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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
(Korean Pharmacopoeial Forum)

대한민국약전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
구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대한민국약전 개정(안)과 약전 관련 정보를 국내·외에 공
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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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대한민국약전 등 기준 개정(안)에 반영되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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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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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여 발행되었
으며, 개선사항, 오탈자 등이 있을 경우 아래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로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3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전화 : 02-359-2090

팩스 : 02-35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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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1부 개정(안)
의약품각조 중 순도시험항의 유연물질시험에서 확보가 어려운 유연물질표준품을 사용하는 글리클라지
드, 니모디핀, 니페디핀, 발사르탄, 벤지다민염산염, 옥살리플라틴,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클로피도그
렐황산수소염, 페니토인나트륨 등 9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현

성

행

개 정 안

글리클라지드

글리클라지드

Gliclazide

Gliclazid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융

점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2) 유연물질 Ⅰ

이 약 0.4 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Ⅰ

이 약 0.4 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

틸설폭시드 2.5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틸설폭시드 2.5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10 분간 흔들어 섞고 4 ℃에 30 분간 방

mL로 하여 10 분간 흔들어 섞고 4 ℃에 30 분간 방

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글리클라지드유연

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

물질 Ⅰ 표준품 [2-니트로소-옥타히드로시클로펜타

확하게 취하여 디메틸설폭시드.물혼합액(1 : 3)을 넣

[c]피롤] 20.0 mg을 달아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녹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

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디메

게 취하여 디메틸설폭시드.물혼합액(1 : 3)을 넣어 정

틸설폭시드 12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표준액 (1) 1.0 mL에 디메

하여 디메틸설폭시드.물혼합액(1 : 3)을 넣어 정확하

틸설폭시드 12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50 μL

10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를 가지고 유연물질시험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

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Ⅰ에

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Ⅰ의 양을

해당하는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2)에서 얻은 피크의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에 대한 상대유

면적보다 크지 않다 (2 ppm).

지시간이 0.4인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 Ⅰ은 0.0002
% (2 ppm) 이하이다.

S

T

유연물질의 양   ×  ×  × 
T
S

CS : 표준액 중 글리클라지드 농도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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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CT : 검액 중 글리클라지드 농도 (mg/mL)
AT : 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Ⅰ의 피크
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 피크면적
0.57 : 글리클라지드 피크에 대한 글리클라지드유연물
질Ⅰ 피크의 보정인자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유연물질시험의 조작조
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디메틸
설폭시드.물혼합액(1 : 3)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
할 때 글리클라지드의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20000 단 이상, 0.8 ∼ 1.2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3) 유연물질

이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

3) 유연물질

이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

니트릴 23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설폭시드를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0 mL에 물·아세토니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트릴혼합액(55 : 45)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고 이 액 10.0 mL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55 :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

45)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

한다. 이 약 5 mg 및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 Ⅱ 표준

음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품 [1-헥사히드로시클로펜타[C]피롤-2(1H)-일)-3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2-메틸페닐)설포닐]우레아] 15 mg을 아세토니트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

릴 23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

지드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9인 글리클라지드 유연

고 이 액 1.0 mL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55 :

물질 Ⅱ는 0.1 % 이하이고,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45)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0.1 % 이하이며, 총 유연물질은 0.2 % 이하이다. 다

한다.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 Ⅱ 표준품 10.0 mg을 아

만, 0.02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세토니트릴 45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물·아세토니트릴혼
합액(55 : 45)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 



준액 (3)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3)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CS : 표준액 중 글리클라지드 농도 (mg/mL)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Ⅱ에

CT : 검액 중 글리클라지드 농도 (mg/mL)

해당하는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3)에서 얻은 주피크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의 면적보다 크지 않고 (0.1 %), 주피크 및 유연물질

AS : 표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 피크면적

Ⅱ 피크 이외 각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1)에서 얻은

rf : 글리클라지드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

주피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으며 (0.1 %), 이들 피크

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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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1)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2

글리클라지드 유연물질 Ⅱ : 2.27

배보다 크지 않다 (0.2 %). 표준액 (1)에서 얻은 주

기타 유연물질 : 1.00

피크면적의 0.2 배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실리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실

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트리에틸아민혼합액(55 : 45 : 0.1 : 0.1)

트리에틸아민혼합액(60 : 40 : 0.1 : 0.1)

유 량 : 0.9 mL/분

유 량 : 0.9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건으로 조작할 때 두 개의 주피크의 높이가 기록장치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

풀스케일의 50 %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두 피크의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의 피크

분리도는 1.8 이상이다.

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18500 단 이상, 0.8 ∼ 2.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니모디핀

니모디핀

Nimodipine

Nimodipin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이 약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

2) 유연물질

이 약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

라히드로푸란 2.5 mL에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

라히드로푸란 2.5 mL에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모디핀

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표준품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2.5 mL에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로 하고 이 액 1.0 mL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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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L로 한 다음 이 액 2.0 mL에 이동상을 넣어

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니모디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

핀유연물질 Ⅰ [2-메톡시에틸-1-메틸에틸-2,6-디

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메틸-4-(3-니트로페닐)피리딘-3,5-디카르복실레이

때, 검액에서 얻은 니모디핀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트] 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라히드로

0.8인 니모디핀유연물질 Ⅰ은 0.1 % 이하이고, 나머

푸란 2.5 mL에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지 개개 유연물질은 0.2 % 이하이며, 총 유연물질은

25 mL로 하고 이 액 5.0 mL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

0.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표준액 (1)

한다.

2.5 mL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표준액 (2) 1.0 mL 및 표준액

S

T

유연물질의 양   ×  ×  × 
T
S

(3) 1.0 mL를 취하여 25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 (4)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4) 20 μL를 가

CS : 표준액 중 니모디핀 농도 (mg/mL)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CT : 검액 중 니모디핀 농도 (mg/mL)

험하여 검액의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T 및 표준액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4)의 유연물질 Ⅰ의 피크면적 AS를 구할 때 유연물

AS : 표준액에서 얻은 니모디핀 피크면적

질 Ⅰ의 양은 0.1 % 이하이고 이외 유연물질의 양은

rf : 니모디핀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

0.2 % 이하이며 총 유연물질의 양은 0.5 % 이하이

자

다.

니모디핀유연물질 Ⅰ : 1.75
기타 유연물질 : 1.00

T
S

각 유연물질의 양 (%) = 100×  × 

C

:

표준액

(4)

중

니모디핀유연물질

I의

농도

(mg/mL)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메탄올·테트라히드로푸란혼합액(3 : 1 :

이동상 : 물·메탄올·테트라히드로푸란혼합액(3 : 1 :

1)

1)

유 량 : 2 mL/분

유 량 : 2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4)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Ⅰ 피크 및 니모디핀 피크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

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약 0.9 및 1.0이며 이들 피크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니모디핀의 피크의

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4) 20 μL씩을 가지고 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의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니모디핀 피크면적

로 조작할 때 니모디핀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각각 4500 단 이상, 0.8 ∼ 2.0 이다.

측정범위 : 니모디핀 유지시간의 4 배 범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니모디핀 피크면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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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니페디핀

니페디핀

Nifedipine

Nifedipin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융

점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염화물 (생략)

2) 염화물 (현행과 같음)

3) 황산염 (생략)

3) 황산염 (현행과 같음)

4) 중금속 (생략)

4) 중금속 (현행과 같음)

5) 비소 (생략)

5) 비소 (현행과 같음)

6) 염기성물질 (생략)

6) 염기성물질 (현행과 같음)

7) 유연물질

이 조작은 차광한 용기를 써서 신속하

7) 유연물질

이 조작은 차광한 용기를 써서 신속하

게 한다. 이 약 25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올 25

게 한다. 이 약 25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회석하여 정확하게

mL를 넣어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회석하여 정확하게

2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페디핀표준품

2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mL 중 1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

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1 mL 중 0.3 mg을 함유

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하는 용액을 만들어 니페디핀표준액으로 한다. 또한

액 25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니페디핀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표준품 적당량을 정밀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

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mL 중 1 mg을 함유하는

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용액을 만든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검액에서 얻은 니페디핀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8인

상을 넣어 1 mL 중 0.6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

니페디핀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와상대유지시간이 0.9

어 표준액 (1)로 한다.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

인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사체는 각각 0.2 %

사체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mL 중 1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적당
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1 mL 중 0.6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 (2)로 한다. 표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 



준액 (1) 및 표준액 (2) 5 mL씩을 정확하게 용기에
취하고 이동상 5 mL를 정확하게 넣어 만든 용액을 표

CS : 표준액 중 니페디핀 농도 (mg/mL)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CT : 검액 중 니페디핀 농도 (mg/mL)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각 액의 니페디핀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AS : 표준액에서 얻은 니페디핀 피크면적

측정하여 니페디핀유연물질의 양을 구한다. 니페디핀

rf : 니페디핀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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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 및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

자

딘유사체는 0.2 % 이하이다.

니페디핀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 : 1.75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사체 : 1.52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 측정파장 265 nm )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 측정파장 235 nm )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보조칼럼에 옥타데실실릴실리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보조칼럼에 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50 : 25 :

이동상 : 물·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50 : 25 :

25)

25)

유 량 : 1 mL/분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니페디핀표준액, 표준액 (1) 및 표준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액 (2)를 같은 용량 섞어 만든 혼합액 25 μL를 가지고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5 μL를 가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니트로페닐피리딘, 니트로소

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니페디핀의 피크의

페닐피리딘, 니페디핀의 순서로 유출하고 니트로페닐피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리딘과 니트로소페닐피리딘의 분리도는 1.5 이상이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니트로소페닐피리딘과 니페디핀의 분리도는 1.0 이상이

로 조작할 때 니페디핀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다.

각각 13000 단 이상, 0.8 ∼ 2.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혼합액 2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니페디핀 피크면적의 상대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발사르탄

발사르탄

Valsartan

Valsartan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3) 유연물질

가) 발사르탄유연물질Ⅰ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50

3) 유연물질

가) 발사르탄유연물질Ⅰ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약 40 mL를 넣어 5 분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약 40 mL를 넣어 5 분

간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간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발사르탄유연

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

물질Ⅰ{R-N-발레릴-N-([2'-(1H-테트라졸-5-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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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펜-4-일]메틸)발린}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달아 이동상을 넣어 1 mL 중 0.01 mg을 함유하는

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

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

적분법에 따라 측정한다. 발사르탄에 대한 상대유지시

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발사르탄유연물질

간은 0.7이며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의 피크면적은 표준

Ⅰ의 양을 구할 때 1.0 % 이하이다.

액에서 얻은 발사르탄 피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다(1.0
%)

S
T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의 양 (%) = 100×  × 
T
S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CS : 표준액 중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의 농도 (mg/mL)
AT : 검액에서 얻은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검출기 : 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셀룰로오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셀룰로오스

트리스-3,5-디메틸카르바메이트코팅된다공성실리카

트리스-3,5-디메틸카르바메이트코팅된다공성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헥산·2-프로판올·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

이동상 : 헥산·2-프로판올·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

합액(85 : 15 : 0.1)

합액(85 : 15 : 0.1)

유 량 : 0.8 mL/분

유 량 : 0.8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μL를 가지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와 발사르탄유

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연물질Ⅰ 피크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각각 1500 단 이상, 0.5 ∼ 1.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μL씩을 가지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유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 피크면적의 상

물질Ⅰ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시스템적합성용액 발사르탄표준품 및 발사르탄유연
물질Ⅰ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각각 1 mL 당 0.04 mg을 함유하도록 한다.
나) 발사르탄유연물질Ⅱ, 발사르탄유연물질Ⅲ 및 기타

나) 발사르탄유연물질Ⅱ, 발사르탄유연물질Ⅲ 및 기타

유연물질

유연물질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로 발사르탄표준품, 발사르탄유연물질Ⅱ{S-N-부티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N-(2'-(1H-테트라졸-5-일)비펜-4-일]메틸)-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발린}표준품

발사르탄유연물질Ⅲ{S-N-발레릴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N-([2'-(1H-테트라졸-5-일)비펜-4-일]메틸)-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발린 벤질 에스테르}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이동상을 넣어 각각 1 mL 중 0.001 mg을 함유하는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발사르탄에 대한 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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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대유지시간이 0.8인 발사르탄유연물질Ⅱ는 0.2 % 이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

하이고, 상대유지시간이 4.4인 발사르탄유연물질Ⅲ은

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발사

0.1 %이하이며,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 이하

르탄유연물질Ⅱ의 양은 0.2 % 이하, 발사르탄유연물

이고,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을 제외한 총 유연물질의 양

질Ⅲ의 양은 0.1 % 이하이고,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을

은 0.3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 기타 개개 유연물질의 양은 0.1 % 이하이며,

제외한다.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을 제외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0.3
% 이하이다.

S

T

유연물질의 양   ×  ×  × 
T
S

S



T

S

유연물질의 양 (%) = 100×  × 



CT : 검액 중 발사르탄 농도 (mg/mL)
CS : 표준액 중 발사르탄 농도 (mg/mL)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CS : 표준액 중 각 발사르탄유연물질의 농도 (mg/mL)

AS : 표준액에서 얻은 발사르탄 피크면적

(기타 개개 유연물질 계산할 경우에는 표준액 중 발사

rf : 발사르탄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

르탄표준품의 농도 (mg/mL))

자

Ai : 검액에서 얻은 각 발사르탄유연물질의 피크면적

발사르탄유연물질 Ⅱ : 1.20

AS : 표준액에서 얻은 각 발사르탄유연물질의 피크면적

발사르탄유연물질 Ⅲ : 1.28

(기타 개개 유연물질 계산할 경우에는 표준액에서 얻은

기타 유연물질 : 1.00

발사르탄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 및 발사르탄유연물질Ⅱ의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

분리도는 1.8 이상이다.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의 피크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유연물질Ⅱ 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 이하이고 발사르탄

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각각 5200 단 이상, 0.7 ∼ 1.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수

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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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성

행

개 정 안

벤지다민염산염

벤지다민염산염

Benzydamine Hydrochloride

Benzydamine Hydrochlorid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일급아민류 (생략)

3) 일급아민류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이 약 25 mg을 메탄올·물혼합액(1 :

4) 유연물질

이 약 25 mg을 메탄올·물혼합액(1 :

1)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1)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3-디메틸아미노프로필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물혼합액(1 :

2-벤질아미노벤조산염산염) 표준품 5 mg 및 벤지다

1)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민염산염유연물질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정

Ⅱ

Ⅰ

[3-(1,5-디벤질-1H-인다졸

-3-일)옥시프로필디메틸아민염산염]

12.5

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각

mg을 메탄올·물혼합액(1 : 1)에 녹여 정확하게 100

표준품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메탄올·물혼합액(1 :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의 피크면적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 (1)

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로 한다.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Ⅲ (1-벤질-1H-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벤지다민염산염에 대한 상대

인다졸-3올) 표준품 2.5 mg을 메탄올·물혼합액(1 :

유지시간이 1.2인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Ⅰ은 0.2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 이하이고, 상대유지시간이 1.7인

mL에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유연물질 Ⅱ는 0.5 % 이하이며, 상대유지시간이 0.6

1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0.1 mL에

인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Ⅲ 및 나머지 개개 유연물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질은 0.1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은 1 % 이하이다.

mL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벤지다민염산염

및 표준액 (2) 각 1.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섞어
표준액 (4)로 한다. 검액 및 각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S

T

유연물질의 양   ×  ×  × 
T
S

시험하여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
라 측정한다.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Ⅰ 또는 유연물

CS : 표준액 중 벤지다민염산염 농도 (mg/mL)

질 Ⅱ의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1)에서 얻은 해당하는

CT : 검액 중 벤지다민염산염 농도 (mg/mL)

피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고 (유연물질 Ⅰ : 0.2 % 이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하, 유연물질 Ⅱ : 0.5 % 이하) 유연물질 Ⅲ의 피크면

AS : 표준액에서 얻은 벤지다민염산염 피크면적

적은 표준액 (2)에서 얻은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으며

rf : 벤지다민염산염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0.1 %)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3)에서 얻은 피

보정인자

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고 (0.1 %) 이들 피크의 합계

벤지다민염산염 유연물질 Ⅰ : 1.75

면적은 1 %보다 크지 않다.

벤지다민염산염 유연물질 Ⅱ : 0.98
벤지다민염산염 유연물질 Ⅲ : 0.58
기타 유연물질 : 1.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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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0.01 mol/L 인산이수소칼륨

및 0.005

이동상 A - 0.01 mol/L 인산이수소칼륨

및 0.005

mol/L 옥틸황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용액에 인산을 넣어

mol/L 옥틸황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용액에 인산을 넣어

pH를 3.0 ± 0.1로 조정한다.

pH를 3.0 ± 0.1로 조정한다.

이동상 B - 메탄올

이동상 B - 메탄올
이동상 A
(vol%)
50
50 → 30
30 → 50
50

시간(분)
0
0 ~ 20
20 ~ 22
22 ~ 30

이동상 B
(vol%)
50
50 → 70
70 → 50
50

이동상 A
(vol%)
50
50 → 30
30
50

시간(분)
0
0 ~ 20
20 ~ 25
25 ~ 30

유 량 : 1.5 mL/분

유 량 : 1.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이동상 B
(vol%)
50
50 → 70
70
50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4)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건으로 조작하여 벤지다민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

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도록 조정할 때 벤지다민과 인접한 두 피크의 분리도는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2.5 이상이다.

벤지다민염산염의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
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위의 조건으로 시험하여 용량비 30 : 70
단계에서 벤지다민염산염의 유지시간이 14 ∼ 19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벤지다민염산염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옥살리플라틴

옥살리플라틴

Oxaliplatin

Oxaliplatin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KP Forum Vol.12, No.2 (2015)

13

현

행

개 정 안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액성 (생략)

2) 액성(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1) 유연물질 Ⅰ (생략)

3) 유연물질 (1) 유연물질 Ⅰ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Ⅱ

이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2) 유연물질 Ⅱ

이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을 넣어 잘 흔들고 매우 짧게 초음파 처리 한 다음 물

을 넣어 잘 흔들고 매우 짧게 초음파 처리 한 다음 물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SP-4-2)-디아콰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시클로헥산-1,2-디아민-κN,κN']플라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티눔(디아콰디아미노시클로헥산플라티눔)} 표준품 5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5 mL에 녹인 다음 물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액체크로

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고 약 1 시간 30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

분간 녹을 때 까지 초음파 처리하여 표준원액으로 한

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다. 이 액 3.0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Ⅱ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에 대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를 가

한 상대유지시간이 0.4인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Ⅱ는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

0.1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

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Ⅱ의 피

외한다. 검액 조제 후 20 분 내에 검액을 주입한다.

[(1R,2R)

Ⅱ

크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4 배 보다 크
지 않다 (0.15 % 이하). 검액 조제 후 20 분 내에 검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 



액을 주입한다.

CS : 표준액 중 옥살리플라틴 농도 (mg/mL)
CT : 검액 중 옥살리플라틴 농도 (mg/mL)
AT :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Ⅱ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
0.31 : 옥살리플라틴 피크에 대한 옥살리플라틴유연물
질Ⅱ 피크의 보정인자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염기불활성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염기불활성

화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화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pH 3.0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8

이동상 : pH 3.0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9

: 2)

: 1)

유 량 : 2 mL/분

◦ pH 3.0인산염 완충액

시스템적합성

데칸설폰산나트륨 1.2 g에 물 1000 mL를 넣어 녹이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용액 50.0 mL에 0.02 % 수산화

인산이수소칼륨 1.36 g 및

인산으로 pH를 3.0 ± 0.05로 조정한다.

나트륨용액을 넣어 pH를 6.0으로 조정한다. 이 액을

유 량 : 1 mL/분

70 ℃에서 4 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식힌다 (유연물질

시스템적합성

Ⅴ 생성).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할 때 유연물질 Ⅱ 피크와 유연물질 Ⅴ 피크의 분리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는 7 이상이다. 또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Ⅱ 피크의 신호대 잡음비는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KP Forum Vol.12, No.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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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이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상대유지시간 : 유연물질 Ⅱ와 유연물질 Ⅴ의 상대유지

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시간은 각각 약 4.3 및 6.4이다.

계수는 각각 10000 단 이상, 0.8 ∼ 1.2 이다.

측정범위 : 유연물질 Ⅱ 유지시간의 2.5 배 범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 pH 3.0인산염 완충액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의

인산이수소칼륨 1.36 g 및

헵탄설폰산나트륨 1 g에 물 1000 mL를 넣어 녹이고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인산으로 pH를 3.0 ± 0.05로 조정한다.
(3) 유연물질 Ⅲ 및 기타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3) 유연물질 Ⅲ 및 기타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잘 흔들고 매우 짧게 초음파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잘 흔들고 매우 짧게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음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

처리하여 녹인 다음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Ⅲ {(OC-6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33)-[(1R,2R)-시클로헥산-1,2-디아민-κN,κ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정확하게

N'][에탄디오아토(2-)-κO,κO2]디히드록시플라티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

눔}표준품 5.0 mg 및 옥살리플라틴표준품 5.0 mg을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

다. 표준액 (1) 1.0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옥살리플라틴표준품

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50.0 mg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5인 옥살리플라틴 Ⅲ은

표준액 (3)으로 한다. 디클로로디아미노시클로헥산플

0.15 % 이하이고,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 이

라티늄표준품 5 mg을 표준액 (3)에 녹여 정확하게

하이며, 총 유연물질은 1.5 % 이하이다. 다만, 표준액

50 mL로 한 액을 표준액 (4)로 한다.

