챕터들의 멸균 시리즈와 일치하는 화학

다.

물리적 integrator와 indicator의 사용에 관한 정

<1176>

Prescription

Balances

and

Volumetric Apparatus Used in Compounding
챕터의 개정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1209>

and

정에서 viral clearance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보를

챕터는

Integrators

Sterilization—Chemical

Physiochemical

추가적으로

제공할

Indicators

것이다.

and

general

chapter <1209>는 약전 포럼의 다음 호에서 삭
제될 것이다.
<1229.12> New Sterilization Methods

and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멸균 공정은 그 대상 물

Volumetric Apparatus의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

질로부터의 미생물 제거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을 제안하였다. 오래되어 쓰지 않는 용어를 삭제

사용자는 개발을 하거나 새롭거나 참신한 멸균

하였으며 기계식 및 전자식 저울에 대해 부피측

공정을 수행 할 필요가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

정장치 같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놓일 수 있다. 이 챕터에서는 그런 과정에 대해

<1176>에서 제안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천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험 및 천칭에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최저량 확

고 있다.

<1176>

Prescription

Balances

인을 담당하는 자에 관해 교육할 수 있다. 개정된
챕터에서는 원형 graduate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

<1790> Visual Inspection of Injections.

설명하고 있으며, 합성에 사용되는 다른 타입의

이 새로운 일반정보 챕터는 눈에 보이는 입자

부피측정장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하고

들에 대한 주사용 의약품의 검사 지침을 제공하

있다.

기 위해 제안되었다. 논의된 방법은 컨테이너의
무결성 또는 제품의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29>Sterilization of Compendial Articles의
그룹으로

새로운

general

기타 가시적 결함의 검출에도 적용 할 수 있다.

information인

<1229.5>와<1229.9>, <1229.12>를 제안한다.
<1229.5>

Biological

Indicators

for

<671> Containers—Performance Testing: Use

Sterilization
<1229.5>에서

기타 Stimuli article

생물학적지표체(biological

of Water-Filled Test Containers fo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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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Transmission Rate Determinations
이 Stimuli article은 경구용 고형 제제를 위한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용기 밀폐 시스템에 대한 general chapter인

2.2.14. Melting point - Capillary Method는

<671>Containers—Performance

general

설명하는

수증기

Testing에서

chapter

2.2.60.

Melting

point

–

투과율(water-vapor

instrumental method와 병합되어, 두 가지 기기

transmission rate (WVTR))판정을 위한 시험샘

법이 모두 기술되었다. 이로 인해, 녹는점의 측정

플 충전매체의 대안으로써 물을 사용할 것을 제

에 대해 각조에 기술된 것으로서 좀 더 최신장비

안한다. 시험샘플 충전매체로서 물의 사용은 제습

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적합성시험이 소개

기의 핸들링에 의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

되었으며, 기기 제조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증된

한 연구기간 동안에 WVTR의 판정에서 바이어스

Reference

와 가변성(variability)을 줄여 용기의 벽면에 걸

(calibration)이 수행되었다.

material으로

기기의

측정

친 증기압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이 채워
진 시험용기의 사용은 이미 the determination

2.7.35.

of weight loss for Multiple-Unit Containers

Component

and Unit-Dose Containers for Liquids에서 제

Nephelometry법의 원리는 2.2.1. Clarity and

공되었지만 경구용 고형 제제에 대한 병(bottle)

degree of opalescence of liquids에서 설명하고

과 블리스터(blister) 용기 밀폐 시스템의 WVTR

있다. Immunonephelometry는 주로 항원 - 항

의 판정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체 반응에 의해 형성된 면역복합체로 인한 혼탁

Immunonephelometry
Assay를

준비

for

Vaccine

중이다.

관련된

도를 측정하고, 항체 또는 항원의 정량에 적용 할
Collaborative

Study

of

the

Variability

of

수 있다. 이 general chapter의 장치, 시험법, 기

Drug Release Results from Nicotine Gums

기조건, 유효성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시험법에서

using Two Apparatus Designs

는

경구 투여 제형의 차별화된 제형들은 시험 약

End-point

Nephelometry,

Nephelometry를

소개하였고,

Kinetic
Assay에는

물 방출에 대해 서로 다른 장치 설계를 필요로

parallel line method 또는 calibration curve를

한다. 의약용 츄잉껌의 특성화를 사용한 성능시험

사용할 수 있다. 시험의 유효성에는 calibration

이 유럽약전에 수재되어 장치 설계가 설명되어있

level이 사용된다.

음에도 이러한 장치 디자인으로 인한 결과의 다
양성(variability)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2.8.25.