표준액 (4) 5

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과 유지시간 2 분 이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5)

내의 피크는 제외한다. 검액 조제 후 20 분 내에 검액

으로 한다. 이 약 0.10 g에 표준액 (1) 1 mL를 넣어

을 주입한다.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6)
로 한다. 검액, 표준액 (2), 표준액 (5) 및 표준액
(6) 1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유연물질의 양   ×  ×  × 



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유연물질 Ⅲ 피크면
적은 표준액 (6)에서 얻은 유연물질 Ⅲ 피크면적의

CS : 표준액 중 옥살리플라틴 농도 (mg/mL)

3/4 배 보다 크지 않고 (0.15 %) 이외 개개 유연물

CT : 검액 중 옥살리플라틴 농도 (mg/mL)

질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2)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피크면적의 2 배 보다 크지 않으며 (0.1 %) 개개 피

AS : 표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

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rf : 옥살리플라틴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

피크면적의 3 배 보다 크지 않다 (0.15 %). 다만, 표

정인자

준액 (2)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과 유지시간

옥살리플라틴 유연물질 Ⅲ : 0.24

2 분 이내의 피크는 제외한다. 검액 조제 후 20 분 내

기타 유연물질 : 1.00

에 검액을 주입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 1000 mL에 묽은인산 0.6 mL를 넣어 섞고

이동상 : 물 1000 mL에 묽은인산 0.6 mL를 넣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시액 또는 인산으로 pH를 3.0으로 맞춘

수산화나트륨시액 또는 인산으로 pH를 3.0으로 맞춘

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99 : 1)

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9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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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 1.2 mL/분

유 량 : 1.2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검출의 확인 : 표준액 3.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건으로 조작할 때 디클로로디아미노시클로헥산플라티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늄 피크와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분리도는 2 이상이다.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의 피크의

또 표준액 (2)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때 유연물질 Ⅲ 피크의 신호 대 잡음비는 50 이상이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신호 대 잡음비는 10 이상이다.

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측정범위 : 옥살리플라틴 유지시간의 3 배 범위

수는 각각 8000 단 이상, 0.8 ∼ 1.4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4) 총 유연물질 (생략)

(4) 총 유연물질 (생략)

4) 유연물질 Ⅳ

4) 유연물질 Ⅳ

이 약 30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

이 약 30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

올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옥

올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살리플라틴유연물질 Ⅳ {(SP-4-2)-[(1S,2S)-시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로헥산-1,2-디아민-κN,κN'][에탄디아토(2-)-κ

100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O1,κO2]플라티눔} 표준품 5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1)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

로 한다. 표준액 (1) 15.0 mL에 메탄올을 넣어 정확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옥살리플라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옥살리플

틴표준품 75 mg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

라틴유연물질Ⅳ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

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표준액 (3) 5.0 mL에

리플라틴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1.2인 옥살리플라틴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4)

유연물질Ⅳ는 0.1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로 한다. 표준액 (3) 40 mL에 표준액 (2) 1.0 mL를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5)로 한다. 표준액 (1) 4.0 mL에 표준액 (4) 5.0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mL를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6)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5) 및 표준액
(6) 2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CS : 표준액 중 옥살리플라틴 농도 (mg/mL)

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Ⅳ

CT : 검액 중 옥살리플라틴 농도 (mg/mL)

의 피크높이는 표준액 (5)에서 얻은 유연물질 Ⅳ 피크

AT :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Ⅳ의 피크

높이의 3 배 보다 크지 않다 (0.15 %).

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레스강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학분리용실리카겔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학분리용실리카겔

OC를 충전한다.

OC를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메탄올·에탄올(99.5)혼합액(7 : 3)

이동상 : 메탄올·에탄올(99.5)혼합액(7 : 3)

유 량 : 0.3 mL/분

유 량 : 0.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6)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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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와 유연물질 Ⅳ 피

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

크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또 표준액 (5) 20 μL를

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의 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Ⅳ 피크의

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신호 대 잡음비는 10 이상이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측정범위 : 옥살리플라틴 유지시간의 2 배 범위

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0.5 ∼ 1.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5) 은) (생략)

5) 은)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Ondansetron Hydrochloride Hydrate

Ondansetron Hydrochloride Hydrat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유연물질 Ⅰ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 순도시험

1) 유연물질 Ⅰ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

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

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여

Ⅰ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메틸렌-4H-카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르바졸-4-온) 표준품 4.0 mg을 정확하게 달아 이동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상에 녹여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이동상을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유연물질

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0.1 % 이하).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3인

검액으로

한다.

따로

온단세트론유연물질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유연물질 Ⅰ은 0.1 % 이하이

T

유연물질 Ⅰ의 양 (%) = 10 ×  × 
 S

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 



C : 표준액 중 유연물질 Ⅰ의 농도 (μg/mL)
W : 검체 채취량 (mg)

CS

:

표준액

중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농도

(mg/mL)

CT : 검액 중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농도 (mg/mL)
AT : 검액에서 얻은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유연물질
Ⅰ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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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표준액에서 얻은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면
적
0.13 :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에 대한 각 온단
세트론염산염수화물유연물질Ⅰ 피크의 보정인자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8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8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니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니트릴화실

릴화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80 : 20)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80 : 20)

유 량 : 1.5 mL/분

◦ 인산염완충액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에

시스템적합성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를 5.4로 조정한

시스템의 성능 : 온단세트론유연물질 Ⅰ 표준품 6 mg
및

온단세트론유연물질

Ⅱ

다.

(1,2,3,9-테트라히드로

유 량 : 1.5 mL/분

-9-메틸-4H-카르바졸-4-온) 표준품 10 mg을 이

시스템적합성

동상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이동상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Ⅰ 피크 및 유연물질 Ⅱ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

피크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약 1 및 0.8이고 이들 피

물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크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또 표준액 20 μL를 가지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이론단수는 400 이상이다.

로 조작할 때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의 이론단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는 2500 단 이상이다.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온단세트론 피크면적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

◦ 인산염완충액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에

물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를 5.4로 조정한
다.
2) 기타유연물질 (생략)
수

분 (생략)

2) 기타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lopidogrel Bisulfate

Clopidogrel Bisulfat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유연물질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순도시험

메탄올 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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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로피도그렐황산수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소염표준품,

{(+)-(S)-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o-클로로페닐)-6,7-디하이드로티에노[3,2-c]피리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딘-5(4H)-아세트산} 표준품,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Ⅱ {메틸(±)-(o-클로로페닐)4,5-디하이드로티에노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2,3-c]피리딘-6(7H)-아세테이트,염산염}

표준품

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

및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Ⅲ {메틸(-)-(R)-(o-클

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떄, 검액

로로페닐)-6,7-디하이드로티에노[3,2-c]피리딘

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에 대한 상대유지시

-5(4H)-아세테이트,황산수소염} 표준품 적당량을 정

간이 0.4인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Ⅰ은 0.2 % 이하이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1

고, 상대유지시간이 0.8인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

mL 중 각각 20 μg, 40 μg, 120 μg 및 200 μg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는 0.3 % 이하이며, 상대유지

이 되도록 한다. 이 액 5 mL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시간이 2.0인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Ⅲ은 1.0 % 이하

게 200 mL로 하여 1 mL 중 각각 0.5 μg, 1 μg,

이고,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며, 총 유

3 μg 및 5 μg이 되도록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연물질은 1.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피크는 제외한다.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Ⅰ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검액 중 유연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 



물질의 양을 구할 때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상대유지시
간 약 0.5의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Ⅰ은 0.2 % 이하
이고, 약 2.0의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Ⅲ은 1.0 % 이

CS

하이고, 약 0.8의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번째

(mg/mL)

거울상이성질체은 0.3 % 이하이며, 개개 유연물질은

CT : 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농도 (mg/mL)

0.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의 양은 1.5 % 이하이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다.

:

표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농도

AS : 표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면
적
유연물질 Ⅰ 및 유연물질 Ⅲ의 양 (%)

A
U
=  ×  ×100
T
S

rf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자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유연물질 Ⅰ : 1.06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유연물질 Ⅱ 첫 번째 이

CA : 표준액 중 각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의 농도
(mg/mL)

성질체 : 1.13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유연물질 Ⅲ : 1.02

CT : 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기타 유연물질 : 1.00

(mg/mL)
AU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각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의 피크

조작조건

면적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

유연물질 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의 양 (%)

B

U

T

S

=  ×  ×100×0.5


CB : 표준액 중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mg/mL)
AU : 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번

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카이랄-인식 단백
질인 오보뮤코이드가 결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78 : 22)
○ 인산염완충액 : 인산이수소칼륨 2.72 g을 물 500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1000 mL 한다.
유 량 : 1.0 m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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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거울상이성질체의 피크면적

시스템적합성

AS : 표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의 피크면적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

0.5 :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

질체 보정계수

염의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기타 유연물질의 양 (%)



U

=  ×  ×100
T
S

로 조작할 때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2700 단 이상, 0.8 ∼ 2.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 : 표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mg/mL)
CT : 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mg/mL)
AU : 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Ⅰ, Ⅱ 및
Ⅲ 이외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의 피크면
적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
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카이랄-인식 단백
질인 오보뮤코이드가 결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유 량 : 1.0 mL/분
이동상, 시스템적합성용액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
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클로피
도그렐유연물질Ⅱ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 클로피도그
렐유연물질Ⅱ 두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의 상대유지시간
은 각각 약 0.8, 약 1.2 이고 클로피도그렐 피크 및 클
로피도그렐유연물질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 피크
의 분리도는 2.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개개의 피크면적의 상대
표준편차는 15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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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성

행

개 정 안

페니토인나트륨

페니토인나트륨

Phenytoin Sodium

Phenytoin Sodium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3) 유연물질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3)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벤조페논 약 50 μg, 페니토인표준품 약 0.1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mg, 페니토인유연물질 Ⅰ {디페닐글리신} 표준품 약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0.9 mg 및 페니토인유연물질 Ⅱ {디페닐히단토산}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

표준품 약 0.9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페니토인나

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트륨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5인 페니토인유연물질

따라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페니토인유연물질 Ⅰ

Ⅰ은 0.9 % 이하이고, 상대유지시간이 0.7인 페니토

과 페니토인유연물질 Ⅱ 의 양은 각각 0.9 % 이하,

인유연물질Ⅱ는 0.9 % 이하이며, 상대유지시간이 3.0

벤조페논은 0.1 % 이하이다.

인 벤조페논은 0.1 % 이하이고, 벤조페논을 제외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0.9 % 이하이다. 다만, 0.05 %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100 ×  × 

CS : 표준액 중 각 유연물질의 농도 (μg/mL)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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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 표준액 중 페니토인나트륨 농도 (μg/mL)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CT : 검액 중 페니토인나트륨 농도 (μg/mL)

또한 이외의 개개 유연물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AS : 표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할 때 벤조페논을 제외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0.9 % 이

AT : 검액에서 얻은 페니토인나트륨 피크면적

하이다.

rf : 페니토인나트륨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자

i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100×  ×  × 
  S

페니토인 유연물질 Ⅰ : 1.24
페니토인 유연물질 Ⅱ : 1.55
벤조페논 : 1.23

274.25 : 페니토인나트륨 분자량

기타 유연물질 : 1.00

252.27 : 페니토인 분자량
C : 표준액 중의 페니토인의 농도 (μg/mL)
D : 검액 중의 페니토인나트륨 농도 (μg/mL)
Ai :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페니토인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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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레스강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상온

칼럼온도 : 상온

이동상 :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한 0.05 mol/L 인

이동상 :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한 0.05 mol/L 인

산이수소암모늄완충액·아세토니트릴·메탄올혼합액

산이수소암모늄완충액·아세토니트릴·메탄올혼합액

(45 : 35 : 20)

(45 : 35 : 20)

유 량 : 약 1.5 mL/분

유 량 : 약 1.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벤조인 약 75 mg을 메탄올 10 mL에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녹이고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한 0.05 mol/L 인산

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

이수소암모늄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45 : 35)을

조건으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나트륨의 피크의 S/N비가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따로 페니토인표준품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10.0 mg을 이동상 100 mL에 녹인 액을 넣어 10 mL

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나트륨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

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시스템적합성용액

계수는 각각 13500 단 이상, 0.8 ∼ 2.0 이다.

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과 벤조인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1.0 및 1.3 이고 그 분리도는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페니토인나트륨 피크면적

1.5 이상이고, 페니토인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수는 각각 94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
하이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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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2부 신설(안)
대한민국약전에 현재 수재된 첨가제는 162품목으로 외국 약전의 첨가제 관련 기준 규정에 비해 적은
품목만이 수재되어 있다. 이에 제약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첨가제 규격기준을
확립하고자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에 디메틸설폭시드 등 19개 첨가제의 신규수재(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굴 절 률  
D

디메틸설폭시드

비

Dimethyl sulfoxide

1.4755 ∼ 1.4775

중

1.095 ∼ 1.101

순도시험

1) 산

이 약 50 g을 물 100 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넣고 0.01 mol/L 수산화나트륨
액으로 분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
은 5.0 mL 이하이다.
2) 불휘발성잔류물

이 약 100.0 g을 미리 무게를

정밀히 단 접시에 넣고 통풍이 잘되는 후드 안에서
C H OS : 78.13

열판위에 올려놓고 끓지 않도록 조심하여 증발 건고

Methyl sulfoxide [67-68-5]

한다. 잔류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01 % 이하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디메틸설
폭시드 (C H OS) 99.9 % 이상을 함유한다.

이다.
3) 유연물질

성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모든 피

상

이 약은 맑고 투명하고 냄새가 없으며 흡습

이 약 1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성이다.

크의 면적 A 과 디메틸설폭시드를 제외한 총 유연물

이 약은 물에 녹고 아세톤, 에탄올 , 벤젠, 클로로포

질의 피크면적 A 를 구한다. 다음 식에 따라 총 유

름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0.1 % 이하이다.

융점 : 약 18.4 ℃ (분해)
확인시험

1) 이 약 및 디메틸설폭시드표준품을 적외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총 유연물질의 양(%) =  × 100



2) 이 약 1.5 mL를 얼음으로 냉각시킨 시험관에 있
는 요오드화수소산 2.5 mL에 조심하여 충적한다. 이

조작조건

혼합액을 빨리 여과하여 침전물을 모아 진공에서 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조하면 진한 자주색의 결정성 고체가 생성된다. 이것

칼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15 m 인 칼럼

을 클로르포름에 녹이면 빨간색을 나타낸다.

의 내면에 디메틸폴리실록산 오일로 3 μm 두께로

흡 광 도

이 약을 20 ℃이하의 수욕에 보관하고 30분

피복한다.

간 건조 질소를 통한다 (얼리지 않는다). 물을 대조

칼럼온도 : 처음 15분간 100 ℃로 유지하고 그 다음

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층

7분간 매분 10 ℃의 상승속도로 170 ℃까지 상승시

장 1 cm로 파장 270 ∼ 350 nm에서 흡수스펙트럼

킨 다음 이 온도로 20분간 유지한다.

을 측정할 때 그 스펙트럼은 흡수극대가 없다. 또

운반기체 : 헬륨

275 nm, 285 nm 및 295 nm에서 흡광도를 A ,

유량 : 1.7 mL/분

A

검체주입부온도 : 210 ℃

및 A 로 할 때 A 는 0.20 이하이며 A /A

및 A /A

는 각각 0.65 및 0.45 이하이다.

검출기온도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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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히드록시아니솔

분할 비 : 약 1 : 33 (분할 비는 조절가능하다)
시스템적합성

Butylated Hydroxyanisole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1 mL 중 디메틸설폰 0.5
mg, 디벤질 0.1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디메틸
설폰과 디벤질의 분리도는 5.0 이상이고 디메틸설폭
시드 피크의 이론단수는 1000 이상이다.
수

분

0.1 % 이하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주변의

수분의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습도조건에서
검체를 칭량하고 조작한다.)
정 량 법

불휘발성잔류물 및 유연물질에서 산출한 결

과 값과 100.0 %의 차를 이 약의 함량으로 구할 때
99.9 % 이상이다 (수분 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Butylhydroxyanisole

C H O : 180.25

2-tert-Butyl-4-methoxyphenol [25013-16-5]
이 약은 정량할 때 부틸레이트드히드록시아니솔
(C H O : 180.25) 98.5 %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미황색의 왁스 같은 고체이

며, 특이한 냄새가 난다. 이 약은 에탄올, 프로필렌글

디아세틸모노글리세리드
Diacetylated Monoglycerides

리콜, 글로로포름, 에테르에 잘 녹으며 물에 거의 녹
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0.1 mg/mL 용액 5 mL를 취하여

72 % 에탄올에 넣고 20 mg/mL 붕산염 액 2 mL를
이 약은 식용 지방산과 아세트산의 에스테르화 반응

첨가한

후

2,6-디클로로퀴논클로르이미드용액

1

을 통한 글리세린으로서 분자량에 따라서 촉매 하에서

mL를 무수에탄올에 넣고 혼합할 때 파란색 나타낸

식용 기름과 트리아세틴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하여
제조되거나 식용 모노글리세라이드에 촉매 없이 직접

다.
2) 이 약을 정량할 때 검액의 3-테트라부틸-4-히

아세트산무수물을 이용해 아세틸레이션을 하여 제조될

드록시아니솔,

수 있다.
성
상 이 약은 투명한 액체이다.

주 피크는 표준용액과 동일한 유지시간을 갖는다.

이 약은 80 %(w/w) 수성 알코올, 식물성 유지, 광
유에 썩 잘 녹으며 70 % 알코올에 조금 녹는다.
확인시험

이 약 (건조하지 않은 것) 및 디아세틸모노

글리세리드표준품을 적외부흡광스펙트럼측정법에 따
라 시험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산

가 3 이하

수산기가 15 이하
비누화가 365 ∼ 395

강열잔분 0.01 % 이하 (10 g)
정 량 법

이 약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100

μg/mL의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3-테트라부
틸-4-히드록시아니솔,

2-테트라부틸-4-히드록시

아니솔표준품을 이동상에 녹여 각각 90 μg/mL, 10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각의 이성질체 피크
면적을 측정하여 A 및 A 를 구한다.

강열잔분 0.1 % 이하 (1.0 g)
저 장 법 차광된 밀폐용기.

2-테트라부틸-4-히드록시아니솔의

함량(%) = ( A /A ) x ( C /C ) x 100
A : 검액의 이성질체 피크 면적
A

: 표준액의 이성질체 피크 면적

C

: 표준액의 농도(μg/mL)

C

: 검액의 농도(μg/mL)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90 nm)
칼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7.5 cm인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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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스강관에 3.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올로 0.1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칼럼온도 : 30 ℃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0.25 mm 박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5 % 아세트산혼합액(45 :

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55 )

점적하고 건조한 다음 염화메틸렌용액을 전개용매로

유속 : 1.2 mL/min

하여 약 3/4 전개한다.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건조시

시스템 적합성

킨다.

시스템 성능 : 표준용액 피크의 유지 시간은 2-테트
라부틸-4-히드록시아니솔과

3-테트라부틸-4-히

드록시아니솔은 각각 4.2분, 4.6분이다.

105

mg/mL

염화철용액(II)·20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메탄올용액·물혼합액

(1 : 2 : 7)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
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반점보다 크거

시스템 재현성 : 2-테트라부틸-4-히드록시아니솔과
3-테트라부틸-4-히드록시아니솔의

mg/mL

여기에

분리도는

1.5

나 진하지 않다 (0.5 % 이하).
강열잔분

이 약 50 g을 달아 질량을 단 도가니에 넣

이상이며, 피크의 테일링 계수는 1.5 이상이다. 2-

고 완전히 탈 때까지 강열한 후 식힌다. 황산 1 mL

테트라부틸-4-히드록시아니솔과

로 남은 재를 적시고 15분간 800 ± 25 ℃에서 강

3-테트라부틸

-4-히드록시아니솔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열하고 항량했을 때 0.002 % 미만이다.

각각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밀폐용기
저 장 법 밀폐용기

수크랄로스
부틸히드록시톨루엔

Sucralose

Butylated Hydroxytoluene

C H Cl O : 397.63
C H O : 220.35
2,6-bis(1,1-dimethylethyl)-4-methyl-Phenol; 2,
6-Di-tert-butyl-p-cresol [128-37-0]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형 고체이며 특이한 냄

새가 난다.
이 약은 에탄올(95), 클로로포름, 에테르에 잘 녹으
며, 물, 프로필렌글리콜에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이 약 (건조하지 않은 것) 및 부틸레이티드

히드록시톨루엔 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
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같은 파수
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유연물질

이

약을

메탄올에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수크랄로
스 (C H C O : 397.63) 98.0 ∼ 102.0 %를 함유
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또는 거의 흰색의 결정성 가루

이다.
이 약은 물, 메탄올, 알코올에 잘 녹으며 에틸아세테
이트에 녹기 어렵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수크랄로스표준품을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응 고 점 69.2 ℃ 이상
순도시험

1,6-Dichloro-1,6-dideoxy-β-D-fructofuranosyl
-4-chloro-4-deoxy-α-D-galactopyranoside [5
6038-13-2]

녹여

20

mg/mL의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을 메탄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
준액에서 얻은 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3) 순도시험 4)의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의 R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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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 (1)에서 얻은 주반점의 R 값과 같다.
비선광도

액 (2)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2) 5

이 약 일정량을 녹여 10 mg/mL의 농도로

μL씩을 옥타데실실란 처리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한 액의 비선광도는 20 ℃에서 +84.0 ∼ +87.5°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두께 0.20 mm)에 점

이다.

적한다.

순도시험

1) 메탄올

다음에

희석시킨

염화나트륨용액(1

→

이 약 일정량을 내부표준액에

20)·아세토니트릴혼합액(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녹여 0.2 g/mL의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전개한 다음 메탄올로 희석시킨 황산(3 → 20)을 뿌

메탄올을 내부표준액에 넣어 0.2 μL/mL의 농도로

리고 125 ℃에서 10 분간 가열한다. 검액에서 얻은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주반점의 R 값은 표준액 (1)에서 얻은 주반점의 R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값과 같으며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단일 반점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

의 색은 표준액 (2)에서 얻은 주반점보다 진하지 않

정하여 전체 수크랄로스 중에 메탄올의 양을 구할 때

다 (0.5 %).

0.1 % 이하이다.