이 Stimuli article는 이 다양성에 대한 여러 공

Chromatography는 새로운 general chapter로,

동 연구의 결과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껌과 사용

생약 및 생약제제에서 확인 및 시험법의 재현성

된 장치 디자인으로 인한 결과의 변동성을 모두

을 개선하기 위해 HPTLC의 정성적 사용을 다루

평가한다. 시판되지 않는 니코틴 폴라크릴렉스 껌

고 있다. Pharmeuropa의 27.1에 실린 각조의

(nicotine polacrilex gum product)이 이 연구에

Birch leaf (1174), Roman Chamomile flower

서

(0380), St. John’s wort (1438), quantified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procedures와

High

performance

Thin-Layer

apparatus designs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컨트롤

St.

을

Passion flower (1459), Passion flower dry

보여준다.

두

장치

설계의

Stimuli article에서 제공한다.

결과

비교를

John’s

wort

extract

(1874),

extract (1882)에서 이 챕터의 소개에 따른 변
경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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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solid phase cytometry)를 사용한 미생물
5.1.6. Alternative Methods for Control of

의 계산을 위한 정량적 시험, 그리고 PCR-기반

Microbiological Quality가 대체시험법의 기술적

의 확인시험이다.

개발에 근거하여 완전히 개정 및 정정되었다.
Introduction과 미생물시험에 특이적인 3개의
주요 측정방법에 관한 섹션이 재설명되고 확장되

일본약전포럼

었다. 추가로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PAT)를 위한 대체시험법 사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개정

대체시험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마이크로열량측
정법(micro-calorimetry)과 파지에 기반한 시험
법(phage-based methods)이 삭제되었고, 미디
어 개발(media development)에 관한 기존 섹션
이 선택적 및/또는 지시적 media를 사용하여 성
장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직접측
정에 관한 섹션에 자가형광(autofluorescence)에
관한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physiological
reactions 에 기반한 생화학적 정량(biochemical
assay)에 관한 섹션이 전통적인 Gram staining
method에 대한 대체 방법에 까지 확장되었다. 그
리고 유전자형의 기술(genotypic techniques)에
관한 섹션이 이 분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
정되었으며, 현재의 DNA 또는 RNA-기반 측정
방법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의 validation에 관한 부분이 재구성되었고, 미생
물시험법의 서로 다른 타입들의 validation에 더
자세한

밸리데이션

방법(primary

validation과 사용목적에 따른 validation 모두)을
제시하였다.

량, 확인)에 따라, 밸리데이션 기준 세트를 3가지
로 분리하여 이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된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제포장의
원칙, 포장적격성(Packaging suitability)을 소개
하고 있다. 또한 제제 각조 중 첩부제(Patches)
에서 점착성과 방출성에 관한 내용을 일반시험법
중 <6.12> 점착력시험법과 <6.13> 피부에 적용
하는 제제의 방출시험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
다.
이에 따른 일반정보(수재정보)로서 「의약품
포장에서의 기본적요건과 용어」를 소개하고 있
다. 이 일반정보는 의약품의 품질보정의 관점에
서, 국제조화의 시점을 가미하였으며, 의약품포장
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기재하고, 포장에 사용

여기에는 의약품포장에서의 기본적 요건으로서,
포장의 설계단계에서의 적격성 평가요건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포장의 설계단계에서의 적격성평가
의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하고, 포장공정개발에 따
른 포장재의 선택, 변경관리 및 안정성모니터링과

행에 관한 자세한 실험 프로토콜이 삭제되고 3개
의 새로운 예시가 제시되는데, 멤브레인필터법에
멸균시험(rapid

sterility

적 예시를 설명한다.
용어에

관해서는

일차포장(primary

packaging), 외부의 용기 또는 외부의 겉포장

생체발광시험법(bioluminescence method)의 수

빠른

용하는 제제 포장의 원칙 및 포장적격성에 관계

의약품의 포장공정에서의 품질 유지관리의 구체

미생물학적시험법이 3가지 기본활용(정성, 정

기반한

(안)을 제시하였다. 포장통칙은 용기·포장을 사

되는 용어 및 그 정의 등을 기술하였다.

이 챕터의 세 번째 파트인 대체 미생물시험법

하여

제제총칙에 [2]제제포장통칙의 신규개설을 제

test

based on membrane filtration), 고체상혈구계

(outside container or outside wrapper)등 포
장과 관련한 기본용어들에 대해 자세히 풀이하고,
개별포장 또는 용기에 관한 용어와 포장기능에
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따로 PMRJ의 규격기준부 의약품기준과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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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포장에 관한 규격의 취지를 같은 호의 [薬
局方関連通知など] 파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존효력시험법에서 ‘2. 시험균주와 배지’ 항
을 ‘2. 시험균주, 배지성능 및 생균수측정법의
적합성’으로 하고 내용 중 배지, 배양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2.2 배지성능 항으로, 생균회수법과
그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2.3 생균수 측정
법의 적합성으로 모아 정리하였다.