3) 가수분해물

이 약 일정량을 메탄올에 녹여 250

mg/mL의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만니톨









메탄올의 양 (%) =  ×  ×  ×  × 



일정량을 녹여 100 m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또한 과당 및 만니톨을 일정량을 녹여
과당 0.4 mg/mL 및 만니톨 100 mg/mL의 농도로

Q

: 검액에서 얻은 1-프로판올과 메탄올의 피크면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적 비율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Q : 표준액에서 얻은 1-프로판올과 메탄올의 피크

표준액 (2) 5 μL를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면적 비율

을 써서 만든 박층판(두께 0.25 mm)에 1 μL씩 나

C : 표준액 중 메탄올의 농도 (μL/mL)

누어 점적하며 점적 간에 박층판을 말린다. 여기에

C : 검액 중 수크랄로스의 농도 (g/mL)

분무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0 ± 2 ℃에서 15

F : 환산계수, 10-3 mL/μL

분간 가열한다. 만약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이

F : 메탄올의 밀도, 0.79 g/cm

3

진하다면 이 조작을 반복하고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한
다. 가열 후 즉시 어두운 배경에서 박층판을 관찰할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은 표준액 (2)에서 얻은

◦ 내부표준액

1-프로판올 일정량을 피리딘에 넣어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0.1 %).

0.1 μL/mL의 농도로 한 액

◦ 분무시액

조작조건

올에 녹여 p-아니시딘 12.3 mg/mL 및 프탈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16.6 mg/mL의 농도로 만든다. 이 액은 변색을 방지

칼

하기 위해 차광하여 냉장 보관하고 색이 변하면 버린

럼 : 안지름 4 mm, 길이 2 m인 유리관에 실란

처리한 80 ∼ 10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스티

p-아니시딘 및 프탈산 일정량을 메탄

다.

렌디비닐벤젠공중합체(평균공경 0.0091 μm, 250

수

∼ 350 m2/g)를 충전한다.

강열잔분 0.7 % 이하(1 ∼ 2g)

칼럼온도 : 150 ℃

정 량 법

분 2.0 % 이하
이 약 일정량을 이동상에 녹여 1 mg/mL의

검체도입부온도 : 200 ℃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수크랄로스표준품

검출기온도 : 250 ℃

일정량을 이동상에 녹여 1 mg/mL의 농도로 하여 표

운반기체 : 헬륨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유 량 : 20 mL/분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시스템적합성

여 각 액의 수크랄로스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한다.

조건으로 시험할 때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2) 유연물질

이 약 일정량을 메탄올에 녹여 100.0

mg/mL의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수크랄
로스 표준품 일정량을 메탄올에 녹여 10.0 mg/mL
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또한 표준액
(1) 0.5 mL에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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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액의 피크면적

순도시험

1) 플루오르화물

이 약 3 g을 50 mL 용

A : 표준액의 피크면적

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이고 완충액 15.0

C : 표준액 중 수크랄로스표준품의 농도 (mg/mL)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C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검액으로 한다. 이 액을 25 mL 비커에 옮기고 플루
오르화이온선택전극 및 은-염화은 참조전극을 이용

조작조건

하여 전위를 측정하고 검량선으로부터 플루오르화물

검출기 : 시차굴절계

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 ppm 이하이어야 한다.

칼

럼 : 안지름 8 mm, 길이 10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플루오르화물의 양 (ppm) =  ×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17 : 3)
유

량 : 수크랄로스의 유지시간이 약 9분이 되도록

V : 검액의 양 (mL)
C : 검량선으로부터 얻은 검액 중 플루오르화물의

조정한다 (1.5 mL/분).

농도 (μg/mL)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W : 검액 제조에 사용한 이 약의 채취량 (g)

조건으로 시험할 때 수크랄로스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검량선의 작성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미리 300 ℃에서 12시간 동안 건조

한 플루오르화나트륨 0.442 g을 달아 1 L 용량플라
저 장 법

밀폐용기에 넣어 차갑고 건조한 21 ℃ 이하

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 L로 하여 플라스
틱제밀폐용기에 보관한다. 사용하기 직전에 이 액 5

인 곳에 보존한다.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
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는 플루오르화 이온 10 μg을 함유한다). 이 액

아세설팜칼륨
Acesulfame Potassium

0.5, 1.0, 1.5 및 3.0 mL씩을 각각 취하여 완충액
15.0 mL씩을 넣어 섞고 각각 물을 넣어 50 mL로
한 액을 각 표준액으로 한다. 각 표준액을 25 mL
비커에 옮기고 플루오르화이온선택전극 및 은-염화
은 참조전극으로 전위를 측정하여 플루오르화물 농도
에 대한 검량선을 작성한다.
◦ 완충액

시트르산일수화물 210 g을 물 400 mL

에 녹이고 강암모니아로 pH를 7.0으로 조정하고 물
을 넣어 1000 mL로 하여 용액 A로 한다. 인산수소
C H NO SK : 201.24
3,4-Dihydro-6-methyl-1,2,3-oxathiazine-4-one
-2,2-dioxide potassium salt [55589-62-3]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아세설팜
칼륨 (C H NO SK : 201.24) 99.0 ∼ 101.0 %를 함
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 또는 무색의 결

용액 B로 한다. 에데트산 292 g을 물 50 mL에 현
탁시키고 수산화암모늄 200 mL를 넣는다. 이 액을
수산화암모늄으로 pH를 6 ∼ 7로 조정하고 물을 넣
어 1000 mL로 하여 용액 C로 한다. 용액 A, 용액
B 및 용액 C를 같은 양을 섞고 수산화암모늄으로
pH를 7.5로 조정한다.
2) 유연물질

정이다.
이 약은 물에 녹으며 아세톤, 에탄올 에 매우 녹기

이 약 일정량을 녹여 10 mg/mL의 농

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설팜칼륨표준품
일정량을 녹여 0.2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

어렵다.
확인시험

이암모늄 일정량을 녹여 132 mg/mL의 농도로 하여

1) 이 약 및 아세설팜칼륨표준품을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일정량을 녹여 100 mg/mL의 농도로 한
액은 칼륨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을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아세설팜
칼륨 피크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아세
설팜칼륨 피크 면적보다 크지 않다(0.002 %).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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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7 nm)

(C H O ) 98.0 ∼ 101.0 %를 함유한다.

칼

성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의 결정으로 바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닐린과 유사한 냄새 및 맛이 있다.

데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약은 빛에 민감하다.

이동상 : 3.3 mg/mL 황산수소테트라부틸암모늄용

이 약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 (3 : 2)

이 약은 알코올, 클로로포름, 에테르 또는 알칼리성

유 량 : 1 mL/분

용액에 잘 녹고, 50 ℃ 물에 조금 녹는다.
확인시험

시스템적합성

1) 이 약 및 에틸바닐린표준품의 메탄올용

시스템의 성능 : 아세설팜칼륨표준품 및 에틸파라벤

액 (1 → 125)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일정량을 녹여 각각 2 μg/mL농도로 하여 시스템적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설팜칼륨과 에틸파라벤의 분리

2) 이 약 및 에틸바닐린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

도는 2 이상이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측정범위 : 아세설팜칼륨 유지시간의 3 배 이상 범
위

융

3) 산 또는 알칼리

건조감량 1.0 % 이하 (오산화인, 4 시간)

이 약 4.0 g을 이산화탄소가 함

점 76 ∼ 78 ℃

유되어 있지 않은 물 20 mL에 녹인 액에 브로모티

강열잔분 0.1 % 이하

몰블루시액 0.1 mL를 넣는다. 만약 이 액이 노란색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300 mg을 정밀하게

을 나타내면 파란색이 나타낼 때 까지 0.01 mol/L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50 mL에 녹인 다음 티몰블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이 때 0.01 mol/L 수

루시액을 넣고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액으로 적

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은 0.2 mL 이하이다. 만약 이

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액이 파란색을 나타내면 노란색이 나타낼 때 까지

하여 보정한다.

0.01 mol/L 염산으로 적정한다. 이 때 0.01 mol/L
염산의 소비량은 0.2 mL 이하이다.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액 1 mL

건조감량 1.0 % 이하 (1.0 g, 105 ℃, 3 시간)
정 량 법

= 166.2 mg C H O

이 약 150 mg을 아세트산(100) 50 mL에

녹인 다음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
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 과염소산 1 mL = 20.12 mg C H NO SK

규소화미결정셀룰로오스
Silicified Microcrystalline Cellulose

저 장 법 차광된 밀폐용기

이 약은 미결정셀룰로오스 및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미결정셀룰로오스는 섬유성식물

에틸바닐린

의 펄프에서 얻은 α-셀룰로오스를 산으로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정제한 것이다.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는 규소

Ethyl Vanillin

화합물의 기체상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된 초현미경적 건
식 실리카이다. 강열잔분 결과는 콜로이드성 이산화규
소의 함량 (%)을 나타내며 잔류물은 미결정셀룰로오스
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거의 흰색의 매우 미세화

되었거나 적당히 미세화된 가루이다.
C H O : 166.17
3-Ethoxy-4-hydroxybenzaldehyde [121-32-4]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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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에틸바닐린

이 약은 물에서 속방성을 띄는 정제로 압축할 수 있
는 유동성이 있다.
이 약은 수산화나트륨용액(1 → 20)에 녹기 어렵고,
물, 아세톤, 에탄올, 톨루엔 및 희석된 산 용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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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넣는다. 유출액을 후드 안에서 공기를 통하면서

거의 녹지 않는다.
1) 이 약 및 규소화미결정셀룰로오스표준품

미리 건조한 질량을 알고 있는 증발접시 중에서 증발

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

건고한다. 모든 에테르를 증발시킨 후 잔류물을 150

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에서 30 분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다음

를 나타낸다.

그 질량을 달 때 5.0 mg 이하이다 (0.05 % 이하).

확인시험

2) 염화아연 20 g 및 요오드화칼륨 6.5 g을 물
10.5 mL에 녹인 다음 요오드 0.5 g을 넣어 15 분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전 도 율

이 약 5 g을 물 40 mL에 넣고 20 분간 흔

간 흔든다. 이 액 2 mL 중에 이 약 10 mg을 시계

들어 섞고 원심분리한 다음 pH 시험에서 사용하는

접시 위에서 분산할 때 청자색을 나타낸다.

상층액은 그대로 둔다. 전도율 100 μS/cm인 염화

3) 강열잔분 시험에서 얻은 잔류물 5 mg을 백금 도

칼륨 표준액으로 표준화한 적절한 전도율계를 이용하

가니에 옮긴 다음 무수탄산칼슘 200 mg을 넣어 섞

여 상층액의 전도율을 측정한 다음 검액의 조제에 사

고 약 10분간 버너 위 적열에서 강열한 후 식힌다.

용한 물의 전도율을 측정한다. 이때 상층액의 전도율

융해물을 새로 증류한 물 2 mL에 녹이고 필요하면

은 물의 전도율(75 μS/cm)보다 크지 않다.

가온한다. 이 용액에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2 mL를

건조감량 7.0 % 이하 (1 ∼ 2 g, 105 ℃, 3시간)

천천히 넣으면 진한 노란색을 나타낸다.

강열잔분

4) 이 약을 850 μm 체를 통과시킨 다음 적절한 크

30분)

기의 혼합기에 넣어 분산시키고 최소 20분간 회전시

부피밀도

1.8 ∼ 2.2 % (1 ∼ 2 g, 600 ± 50 ℃,
10호 체가 달린 용적측정기를 이용한다. 안

켜 섞은 다음 이를 검체로 한다. 저울에 60 호, 80

지름 30.0 ± 2.0 mm, 안용적 25.0 ± 0.05 mL인

호, 120 호, 200 호, 325 호 및 400 호 체를 겹쳐

놋쇠 또는 스테인레스강제인 검체용기의 질량을 미리

올리면서 체의 질량을 0.1 g 단위까지 측정한다. 검

정밀하게 달고 용적측정기의 활강장치 아래에 놓는

체 200.0 g을 정밀하게 달아 겹쳐놓은 체의 상단에

다. 용적측정기의 깔때기 위 테두리로부터 5.1 cm

놓고 적절한 기계적진탕기에서 체를 20분간 흔든다.

높이에서 이 약을 체의 눈이 막히지 않도록 체에 천

겹쳐놓은 체를 분리하고 검체가 남아있는 각 체의 질

천히 넣고 체로 친 검체가 검체용기에서 넘쳐 나올

량을 측정한 다음 전후 질량 차이로 남아있는 검체의

때까지 흘려 넣는다. 검체가 넘치면 채워진 검체용기

양을 계산한다. 강열잔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검체용기 중 검체의 질량

체에 남아있는 검체를 분석하고 다음 식으로 그 양을

을 검체용기의 용적을 나누어 부피밀도를 계산할 때

구할 때 그 값은 0.02 이하이다. 다만 0.5 g보다 적

그 값은 표시범위 이내이다.

은 양의 검체가 남아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합 도

이 약 1.3 g을 0.1 mg 단위까지 측정하여

125 mL 삼각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여기에 물 25.0
   


 


각 체에 남아있는 검체의 변화량 =



mL를 넣고 1.0 mol/L 수산화구리에틸렌디아민용액
25.0 mL를 넣는다. 곧 질소를 통하여 밀전한 다음
진탕기를 써서 흔들어 섞으면서 완전히 녹인다. 이

P : 각 체에 남아있는 검체에서 얻은 강열잔분 (%)

액 적당량을 가지고 점도측정법 모세관점도계법에 따

(i = 1 ∼ 6)

라 25 ± 0.1 ℃에서 5분 이상 시험한다.

P
pH

이때 이

: 강열잔분 시험에서 얻은 값의 평균 (%)

액이 두 개의 지점사이를 흘러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

전도율 시험에서 얻은 위의 맑은 액의 pH는 5.0

간을 측정하여 운동점도 v 를 구한다.

∼ 7.5이다.
순도시험

1) 물가용물

   × 

이 약 5.0 g에 물 80 mL를

넣고 1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지를 써서 흡인
여과 한다. 여액을 미리 질량을 단 비커에 옮긴 다음

 : 점도계의 두 지점 사이를 흘러내리는 데 소요되

비커에서 눋지 않도록 증발 건고한 다음 105 ℃에서

는 시간

1 시간 동안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다음 질

 : 점도계 정수

량을 달 때 잔류물은 12.5 mg 이하이다 (0.25 %
이하).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따로

2) 에테르가용물

지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동점도 v 를 구한다.

이 약 10.0 g을 안지름 약 20

0.5 mol/L 수산화구리에틸렌디아민용액을 가

mm인 크로마토그래프관에 넣고 과산화물을 함유하
지 않은 에테르 50 mL를 이 크로마토그래프관에 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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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무수물의 경우 에톡시(-OC H )로서 44.0 ∼
 : 0.5 mol/L 수산화구리에틸렌디아민용액이 흘러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

51.0 %를 함유하고 있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옅은 황갈색의 유동성 가루
이다.

 : 점도계 정수

이 약의 굴절률은 약 1.47이다.

다음 식에 의하여 이 약의 상대점도를 구한다.

이 약의 수성현탁액은 중성이다.
에톡시기를 46.5 % 이하로 함유하는 에틸셀룰로오


상대점도 = 


스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메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
름, 방향족 탄화수소에 잘 녹는다.
에톡시기를 46.5 % 초과 함유한 에틸셀룰로오스는
에탄올, 메탄올, 톨루엔,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다음 식에 의하여 이 약의 중합도를 계산할 때 그 값

에 잘 녹고, 물,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에 거의 녹

은 350 이하이다.

중합도 =

 × 
 ×     ×    

[η] : 참고 표에 따라 상대점도에서 고유점도와 농
도를 곱하여 얻은 값

W : 이 약의 채취량 (g)
ROI : 강열잔분 시험에서 얻은 값(%)
LOD : 건조감량 시험에서 얻은 값(%)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기성

미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다.
입도시험

라벨에 명시된 입자크기분포는 적절한 검증

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저 장 법 기밀용기에 넣어 보존한다.
표시기재사항

이 약의 건조감량, 부피밀도, 중합도를

표시한다. 표시한 이 약의 입도크기분포와 함께 입도
시험방법도 표시한다. 체분석법 이외의 방법으로 입
도크기분포를 측정하였다면 측정한 방법을 표시한다.
또 d , d , d

값과 이들의 범위를 표시한다.

지 않는다.
확인시험

이 약은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측정

할 때 같은 파수에서 표준품과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점

도

이 약의 건조 상태 5 g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96)·톨루엔혼합액 ( 1 : 4) 95 g에
넣어 흔들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약의 점도는 점
도측정법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기된 점도가 6
mPa·s보다 큰 경우 25 ℃에서 80 ∼ 120 %, 표
기된 점도가 6 mPa·s보다 작은 경우 75 ∼ 140
%이다.
순도시험 1) 염화물
비교액 : 8.24 μg/mL 염화나트륨
검액 : 이 약 250 mg을 달아 물 50 mL에 분산시켜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흔들어 식힌 뒤 여과하고 처음
여액 10 mL는 버린다. 차광 하여 5분간 방치한 뒤
검액의

백탁이

비교액의

백탁보다

진하지

않다

(0.1%).
2) 산 혹은 알칼리
용액 A : 에탄올 80 mL에 페놀프탈레인 100 mg을
녹여 물을 가해 100 mL로 한다.
용액 B : 메틸 레드 50 mg을 0.1 mol/L 수산화나
트륨 1.86 mL와 에탄올 50 mL로 희석하고 물을 넣

에틸셀룰로오스
Ethylcellulose

어 100 mL로 한다.
용액 C : 0.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용액 D : 0.01 mol/L 염산
검액 : 이 약 0.5 g에 이산화탄소 유리수 25 mL를
가하여 15분간 흔들어 섞는다. 필터의 입자 크기가
최대 16∼40 μm인 유리 필터에 여과한다.
조작조건 : 검액 10 mL에 용액 A 0.1 mL와 용액
C 0.1 mL, 염산 0.5 mL를 가한다. 용액 C는 분홍
색을 나타내고, 용액 D는 붉은색을 나타낼 때 적합
하다.
3) 아세트알데히드

Cellulose ethyl ether [9004-57-3]
이 약은 부분적으로 O-에틸화된 셀룰로오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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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A : 0.5 mg/mL 메틸벤조티아졸론히드라존염
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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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B : 10 mg/mL 염화제이철 및 16 mg/mL 아
미노황산

U ×  

에톡시 양(%)=  ×

S ×   ×   

비교저장액 : 10 mg/mL 아세트알데이드용액 (용시
조제)

R : 검액에서 톨루엔 피크면적에 대한 요오드화에틸

비교액 : 3 μg/mL 아세트알데이트 수용액 (용시조

의 피크면적 비

제)

m : 표준액을 사용하였을 때 요오드화에틸의 무게

검액 : 이 약 3.0 g을 달아 물 10 mL에 분산시켜 1

(mg)

시간 동안 혼합하고 24시간 동안 방치한 뒤 여과한

R : 표준액에서 톨루엔 피크면적에 대한 요오드화에

다.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여과액을 넣고 물로 표

틸의 피크면적 비

선한다.

m : 검액을 사용하였을 때 이 약의 무게 (mg)

조작조건 : 검액과 비교액 각 5.0 mL를 25 mL 용

d : 백분율로서 건조감량

량플라스크에 넣고 용액 A 5 mL를 넣고 수욕상 60
℃에서 5분간 가열하고, 용액 B 2 mL를 가한 뒤 수

조작조건

욕상 60 ℃에서 5분간 가열한다. 식힌 뒤 물로 표선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한다. 검액은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칼럼 : 안지름 약 2 mm, 길이 약 5 m인 관에 기체

건조감량 3.0 % 이하 (1.0 g, 105℃, 2시간)

크로마토그래프용 3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150 ∼

강열잔분 0.5 % 이하 (1.0 g)

18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규조토에 1 ∼ 3

정 량 법

이 약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정량

한다. 요오드화수소산과 그 반응 부산물은

독성이

%의 비율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온도 : 칼럼 80 ℃

매우 크므로 모든 검액의 제조 과정은 후드에서 진행

주입구 온도 : 200 ℃

한다.

검출기 온도 : 200 ℃

내부표준물질용액 : 톨루엔 120 μL에 o-자일렌을

운반기체 : 질소

가하여 10 mL로 한다.

유속 : 15 mL/min

표준액 : 아디프산 100 mg을 달아 내부표준물질 용
액 4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4

시료주입량 : 1 μL

mL과 함께 적당한

시스템적합성 : 표준액을 사용하였을 때 요오드화에

10 mL 기벽이 두꺼운 바이알에 넣고 압력을 가해

틸, 톨루엔 및 o-자일렌에 대한 상대적인 유지시간

격막으로 밀봉한다. 밀봉한 바이알의 무게를 달고,

이 각각 0.6, 1.0 및 2.3이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밀봉한 용기의 격막을 통과한 뒤
요오드화에틸 50 μL를 주입하고 바이알의 무게를
다시 단다.

저 장 법 밀폐용기

무게 차이에 의해 요오드화에틸의 질량

을 계산한다. 잘 흔들어 섞고, 층을 분리하여 상층액
을 표준액으로 한다.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검액 : 이 약 50 mg과 아디프산 50 mg을 달아 내

Colloidal Silicon Dioxide

부표준물질 용액 2 mL와 함께 5 mL 기벽이 두꺼운
바이알에 넣고 압력을 가해 격막으로 밀봉한다. 주의
해서 요오드화수소산 2 mL을 가하고, 즉시 바이알을
단단히 밀봉하여 칭량한다. 바이알을 30초 동안 흔
들고, 125 ℃에서 10분간 가열한다. 2분간 식힌 뒤
30초 동안 흔들고, 125 ℃에서 10분간 가열한다. 2
분간 식힌 뒤 혼합과 가열을 반복한다. 45분간 바이
알을 식히고 다시 칭량한다. 감량이 10 mg보다 크면
혼합물을 버리고 다시 조제하여 상층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라 시험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SiO : 60.08
silica [7631-86-9]
이 약은 규소화합물의 증기상 가수분해법에 의해 제
조된 미세한 실리카이다.
이 약을 강열한 것은 정량할 때 이산화규소(SiO2)
99.0 ∼ 100.5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가벼운 미세한 가루이다.
이 약은 열탕의 알칼리성 용액에 녹으며, 물 및 불산
을 제외한 강산에 거의 녹지 않는다.
입자도 : 약 15 nm
확인시험

1) 이 약 5 mg을 달아 백금도가니에 넣고

무수탄산칼륨 200 mg을 가하고 10 분간 분젠버너
로 도가니를 가열한다. 냉각 후 필요 시 가온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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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 mL에 녹이고 천천히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성

상

이 약은 흰색 ∼ 황갈색의 가루로 냄새나

2 mL를 넣을 때 액은 진한 노란색을 나타낸다.

맛은 없다.

2) 확인시험 1)의 액 1 방울을 여과지에 떨어뜨리고

이 약은 흡습성이다.

용액을 증발시킨 후 o-톨리딘포화아세트산시액 1

뜨거운 물과 찬 물에서 콜로이드 용액을 생성하며 녹

방울을 떨어뜨린다. 이 여과지를 수산화암모늄 위에

고, 에탄올과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거의 녹지 않는
다.

놓을 때 녹색 ∼ 파란색의 반점을 나타낸다.
pH 이 약(1 → 25)의 pH는 3.5 ∼ 5.5이다.
순도시험

비소

확인시험

60 ℃로 가온했을 때 콜로이드 용액을 형성하여 맑

이 약 2.5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은 용액이 된다.

조작하여 시험한다 (3 ppm 이하).
건조감량 2.5 % 이하 (105 ℃, 2시간)
강열잔분
정 량 법

2) 확인시험 1)의 용액 1 mL를 유리판에 놓고 증발
시키면 점착성 박막이 된다.

2.0 % 이하 (건조감량 시험 후 검체,

1,000 ± 25 ℃, 항량)

3) 이 약의 수용액(1 → 2000) 1 mL에 50 mg/mL
페놀 1 mL 용액을 넣고 황산 5 mL를 넣어 섞고 식

이 약 약 500 mg을 정밀하게 달아 백금도

힌 용액의 색은 주황색을 나타낸다.

가니에 넣어 1,000 ± 25 ℃로 2 시간 동안 강열하
고 데시케이터에서 냉각한 다음 무게를 달아 a (g)
로 한다. 황산 3 방울을 넣고 검체를 충분히 적실 때

1) 이 약의 수용액(1 → 100)을 교반하여

점

도

이 약의 점도는 라벨에 표기된 점도 또는 라

벨에 표기된 점도 범위의 50 ∼ 150 %이다.

까지 에탄올을 넣는다. 불산 15 mL를 넣고 95 ∼

pH 이 약 10 mg/mL 농도의 pH는 6.0 ∼ 8.5 이다.

105 ℃에서 증발 건고한 다음 분젠버너로 도가니를

순도시험

가열한다. 잔류물을 1,000 ± 25 ℃에서 30분간 강

건조감량 10.0 % 이하 (1 g, 105 ℃, 3시간)

열하고 데시케이터에서 냉각한 다음 질량을 달아 b

강열잔분 5.0 % 이하 (1 g, 600 ± 50 ℃, 30분)

중금속 10 ppm 이하

(g)로 한다. 잔류물이 있을 경우 불산 15 mL를 넣
는 단계부터 반복한다.

저 장 법 밀폐용기.

이산화규소 (SiO2)의 양 (g) = a - b

무수인산이수소나트륨
저 장 법 밀폐용기.

Anhydrous Sodium Dihydrogen Phosphate
NaH PO : 120.0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Hydroxyethyl Cellulose

[7558-80-7]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무수인산
이수소나트륨 (NaH PO ) 98.0 ∼ 100.5 %를 함유한
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 또는 과립이다.

이 약은 물에서 썩 잘 녹으나, 에탄올(96)에서 매우
녹기 어렵다.
확인시험

1)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을 10 %(w/v) 수산화칼륨용액으로 중화시킨
액은 나트륨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2)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은
인산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Cellulose, 2-hydroxyethyl ether [9004-62-0]

3)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은

이 약은 셀룰로오스의 다가 히드록시에틸에테르이다.
점도와 치환도에 따라 사용가능한 종류가 구분되며, 어

약산성이다.

떤 종류들은 물에 팽윤하여 현탁액이 된다.
이 약의 용액 상에서의 점도를 표시한다. 표시하는
점도는 평균값의 50 ∼ 150 % 범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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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 및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 5
mL 혼합액의 pH는 4.2 ∼ 4.5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32

100 mL로 한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염화물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이 약 1 g에 물 50 mL를 넣어 1 분간 끓

한다. 이 액 2.5 mL에 물을 넣어 15 mL로 하여 시

여 식힌 뿌연 점액 1 mL에 희석시킨 요오드 시액

험한다.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1.14 mL를 넣

0.05 mL를 넣을 때 적황색 ~ 어두운 청색을 나타낸

는다. (200 ppm 이하).

다.

3) 황산염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에 염산 0.5 mL를 넣은 다음 물
을 넣어 15 mL로 한 액을 가지고 시험한다. 비교액

pH 4.5 ∼ 7.0
이 약 약 10 g을 에탄올 10 mL에 녹이고 물을 넣
어 100 mL로 한다. 5분간 교반 후 즉시 측정한다.

에는 0.01 mol/L 황산 0.3 mL를 넣는다. (300

건조감량 14.0 % 이하 (1 g, 120 ℃, 4 시간)

ppm 이하).

강열잔분 0.5 % 이하 (2 g)

4) 중금속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순도시험

1) 철

강열잔분 시험 후 검체 전량에 염산

한다. 이 액 12 mL를 취하여 중금속시험법에 따라

8 mL을 넣어 천천히 가열하면서 녹인 다음 물을 넣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 표준액(1 ppm Pb)을 넣는

어 100 mL로 한다. 이 용액 25 mL를 정확히 취하

다 (10 ppm 이하).

여 물을 넣어 47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철표준

5) 철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액 2 mL를 정확히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

이 액 10 mL를 취한 다음 시트르산 일정량을 녹여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원자

200 mg/mL의 농도로 한 용액 2 mL 및 티오클리콜

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한다 (20 ppm 이하).

산 0.1 mL를 넣고 섞은 다음 암모니아시액을 이용

2) 이산화황

하여 알칼리성으로 만든 후 물을 넣어 20 mL로 하

5) 200 mL에 넣어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여액

여 검액으로 한다. 비교액에는 철표준액(1 ppm Fe)

100 mL에 전분시액 3 mL를 넣고, 0.01 mol/L 요

을 넣는다 (10 ppm 이하).

오드액을 사용하여 파란색이 지속될 때 까지 적정한

6) 비소

다. 소비량은 2.7 mL를 넘지 않는다 (80 ppm 이

이 약 0.5 g을 달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

험한다 (2 ppm 이하).

하).

7) 환원성물질

3) 산화성물질

이 약 10.0 g을 물에 녹여 100 mL

이 약 20 g을 무수황산나트륨액(1 →

이 약 5 g을 달아 메탄올·물혼합액

로 한 액 5 mL에 0.02 mol/L 과망간산칼륨 0.25

(1 : 1) 20 mL에 넣고, 6 mol/L 아세트산 1 mL를

mL을 넣은 다음 1 mol/L 황산 5 mL을 넣고 수욕

넣은 다음 현탁액이 균질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새로

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이 때 액은 약간 빨간색을 나

제조한 요오드화칼륨포화용액 0.5 mL를 넣고, 5분

타낸다.

동안 방치할 때 파란색, 갈색 또는 보라색을 나타내

건조감량 1.0 % 이하 (1 g, 130 ℃)
정 량 법

이 약 2 g을 물 50 mL에 녹인 다음 1

지 않는다.
미생물한도시험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

기성미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며 총진균수는

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100 CFU 이하이다. 또한 살모넬라 및 대장균은 검

보정한다.

출되지 않아야 된다.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0.120 g NaH PO

저 장 법 밀폐용기.

전호화전분

트로메타민

Pregelatinized Starch

Tromethamine

이 약은 전 과립에 물을 가하여 화학적 또는 기계적
으로 분쇄한 후 건조하여 얻은 전분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또는 거의 흰색의 미세한 가루

이다.
이 약은 냄새가 없으며 특이한 맛이 있다.
이 약은 찬물에 녹거나 녹기 어렵고, 알코올에 거의

C H NO : 121.14
2-Amino-2-(hydroxymethyl)-1,3-propane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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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1]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을 제외한 유기용매를 생산에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트로메타
민 (C H NO ) 99.0 ∼ 101.0 %를 함유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 약은 건조 후 74.0 % 이상의 갈락튜론산을 함유

성

한다.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로 약간 특이한

성

냄새가 있다.
1) 이 약 및 트로메타민표준품을 가지고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페이스트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살리실알데히드포화용액

4.5

mL에

아세트산

(100) 0.5 mL를 넣은 액에 이 약의 수용액 (1 →
5) 4.0 mL을 넣을 때 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3) 2 mol/L 질산에 녹인 질산세륨암모늄용액(4 →
10) 0.5 mL에 물 3 mL 및 이 약의 수용액(1 →
5) 0.5 mL를 넣을 때 액은 밝은 노란색에서 주황색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점 168 ∼ 172 ℃

건조감량 1.0 % 이하 (1 g, 105 ℃, 3시간)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한 후 0.05 g을 달아 적합한

용기에 담고 250 μL 2-프로판올로 흡습시킨다. 그
리고 물 50 mL를 첨가하여 교반기로 섞는다. 0.5
mol/L 수산화나트륨으로 이 액의 pH를 12로 조절하
고 교반기를 멈추고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한다. 0.5
mol/L 염산으로 이 액의 pH를 7.0으로 조절하고 물
로 100 mL를 맞춘다. 이 액을 저장용검액으로 한다.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6.055 g과 염화나
트륨 0.14 g을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950 mL
를 7.0으로 맞추고 물로 1,000 mL를 맞춘다. 이 액
을 트리스완충액으로 한다. 효소(펙테이트리에이즈)

10.0 ∼ 11.5이다.
융

확인시험

의 물과 함께 넣는다. 1 mol/L 염산으로 용액의 pH

으로 변한다.
pH

이 약은 황백색 거의 무취의 분말 혹은 미세

분말 이다. 이 약은 끈적한 맛을 가진다.

이 약은 물에 잘 녹는다.
확인시험

상

이 약 약 2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0

mL에 넣어 녹이고 0.1 mol/L 염산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퍼플).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이 노란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

의 트리스완충액(1 → 100)을 효소용액이라 한다.
트리스완충액 0.5 mL와 저장용검액 1.0 mL, 물 1.0
mL를 섞어 석영제 큐벳에 넣는다. 이 액을 공시험액
으로 한다. 트리스완충액 0.5 mL와 물 1.5 mL, 효
소용액 0.5 mL를 혼합하여 석영제 큐벳에 넣는다.
이 액을 효소 공시험액으로 한다. 트리스완충액 0.5
mL와 저장용검액 1.0 mL, 물 0.5 mL, 효소용액
0.5 mL를 혼합하여 석영제 큐벳에 넣고, 이 액을 시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험액으로 한다. 각 용액을 각각 잘 혼합한 후 235
0.1 mol/L 염산 1 mL = 12.11 mg C H NO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0분에서의 효소공시험
액, 공시험액의 각각의 흡광도를     ,     라
한다. 실온에서 10분 후 측정한 효소공시험액, 공시

저 장 법 기밀용기.

험액의 각각의 흡광도를     ,     라 한다. 0

펙틴

분에서의 흡광도를 A 라 하고 10분에서의 흡광도를

Pectin

A 으로 한다. 포화되지 않은 산물은 0.5 × 10-5
mol/L 이상이다.

             
             
포화되지 않은 산물      ×  

  :반응물의 몰흡광계수(4,600 M-1․cm-1)
Pectin [9000-69-5]

 반응큐벳의 길이, 1 cm

이 약은 α(1-4) 결합을 가지는 D-갈락튜론산의
직쇄 중합물이다.
이 약은 감귤류 과일 또는 사과 찌꺼기의 껍질을 희

순도시험

석된 산으로 추출한 추출물로부터 얻어진다. 메탄올,

2)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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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소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3 ppm 이하)
납 1,000 μg/mL을 저장용 표준액으로 한

34

다. 물 30 mL가 담긴 50 mL 용량플라스크에 저장

F : 가스유도관(Bubbler)

용 표준액 0.10 mL와 20 % 염산 4 mL, 0.1

G : 수기(안지름 25 mm, 깊이 150 mm)

mol/L EDTA 4 mL를 섞어 납 2 μg/mL를 용시
제조한다. 물로 희석하여 50 mL로 맞추고 섞는다.
이 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물 10 mL가 담긴 25
mL 용량플라스크에 저장용 표준액 5.0 mL와 20 %
염산 2 mL, 0.1 mol/L EDTA 2 mL를 섞어 0.4
μg/mL로 제조한다. 물로 희석하여 25 mL을 맞추
고 섞는다. 이를 비교액으로 한다. 이 약 2 g을 달아
100 mL 유리비커에 넣고 70 % 질산을 섞어 투명
하게 한다. 투명한 유리로 막고 후드에서 2시간 동안
낮은 온도에서 중간온도로 열을 가한다. 투명한 유리
를 제거하고 용액에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건조한
다. 70 % 질산 0.5 mL를 첨가하고 열을 가해 건조
한다. 실온에서 식히고 20 % 황산 2 mL와 0.1
mol/L EDTA 2 mL를 넣는다. 정량적으로 25 mL
용량플라스크에 이 액을 옮기고 물로 표선을 맞추고
섞는다. 이를 시험액으로 한다. 물 30 mL와 20 %
염산 4 mL, 0.1 mol/L EDTA 4 mL를 50 mL 용
량플라스크에 넣고 물로 표선을 맞춘 후 섞는다. 이
를 공시험액으로 한다. 납은 220.35 nm에서 유도결
합플라즈마 또는 원자방출분광기로 검출한다. 검액의
납 농도는 5 ppm 이하여야 한다.
3) 이산화황 이 약 100 g을 메탄올 500 mL에 현탁
시키고 이 혼합물을 플라스크(C)에 넣는다. 염산 20
mL와 물 10 mL를 섞은 혼합물을 분액깔때기(B)에
넣는다. 과산화수소용액 10 mL를 수기(G)에 넣는
다. 2 시간 동안 수기(G)의 용액이 제거되기 전까지
환류 한다. 시험액의 이산화황 농도는 50 ppm이하
여야 한다.
장치 그림과 같은 장치를 쓴다.

4) 당 및 유기산 이 약 1 g 을 달아 500 mL 플라
스크에 넣고 알코올 3 ∼ 5 mL로 흡습시킨다. 빠르
게 물 100 mL를 붓고 흔든 다음 용액이 완료될 때
까지 방치한다. 이 용액에 염산 0.3 mL를 함유한 알
코올 100 mL를 첨가하고 섞은 다음 빠르게 여과한
다. 여과액 25 mL를 무게를 아는 용기에 담고 진공
상태 50 ℃에서 2시간 동안 용매를 증발시킨다. 잔
여물의 무게는 20 mg가 넘지 않아야 하며, 당 및 유
기산의 함량은 16 % 이하이다.
5) 메탄올,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 5,000 μg/mL
2-부탄올표준품을 저장용내부표준액으로 한다. 메탄
올표준품, 2-프로판올표준품 및 에탄올표준품을 각
각 5,000 μg/mL의 농도를 가진 용액을 만들어 저
장용표준액으로 한다. 250 mL 용량플라스크에 저장
용표준액 2.5 mL와 저장용내부표준액 2.5 mL를 첨
가한다. 물로 표선까지 채우고 섞는다. 이 용액은 메
탄올, 2-프로판올 및 에탄올 각각 50 μg/mL의 농
도이다. 이를 저장액으로 한다. 이 약 1.0 g과 수크
로오스 5.0 g를 물 90 mL가 담긴 마개 달린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는다. 저장용내부표준액 1.0
mL를 넣고 물로 표선까지 채우며 희석한다. 교반기
로 섞고 모든 펙틴이 녹을 때까지 교반한다. 통상적
으로 1∼2시간이 걸린다. 이 액은 2-부탄올표준품
50 μg/mL의 농도이다. 이 액 1.0 g을 달아 10 mL
바이알에 담는다. 이 액을 검액으로 한다. 각각의 용
액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메탄
올,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 각각 1 % 이하이다.

펙틴에서의 메탄올, 에탄올, 2-프로판올의 양





=  ×  ×  ×  × 




 : 검액에서의 내부표준액 피크비
 : 표준액에서의 내부표준액 피크비
 : 표준액에서의 메탄올, 에탄올, 2-프로판올 각
각의 농도(μg/mL)
A : 호스연결부
B : 분액깔때기(100 mL 또는 그 이상 용량)
C : 증류플라스크(1,000 mL)
D : 가스주입관
E : 아린냉각관(300 mm)

 : 검액에 사용된 펙틴의 양(g)
 : 변환상수(10-6 g/μg)
 : 검액의 용량, 100 mL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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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안지름 0.32 mm, 길이 30 m 모세관 칼럼;

시액을 넣고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으로 적정한

1.8 μm, 시아노페닐(6 %) 디메칠폴리실록산(94

다. 세게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분홍색이 나타날

%)

때까지 적정한다. 이 용량을 비누화역가 V (mL)으로

검출기온도 : 280 ℃

한다. 에스테르화도 값은 라벨에 표시된 범위 사이이

칼럼온도 : 70 ℃

다.

주입구온도 : 200 ℃
운반기체 : 질소



에스테르화도  × 
   

유량 : 1.5 mL/min
보충기체 : 질소
분할 유량 : 30 mL/min

 : 비누화 역가(mL)

주입량 : 1 μL

  : 초기 역가(mL)

분할 비 : 20 : 1
안정화 시간 : 10분

갈락튜론산

안정화 온도 : 70 ℃

에스테르화도 시험에서의 전체 적정(초기

역가 + 비누화역가)에 사용된 각각 0.1 mol/L 수산

아지테이트 속도 : 500 rpm

화나트륨액 1mL은 갈락튜론산 (C H O ) 19.41 mg

아지테이트 온 시간 : 5초

과 당량이다.

아지테이트 오프 시간 : 90초
실린지 온도 : 80 ℃

   
갈락튜론산 함량(%) =  ×  × 

실린지 크기 : 2.5 mL



준비속도 : 1,000 μL/초
지연시간 : 2.0초

 : 초기 역가(mL)

분석시간 : 10.5분

 : 비누화 역가(mL)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을 1 μL을 가지고, 위의 조

 : 용액에 사용된 펙틴의 양(mg)

건으로 조작할 때 메탄올, 에탄올, 2-프로판올, 2부탄올의 순서로 유출하고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0.5,
0.6, 0.7, 1.0 이며 각각의 분리도는 1.5이상이다.

메톡시기 에스테르화도 시험에서 비누화 역가에 사용된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mL은 매톡시기 한 분자
당 3.10 mg과 당량이다. 메톡시기의 함량은 라벨에

건조감량 10.0 % 이하 (1 g, 105 ℃, 3시간)
미생물한도 전체 호기성 세균은 1,000 CFU/g 이하이

표시된 범위이다.

고, 전체 곰팡이와 효모는 100 CFU/g 이하여야 한
다.
정 량 법

에스테르화도

이 약 5.0 g을 정밀하게 달




메톡시기 함량(%)  ×  × 

아 적합한 비커에 담고 염산 5 mL와 60 % 알코올
100 mL를 첨가한 후 10분 동안 교반한다. 유리여과

 : 비누화 역가(mL)

기로 옮기고 염산․60 % 알코올 혼합액 15 mL로 6

 : 용액에 사용된 펙틴의 양(mg)

번 세척하여 60 % 알코올이 염소가 없는 형태가 될
때까지 세척한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20 mL로 씻고

저 장 법 기밀용기. 건조하고 서늘한 곳.

105 ℃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식힌 후 무게를

표시기재사항

사과 혹은 감귤류의 기원을 표시한다.

잰다. 건조한 이 약 0.5 g의 1/10을 달아 250 mL

에스테르화도 및 메톡시기의 범위를 표시한다. 이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알코올 2 mL로 흡습한다. 이산

화황의 농도가 10 ppm이상일 경우 이산화황을 라벨

화탄소 유리수 100 mL를 첨가한다. 마개를 닫고 펙

에 표시한다.

틴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든다. 페놀프탈레인 시험
액 5 방울을 넣고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
정한다.