융점측정법에서는 시험에 쓰는 융점표준품을
장치적합성확인용 표준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준품항에 나열된 융점표준품이 모두 장치
적합성확인용 표준품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 열분석법과 시약시액에서 간단한 용어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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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V1Skdupdfrshldo# Iruxp
7DEOH RI &RQWHQWV
863KDUPDFRSHLDO )RUXP 9RO 1R

-DQ)HE 

352326(' ,5$

! 1HDU,QIUDUHG 6SHFWURVFRS\ 8631)

  3URSRVHG ,5$ ,QWUR 6HFWLRQ

! 9LVXDO ,QVSHFWLRQ RI ,QMHFWLRQV >1(:@

  1) 0212*5$3+6

8631)

   6HVDPH 2LO -XO

  5($*(176 ,1',&$7256 $1' 62/87,216

  863 0212*5$3+6

   5HDJHQW 6SHFLILFDWLRQV

   $OXPLQXP 6XOIDWH DQG &DOFLXP $FHWDWH IRU

    1DSKWK\ODFHWLF $FLG >1(:@ 8631)

7RSLFDO 6ROXWLRQ -XO

    &KORURSURSDQH'LRO >1(:@ 8631)
    &XSULF 1LWUDWH +\GUDWH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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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PRVWHURO >1(:@ 8631)

  ,35 ,QWURGXFWLRQ

    /DWKRVWHURO >1(:@ 8631)

  *(1(5$/ 127,&(6 $1' 5(48,5(0(176

    3UHJQHQRORQH ,VREXW\UDWH >1(:@ 8631)

  *HQHUDO 1RWLFHV DQG 5HTXLUHPHQWV

    6RGLXP 3HQWDF\DQRDPPLQHIHUUDWH ,, 

8631) 윯
    7LWOH DQG 5HYLVLRQ 8631) 윯
    2IILFLDO 6WDWXV DQG /HJDO 5HFRJQLWLRQ
8631) 윯
    &RQIRUPDQFH 7R 6WDQGDUGV 8631)
    0RQRJUDSKV DQG *HQHUDO &KDSWHUV
8631) 윯
    0RQRJUDSK &RPSRQHQWV 8631) 윯
    7HVWLQJ 3UDFWLFHV DQG 3URFHGXUHV
8631) 윯
    7HVW 5HVXOWV 8631) 윯
    7HUPV DQG 'HILQLWLRQV 8631) 윯

8631)
    7ULHWK\ODPPRQLXP $FHWDWH  0 >1(:@
8631)
   9ROXPHWULF 6ROXWLRQV
    (GHWDWH 'LVRGLXP 7ZHQWLHWK0RODU  0 
8631)
    3RWDVVLXP $UVHQLWH 7HQWK1RUPDO  1 
8631)
    3RWDVVLXP 3HUPDQJDQDWH 7HQWK1RUPDO 
1  8631)
    6RGLXP 7KLRVXOIDWH 7HQWK1RUPDO  1 
8631)

    3UHVFULELQJ DQG 'LVSHQVLQJ 8631)

   &KURPDWRJUDSKLF &ROXPQV

    3UHVHUYDWLRQ 3DFNDJLQJ 6WRUDJH DQG

    / 8631)

/DEHOLQJ 8631)

    /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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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8631)

   ! 7KHUPRPHWHUV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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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XJ 3URGXFW $VVD\ 7HVWV  2UJDQLF

   &RQWDLQHU 6SHFLILFDWLRQV

&KHPLFDO 0HGLFLQHV >1(:@ 8631)
   ! 'UXJ 3URGXFW ,PSXULWLHV 7HVWV >1(:@
8631)
   ! 1HDU,QIUDUHG 6SHFWURVFRS\ >1(:@
8631)

    &RQWDLQHUV IRU 'LVSHQVLQJ &DSVXOHV DQG
7DEOHWV >1(:@ 8631)
   'HVFULSWLRQ DQG 6ROXELOLW\
    'HVFULSWLRQ DQG 6ROXELOLW\ >1(:@ 8631)
    'HVFULSWLRQ DQG 6ROXELOL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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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FULSWLRQ DQG 6ROXELOLW\  0

    'RSDPLQH +\GURFKORULGH 8631)

    'HVFULSWLRQ DQG 6ROXELOLW\  3

    'RSDPLQH +\GURFKORULGH ,QMHFWLRQ

  (;&,3,(176
    863 DQG 1) ([FLSLHQWV /LVWHG E\ &DWHJRU\

8631) 윯
    (QDODSULO 0DOHDWH 7DEOHWV 8631)

>1(:@ 8631)

    (SKHGULQH +\GURFKORULGH 8631)