공시험을

위해

초기

역가를

기록하여

V (mL)로 한다.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20.0

mL를 첨가하여 마개를 닫고 흔든 후 15분간 방치한
다.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20.0 mL를 넣고 분

홍색이 사라질 때까지 흔든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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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크릴린칼륨

nm이다. 3 μg/mL 농도의 표준액이 589 nm에서

Polacrilin Potassium

검출 되도록 장비를 설정한다. 589 nm에서 세 개의
표준액 검출을 발견하면, 파장을 580 nm로 다시 조
정하고, 표준액 중 하나에 대한 배경 발광 검출을 확
인한다.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검액 5 mL를 넣
고 눈금까지 물을 채우고 섞는다. 589 nm에서 검출
된 용액의 발광을 관찰하고, 같은 방법으로 580 nm
에서도 배경 발광검출을 관찰한다. 표준액과 검액에
서의 검출 값에 배경 값을 뺀다. 표준액과 나트륨 농
도의 제곱근에 대한 표준곡선을 준비하고, 이 곡선에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divinylb
enzene, potassium salt [39394-76-5]
이 약은 메타크릴산과 디비닐벤젠으로 구성된 카르복
실 양이온교환수지의 칼륨염이다. 105 ℃에서 6시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칼륨(K : 39.09) 20.6 ∼
25.1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거의 흰색의 유동성 가루이
다.
이 약은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 냄새가 없다.
이 약은 물과 대부분 용매에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폴라크릴린칼륨표준품을 건조

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
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2) 이 약의 검액 (1)은 칼륨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내
지 않고, 검액 (2)는 칼륨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검액 (1) : 이 약의 수용액 (1 → 10)
검액 (2) : 이 약 1.0 g을 달아 0.1 mol/L 염산시액
10 mL에 녹여 제조한다.
순도시험 1) 중금속(제 3 법) 20 ppm 이하
2) 나트륨
가) 검액

서 채취한 검액의 나트륨 함량을 결정한다(0.2 % 이
하).
2) 철

이 약 0.10 g을 적절한 도가니에 넣고 완전

히 재가 될 때까지 저열로 가열한다. 질산 2 mL와
황산 5 방울을 회분에 넣고서 흰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한다. 전기로에서 연소 시 500 ∼ 600
℃에서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6
mol/L 염산 4 mL를 넣고 뚜껑을 덮고 증기욕에서
15분 동안 유지시킨 다음 뚜껑을 없애고 천천히 증
기욕에서 증발시킨다. 염산 한 방울을 잔여물에 넣
고, 뜨거운 물 10 mL를 넣고, 2분 동안 방치한다.
물 25 mL로 희석하고 필요시 여과한다. 도가니와
필터를 물 10 mL로 세척하고 여과한다. 여과액과
세척액을 모아 50 mL 네슬러관에 넣는다. 염산 2
mL를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하여 45 mL가 되도록 하
여 혼합한다 (0.01 % 이하).
건조감량 10.0 % 이하 (105 ℃, 6시간)
입도시험

이 약 4 g을 200 호 체 위에 겹쳐놓은 용

기의 상단 체인 100 호 체에 넣는다. 2 cm의 부드
러운 솔을 이용하여, 더 이상 100 호 체 위의 입자
들이 통과하지 못할 때까지 가볍게 빗질을 해준다.
빗질 또는 두드림으로써, 100 호 체를 통과한 입자

이 약 2 g을 달아 400 mL 비커에 넣고,

는 200 호 체 위로 떨어진다. 100 호 체에 남아 있

황산 20 mL를 넣고 완전히 탈 때까지 가열한다. 비

는 입자의 무게와 200 호 체에 남아 있는 입자의 무

커를 가열할 때, 질산 20 mL을 한 방울씩 적하한다.

게를 단다

가열을 계속하면서 갈색이 매우 연한 담황색 또는 무
색의 용액이 될 때까지 질산을 가한다. 용액을 계속

(100 호 체에는 1.0 % 이하, 200 호 체

에는 30.0 % 이하).
정 량 법 칼륨

증발시키는 동안에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면 질산을

가) 나트륨표준액

떨어트려서 무색으로 만든다. 증발시켜 식힌 뒤 잔여

안 건조한 염화나트륨 14.612 mg/mL이 녹아 있고

물을 물 40 mL와 염산 6 mol/L 10 mL에 녹인다.

나트륨(Na)는 5.76 mg/mL 녹아 있다.

끓이고, 식힌 뒤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옮긴 뒤,

나) 칼륨표준액

물로 희석한다.

건조한 염화칼륨 745.5 μg/mL이 녹아 있고 칼륨

나) 표준액

물 1,000 mL에 염화나트륨 254.2 mg

이 용액은 125 ℃에서 30분 동

이 용액은 125 ℃에서 30분 동안

(K)은 391 μg/mL 녹아 있다.

녹아있는 용액 각각 1 mL, 2 mL 및 3 mL를 100

다) 계면활성제용액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는다. 용량 플라스크에 물을

g을 달아 250 mL 비커에 넣고 물 200 mL를 넣은

넣어 100 mL로 맞추면 각각 염화나트륨 1, 2 및 3

뒤 교반하여 녹인다. 이 용액을 500 mL 용량플라스

μg/mL 당량농도가 된다.

크에 옮기고 물을 넣어서 정확하게 500 mL로 하여

다) 조작

섞는다.

불꽃광도법을 사용하고 분석파장은 589

적절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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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묽은나트륨용액

나트륨표준액 50 mL와 계면활

성제용액 10 mL를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성

상 이 약은 흰색 ∼ 노란색을 띤 덩어리이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고, 에탄올과 2-프로판올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거품이 생기지

녹으며, 미네랄오일에 녹지 않는다.

않도록 섞는다.

이 약은 25 ℃에서 굳는다.

마) 표준액

칼륨표준액 3, 4 및 5 mL를 각각 500

확인시험

1) 이 약 및 폴리옥실15히드록시스테아레이

mL 용량플라스크에 담는다. 각각의 용량플라스크에

트표준품을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나트륨표준액 50 mL과 계면활성제용액 10 mL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거품이

다. 만약 검체가 고체이거나 점성이 높을 경우 천천

생성되지 않도록 조심히 섞는다. 각각의 표준액의 칼

히 가온하여 액상으로 만든 다음 얇은 필름으로 만들

륨의 함량은 2.346, 3.128 및 3.910 μg/mL이다.

어 사용한다.

바) 검액

이 약 1.4 g을 달아 50 mL 석영 도가니

2) 이 약 1.0 g을 100 mg/mL 수산화칼륨용액 100

에 넣고 황산 4 mL로 녹인 다음 증기가 발생하지

mL에 넣고 여기에 환류냉각기를 달아 30분간 끓인

않을 때까지 조금씩 가열한다. 황산을 몇 방울 떨어

다. 이 용액에 염산 20 mL를 넣어 산성으로 한 다

뜨려 잔여물이 물기가 생기면 강열한다. 물을 넣어서

음 식힌다. 이 혼합액에 에테르 50 mL를 넣고 흔들

식힌 다음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물

어 섞은 다음 층이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다. 위의 맑

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고 섞는다. 이 용

은 층을 취하여 여기에 무수황산나트륨 5 g을 넣고

액 1 mL를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희석된

30분간 둔 다음 여과하고 수욕에서 증발건고 시킨

나트륨 용액 20 mL를 넣는다. 물을 넣어 100 mL로

다음 잔류물 50 mg을 염화메틸렌 25 mL에 녹여 검

하고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는다.

액으로 한다. 따로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표준품 일

사) 조작

불꽃광도법을 사용하고 분석파장은 766

정량을 염화메틸렌에 녹여 2 mg/mL의 농도로 하여

nm이다. 대부분 농축 표준액이 100 % 검출값을 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지기 위해 표준액과 검액의 발광율을 검출한다. 표준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액의 검출값과 칼륨농도의 제곱근에 대한 그래프를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형광제

그려 검량선을 만든다. 검량선을 이용하여 검액의 칼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

륨농도를 결정한다.

톤·아세트산(100)·염화메틸렌혼합액(50 : 40 :
10)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판의 2/3 이상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찬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2-프로판올

칼륨(%) = (Co/Cu) × 100

에 인몰리브덴산을 넣어 80 mg/mL의 농도로 한 용
액을 뿌린 다음 120 ℃에서 1 ∼ 2분간 가열할 때

Co : 표준그래프에서의 검액 농도(μg/mL)

검액의 주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에서

Cu : 검액에서의 폴라크릴린칼륨의 농도(μg/mL)
저 장 법 밀폐용기.

주반점과 R 값 및 색이 같다.
3) 이 약은 순도시험 3) 유리폴리에틸렌글리콜 시험
할 때 적합하다.
산

가

1.0 이하, 이 약 2.0 g을 정밀하게 달아 에

테르․에탄올혼합액 (1 : 1) 50 mL이 들어있는 플라

폴리옥실15히드록시스테아레이트
Polyoxyl 15 Hydroxystearate

스크에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인다. 다음에 페놀
프탈레인시액 1 mL를 넣고 0.1 mol/L 수산화나트륨
액으로 30초간 지속되는 연한 분홍색이 나타낼 때까
지 적정한다.

12-Hydroxyoctadecanoic acid polymer with α-hy
dro-ω-hydroxypoly(oxy-1,2-ethanediyl) [7014
2-34-6]

비누화가

53 ∼ 63, 이 약 1.5 ~ 2 g을 정밀하게 달

아 250 mL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0.5 mol/L 수산
화칼륨에탄올액

25.0 mL를 넣고 여기에 적절한 환

이 약은 에틸렌옥시드 15 몰과 12-히드록시스테아

류냉각기를 달아 증기욕에서 30분간 온화하게 가열

르산 1 몰의 반응으로 얻어진다.
이 약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카르복실기와 히드록시

한다. 식힌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1 mL를 넣고 곧

기의 폴리에톡실화된 12-히드록시스테아르산으로 주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유리폴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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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누화가 = 
검체의 양 

mL를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잘
섞은 다음 이를 표준액으로 한다. 이때 각 표준액은
1 mL 중에 니켈 0.005, 0.01, 0.15, 0.02 μg을 함

a : 공시험액의 0.5 mol/L 염산의 소비량 (mL)

유한다. 따로 니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질산 6.0

b : 검액의 0.5 mol/L 염산의 소비량 (mL)

mL 및 30 % 과산화수소 2.0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적절한 내고압성 분해용기에 넣고 검액과 동일하

수산기가

90 ∼ 110, 이 약 일정량을 정밀하게 달아

게 조제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또한 10 mg/mL 질

유리마개가 달린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아세

산마그네슘 1.0 mL, 100 mg/mL 인산암모늄용액

트산탈수물․피리딘시액 5.0 mL를 넣는다. 플라스크

1.0 mL 및 니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질산 12.0

에 적절한 유리 연결 환류냉각기를 달아 증기욕에 고

mL를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정확

정시키고 1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냉각기를 통해 물

하게 50 mL로 하여 잘 섞은 다음 이 용액을 이용하

10 mL를 넣은 다음 증기욕에서 10분간 더 가열한

여 장치의 영점을 설정한 후 검액, 표준액 및 공시험

다. 식힌 다음 부틸알코올 25 mL를 넣고 0.5 mol/L

액을 가지고 흑연로원자장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조건

수산화칼륨에탄올액 15 mL를 냉각기를 통해 넣은

으로 원자흡광광도법의 검량선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음 냉각기를 제거한 다음 이 액 10 mL를 이용하

이때 검액 중 니켈의 양은 1 ppm 이하이다.

여 플라스크 옆면에 남아있는 액을 씻는다. 플라스크

램프 : 니켈중공음극램프

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 mL를 넣고 0.5 mol/L 수산

파장 : 232.0 nm

화칼륨에탄올액 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
험을 한다.
요오드가 2.0 이하
과산화물가

온도 : 건조온도 120 ℃에서 35초간, 회화온도
1100 ℃에서 10초간, 냉각온도 2600 ℃에서 5초간
및 원자화 온도 2600 ℃에서 7초간 유지한다.

5.0 이하, 이 약 5 g을 정밀하게 달아 둥

근 유리 마개가 달린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트산(100)․클로로포름혼합액 (3 : 2) 30 mL를

T  B  × 
니켈의 양 (ppm) = 


넣은 다음 흔들어 섞어 녹인 후 요오드화칼륨포화용
액 0.5 mL를 넣는다. 이를 정확히 1분간 흔든 다음

C : 검액 중 니켈의 농도 (μg/mL)

물 30 mL를 넣는다. 이 액에 0.01 mol/L 티오황산

C : 공시험액 중 니켈의 농도 (μg/mL)

나트륨액을 천천히 넣으면서 계속하여 천천히 흔들며

V : 검액 및 공시험액의 양, 25 mL

노란색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적정한다. 전분시액

W : 검액 제조에 사용한 이 약의 채취량 (g)

5 mL를 넣고 세게 흔들며 파란색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순도시험

1) 니켈

2)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이 약 약 1.0 g을 10

이 약 약 250 mg을 적절한 플루

mL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은 다음 N,N-디메

오르고분자 또는 석영유리재질의 내고압성 분해용기

틸아세타미드 1.0 mL 및 물 0.2 mL를 넣고 바이알

에 옮긴 다음 니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질산 6.0

을 밀봉한 다음 잘 섞어 검액으로 한다. 아세트알데

mL 및 30 % 과산화수소 2.0 mL를 넣는다. 용기를

히드 일정량을 녹여 10 μg/mL의 농도로 하여 아세

닫은 후 마이크로파 오븐에 넣고 1000 W에서 40분

트알데히드용액으로 하며 사용하기 직전에 즉시 만든

간 분해시킨다. 용기를 열기 전에 식힌 다음 30 %

다. 액체에틸렌옥시드는 냉각한 내압병에 넣어 사용

과산화수소 2.0 mL를 넣고 분해과정을 반복한다. 용

하지 않을 때에는 냉동고에서 보관하며 고무개스킷과

기를 열기 전에 식힌다. 이를 25 mL 용량플라스크

의 접촉을 막기 위해 작은 조각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에 옮긴 다음 10 mg/mL 질산마그네슘용액 0.5 mL

사용한다. 미리 질량을 단 유리마개가 달린 삼각플라

및 100 mg/mL 인산암모늄용액 0.5 mL를 넣고 물

스크에 폴리에틸렌글리콜 200 약 500 mL를 넣은

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잘 섞은 다음 이를

다음 다시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다. 액체에틸렌

검액으로 한다. 니켈표준액에 두 배 용량의 물을 넣

옥시드 약 5 mL를 얼음·염화나트륨(3 : 1)에서 냉

어 1 mL 중에 니켈 5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

각한 100 mL 비커에 넣는다. 액체에틸렌옥시드

어 니켈표준용액으로 한다. 따로 4 개의 25 mL 용

250 mg에 해당하는 양인 300 μL를 미리 –10 ℃

량플라스크에 니켈표준용액 25, 50, 75 및 100 μL

에서 냉각한 기체분석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폴리에틸

를 각각 넣는다. 각 플라스크에 100 mg/mL 질산마

렌글리콜 200에 옮긴 다음 천천히 교반하여 섞는다.

그네슘용액 0.5 mL, 100 mg/mL 인산암모늄용액

마개를 닫고 다시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전

0.5 mL 및 니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질산 6.0

후 질량 차이로 흡수된 에틸렌옥시드의 양을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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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혼합액에

폴리에틸렌글리콜

200을

넣어

100.0 g으로 만든 후 다시 마개를 닫고 천천히 교반

디옥산의 양 (ppm) =

 × 
 ×     ×  

하여 섞은 다음 이를 에틸렌옥시드원액으로 한다. 이
용액은 1 g 중에 에틸렌옥시드 약 2.5 mg을 함유하

M : 표준액(2) 중 디옥산의 양 (μg)

며 사용하기 직전에 즉시 만들어 냉장고에서 보관한

A : 검액에서 얻은 디옥산의 피크면적

다. 따로 미리 질량을 단 유리마개가 달린 삼각플라

A : 표준액(2)에서 얻은 디옥산의 피크면적

스크를 냉장고에 냉각시키고 여기에 폴리에틸렌글리

W : 검액 제조에 사용한 이 약의 채취량 (g)

콜 200 약 35 mL를 넣은 다음 다시 플라스크의 질

W : 표준액(2) 제조에 사용한 이 약의 채취량 (g)

량을 측정한다. 냉각한 에틸렌옥시드원액 약 1 g을
달아 미리 냉장고에서 냉각한 기체분석용주사기를 이

조작조건

용하여 미리 질량을 단 삼각플라스크에 옮긴다. 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용액에 폴리에틸렌글리콜 200을 넣어 50.0 g으로

칼

만든 후 다시 마개를 닫고 천천히 교반하여 섞는다.

석영 모세관의 내면에 폴리(디메틸)실록산을 두께

럼 : 안지름 0.32 mm, 길이 30 m인 유리 또는

이 용액 약 10 g을 달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

1.0 μm로 피복한 것을 쓴다.

고 물 30 mL를 넣어 섞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칼럼온도 : 처음 50 ℃로 5분간 유지하고 매분 5 ℃

50 mL로 하여 이를 에틸렌옥시드용액으로 한다. 이

로 180 ℃가 될 때 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매분 30

용액은 1 mL 중에 에틸렌옥시드 약 10 μg을 함유

℃로 230 ℃까지 올려 5분간 유지한다.

하며 사용하기 직전에 즉시 만들어 사용한다. 디옥산

주입구온도 : 150 ℃ 부근의 일정 온도

일정량을 녹여 500 μg/mL의 농도로 하여 디옥산용

헤드스페이스 주입량 : 상부공간의 적절한 부분이 주

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용액 0.1 mL를 10 mL

입되기 전에 각 바이알을 90 ℃에서 45분간 가열하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은 다음 아세트알데히드

고 증기상 1 mL를 칼럼에 주입한다.

용액 0.1 mL 및 디옥산용액 0.1 mL를 넣고 바이알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을 밀봉한 다음 잘 섞어 표준액(1)로 한다. 이 약 약

운반기체 : 헬륨

1.0 g을 다른 10 mL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은

선속도 : 20 cm/s

다음 에틸렌옥시드용액 0.1 mL, 디옥산용액 0.1 mL

분할 비 : 약 1 : 20

및 N,N-디메틸아세타미드 1.0 mL 넣고 바이알을

시스템적합성

밀봉한 다음 잘 섞어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1 mL를 가지고 위의

준액(2)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헤드스페이스용 검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시드

체도입장치를 쓴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0.94 및 1.0이고 분리도는

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의 피크면적을

2.0 이상이다. 또한 디옥산 피크의 신호 대 잡음비는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피

5 이상이다.

크의 평균 면적은 표준액(2)에서 얻은 에틸렌옥시드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1 mL씩을 가지고

및 디옥산 피크의 평균 면적의 절반보다 크지 않다.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다음 식에 따라 이 약 중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의

15 % 이하이다.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ppm 이하이며 디옥

3) 유리폴리에틸렌글리콜

산은 50 ppm 이하이다.

녹여 4.8 mg/mL의 농도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이 약 일정량을 이동상에

로 폴리에틸렌글리콜 1000 표준품 일정량을 이동상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     ×  
M : 표준액(2) 중 에틸렌옥시드의 양 (μg)
A : 검액에서 얻은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 : 표준액(2)에서 얻은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W : 검액 제조에 사용한 이 약의 채취량 (g)
W : 표준액(2) 제조에 사용한 이 약의 채취량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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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여 1.6 m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이 액 일정량을 이동상에 넣어 0.8 m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2)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음 식에
따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양을 구할 때 그 값은
27.0 ∼ 39.0 % 이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양 (%)

40

S

T

=  ×  ×  × 
T S  S

수

분 1.0 % 이하 (2.0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강열잔분 0.3 % 이하 (1.0 g)

C

: 표준액(1) 중 폴리에틸렌글리콜 1000 표준품

의 농도 (mg/mL)

저 장 법 기밀용기에 넣어 25 ℃ 이하에서 보존한다.

C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A : 검액에서 얻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피크 면적
A

: 표준액(1)에서 얻은 폴리에틸렌글리콜 1000의

폴리에틸렌옥시드

피크 면적

A

: 표준액(2)에서 얻은 폴리에틸렌글리콜 1000의

Polyethylene Oxide

피크 면적
조작조건
검출기 : 굴절계
전치칼럼 : 안지름 4 mm, 길이 1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공경 10 nm).

산화폴리에틸렌

칼

스강관에 6 μm의 히드록실화시킨 폴리메타아크릴

이
약은
산화에틸렌의
비이온성동종고분자로
H(OCH CH )nOH로 나타내며 n은 산화에틸렌기의 평

겔을 충전한다 (공경 12 nm).

균수를 의미한다. n은 약 2000 ∼ 200,000이다.

3 개의 밸브를 이용하여 전치칼럼 2 개와 칼럼을 연

성

럼 : 안지름 7.8 mm, 길이 30 cm인 스테인레

결하고 아래에 따라 이동상을 변화시킨다.
0 ∼ 114초 : 전치칼럼 1 및 칼럼
115초 ∼ 분석종료 : 전치칼럼 2 및 칼럼

상

이 약은 흰색 ∼ 회색의 분말로 몇 가지 등

급이 있고, 이소프로판올 수용액에서 다양한 점도를
나타낸다. 이 약은 항산화제를 포함할 수 있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폴리에틸렌옥시드표준품을 가

115초 ∼ 7분 : 전치칼럼의 역방향

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같은

칼럼온도 : 실온 부근의 일정한 온도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이 약을 진

검출기온도 : 실온 부근의 일정한 온도

공 실온에서 건조하여 항량을 만든 뒤 검체로 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8 : 2)

2) 이 약은 점도를 측정하여 확인하며, 다음의 시험

유 량 : 1.1 mL/분

에 따라 조작한다. 이 약의 1 %, 2 % 및 5 % 용액

시스템적합성.

(이소프로판올수용액의 물함량 %)을 이 약 6 g, 12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50 μL씩을 가지고

g 및 30 g을 달아 만든다. 이 약을 각각 800 mL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저온형 비커에 담아 탈 수소화이소프로판올 125 mL

3.0 % 이하이다.

를 넣고 적당한 유리 덮개로 막고 교반하여 혼합한
다. 이 액의 슬러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속도로 교반한다. 이 약의 1 %와 2 %, 5 % 용액에
물 594 g과 588 g, 570 g을 넣어, 25 ℃로 식힌
뒤 초기 약 1분간 혼합하기 위해 크게 흔들어 교반
하고 최소 3시간 동안 교반한다. 이 때 물방울이 튀
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작하며 공기 중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 액이 담긴 비커에 시계접시를 덮고
30분간 방치하여 25 ± 0.1 ℃로 한 뒤 라벨에 표
시된 방법으로 점도를 측정한다. 겉보기 점도를 측정
하기 위해 기기 사용법의 사용법을 따른다. 이 약의
점도는 라벨에 표시된 점도 범위 내에 있다.
순도시험

1) 유리 산화에틸렌

이 약은 독성이 있고

가연성이므로 통풍이 잘되는 후드에서 조작을 수행한
다. 이 약이 담긴 기체 실린더를 사용 전에 냉장 보
관하여 냉각한다. 냉각한 산화에틸렌 액체 5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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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10 mL 바이알에 담아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

하고 분당 10 ℃의 비율로 200 ℃까지 온도를 상승

다. 아세톤 40 g을 50 mL 바이알에 담아 격막과 금

시켜 5분 이상 유지한다.

속성 마개로 밀봉하고 무게를 단다. 이 바이알에 미

주입구온도 : 200 ℃, 분할모드

리 냉각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검출기온도 : 250 ℃

산화에틸렌 액체 60 μL를 담고 무게를 단다. 산화

주입량 : 300 μL

에틸렌의 무게를 바이알의 무게차로 확인한다. 이 액

시스템적합성 : 상대표준편차 5 % 이하

을 표준액으로 하고 이 액은 1 μg/μL 산화에틸렌

2) 이산화실리콘 및 이산화비실리콘

을 함유한다. 이 약 1.0 g을 바이알에 넣어 밀봉하고

달아 50 mL 백금도가니에 담고 황산 4 방울을 가한

격막을 통과하여 표준액 2.0 μL를 가해 100 ℃에

다. 이 검체의 증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30분간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표준액 A로

열판 위에 올려놓고 주의해서 가열한다. 가열한 도가

한다. 이 약 1.0 g을 바이알에 넣고 밀봉하여 격막을

니를 700 ± 25 ℃에서 강열잔분시험법에 따라 항

통과하여 표준액 4.0 μL를 가해 100 ℃에서 30 분

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다. 회화된 검체를 물 1 mL로

간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표준액 B로 한다. 이

적시고, 불산 20 방울을 적하한다. 발산은 유해하므

약 1.0 g을 바이알에 넣고 밀봉하여 격막을 통과하

로 주의해서 조작하며 모든 조작은

여 표준액 6.0 μL를 가해 100 ℃에서 30분간 가열

용하고 후드에서 한다. 증발건조한 뒤 700 ± 25 ℃

하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표준액 C로 한다. 이 약

에서 10분간 강열한다. 데시케이터 안에서 실온으로

1.0 g을 바이알에 넣고 밀봉하여 격막을 통과하여

식힌 뒤 항량이 될 때까지 불산을 가하여 증발건고한

표준액 8.0 μL를 가해 100 ℃에서 30분간 가열하

뒤 강열한다. 불산 처리 전후의 무게 차이로 이산화

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표준액 D로 한다. 이 약 1.0

실리콘의 강열잔분 백분율을 계산한다. 최종 감량 무

g을 바이알에 넣고 밀봉하여 100 ℃에서 30분간 가

게로 이산화비실리콘의 강열잔분 백분율을 계산한다

열하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

(이산화실리콘 3 % 이하, 이산화비실리콘 2 % 이

준액 A ∼ D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

하).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각의 피크에 대한 면적

이 약 1 g을

보호 장비를 착

건조감량 1.0 % 이하 (4 g, 105 ℃, 45 분)

을 측정한다. 검액과 표준액 A ∼ D의 크로마토그램
에서 산화에틸렌의 유지시간이 분리되는지 확인하고

저 장 법 차광된 기밀용기.

산화에틸렌의 피크 면적과 함량 (μg)의 그래프를

표시기재사항

점도와 허용범위를 표시한다. 점도측정

그려 정량한다. 검량선은 5 점으로 하고 직선을 그려

법의 조건을 명시한다 (점도 측정 파라미터, 용액의

직선의

농도, 및 점도측정기의 종류). 첨가한 항산화제의 명

상관계수를

계산한다.

직선의

상관계수는

0.99 이상으로 한다. 검량선에서 함량 축을 음의 방

칭과 양을 표시한다.

향으로 외삽할 때 y절편으로부터 산화에틸렌의 전체
량, Tu (μg)를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의 식으로 산
화폴리에틸렌 내 산화에틸렌의 백분율을 계산한다

황산나트륨십수화물

(0.001 % 이하).

Sodium Sulfate Decahydrate

산화에틸렌(%) =  × 

Tu : 시료의 산화에틸렌 전체량 (μg)

Na SO ·10H O : 322.19
[7727-73-3]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황산나트

W : 시료의 산화폴리에틸렌의 무게 (μg)

륨 (Na SO : 142.04) 98.5 ∼ 101.0 %를 함유한다.
조작조건

성

상

이 약은 흰색 혹은 거의 흰색의 결정성 가루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또는 무색의 투명한 결정이다. 물에서 잘 녹으며, 에

칼럼 : 안지름 0.53 mm, 길이 10 m의 용융실리카

탄올(96)에서 거의 녹지 않는다.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디비닐벤젠에틸렌
글리콜 디메칠아크릴레이트을 20 μm의 두께로 입
힌다.
운반기체 및 유량 : 헬륨, 15 mL/분
컬럼온도 : 70 ℃에서 시료를 주입하고 5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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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약 33 ℃에서 이 약의 결정 용액에 일부
녹는다.
확인시험 1) 이 약은 황산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2) 이 약은 나트륨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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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산 또는 알칼리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건조감량

52.0 ∼ 57.0 % (1.0 g, 처음 30 ℃에서

1시간, 130 ℃)
정 량 법

이 약 250 mg을 정밀히 달아 물 40 mL에

만든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녹인 다음 0.1 mol/L 염산 0.2 mL 및 메탄올 80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브로모티몰블루시

mL의 혼합액을 넣고 0.1 mol/L 질산납으로 적정한

액 0.1 mL를 넣는다. 이 용액의 색이 변할 때 까지

다 (적정종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지시전극으로

소비되는 0.01 mol/L 염산 또는 0.01 mol/L 수산화

납이온 선택성전극, 참조전극으로 은-염화은 전극).

나트륨액의 소비량은 0.5 mL 이하이다.
3) 염화물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만든 이산

0.1 mol/L 질산납 1 mL = 14.20 mg Na SO

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에 물을 넣어 15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00
ppm 이하).
4) 중금속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만든 이산

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2 mL를 취하여 중금속시험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 표준액(1 ppm)을
넣는다 (20 ppm 이하).
5) 마그네슘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만든 이

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100 mL
로 한다. 이 액 10 mL에 글리세롤(85) 1 mL, 티탄
옐로우용액 0.15 mL, 옥살산암모늄용액 0.25 mL
및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고 흔들 때 액
의 분홍색은 마그네슘표준액(10 ppm) 5 mL 및 물
5 mL의 혼합액을 이하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
든 표준액보다 진하지 않다. 이 때 비경구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마그네슘의 양은 100 ppm 이하
이다.
6) 철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만든 이산화탄
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100 mL로 한
다. 이 액 5 mL에 물을 넣어 10 mL로 한 액을 검
액으로 하여 철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때 비경
구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철의 양은 40 ppm
이하이다.
7) 칼슘

알코올성 칼슘 표준액 (100 ppm Ca) 0.2

mL를 넣은 다음 옥살산암모늄시액 1 mL를 넣는다.
1분 후에 묽은아세트산 1 mL 및 용액 A 15 mL 혼
합액을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검액으로 한다. 수용
성 칼슘 표준액 (10 ppm Ca) 10 mL, 묽은아세트
산 1 mL 및 증류한 물 5 mL를 이용하여 검액 조제
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액을 조제한다. 15분 후 검액
은 표준액보다 혼탁하지 않다. 이 때 비경구용 제제
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칼슘의 양은 200 ppm 이하
이다.
◦ 용액 A

이 약 5.0 g을 새로 증류하여 만든 이산

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정제수를 넣어 15 mL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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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신설(안)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에 기여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ICH
회의에서 국제 조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펩티드지도작성법, 크기배제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총단백질정량
법 등 3종의 일반시험법에 대하여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수재(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질이 갖고 있는 고유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펩티드 지도작성법

로 특이성을 충분히 가지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단백질의 분리 및 정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

단백질의

품을 분석하는 경우, 분석을 방해하는 부형제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분석법으로 효소적 또는 화학적

부형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분리와 정제 과정

방법으로 단백질을 절단하여 얻은 펩티드 조각을

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의약품 각조에 규정된

분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DNA에 암호화되어있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제형

는 유전정보의

으로부터 단백질의 정량적 회수도 확인할 수 있다.

펩티드

지도작성법은

유전자재조합

번역과정이나

돌연변이에

의해

아미노산 서열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단백질 절단에

펩티드결합의 선택적 절단

시험할 단백질의 특

의해 만들어지는 펩티드 조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성에 따라 단백질의 적절한 절단방식을 결정하

따라서 펩티드 지도는 분석단백질의 일차구조상의

고, 그 범주 내에서 절단제 종류를 선택한다.

변화를 반영하는 일종의 단백질 지문같은 정보를

여러 절단제와 이들의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

제공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펩티드 지도작성법은

있으며 기술 발달에 따라 사용가능한 절단제는

제조공정의 일관성이나 유전적 안정성을 입증할

더 추가될 수 있다. 트립신과

수 있는 비교 분석법으로 활용된다. 펩티드 지도

사용하는 경우 너무 많은 펩티드 조각이 생성

작성 과정에는 의약품에 포함된 단백질의 분리 및

된다면 시료 단백질의 리신 잔기를 시트라코닐화나

정제, 펩티드 결합의 선택적 절단, 크로마토그래

말레일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시료 전처리 외

프법을 이용한 펩티드의 분리, 펩티드의 분석 및

에 절단제를 전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의 4가지 주요단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트립신을 사용할 때, 미량으로 들어

시료는 동일하게 처리된 표준물질과 비교분석되는

있는 키모트립신으로 인해 펩티드 지도의 재현성이

데 특히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절단 반응이 완

손상되는

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화학절단제

tosyl-L-phenylalanine chloromethyl ketone)를 처

보다는 트립신과 같은 효소를 사용할 때 절단이

리하여 키모트립신을 불활성화시키거나 크로마

더 잘 이루어진다.

토그래피법으로 트립신만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의미있는 지도 작성을 위해서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절단제를

효소저해제(TPCK,

는 충분한 수의 펩티드 절단조각이 얻어져야 하

한다.

지만 절단조각이 너무 많으면 많은 단백질들이

1) 단백질의 전처리

같은 양상을 나타내어 지도의 특이성이 없어질

단백질 제형에 사용된 부형제나 안정제가 펩티

수도 있다. 따라서 펩티드 지도작성법은 각 단백

드 지도작성에 방해가 된다면 시료로부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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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농축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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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펩티드 지도 작성용 절단제
형태
효소
절단제

화학
절단제

절단제

특이성

트립신 (EC 3.4.21.4)

아르기닌과 리신 C-말단

알파키모트립신 (EC 3.4.21.1)

소수성 부위의 C-말단 (예, 리신, 메티오닌, 알라닌, 방향족)

펩신 (EC 3.4.23.1 및 EC 3.4.23.2)

비특이적 분해

리신엔도펩티다제 (EC 3.4.21.50)

리신의 C-말단

글루타민산엔도펩티다제 (EC 3.4.21.19)

L-글루타민산과 아스파라긴산의 C-말단

펩티딜-아스파라긴산-메탈로엔도펩티다제 (EC 3.4.24.33)

아스파라긴산의 N-말단

클로스트리페인 (EC 3.4.22.8)

아르기닌의 C-말단

시안화브롬

메티오닌의 C-말단

2-니트로-5-티오시아노벤조산

시스틴의 N-말단

o-요오드벤조산

트립토판과 티로신의 C-말단

묽은 산

아스파라긴산과 프롤린

BNPS-스케톨

트립토판

할 단백질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적의 분해를 위해

물리적 전처리 방법으로는 한외여과법, 칼럼크로

pH는 반응 중에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마토그래프법, 동결건조법 등이 있다. 다른 한편

나) 반응온도

절단 효소를 처리하기 전에 효소를 절단부위에

사이가 적절하지만 분해조건에 맞게 최적온도를

충분히 접근시키기 위해 단백질의 접힘을 풀어

설정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들은 반응 온도가

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요소와 같은 수소결합 해

증가하면서 쉽게 변성되기 때문에 시험 단백질의

리제를 사용하여 디설피드 결합을 환원하거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반응온도를 결정하여 화학적

알킬화시킨다. 그리고 트립신으로 분해할 경우,

부반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유전자

트립신 자체가 자가분해되어 분석에 영향을 주

재조합 소 소마트로핀을 고온에서 분해할 경우,

는 피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침전되기 때문에 4 ℃에서 실시한다.

위해 분해완충액을 이용하여 희석하기 전까지

다) 반응시간

효소는 자체활성을 위한 최적 pH가 아닌 용액

티드 지도를 얻으면서 불완전분해를 피할 수 있

조건(예, 트립신 사용시, pH 5)에서 준비하고,

는 최적시간 탐색 연구를 실시한다. 분해시간을

분해 반응시 트립신과 단백질간 비를 적절히

2 ~ 30 시간으로 변화하면서, 지도작성을 방

대부분 분해온도는 25 ~ 37 ℃

시료가 충분하다면 재현가능한 펩

조절한다.

해하지 않는 산을 첨가하거나 또는 냉동함으로

2) 최적 분해 조건 설정 일반적으로 화학적 또

서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는 효소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인자

라) 절단제의 양

들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

속히 분해 (6 ~ 12 시간) 시키는 경우라도, 그

므로, 최적 분해 조건 설정은 중요하다.

사용량은 크로마토그래프법의 지도 양상에 영

과량의 절단제를 사용하여 신

절단제의 활성을 최적화할 수 있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는 분해용액의 pH는 경험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한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 단백질 절단제의 비

들면, 절단제로 시안화브롬을 사용할 경우에는

는 20 : 1 ~ 200 : 1 사이를 사용하는데, 온

pH 2와 같은 강산 조건이 필요하며, 트립신을

도 및 반응 시간에 따라 단백질과 절단제의 반

사용할 때는 pH 8과 같은 약알칼리성 조건이

응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분석 중 간섭

가) 반응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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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인위적 분해요소들을

토니트릴과 정제수 혼합액에 0.1 % 이하의 트

걸러내기 위해, 분해대조액은 시험 단백질을 제

리플루오로아세트산이 첨가된 용매이다. 단백질

외한 모든 성분이 포함된 공시험액을 사용한다.

분해물의 점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용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분리 분석 단백질 특성

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이소프로판올 또는

에 따라 적절한 지도작성 방법을 선택한다. 펩

n-프로판올을 첨가할 수 있다.

티드를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검증된 방법들은 표

3) 이동상

2와 같으며, 아래 내용에서는 주로 역상액체크

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한다.

로마토그래프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pH 3.0 ~ 5.0 범위에서의 변화는 글루타민산

인산염을 포함하는 이동상은 pH 조

과 아스파라긴산 등의 산기를 포함한 펩티드의
표 2. 펩티드 분리 방법

분리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pH 2 ~ 7 (중합

역상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체 기반 충진제의 경우 더 높은 pH) 사이의 인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프법

산나트륨과 인산칼륨, 아세트산암모늄, 인산 등

소수성크로마토그래프법

은 아세토니트릴을 이용한 용매기울기 분리 조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법(비환원성)
도데실황산나트륨 폴리아크릴아미드겔전기영동법
모세관전기영동법

건에서 함께 사용되며,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이
함유된 아세트니트릴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고전압종이크로마토그래프법

4) 용매기울기에 의한

분리

용매기울기에는

고전압종이전기영동법

선형, 비선형 등이 포함된다. 복잡한 혼합물을 분
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 좋다.

용매와 이동상의 순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기울기는 시료의 지표 피크가 될 1개 또는 2개

이용한 분리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필요시 액

의 피크가 명확히 분리되도록 최적화되어야 한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사용되는 전용 용매와 정

다.

제수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일 용매보다

5) 단일용매에 의한

혼합 용매 사용시, 용존 기체는 농도기울기 분리

사용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은 사용이 편리

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하고 검출 감도가 높다. 그러나 때로는 각 피크

탈기(예, 진공처리, 초음파처리)하여 사용한다.

를 명확히 분리하기 위한 이동상의 최적 조성

용매 내 고형물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치에

을 얻기가 어렵다. 이동상의 조성비 또는 pH의

유입되면 펌프밸브의 봉합부위에 손상을 주거

작은 변화에도 펩티드 피크의 머무름시간에 심

나 칼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여과과정이 필요

각한 영향을 준다면 단일용매법을 사용하지 말

하다.

아야 한다.

1) 칼럼

분리

한 개의 이동상을

크로마토그래프용 칼럼은 단백질 특

6) 기타 인자들 칼럼의 온도 조절은 좋은 재현

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한다. 예를 들면 실리

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상의 유속은

카겔로 100 ~ 300 Å 공극 크기를 가진 칼럼이

0.05 〜 2.0 mL/분 정도이며, 200 〜 230

분리에 가장 좋고, 소형 펩티드에는 입자경이 3

nm에서 자외부 검출기로 펩티드를 검출한다.

~ 10 μm인 옥틸실릴화실리카겔칼럼 (C8)과 입

그 밖에 칼럼 후 유도체화 등과 같은 여러 검출

자경이 1.7 ~ 10 μm인 옥타데실릴화실리카겔칼

방법들이 있지만 자외선 검출만큼 재현성이 있

럼(C18)이 입자경이 5 ~ 10μm인 부틸실릴화

거나 다목적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실리카겔칼럼 (C4)보다 더 효율적이다.

7) 시스템 적합성

2) 용매

평가하는 것이다. 시스템 적합성의 판정기준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매는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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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물 해석과 판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스

시험인자들을 규명하는데 달려있으며, 이러한

템적합성 기준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

주요인자들은 펩티드 분해와 분석을 검증하는 기

은 각 단백질마다 다르므로 의약품 각조에 규정될

준이 된다. 원하는 분해종말점에 도달되었는지 여

것이다.

부의 지표는 시료 단백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 적합성을 위한 상대 머무름시간, 피크면

처리한 표준품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 따

적 또는 피크높이와 같은 피크반응, 피크 수 및 전

라서 시료 단백질과 병행하여 표준품을 사용하

반적 유출 양상 등은 초기 육안 비교로 확인될

는 것은 시스템 적합성 한도를 만들고 설정하는

수 있고 이는 피크반응 비의 수학적 분석이나

데 필수적이며, 추가 비교를 위해 표준품의 크로

시료 분해물과 표준물질 분해물의 1 : 1(V/V)

마토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펩티드 분석을 위

혼합물의 크로마토그래프 양상을 통해 보완될

한 주요 시스템적합성 인자는 특정 펩티드 분리

수 있다. 만약 시료 분해물과 표준물질 분해물

및 검출 방식과 자료분석 요건에 달려있다.

에 있는 모든 피크들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머무

펩티드 지도작성법이 확인시험에 사용될 때 확

름과 피크 반응 비를 보인다면 시료의 동정은

인된 펩티드의 시스템 적합성 판정요건은 선택

확인된 것이다.

성과 정밀성이다. 이 경우 변이단백질의 확인시

만약 피크들이 초기에 상당히 다른 상대 머무름

험을 하고자 할 때, 단백질 표준품의 펩티드 지

시간에서 유출되었다가 1 : 1 혼합물에서 하나의

도와 비교하여 펩티드 지도 상의 펩티드 조각

피크로 관찰된다면 이는 시스템 변동을 보여주

들의 일차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는 것이다. 그러나 1 : 1 혼합물에서 여러 피크

일차구조에 대한 검증과 변이단백질에 대한 정보

들이 관찰된다면 이는 각 피크의 펩티드들이

를 제공한다. 펩티드 분리도를 결정하기 위해 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1 : 1 혼

해된 표준시료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합물에서 피크가 시료 분해물이나 표준물질 분

다. 변이단백질 분석을 위해 변이펩티드가 펩티

해물의 해당 피크보다 확연히 넓어졌다면 서로

드 지도상에서 잘 분리되지 않는 지점에 위치

다른 펩티드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펩티드 지도

한다면 특성화된 변이체 혼합물과 표준품을 사용

결과 분석은 컴퓨터에 기반한 소프트웨어가 이

한다. 펩티드 양상의 일관성 지표는 검출된 주 펩티

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동화 방식인 수리

드 피크의 수를 사용할 수 있다. 펩티드 양상의 일

공식, 모델 및 양상 인식 등이 사용되고 있는

관성은 펩티드 피크들의 분리도로 가장 잘 정의

데, 그 예로서 적외부 흡광분석법에 의한 자동

될 수 있다. 피크 간 분리, 최대 피크의 너비,

확인이나 펩티드 확인을 위한 디오드어레이 자

피크면적, 피크꼬리인자, 칼럼효율성 등의 크로

외가시부 흡광도측정법의 응용 등이 있다. 그러

마토그래프법 인자들은 펩티드 분리도를 정의

나 이러한 방법들도 부적절한 분리, 펩티드 조각

하는데 사용된다. 시험 단백질과 사용되는 분리

의 동시 유출, 또는 시료 분해물과 표준물질 분

방법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 펩티드의 분

해물 사이의 절대 피크반응의 차이라는 한계를

리 요건이 필요하다.

갖고 있다.

표준물질 분해물을 반복 분석하여 정밀성과 정량적

머무름시간, 피크면적 또는 피크높이들의 산술

회수율을 측정할 수 있다. 확인된 펩티드의 회

적 비교는 선택된 해당 피크들 그룹의 펩티드

수율은 일반적으로 펩티드 표준품을 사용하여

지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피

평가할 수 있으며, 정밀성은 상대표준편차로 표

크면적은 변화가 가장 작은 하나의 피크를 내부

현한다. 확인된 펩티드의 회수율과 정밀성에 차

표준물질로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피크면적의

KP Forum Vol.12, No.2 (2015)

47

적분은 기준선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때문에

특성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질량분석기를 사용한

분석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펩티드 조각의 특성분석에서 분리된 펩티드 시

그렇지 않으면 시료에 대해 모든 피크높이들의

료는 직접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와 기계적

합에 대한 각 펩티드 피크높이의 백분율로 산

으로 연계되어 구조분석용 질량분석기로 주입된

출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분율은 표준물질의 해

다. 탠덤 질량분석법 (Tandem MS)은 변이단

당 피크의 백분율과 비교한다. 트립신 절단제의

백질의 서열을 분석하여 아미노산 변이 형태를

자가분해 가능성 확인은 공시험액을 트립신 처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또한 환원 전후의 분해물

리하여 얻은 펩티드 지도 결과로 알 수 있다.