%ULHILQJ윯

    )OXWLFDVRQH 3URSLRQDWH DQG 6DOPHWHURO

,QWURGXFWLRQ윯
$QWLPLFURELDO 3UHVHUYDWLYH
  1) 0212*5$3+6
    &KROHVWHURO 8631)
    (WK\O 2OHDWH 8631)

,QKDODWLRQ $HURVRO >1(:@ 8631)
    )OXWLFDVRQH 3URSLRQDWH DQG 6DOPHWHURO
,QKDODWLRQ 3RZGHU >1(:@ 8631)
    +DUG *HODWLQ &DSVXOH 6KHOO >1(:@
8631)

    (WK\OSDUDEHQ 6RGLXP >1(:@ 8631)

    +\GURPRUSKRQH +\GURFKORULGH 8631)

    6HVDPH 2LO 8631)

    +\GUR[\]LQH +\GURFKORULGH 8631)

    6RGLXP 6WDUFK *O\FRODWH 8631)

    +\GUR[\]LQH +\GURFKORULGH ,QMHFWLRQ

  863 0212*5$3+6
    $PR[DSLQH 8631)
    $ULSLSUD]ROH 7DEOHWV >1(:@ 8631)
    $ULSLSUD]ROH 2UDOO\ 'LVLQWHJUDWLQJ 7DEOHWV
8631)

8631)
    +\GUR[\]LQH +\GURFKORULGH 7DEOHWV
8631)
    ,EXSURIHQ 2UDO 6XVSHQVLRQ 8631)
    ,EXSURIHQ 7DEOHWV 8631)

    $VFRUELF $FLG 7DEOHWV 8631)

    ,RGL[DQRO 8631)

    $VSLULQ &DSVXOHV 8631)

    ,RKH[RO 8631)

    %HQ]RFDLQH /R]HQJHV 8631)

    .HWRURODF 7URPHWKDPLQH 7DEOHWV 8631)

    %HQ]RFDLQH DQG 0HQWKRO 7RSLFDO $HURVRO

    0HPDQWLQH +\GURFKORULGH 8631)

8631)
    %URPSKHQLUDPLQH 0DOHDWH 2UDO 6ROXWLRQ
8631)
    %URPSKHQLUDPLQH 0DOHDWH 7DEOHWV
8631)
    &DQGHVDUWDQ &LOH[HWLO 7DEOHWV >1(:@
8631)
    &DQGHVDUWDQ &LOH[HWLO DQG +\GURFKORURWKLD]LGH
7DEOHWV >1(:@ 8631)
    &KORUSKHQLUDPLQH 0DOHDWH 7DEOHWV
8631)
    &URPRO\Q 6RGLXP 2SKWKDOPLF 6ROXWLRQ
8631)
    &\DQRFREDODPLQ 7DEOHWV 8631)
    'DXQRUXELFLQ +\GURFKORULGH IRU ,QMHFWLRQ
8631)
    'LOWLD]HP +\GURFKORULGH ([WHQGHG5HOHDVH
&DSVXOHV 8631)

    0HWKLRQLQH 8631)
    0HWKRFDUEDPRO ,QMHFWLRQ 8631)
    0HWRSURORO )XPDUDWH 8631)
    1DSKD]ROLQH +\GURFKORULGH 8631)
    1LWURIXUD]RQH 8631)
    2USKHQDGULQH &LWUDWH 8631)
    2USKHQDGULQH &LWUDWH ,QMHFWLRQ 8631)
    2USKHQDGULQH &LWUDWH ([WHQGHG5HOHDVH
7DEOHWV 8631)
    3DORQRVHWURQ +\GURFKORULGH >1(:@
8631)
    3DORQRVHWURQ ,QMHFWLRQ >1(:@ 8631)
    3HULQGRSULO (UEXPLQH >1(:@ 8631)
    3HULQGRSULO (UEXPLQH 7DEOHWV >1(:@
8631)
    3\ULPHWKDPLQH 2UDO 6XVSHQVLRQ 8631)
    4XLQLGLQH 6XOIDWH 2UDO 6XVSHQVLRQ
8631)

    'LOWLD]HP +\GURFKORULGH 7DEOHWV 8631)

    5LIDEXWLQ 2UDO 6XVSHQVLRQ 8631)

    'LSKHQK\GUDPLQH +\GURFKORULGH &DSVXOHV

    5LIDPSLQ 2UDO 6XVSHQVLRQ 8631)

8631)
    'LSKHQK\GUDPLQH +\GURFKORULGH ,QMHFWLRQ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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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RGLXP %URPLGH ,QMHFWLRQ 9HWHULQDU\
8631)
    6RGLXP %URPLGH 2UDO 6ROXWLRQ 9HWHULQDU\
8631)
    6RGLXP +\SRFKORULWH 7RSLFDO 6ROXWLRQ

7ZR $SSDUDWXV 'HVLJQV
   0HGLFLQHV 0DUNHWHG XQGHU WKH )RRG DQG 'UXJ
$GPLQLVWUDWLRQ 2YHU7KH&RXQWHU 'UXJ
0RQRJUDSK 6\VWHP 5HJXODWLRQV 6WUDWHJ\ IRU
'HYHORSLQJ &RPSHQGLDO 4XDOLW\ 6WDQGDUGV

8631)
    6RGLXP 3KHQ\OEXW\UDWH 2UDO 6XVSHQVLRQ
8631)
    6RWDORO +\GURFKORULGH 2UDO 6XVSHQVLRQ
8631)
    6SLURQRODFWRQH DQG +\GURFKORURWKLD]LGH 2UDO
6XVSHQVLRQ 8631)
    6XPDWULSWDQ 6XFFLQDWH 2UDO 6XVSHQVLRQ
8631)
    7DFUROLPXV 2UDO 6XVSHQVLRQ 8631)
    7HPR]RORPLGH 2UDO 6XVSHQVLRQ 8631)
    7HUELQDILQH 2UDO 6XVSHQVLRQ 8631)
    7HUEXWDOLQH 2UDO 6XVSHQVLRQ 8631)
    7HWUDF\FOLQH +\GURFKORULGH 2UDO 6XVSHQVLRQ
8631)
    7KHRSK\OOLQH 2UDO 6XVSHQVLRQ 8631)
    7LDJDELQH +\GURFKORULGH 2UDO 6XVSHQVLRQ
8631)
    7UDPDGRO +\GURFKORULGH 2UDO 6XVSHQVLRQ
8631)
    7UDPDGRO +\GURFKORULGH DQG $FHWDPLQRSKHQ
2UDO 6XVSHQVLRQ 8631)
    7ULSUROLGLQH +\GURFKORULGH 8631)
    8UVRGLRO 2UDO 6XVSHQVLRQ 8631)
    9DODF\FORYLU 2UDO 6XVSHQVLRQ 8631)
    9HUDSDPLO +\GURFKORULGH 2UDO 6ROXWLRQ
8631)
    9HUDSDPLO +\GURFKORULGH 2UDO 6XVSHQVLRQ
8631) 윯
    =DOHSORQ
67$*(  +$5021,=$7,21
  6WDJH  +DUPRQL]DWLRQ
67,08/, 72 7+( 5(9,6,21 352&(66
  6WLPXOL 7R 7KH 5HYLVLRQ 3URFHVV윯
   ! &RQWDLQHUV  3HUIRUPDQFH 7HVWLQJ 8VH
RI :DWHU)LOOHG 7HVW &RQWDLQHUV IRU :DWHU
9DSRU 7UDQVPLVVLRQ 5DWH 'HWHUPLQDWLRQV
   &ROODERUDWLYH 6WXG\ RI WKH 9DULDELOLW\ RI 'UXJ
5HOHDVH 5HVXOWV IURP 1LFRWLQH *XPV XVL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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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EOH RI &RQWHQWV
863KDUPDFRSHLDO )RUXP 9RO 1R

0DU$SU 

352326(' ,5$

    7ULSKHQ\OHQH >1(:@ 8631) 6

  3URSRVHG ,5$ ,QWUR 6HFWLRQ

   &KURPDWRJUDSKLF &ROXPQV
    /B6XFFLQ\OFKROLQH &KORULGH 'LRQH[ ,RQ3DF

,1352&(66 5(9,6,21
  ,35 ,QWURGXFWLRQ
  *(1(5$/ &+$37(56
   ! 7RSLFDO DQG 7UDQVGHUPDO 'UXJ 3URGXFWV 
3URGXFW 4XDOLW\ 7HVWV 8631) 6
   ! %LRORJLFDO ,QGLFDWRUV  5HVLVWDQFH
3HUIRUPDQFH 7HVWV 8631) 6
   ! *OXFDJRQ %LRLGHQWLW\ 7HVWV 8631)
6
   ! ,GHQWLILFDWLRQ 7HVWV  *HQHUDO
8631) 6
   ! $QWLPLFURELDO $JHQWV  &RQWHQW
8631) 6
   ! (ODVWRPHULF &ORVXUHV IRU ,QMHFWLRQV
8631) 6
   ! 3URWHLQ 'HWHUPLQDWLRQ 3URFHGXUHV >1(:@
8631) 6
   ! +D]DUGRXV 'UXJV  +DQGOLQJ LQ
+HDOWKFDUH 6HWWLQJV >1(:@ 8631) 6
   ! 'HVLJQ (YDOXDWLRQ DQG