질량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여러 펩티드에 있는

펩티드 지도작성법의 적격성에 대한 최소 요건은

디설피드결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조시험으로서 시스템 적합성을 포함하는 승인

만약 사용한 펩티드 지도분석으로 단백질 일차

된 시험법을 따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규제

구조의 특정 영역을 알아낼 수 없다면 이차 펩

과정에서는 단백질의 펩티드 지도작성법의 적격성

티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펩티드 지도작성

을 평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허가승

을 통한 단백질 특성분석의 목표는 단백질 일차

인과정이 진행되면, 적격성 평가에 추가적으로,

구조의 95 % 이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단백질에 대한 펩티드 지도작성법 개발이 의도된
대로 실행되는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분 밸리
데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펩티드 조각의 확인

펩티드 지도작성법을 정성

분석으로 사용할 때에는 각 펩티드 피크들의
완전한 규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허가심사
시 요구되는 시험법 검증을 위해서는 펩티드 개
별 피크들에 대한 정확한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펩티드 피크의 특성분석법에는 N-말단 서열분
석법, 질량분석법 등이 있다. 특성분석 목적으로

N-말단 서열분석법을 사용할 때에는 분리 분석 규
모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경우 펩티드 피크들의 분
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모 확대가 분리
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N-말

단 서열분석을 위한 시료는 각 펩티드 피크의 유출
액을 모아서 진공농축을 하여 제조하는데, 필요
하다면 이를 다시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분리
하기도 한다. N-말단 서열분석에서 펩티드 조각
의 아미노산 분석은 보통 펩티드 크기에 의해 제
한을 받는다. 다른 한편 만일 N-말단이 차단되어
있다면 서열분석 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카르복시펩티다제와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
착/이온화 비행시간형(MALDI-TOF) 질량분석기
가 조합된 펩티드의 C-말단 서열분석법도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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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칼럼 충진제는 유리, 실리카 또는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유기 고분자물질 등의 성분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표면에는 화학반응을 통해 옥틸, 옥타데실, 페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은 분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용액 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다. 이동상 용매에 따라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
을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프법, 수용성용매를 이용하는
방법을 겔여과크로마토그래프법이라고 한다. 물질
분리 원리는 다공성 겔을 칼럼에 충진하고 여기에
시료를 주입한 후 이동상을 흘려보내면 겔 입자
내에서 이동상 용매와 고정상의 동일 용매 사이의
용질 분자의 반복적 교환에 의해 분자크기에 따른
분리가 일어나고 충진된 겔의 공극 크기가 분리되는
분자량 범위를 결정한다.
특정 크기의 공극을 가진 겔에서 충분히 작은
분자는 겔 사이의 공간과 공극내 공간 (겔 총 침
투용적, Vt)을 모두 통과한 후 용출된다. 즉 이동상이
겔 총 침투용적 (Vt)만큼 흐른 후 용출되게 된다. 하지만
매우 큰 크기의 분자는 공극내 공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겔 사이의 공간 (배제용적, Vo)만을 통과하여 용출된다.
즉 이동상이 배제용적 (Vo)만큼 흐른 후 용출되게
된다. 그리고 중간 크기의 분자들은 이동상이 겔 총
침투용적 (Vt)과 배제용적 (Vo)사이의 어느 용적
(부피)만큼 흐른 후 용출된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분리는 겔 총 침투용적과 배제용적 사이 첫 2/3
정도에서 일어난다.
기본이 되는 장치는 다양한 길이와 내경을 갖는
칼럼이다. 칼럼은 필요에 따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적절한 분자크기 범위 내에서 물질을 분리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속도로 유출 조절이 되어야
한다. 칼럼 한쪽 끝은 유입부로, 검체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 같은 적절한 장치와 용출을 조절
할 수 있는 펌프가 연결되어야 한다. 반대쪽 끝은
유출부로, 검체를 분리하여 조성물별로 상대적 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기록계가 장착된 검출기
에 연결되어야 한다.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흡광도, 굴절도, 발광 등의
특성을 이용한다. 필요시 자동 분획수집기를 부착

닐, 시아노프로필 등과 같은 작용기가 공유결합되
어 있다. 그리고 충진제 표면에 결합된 작용기의
종류는 물질 분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또한 실리카와 같은 성분의 충진제는 일
반적으로 높은 압력을 발생시키는 펌프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분리에 유리하다.
이동상은 검체종류, 분리매체, 검출방법에 의해 선
택된다.
분리를 수행하기에 앞서, 충진제는 의약품 각조
의 규정 또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전처리하여
칼럼에 충진할 수도 있다. 크로마토그래프법은 분
리방법에 따라 시스템 적합성을 적절히 평가한다.
혼합물의 상대적 조성 측정 의약품 각조의 규정을
따라 분리과정을 수행한다. 만약,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성분들이 동일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시료를 분석한다면(예를
들어,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들이 동일한 비흡광
도(specific absorbance)를 갖고 있다면), 개
별 성분의 피크 면적을 모든 성분들의 피크 면
적 총합으로 나누어 그 성분의 상대적인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검출을 위해 사용되
는 물리화학적 특성의 농도-반응성이 분석하고
자 하는 성분들간에 같지 않다면, 의약품 각조
에 규정된 교정용 표준품을 사용하여 얻은 감
량선을 이용하여 함량을 계산한다.
분자량 측정

크기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은

의약품 각조에 규정된 적절한 교정용 표준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정용 표준품의 분자
량 로그값 및 유지용적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데 이 경우 대개 그래프는 배제용적와 총 침투
용적 내에서 직선이 되며, 이 검량선을 이용하
여 분자량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분자량 결정
에서 유의할 점은 실험조건이나 용질/용매 시스
템이 달라진다면 이전 검량선은 더 이상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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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단백질정량법

지 않다는 점이다.
고분자물질의 분자크기에 따른 분포도 측정 크기
배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은 고분자물질의 분자 크
기에 따른 분포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료간 비교는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서 얻
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교정에 사용되
는 표준품과 고분자물질의 분자크기의 분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의약품 각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법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
는 아미노산들의 자외부흡광과 같은 단백질 자체
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특정물질과
단백질간의 화학반응을 통해 흡광파장을 가시광
선부 범위내로 변화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
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화학반응 정도는 단백질의
양에 비례하게 되며 발색반응이기 때문에 흡광도가
증폭되어 민감도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제 1 법 자외부흡광도법

단백질 용액은 주로

티로신과 트립토판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에
의해 280 nm의 파장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용액 속의 단백질을
정량할 수 있다. 단백질을

용해하기 위해 사용

되는 완충액이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흡광
도를 갖는다면 완충액 안에는 간섭물질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섭 작용은 보정액을 완
충액으로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
다. 측정하고자 하는 단백질 농도가 낮으면 셀
(cell)에 단백질이 흡착되어 측정값이 감소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백질 농도를 높이거나 완충
액을 만들 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조작법

측정하는 동안 검액, 표준액, 보정액을

같은 온도로 유지한다. 조제된 완충액을 보정액
으로 이용하고 검체액과 표준액을 석영 셀에 넣
은 후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단백질 농도의 값은 해당 흡광도가 직선으로 된
검량선 구간에 있을 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
다.
1) 검액

측정할 검체를 조제된 완충액으로 희석하

여 단백질 농도가 0.2 〜 2 mg/mL이 되도록 한다.
2) 표준액

측정할 표준물질을 검액 조제시 사

용한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검액의 단백질 농도
와 동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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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란

검체의 광산란에 의해 단백질량 측정

사라진다. 이 방법은 간섭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용액 중 단백질

검체로부터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사용한다. 대부

입자의 크기가 분석에 사용되는 파장과 비슷한

분의 간섭 물질은 발색을 감소시키지만 일부 계

수준(250 nm ∼ 300 nm)이라면 산란으로 인

면활성화제는 발색을 약간 증가시킨다. 고농도의

해 검체의 흡광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염은 인몰리브덴산텅스텐산과 단백질 결합체를

오차는 280 nm에서 광산란에 의한 흡광도를

침전시킬 수 있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강

계산하여 보정한다. 이를 위해 320 nm, 325

도의 발색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가능한 표준물

nm, 330 nm, 335 nm, 340 nm, 345 nm, 350

질과 검체는

nm 파장에서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이 측정

표준물질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단백질정량용 알

값들의 로그값과 각 측정 파장의 로그값으로 그

부민 등으로 대체한다. 검체 내에 단백질로부터

래프를 그린다. 다음으로 선형희귀에 의해 그래

간섭물질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 검액을 준비하기

프 상의 좌표값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표준곡선

전에 간섭물질을 아래의 간섭물질 제거 방법에 따

을 그린다. 이 곡선을 외삽하여 280 nm에서의

라 분리한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검체가 충분히

흡광도

진수

고농도일 경우에는 희석배수를 높여 간섭물질의

(antilogarithm value)를 구하면 이 값이 280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든 완충액이나 시액

nm에서 광산란에 의한 흡광도가 된다. 280

조제 시 정제수를 사용한다.

nm에서 측정된 총 흡광도에서 광산란에 의한

조작법

흡광도를 뺀 값이 용액 내의 단백질의 흡광도

의 표준액, 검액과 공시험액에 가한 후 진탕 혼

이다. 검액이 혼탁할 경우 단백질 흡착이 안되

합한다. 10분간 정치시킨 후 폴린시액 0.5 mL

는 0.2 μm 여과막을 사용하여 여과하거나 원

희석액을 가하고 진탕 혼합한 다음, 30분간 상

심분리를 이용하여 광산란에 의한 영향을 감소

온에서 정치시킨 후 보정액을 공시험액으로 사

시킬 수 있다.

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계산법

1) 검액

로그값을

계산한

후

그

검액 내 단백질 농도는 다음 식으로 구

하며, 필요한 경우 흡광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을 사용한다.

알칼리성구리시액 1 mL을 각각 1 mL

적당량의 검체를 조제된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표준곡선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
록 검액을 만든다. 완충액 내 적정 pH 범위는

Cu=Cs(Au/As)

10.0 ~ 10.5이다.
2) 표준액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단백질함량 5

Cu : 검액의 단백질 농도

〜100 μg/mL 범위 내에서 최소한 5개 농도

Cs : 표준액의 단백질 농도

의 표준액을 만든다.

Au : 검액의 흡광도 값

3) 공시험액

As : 표준액의 흡광도 값

용되는 완충액을 사용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만들기 위해 사

4) 황산구리시액

황산구리 100 mg과 타르타

로리법은 폴린시액 (인몰리브덴

르산나트륨 0.2 g을 정제수로 용해하여 50 mL

산텅스텐산시액)내 인몰리브덴산텅스텐산이 단백

되게 한다. 탄산나트륨 10g을 정제수로 용해하

질에 의해 환원되고 이로 인한 발색이 750 nm

여 50 mL 되게 한다. 천천히 탄산나트륨용액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방

을 황산구리용액에 가하여 진탕 혼합한 다음

법이다. 폴린시액은 단백질 내 티로신과 반응하여 상

2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온에서 20 〜 30분간 발색되었다가 서서히 발색이

5) 알칼리성구리시액 황산구리시액과 도데실황

제 2 법 로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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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트륨 액 (50 g/L)과 수산화나트륨용액 (32

한다. 강한 알칼리성 검체는 산성시액의 반응을

g/L)을 (1:2:1)로 혼합한 다음 상온에서 보관하

방해할 수 있다.

고 2주 이내에 사용한다.

모든 완충액과 시액 제조 시 정제수를 사용한다.

6) 폴린시액 희석액

조작법

폴린시액 5 mL을 정제수

산 블루 90 시액 5 mL을 각각 0.1 mL

55 mL로 희석한 다음, 황갈색 병에 옮긴 후 상

의 표준액, 검액과 공시험액에 가한 다음 상하로

온에서 보관한다.

교반하여 혼합한다. 이때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한

간섭물질

간섭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측정 전 검

다. 거품형성은 재현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보정

체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을 가하여 단백질을 침전

액을 공시험액으로 사용하여 595 nm에서 표준

시킨 후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희석액으로부

액과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색소가

터 단백질을 농축시키는데 사용된다.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석영 셀을 사용하지 않

측정할 검체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액 0.1 mL

는다.

(1.5 g/L)을 가한 다음 교반기로 교반시킨 후

1) 검액

10분간 상온에 정치시킨다. 다시 트리클로로아세

희석하여 표준곡선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

트산 0.1 mL (720 g/L)을 가한 후 교반기로 교

록 검액을 만든다.

반시킨다. 그 다음 3000 g에서 30분간 원심 분

2) 표준액

리한다. 상층액을 버리고 잔류된 액은 파이펫으

0.1 〜 1 mg/mL

로 제거한다. 단백질 침전물은 1 mL 알칼리성구

농도의 표준액을 만든다.

리시액을 가하여 녹인다.

3) 공시험액

계산법

용되는 완충액을 사용한다.

흡광도와 단백질 농도 간의 관계는 비

석영에

적당량의 검체를 조제된 완충액으로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단백질 함량
범위 내에서

최소한 5개

검액과 표준액을 만들기 위해 사

선형적이지만, 농도 구간이 충분히 좁을 경우 선

4) 산 블루 90 시액

형에 근접하게 되어 선형회귀를 사용하여 직선

올로 희석하여 50 mL가 되게 한다. 그 다음 이 용

형 표준곡선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액에 100 mL 인산을 정제수로 희석하여 1000

적용하여 우선 표준액의 농도와 흡광도간 선형

mL가 되게 한 후 혼합한다. 용액을 여과 후 황갈

회귀식(직선식)과

색 병에 옮긴 후 상온에서 보관한다. 보관 시 색소

표준곡선(검량선)을

구하고

산 블루 90 0.1 g을 알코

이를 사용하여 검액의 흡광도로부터 단백질 농

가 천천히 침전하므로, 여과하여 사용한다.

도를 결정한다.

계산법

로리법에서와 동일한 원리로 표준액의

농도와 흡광도간 선형희귀식을 구하고 이를 사

제 3 법 브래드포드법

이 방법은 산 블루 90

용하여 검액 중 단백질 농도를 결정한다.

색소가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대흡광파장이 470
nm에서 595 nm로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

제 4 법 비신코닌산법 비신코닌산법은 단백질

이다.

에 의해 Cu2+가 Cu1+로 환원될 때 발색하는 반

산 블루 90 색소는 단백질 내 아르기닌 및 리신 부

응을 이용한다. 비신코닌산 시액은 구리이온을

위에 가장 쉽게 결합한다. 따라서 단백질에 따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방법은 방해물질의

시험반응이 다양할 수 있어 반드시 같은 종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검체 내에 방해물질

단백질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검체의 단백질

이 있을 경우 방해 물질의 영향은 희석에 의해

함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지만 검체 단백질 농도는 정

방해물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검체 내에

확한 측정을 위해 충분한 양이 있어야 한다. 다

계면활성제와 양성전해질이 있는 것은 피해야

른 방법으로는 로리법처럼 검체로부터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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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전시켜 방해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다. 단

블린-지와 알부민 검체를 측정시에 측정결과의

백질 종류에 따라 다른 발색정도를 나타낼 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뷰렛시액에 수산화

있어 표준물질 단백질과 검체 단백질은 동일

나트륨용액을 가할 때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종류여야 한다.

경우와 혼합 후 충분한 반응시간을 주지 않을

모든 완충액이나 시약은 정제수를 사용하여 조

경우에는 면역글로블린-지가 알부민보다 높은

제한다.

흡광도를 나타낼 수 있기에 이러한 점들은 주

조작법

구리-비신코닌산 시액 2 mL을 각각

의해야한다. 검체 내 방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

0.1 mL의 표준액, 검액과 완충액에 가하여 혼

하기 위해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을 가하여 단백

합한 다음 37 ℃에서 30분간 둔다.

질을 침전시킨 후 측정할 수도 있다.

반응 종료 후 반응액을 석영 셀에 옮긴 후 60분 이내

조작법

에 보정액을 공시험액으로 사용하여 562 nm에서 흡

화나트륨용액 (60 g/L)을 가한 후 혼합한다.

광도를 측정한다. 반응액 온도가 상온으로 되면

이 혼합액에서 0.4배 용량을 취하여 뷰렛시액

발색 강도는 점차적으로 증가된다.

을 가하고 바로 혼합한다. 15 ℃ 〜 25 ℃ 온

1) 검액 검체를 조제된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표

도 조건에서 15분 이상 반응시킨다. 90분 이내

준액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에 공시험액을 보정액으로 사용하여 545 nm에

2) 표준액 측정할 표준물질을 완충액으로 희석하

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단백질 농도 측정시 시액

여 단백질 함량 10 〜 1200 μg/mL 범위 내에서

이 혼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긴 경우 사용하지

최소한 5개 농도의 표준액을 만든다.

않는다.

3) 공시험액 검액과 표준액을 만들기 위해 사용

1) 검액

되는 완충액을 사용한다.

희석하여 표준액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

4) 비신코닌산 시액 비신코닌산이나트륨 (disodium

도록 검액을 만든다.

bicinchoninate) 10 g, 탄산나트륨 20 g, 타르

2) 표준액

타르산나트륨 1.6 g, 수산화나트륨 4 g, 탄산수

g/L)에 녹인 후, 희석하여 단백질 함량 0.5 〜

소나트륨 9.5 g을 정제수에 용해한 후 수산화나

10 mg/mL 범위 내에서 최소한 3개 농도의 표

트륨용액을 가하여 pH를 11.25가 되도록 한다음,

준액을 만든다.

정제수를 가하여 1 L이 되게 한다.

3) 공시험액

5) 구리-비신코닌산 시액 황산구리용액 1 mL

액과 표준액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완충액이다.

(4 g/L) 와 비신코닌산 시액 50 mL을 혼합한다.

4) 뷰렛시액

계산법

로리법에서와 동일한 원리로 표준액의

해하여 10 mL가 되도록 하고 차갑게 두어 용

농도와 흡광도간 선형희귀식을 구하고 이를 사

액 A를 만들고, 시트르산나트륨 이수화물 34.9

용하여 검액 중 단백질 농도를 결정한다.

g과 무수탄산나트륨 20.0 g을 뜨거운 정제수로

검액, 표준액, 공시험액에 동량의 수산

검체는 염화나트륨용액 (9 g/L)으로

표준물질을 염화나트륨용액 (9

염화나트륨용액 (9 g/L)으로 검

황산구리 3.46 g를 정제수로 용

용해하고 식혀서 용액 B를 만든다. 용액 A와

제 5 법 뷰렛법

이 방법은 알칼리성 조건에서

용액 B를 혼합 후 정제수로 희석하여 200 mL

구리이온 (Cu2+)을 단백질 용액과 반응시켰을

가 되도록 한다. 이 혼합액은 6개월 이내에 사

때, 구리이온이 생기는 발색 반응을 545 nm의

용한다. 만약 시액이 혼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

흡광도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분석법은 타분

길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석법과 달리 단백질 종류가 달라도 발색정도의

계산법

차이가 매우 작다. 예를 들어 동량의 면역글로

농도와 흡광도간 선형희귀식을 구하고 이를 사

로리법에서와 동일한 원리로 표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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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액 중 단백질 농도를 결정한다. 이때
표준곡선의 상관계수는 0.99 이상이어야 한다.
방해물질

방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체 내 단백질은 다음과 같이 침전시키고 사
용할 수 있다. 검액 용량 대비 0.1배의 트리클
로로아세트산용액 (500 g/L)을 가한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은 소량의 수
산화나트륨용액 (0.5 M)으로 용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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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신설(안) - 의견수렴용

<분석기기의 적격성평가>는 제약업계 및 학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제정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다
양한 실험 장비와 기기 및 전산화 분석 시스템이 제약 산업에서 제품이 그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실하도록 돕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적격성평가가 필요하다. 적격성평가는 그들의 절차를 밸리데
이션하고 기기를 보정하며, 취득된 자료가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스템 적합성 시
험 및 공정 중의 품질 관리 검사 시료의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기기 점검을 수행한다.
<수분-고체 상호작용>은 PDG(Pharmacopoeial Discussion Group)에 의해 2009년(Sign-off기준)
에 국제조화된 시험법으로써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제정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본 일반정보에서는 원
료 또는 제제 구성성분으로서의 의약용 고체가 가공 및 저장 도중에 물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
수분과 고체의 연합에 의해 변화되는 특성(화학적 분해 속도, 결정 생성 및 용출, 분산성 및 습윤성, 분
말의 유동성, 윤활성, 압축성, 압축 경도 및 미생물 오염) 등에 대해서 다룬다.
<시스템적합성>은 제약업계 및 학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제정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시스템적합
성 시험은 의약품 품질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수행 실험실의 분석 시스템을 사용
하였을 때, 시험에 적용되는 시험법이 그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는가를 검증하는 것과 분
석 시스템이 품질시험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의 품질 관리 검사 시료의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기기 점검을 수행한다. 분석기기의 복잡성 및 자
동화의 증가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기기 적격성

서론
단순 질소농축기부터 복잡한 다기능 기술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실험 장비, 기기 및 전산화 분
석 시스템이 제약 산업에서 제품이 그 의도된 용
도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실하도록 돕기 위한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다. 분석자의 목표는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으며 유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얻는 것이다. 응용에 따라, 사
용자는 그들의 절차를 밸리데이션하고 기기를 보
정하며, 취득된 자료가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확
실히 하기 위해 시스템 적합성 시험 및 공정 중

평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방법 밸리데이션 및 시스템 적합성 활동과는 달
리 분석기기 적격성평가는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나 절차가 없다. 기기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절차,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따
라서, 기기 적격성평가에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사
용되어 왔다. 이 접근법들은 다른 양의 자원을 필
요로 하며 광범위하게 상이한 분량의 문서를 만
들어낸다. 여기에서는 분석기기 적격성평가에 대
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분석기기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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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생성하
는데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의 하나로 본다. 적격
성평가에 적용되는 엄격성의 정도는 기기편성의
복잡성 및 의도된 용도에 따른다는 것을 주목해
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분석기기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분석기기 적격성평가의 위치를 강조한다.

밸리데이션과 적격성평가의 대비
여기에서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는 제조공정, 분
석절차 및 소프트웨어 절차에 대해 사용되며, 적

그림 1. 자료 품질의 구성요소

격성평가라는 용어는 기기에 대해서 사용된다. 따
라서“분석기기 적격성평가”의 문구는 기기가
그 의도된 응용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과정에 사

의 사용은 그 절차가 적합한 품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한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용된다.
시스템 적합성 시험
자료 품질의 구성요소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자료(양질의 자료)의 생
성에 관여하는 4개의 주요 구성요소가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구성요소의 품질 삼각형 내의 계층화
활동을 보여준다. 각 층은 전체 품질을 증가시킨
다.