&* >1(:@ 8631)
    /B6XFFLQ\OFKROLQH &KORULGH 'LRQH[ ,RQ3DF
&6 >1(:@ 8631)
    /B=RUED[ 6%$T >1(:@ 8631)
  5()(5(1&( 7$%/(6
   &RQWDLQHU 6SHFLILFDWLRQV
    &RQWDLQHUV IRU 'LVSHQVLQJ &DSVXOHV DQG
7DEOHWV >1(:@ 8631) 6
   'HVFULSWLRQ DQG 6ROXELOLW\ RI 863 DQG 1)
$UWLFOHV
    'HVFULSWLRQ DQG 6ROXELOLW\ RI 863 DQG 1)
$UWLFOHV >1(:@ 8631) 6 윯
'HVFULSWLRQ DQG 6ROXELOLW\  7윯
'HVFULSWLRQ DQG 6ROXELOLW\  =
  ',(7$5< 6833/(0(17 0212*5$3+6
    +HVSHULGLQ >1(:@ 8631) 6
    .ULOO 2LO 8631) 6
    5LERVH >1(:@ 8631) 6
    PHVR=HD[DQWKLQ 8631) 6
  1) 0212*5$3+6

&KDUDFWHUL]DWLRQ RI 9LUDO &OHDUDQFH

    *XDU *XP 8631) 6

3URFHGXUHV >1(:@ 8631) 6

  863 0212*5$3+6

   ! 3UHVFULSWLRQ %DODQFHV DQG 9ROXPHWULF
$SSDUDWXV 8VHG LQ &RPSRXQGLQJ
8631) 6
   ! %LRORJLFDO ,QGLFDWRUV IRU 6WHULOL]DWLRQ
>1(:@ 8631) 6
   ! 3K\VLFRFKHPLFDO ,QWHJUDWRUV DQG
,QGLFDWRUV IRU 6WHULOL]DWLRQ >1(:@
8631) 6
   ! 1HZ 6WHULOL]DWLRQ 0HWKRGV >1(:@
8631) 6

    $FHWDPLQRSKHQ DQG &DIIHLQH 7DEOHWV
8631) 6
    $FHW\OF\VWHLQH &RPSRXQGHG 6ROXWLRQ >1(:@
8631) 6
    $GDSDOHQH *HO >1(:@ 8631) 6
    $OHQGURQDWH 6RGLXP 8631) 6
    $OSUD]RODP ([WHQGHG5HOHDVH 7DEOHWV
8631) 6
    $PLQREHQ]RDWH 3RWDVVLXP 8631) 6
    $PLQREHQ]RDWH 6RGLXP 8631) 6

  5($*(176 ,1',&$7256 $1' 62/87,216

    $PLWUD] 8631) 6

   5HDJHQW 6SHFLILFDWLRQV

    $PLWUD] &RQFHQWUDWH IRU 'LS 8631) 6

    &DVHLQ +DPPDUVWHQ 8631) 6

    $ULSLSUD]ROH 863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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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PR[HWLQH +\GURFKORULGH 8631) 6

    ,QGDSDPLGH 7DEOHWV 8631) 6

    $WRPR[HWLQH &DSVXOHV 8631) 6

    ,VROHXFLQH 8631) 6

    &DUEDPD]HSLQH ([WHQGHG5HOHDVH 7DEOHWV

    /HXFLQH 8631) 6

8631) 6
    &DUELGRSD DQG /HYRGRSD ([WHQGHG5HOHDVH
7DEOHWV 8631) 6
    &DUELGRSD DQG /HYRGRSD 2UDOO\ 'LVLQWHJUDWLQJ
7DEOHWV 8631) 6

    /HXFRYRULQ &DOFLXP &RPSRXQGHG 2UDO
6XVSHQVLRQ >1(:@ 8631) 6
    /HYRWK\UR[LQH 6RGLXP 8631) 6
    /RVDUWDQ 3RWDVVLXP 7DEOHWV 8631) 6
    0HWK\OSUHGQLVRORQH 8631) 6

    &HIXUR[LPH $[HWLO 8631) 6

    0HWK\OSUHGQLVRORQH 7DEOHWV 8631) 6

    &HIXUR[LPH $[HWLO 7DEOHWV 8631) 6

    0LFRQD]ROH &RPSRXQGHG 2SKWKDOPLF 6ROXWLRQ

    &HW\OS\ULGLQLXP &KORULGH 8631) 6
    &OHPDVWLQH )XPDUDWH 7DEOHWV 8631) 6
    &ORPLSUDPLQH +\GURFKORULGH &RPSRXQGHG
2UDO 6XVSHQVLRQ 9HWHULQDU\ >1(:@
8631) 6
    'HVORUDWDGLQH >1(:@ 8631) 6
    'HVORUDWDGLQH 7DEOHWV >1(:@ 8631) 6
    'HVORUDWDGLQH 2UDOO\ 'LVLQWHJUDWLQJ 7DEOHWV
>1(:@ 8631) 6
    'H[FKORUSKHQLUDPLQH 0DOHDWH 7DEOHWV
8631) 6
    'LK\GUR[\DOXPLQXP 6RGLXP &DUERQDWH
8631) 6
    'LSKHQK\GUDPLQH +\GURFKORULGH DQG
,EXSURIHQ &DSVXOHV >1(:@ 8631) 6
    'RFXVDWH 3RWDVVLXP 8631) 6
    'URQHGDURQH +\GURFKORULGH >1(:@
8631) 6

>1(:@ 8631) 6
    0LFRQD]ROH 1LWUDWH 7RSLFDO 3RZGHU
8631) 6
    3KHQD]RS\ULGLQH +\GURFKORULGH 8631)
6
    3KHQD]RS\ULGLQH +\GURFKORULGH 7DEOHWV
8631) 6
    5DEHSUD]ROH 6RGLXP >1(:@ 8631) 6
    5LPH[RORQH 2SKWKDOPLF 6XVSHQVLRQ
8631) 6
    5LVHGURQDWH 6RGLXP 8631) 6
    6DOLF\OLF $FLG 7RSLFDO )RDP 8631) 6
    6RGLXP 7KLRVXOIDWH 8631) 6
    6RGLXP 7KLRVXOIDWH ,QMHFWLRQ 8631) 6
    6XFFLQ\OFKROLQH &KORULGH 8631) 6
    6XOIDPHWKR[D]ROH DQG 7ULPHWKRSULP 2UDO
6XVSHQVLRQ 8631) 6
    7DFUROLPXV 8631) 6

    'URQHGDURQH 7DEOHWV >1(:@ 8631) 6

    7DFUROLPXV &DSVXOHV 8631) 6

    'XOR[HWLQH +\GURFKORULGH 8631) 6

    7HQLSRVLGH >1(:@ 8631) 6

    (GHWDWH 'LVRGLXP 8631) 6

    7HQLSRVLGH ,QMHFWLRQ >1(:@ 8631) 6

    (VPRORO +\GURFKORULGH 8631) 6

    7LPRORO 0DOHDWH 7DEOHWV 8631) 6

    (WKDPEXWRO +\GURFKORULGH &RPSRXQGHG 2UDO

    7ULDPFLQRORQH $FHWRQLGH 1DVDO 6SUD\ >1(:@

6XVSHQVLRQ >1(:@ 8631) 6

8631) 6

    (WLGURQDWH 'LVRGLXP 8631) 6

    9DOSURLF $FLG &DSVXOHV 8631) 6

    )OXRURPHWKRORQH 8631) 6

    :DUIDULQ 6RGLXP 8631) 6

    *O\EXULGH DQG 0HWIRUPLQ +\GURFKORULGH

    PHVR=HD[DQWKLQ 3UHSDUDWLRQ 8631)

7DEOHWV 8631) 6
    +\GUDOD]LQH +\GURFKORULGH 8631) 6
    +\GUDOD]LQH +\GURFKORULGH 7DEOHWV
8631) 6
    +\GUR[\]LQH +\GURFKORULGH 2UDO 6ROXWLRQ
8631) 6
    ,PLSUDPLQH +\GURFKORULGH 7DEOHWV

6
    =LQF 6XOIDWH &RPSRXQGHG ,QMHFWLRQ >1(:@
8631) 6
    =ROPLWULSWDQ >1(:@ 8631) 6
    =ROPLWULSWDQ 7DEOHWV >1(:@ 8631) 6
    =ROPLWULSWDQ 2UDOO\ 'LVLQWHJUDWLQJ 7DEOHWV
>1(:@ 8631) 6

8631) 6
    ,QGDSDPLGH 8631) 6

67$*(  +$5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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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WDJH  +DUPRQL]DWLRQ
  863 0212*5$3+6
    3URS\OHQH *O\FRO 8631) 6
67,08/, 72 7+( 5(9,6,21 352&(66
  67,08/, 72 7+( 5(9,6,21 352&(66
    0RGHUQL]DWLRQ RI ,GHQWLILFDWLRQV 7HVWV
LQ윯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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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의약품 표준품의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표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제약업계 등
의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표준품을 제조·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학의약품표준
품(마약류표준품 포함), 생물의약품표준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표준품을 분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20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표준품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규로 제조·확립하여 분양하기 시작한 의약품 표준품 46종
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식약처의 표준품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
을 받고자 한다.

1. 신규 제조·확립 의약품 표준품 분양 목록
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

아세틸시스테인
(Acetylcysteine)

MFDS 14-05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

아스피린
(Aspirin)

MFDS 14-06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3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Atropine Sulfate Hydrate)

MFDS 14-07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4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Berberine Chloride Hydrate)

MFDS 14-08

일반

50 mg/바이알

700,000

5

베르베린탄닌산염
(Berberine Tannate)

MFDS 14-09

일반

200 mg/바이알

10,000

6

베타메타손
(Betamethasone)

MFDS 14-10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7

부스피론염산염
(Buspirone HCl)

MFDS 14-11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8

클로르족사존
(Chlorzoxazone)

MFDS 14-12

일반

200 mg/바이알

90,000

9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Ciprofloxacin HCl Hydrate)

MFDS 14-13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10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lopidogrel Bisulfate)

MFDS 14-14

일반

200 mg/바이알

1,100,000

11

시타라빈
(Cytarabine)

MFDS 14-15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12

데속시메타손
(Desoximethasone)

MFDS 14-16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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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3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MFDS 14-1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4

도부타민염산염
(Dobutamine HCl)

MFDS 14-18

일반

200 mg/바이알

80,000

15

에날라프릴말레산염
(Enalapril Maleate)

MFDS 14-19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6

에텐자미드
(Ethenzamide)

MFDS 14-20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0

17

플루오시노니드
(Fluocinonide)

MFDS 14-22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18

플루오로메톨론
(Fluorometholone)

MFDS 14-23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9

폴산
(Folic Acid)

MFDS 14-24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20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abexate Mesilate)

MFDS 14-25

일반

200 mg/바이알

3,200,000

21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Gallamine Triethiodide)

MFDS 14-26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2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MFDS 14-2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3

히드로코르티손
(Hydrocortisone)

MFDS 14-28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4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Hydrocortisone Acetate)

MFDS 14-29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5

이노시톨
(Inositol)

MFDS 14-30

일반

500 mg/바이알

70,000

26

리도카인
(Lidocaine)

MFDS 14-31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27

메토트렉세이트
(Methotrexate)

MFDS 14-32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28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ometasone Furoate)

MFDS 14-33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9

나프록센
(Naproxen)

MFDS 14-35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0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Neostigmine Methylsulfate)

MFDS 14-36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1

오메프라졸
(Omeprazole)

MFDS 14-3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2

피록시캄
(Piroxicam)

MFDS 14-38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3

프랄리독심염화물
(Pralidoxime Chloride)

MFDS 14-39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4

프라노프로펜
(Pranoprofen)

MFDS 14-40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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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35

프리미돈
(Primidone)

MFDS 14-41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6

리보플라빈
(Riboflavin)

MFDS 14-42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37

셀레길린염산염
(Selegiline HCl)

MFDS 14-43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8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MFDS 14-44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9

티아민염산염
(Thiamine HCl)

MFDS 14-45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40

티페피딘히벤즈산염
(Tipepidine Hibenzate)

MFDS 14-46

일반

200 mg/바이알

10,000

41

톨나프테이트
(Tolnaftate)

MFDS 14-4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42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

MFDS 14-48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43

산약(山藥)

산약DIJA2014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4

Alisol B 23-acetate

Alisol B
23-acetate-2014

지표성분

20 mg/바이알

200,000

45

Magnoflorine

Magnoflorine-2014 지표성분

20 mg/바이알

200,000

46

Pinoresinol-diglucoside

Pinoresinol-diglucos
지표성분
ide-2013

20 mg/바이알

200,000

2.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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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절차 안내
가. 분양 신청
▪ 고객지원담당관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16, 팩스 043-719-1000
▪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41.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원료 분양

나. 분양 신청 처리결과 알림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연구과, 생약연구과)에서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한 후 분양신청처리결
과(분양품목, 포장단위, 수수료 등)를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신(우편발송)

다. 표준품의 양도·양수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담당자와 양도·양수 일정 확인 후 방문
▪ 구비서류
○ 분양인수증
○ 수입인지
- 우표형 : 우체국 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우리은행에서 현금 결제
- 전

자 : 전용구매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신분증

3) 찾아오시는 길
① 방문증 수령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1층 안내데스크)

② 표준품 수령
(의약품연구과 또는 생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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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서식
1) 분양신청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신청인

7일
(마약류표준품 : 14일)

① 기관명

② 성명

③ 전화번호

④ 팩스

대표자 :
신청인 :

⑤ 주소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품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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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원료 신청서[민원서식기]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 분양 신청서

신청인
[제조소의 명칭]

[업허가번호]

[제조소의 소재지] ()
[대표자]

상세내용
년 월

[시행일자]
[순위]

[성분명]

일
[수량]

[제조회사]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휴 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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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팩

스: ()

[제품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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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인수증[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일련
번호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화학의약품표준품

□ 생물의약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품의 분양물량을
인수합니다.

기관명 :
주

소:

연락처 :
인수일 :
인수자 :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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