분석기기 적격성평가는 양질의 자료를 생성

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양질의 자료를 생성

시스템 적합성 시험은 시스템이 절차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시
험은 시스템의 성능이 시험 시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분석과 함께 수행된다. 일반시
험법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액체크로마토그
래프법에서 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적합성 시험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제시되어있다.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다른 요소로는 분석방법 밸
리데이션, 시스템 적합성 시험 및 품질 관리 점검
시료 등이 있다. 이러한 품질 구성요소에 대하여
아래에 서술하였다.

품질 관리 점검 시료
많은 분석자들은 표준물질 또는 교정 표준품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기기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일
부 분석은 시험의 적절한 성능에 대한 과정 중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분석기기 적격성평가는 기기가 의도된 목적에 맞
게 적절하게 작동한다는 문서화된 증거의 집합이
다. 분석에서 적격한 기기의 사용은 생성된 자료
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에 기여한다.

또는 지속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품질 관리
점검 시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다. 분
석기기 적적성평가 및 분석방법 밸리데이션은 이
러한 방식으로 분석자들이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분석의 품질에 기여한다. 시스템 적합성 시험 및
품질관리 점검 시료는 시료 분석 직전 또는 과정

분석방법 밸리데이션
분석방법 밸리데이션은 분석절차가 그 의도된

중에 분석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
다.

용도에 적합한 지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의 집합
이다. 적격한 분석기기와 함께 밸리데이션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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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은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분석 자료가 품질을 갖추게 하

표 1.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각 단계의 시점, 적용성

는 다른 3개의 구성요소 –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및 활동

시스템 적합성 시험 및 품질관리 점검 시료 – 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설계
적격성평가

설치
적격성평가

운전
적격성평가

성능
적격성평가

시점 및 적용성

적격성평가 단계
기기 적격성평가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아
닌 여러 개별 활동의 결과이다. 편의상 이러한 활

새 모델의
기기 구입 전

동은 4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설계 적격성평가,

각 기기의
설치 시
(신규, 구형
기존 비적격
기기)

설치 적격성평가, 운전 적격성평가 및 성능 적격
성평가.
일부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활동은 하나 이상의

각 기기의
설치 또는
주요 보수
후

각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정된 간격

고정 변수

예방적
유지보수 및
수리

활동
제조사
설치적격성
평가의 보증

상황

적격성평가 단계를 포함하며 분석자들은 잠재적
으로 하나 이상의 단계 중에 이들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 참조).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분석기기
적격성평가활동은 특정 순서를 필요로 한다: 예를

제조사의
적절한 지원
가능성 확인

운전, 교정,
유지 및 변경
관리에 대한
방법 설립

기기 배송

시설

환경

들어 설치 적격성평가는 다른 적격성평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처음에 있어야 한다. 분석
기기 적격성평가 활동은 정의되고 문서화된다.
각 단계에서의 활동은 보통 표와 같이 수행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활동을 다른 단계

조립 및 설치
실험실 내
보안자료저장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기기의 적합성 자료 저장장치 장치, 백업 및
보관
설치 검증

에서 수행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

기기 기능
시험

성능 점검

다. 하나 이상의 적격성평가 단계에 걸쳐있는 이
러한 활동은 이중 화살표로 연결되어 표시된다.
주어진 단계에 나열된 활동이 다른 단계에서 수
행되는 경우, 활동이 나열된 단계에서 그 활동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활동
이 수행되는 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게 배송하기 전에 분석기기가 어떻게 제조되고
(설계 규격, 기능적 요구사항 등) 시험되는지를
설명하는 정보의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상업용 기성품이
의도된 응용에 적합한지와 제조사가 신뢰성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설치, 서비스 및

설계 적격성평가
설계 적격성평가는 기기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기기의 기능 및 운전 사양과 공급처 결정 기준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의 능력을 판정하여
야 한다. 이런 결정은 사용자의 제조사와의 이전
상호작용에서 도움 받을 수도 있다.

정의하는 활동의 문서화된 집합이다. 설계 적격성
평가는 기기 개발자 또는 제조사에 의해 수행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완건한 설계 및 사용자에

설치 적격성평가
설치 적격성평가는 기기가 설계 및 규격에 맞게
배송되어, 선택된 환경에 제대로 설치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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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이 기기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평가 시험을 위한 준비가 된다. 운전 적격성평가

활동의 문서화된 집합이다. 설치 적격성평가는 신

는 기기가 선택된 환경에서 운전 사양에 따라 작

규, 구형 및 기존 비적격 기기에 적용된다. 설치

동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문

적격성평가 관련 부분은 다른 장소로 이송되거나

서화된 집합이다. 운전 적격성평가 단계에서의 시

장기간 보관 등의 이유로 재설치된 적격 기기에

험 활동은 다음의 변수로 구성된다.

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설치 적격성평가와 관련
된 활동 및 문서는 다음과 같다.

고정 변수—이 시험은 기기의 길이, 높이, 무
게, 입력 전압, 허용 압력 및 부하와 같은 불변의

설명—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소프트웨어 버

변수를 측정한다. 이러한 변수에 대해 제조사가

전 및 위치를 포함한 기기 또는 기기 구성요소의

제공한 규격이 사용자를 만족하는 경우, 시험 요

집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적절한 곳에 도면

구사항은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변수

및 흐름도를 사용한다.

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의 장소에서 시험

기기 배송— 기기, 소프트웨어, 설명서, 소모품

을 수행할 수 있다. 고정변수는 기기의 수명에 따

및 기타 기기 부속품이 주문서에 규정되어진 대

라 변하지 않으므로 재판정은 필요하지 않다. [비

로 배송되었으며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전

고—이 시험은 설치 적격성평가 단계 중에 수행될

소유 또는 기존 기기의 경우 설명서 및 문서를

수도 있다 (표 1 참조); 그런 경우 운전 적격성평

취득하여야 한다.

가 시험에서 고정변수를 재판정할 필요는 없다.]

시설 및 환경— 설치 장소가 제조사 지정 환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조립 및 설치— 기기를 조립하여 설치하고 예
비 진단 및 시험을 수행한다. 조립 및 설치는 제

보안 자료저장, 백업 및 보관— 해당 시, 문서
화된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장소에서 저장, 백업,
감사 추적 및 보관과 같은 보안 자료 취급을 시
험한다.

조사, 공급사, 전문 엔지니어 및 자격을 갖춘 사

기기 기능시험—사용자가 요구하는 기기의 기

내 담당자가 할 수 있다. 제조사가 수립한 설치

능은 제조사가 의도한대로 기기가 작동하는지 확

검사 및 지침은 기기 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

인하기 위해 시험되어야 한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조립하고 설치하는 동안

정보는 이러한 변수들의 규격을 식별하고 식별된

관찰되는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은 문서화하는 것

변수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설계하는데 유용하

이 좋다. 그러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구입

다. 사용자 또는 그 지정자격자는 사용자의 환경

된 설치 패키지는 사용자별 기준으로 보완할 필

에서 기기가 제조사 또는 사용자의 사양을 만족

요가 있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및 자료저장장치— 일부 분석 시스템

기기가 치루는 운전 적격성평가 시험의 범위는

은 설치 장소에 네트워크 접속 및 자료저장소 기

그 의도된 응용에 달려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능을 제공하기를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필요 시,

어떤 기기 또는 응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전 적격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그 기능성을 점검한

성평가 시험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
설치 검증— 설치 후 기기의 초기 진단 및 시
험을 수행한다.

일상적인 분석시험은 운전 적격성평가 시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운전 적격성평가 시험은 사용자
의 환경에서의 사양에 따른 기기의 운전을 검증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일정 간격으로

운전 적격성평가
성공적 설치 적격성평가 후 기기는 운전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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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운전

시험 빈도는 기기의 완건성 및 수행되는 시험

적격성평가 또는 성능 적격성평가 시험은 반복되

의 중요도에 따른다. 시험은 예정되지 않을 수 있

어야 한다. 기기가 다른 위치로 이동할 경우 어떤

다—예를 들어 기기가 사용될 때마다. 또한 일정

운전 적격성평가 시험이 반복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간격으로 예정될 수도 있다. 기기에 대한 경험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기 성능의

운전 적격성평가 시험은 구성단위별 또는 전체

이력이

작성될 수 있도록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시스템의 개별적 구성요

동일한 성능 적격성평가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소의 구성단위별 시험은 재적격성평가 없이 그러

유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 기기가 지속적으로 적

한 구성요소의 상호교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격함을 보장하기 위해 기기는 통합 지원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체적 시험도 가능하다.

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시험 시료와 동시에 수
행되는 일부 시스템 적합성 시험 또는 품질 관리

성능 적격성평가
성능 적격성평가는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규격

점검은 기기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에 따라 기기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사용 목적

예방적 유지보수 및 수리— 기기가 성능 적격

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성평가 시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

의 문서화된 집합이다. 설치 적격성평가 및 운전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예방적

적격성평가가 수행된 후, 기기의 의도된 용도에

유지보수가 많은 기기에서 권장된다. 기기가 적격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은 성능 적격성평가를 통해

성을 유지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성능 적

증명된다. 성능 적격성평가 단계는 다음의 변수를

격성평가 시험을

포함한다.

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성능점검—기기의 의도된 용도에 대한 기기의

운전, 교정, 유지보수 및 변경 관리에 대한 방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또는 일련의 시험들

법—기기를 유지하고 교정하기 위한 방법을 확립

을 설정한다. 성능 적격성평가 시험은 일반적으로

한다. 각각의 유지보수 및 교정 활동은 문서화되

기기의 전형적인 현장 응용에 기초하며 알려진

어야 한다.

구성요소 또는 표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시험은 적절한 과학에 기반하며 기기의 일

역할 및 책임

반적인 사용목적을 반영한다. 시험 시료로 동시에
수행되는 일부 시스템 적합성 시험 또는 품질 관

사용자

리 점검은 기기가 적절하게 성능을 보이고 있음

사용자는 기기의 운영 및 자료 품질에 대한 궁

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성능 적격성평가

극적 책임이 있다. 사용자 그룹은 분석자, 상사,

시험은 운전 적격성평가 시 수행되는 것과 유사

기기 전문가 및 조직 관리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할 수 있지만 필요 시 그 결과에 대한 규격은 다

기기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교육되어야 하고 교

르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적

육 기록은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기기 사

격성평가 시험을 위한 사용자 사양은 의도된 응

용에 있어서의 사용자 훈련 및 전문성은 성공적

용에 대한 문제없는 장비 운전을 증명해야 한다.

인 분석기기 적격성평가에 필요한 기기 시험 설

운전 적격성평가 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능

계 및 규격을 설계하는데 있어 사용자들이 최고

적격성평가 시험도 구성단위별 또는 전체적으로

의 자격을 갖춘 그룹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

수행될 수 있다.

자들은 그들의 기기의 적격성평가에 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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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문, 장비 제조사 또는 공급사, 밸리데이션

하는 펌웨어 없이 작동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일

전문가 및 품질보증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조언

반적으로 펌웨어의 설계 또는 기능을 변경할 수

및 지원할 수 있지만 기기의 적격성평가에 대한

없다. 그러므로 펌웨어는 기기 자체의 구성요소로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또한 정

간주된다. 실제로 하드웨어의 적격성평가는 펌웨

기적으로 성능 적격성평가를 수행하여 기기를 적

어를 통해 하드웨어를 운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

격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하드웨어(즉, 분석기기)가 사용자의
장소에서 적격한 경우 통합된 펌웨어도 본질적으

품질 단위

로 적격하다. 펌웨어에 대한 별도의 현장 적격성

분석기기 적격성평가에서 품질 단위의 역할은

평가는 불필요하다. 가능하다면 펌웨어 버전은 설

다른 규제 활동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품질 담당

치 적격성평가 활동의 일부로서 기록되어야 한다.

자는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과정이 규정 준수 요

펌웨어 버전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은 기기의

구사항을 충족하며, 과정이 준수되고 있고, 기기

변경관리를 통해 추적되어야 한다 (아래 변경관

의 의도된 용도가 유효하고 문서화된 자료로 지

리 참조).

원되는지 보장할 책임이 있다.
기기제어, 자료 수집 및 처리 소프트웨어
제조사

오늘날 많은 전산화 기기를 위한 기기제어, 자료

제조사 및 개발자는 기기 설계 시 설계 적격성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기기와 연결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기기의 제조 및

된 컴퓨터에 적재된다. 그래서 기기의 작동은 소

조립에 사용되는 관련 과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되므로 기기에서의 운영 제

책임도 있다. 제조사는 조립된 기기를 사용자에서

어는 거의 남지 않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자

배송하기 전 시험을 해야 한다.

료 수집 및 수집 후 연산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

마지막으로 제조사 및 공급사는 제품의 출시 후

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 불가분하게 얽혀

발견 된 하드웨어 결함에 대해 모든 알려진 사용

있는 기능들은 모두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있

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 교육, 서비스, 보수 및

어 중요하다.

설치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 시 사용자 감사를 요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사는 설계 적격성평가를 수행하고 소프트웨
어를 밸리데이션하고, 밸리데이션의 요약을 사용
자에서 제공한다. 사용자 장소에서 전체 기기 및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적격성

분석 작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세 종류로

평가는 소프트웨어만의 구성단위별 밸리데이션보

분류될 수 있다: 펌웨어; 기기 제어, 자료 수집 및

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분석기기 적격성

처리 소프트웨어; 단독 실행 소프트웨어. 소프트

평가 과정에 따라 기기 적격성평가를 하여 기기

웨어 밸리데이션은 주요 초점이 아니지만 다음

관리, 자료 수집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적격성을

항목은 이 활동이 분석기기 적격성평가의 범위

부여한다.

하에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단독 실행 소프트웨어
펌웨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과 같은 단독 실행 소프트

전산화 분석 기기는 하위 소프트웨어(펌웨어)와

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권위 있는 지침이 사용될

통합 칩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제대로 작동

수 있다.1 밸리데이션 과정은 소프트웨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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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개발 모델을 지정하기도 하는 소프트웨어

한다. 향후 개정된 성능 적격성평가 시험을 수행

개발자에 의해 관리된다. 밸리데이션은 개발주기

한다.

의 다양한 단계를 통해 계획되고 실행되는 일련

기기제어, 펌웨어 및 자료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위해, 변경관리는 영향

(1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의 일반원칙: 산업계 및

을 받은 기기의 설계/설치/운전/성능 적격성평가

FDA 직원을 위한 최종 지침, 미 보건부, 식약청,

를 통해 수행된다. 단독 실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Rockville, MD, 2002년 1월 11일.)

변경관리는 변경된 기능성에 대한 사용자 장소에
서의 시험을 필요로 한다.

변경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기에 대한 변경은 제조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문서화

사에 의한 새로운 기능의 추가 및 알려진 결함의

기기 적격성평가 중 획득한 문서는 접근 가능한

교정에 따라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 종류의 여러 기기

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항상 도움이

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기기 공통의 문서와 한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그들이 유용

기기 특정의 문서는 별도로 저장될 수 있다. 변경

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변경을 적용해야 하

관리 동안의 추가적인 문서는 적격성평가 과정

며 재적격성평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

동안 얻은 문서를 보조할 수 있으며 모든 문서는

하기 위해 변경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변경관

적절한 보호 및 접근을 허용하는 적절한 방식으

리 과정은 사용자들이 이를 행하는 것을 가능하

로 보유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게 한다.
변경관리는 설계/설치/운전/성능 적격성평가 분

기기의 범주

류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설계 적격성평가의 경

현대적 실험실은 일반적으로 단순 질소농축기에

우 변경된 변수들을 평가하고 변경의 필요가 그

서부터 복잡한 자동화기기까지 다양한 기기 및

이행을 정당화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의

장비의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서

이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 적격성평가 동안 시스

로 다른 기기의 품질을 위한 하나의 일련의 원칙

템의 변경사항들을 설치한다. 설치된 변경의 결과

을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 사용자

로서 기존 운전 적격성평가 및 성능 적격성평가

는 기기에 필요한 적격성평가의 수준을 가장 잘

시험 중 어느 것의 개정, 삭제 또는 추가가 필요

확립할 수 있다. 필요한 수준에 기초하여 기기를

한지 평가한다. 변경이 운전 적격성평가 또는 성

3개의 그룹, 즉, 그룹 A, B 및 C로 분류하는 것

능 적격성평가 시험의 추가, 삭제 또는 개정을 요

이 편리하다. 각 그룹의 기기의 사례가 주어져 있

구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따른다.

다. 여기에 제시된 기기의 목록은 단지 실례를 위

운전 적격성평가—변경에 의해 필요하게 된 운

한 것이며 완전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전 적격성평가 시험을 개정한다. 변경에 영향을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사용자 장소에서의 어떤

받은 관련 시험을 수행한다. 이것은 변경을 설치

기기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 후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특정한 기기 또는 응용에 대한 그 범주는 사용자

성능 적격성평가— 변경에 의해 필요하게 된

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기기의 정확한

성능 적격성평가 시험을 개정한다. 운전 적격성평

분류는 그 특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자에 의

가 동안 유사한 시험이 이미 수행되지 않았다면

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설치된 후 성능 적격성평가 시험을 수행

동일한 기기가 한 사용자를 위해 하나의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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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는 다른 그룹에 적

한 바와 같은 완전한 적격성평가 과정은 이런 기

절히 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신중

기에 적용된다. 이 그룹 기기의 예는 다음을 포함

한 그룹 선택이 강하게 권장된다.

한다:
·

원자흡광분광기

·

시차 주사 열량계

그룹 A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으로서 기본 기능성

·

용출 장치

에 대한 제조사의 규격이 수용되는 것으로서, 측

·

전자 현미경

정 기능 또는 교정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

화염 흡광분광기

없는 표준화 장비를 포함한다. 그룹 A의 장비와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적합성은 그 운전에 대한

·

질량 분석기

육안 관찰을 통해 검증되고 문서화될 수 있다. 이

·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그룹 장비의 예로는 질소농축기, 자석 교반기, 와

·

열 중량 분석기

동 교반기 및 원심분리기 등이 있다.

·

X선 형광 분광기

·

X선 분말 회절계

·

덴시토미터

그룹 B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제조

·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

사의 기능성 규격 및 운전 한계값과 동일한 것으

·

원소 분석기

로서, 교정을 필요로 하는 장비 제어의 물리적 변

·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수(온도, 압력 또는 유량 등) 뿐만 아니라 측정값

·

적외분광광도계

들을 제공하는 표준화 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

근적외분광광도계

그룹 B의 기기 또는 장비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

라만분광광도계

적합성은 설치 적격성평가 및 운전 적격성평가

·

자외가시부분광광도계

동안 기기 또는 장비 및 문서화를 위한 표준 운

·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 분광광도계

그룹 A

그룹 B

영 절차 따라 결정된다. 이 그룹 기기의 예로는
저울, 융점 장치, 광학현미경, pH 미터, 다양한
피펫, 굴절계, 온도계, 적정기 및 점도계 등이 있
다. 이 그룹 장비의 예로는 머플로(간접가열로),
오븐, 냉장냉동고, 수조, 펌프 및 희석장치 등이
있다.

그룹 C
그룹 C는 기능성, 운전 및 성능 한계값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분석 응용에 대해 특정되는
기기 및 전산화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다. 사용자
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룹 C 기기의 적합성은 특
정 기능 시험 및 성능 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러한 기기의 설치는 복잡한 작업일 수 있으며 전
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략

KP Forum Vol.12, No.2 (2015)

62

수분-고체 상호작용
서론



온도 및 상대습도 영향



근본적으로 비가역적 수화



수분 흡수 속도



수증기가 고체에 흡수될 수 있는 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

원료 또는 제제 구성성분으로서의 의약용 고체
는 가공 및 저장 도중에 물과 접촉하게 되는 경
우가 매우 흔하다. 이러한 수분과의 접촉은 (a)



용출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서 흡착된 수분
에 의해 용해될 수 있는 수용성 고체들

결정화, 동결건조, 습식 과립 또는 분무 건조 과
정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b) 취급 및 저장 시에

수착된 수분의 물리적 상태

수증기를 함유하는 대기에 노출되거나 수분을 함

수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체와 물리적으로 상

유하는 다른 제제 구성 성분에 노출되었을 때에

호작용할 수 있다. 수분은 고체 표면에서 상호작

발생할 수 있다. 수분과 고체의 연합에 의해 변화

용하거나 (흡착), 고체 덩어리 내부로 침투해 들

되는 특성으로는 고체-상태”에서 화학적 분해

어갈 수 있다 (흡수). 흡착과 흡수가 모두 발생할

속도, 결정 생성 및 용출, 분산성 및 습윤성, 분말

때에, 수착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흡착은

의 유동성, 윤활성, 압축성, 압축 경도 및 미생물

비표면적이 클 때 고체의 특성에 특히 중대한 영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향을 미치는데, 입자 내 공극이 크거나 입자 크기

수분이 문제가 될 때에는, 모든 수분의 제거, 대

가 매우 작은 고체들에서 비표면적 값이 크게 나

기와의 접촉 감소 또는 대기의 상대습도 조절 등

타난다. 흡수는 고체 1 g 당 수분의 결합으로 특

사전에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징지어지는데 이는 고체 표면에 단분자 층을 형

이러한 사전 주의는 일반적으로 생산 비용을 증

성하는 수분 보다는 훨씬 많고, 일반적으로 비표

가시키고, 제품의 사용기간 중에 수분과 관련하여

면적에 무관하다.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

대부분의 결정성 고체는 밀집구조와 고도의 결

다. 한편으론, 분말 압축과 같이 원활한 공정 수

정격자 규칙성 때문에 고체구조 내로 물을 흡수

행을 위해서는 고체 내에 어느정도의 수분을 함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결정형과

유하는 것이 필요로 되는 과정들도 많이 있다는

부분적인 무정형 구조를 보이는 고체 내로의 흡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 간

수 정도는 결정성 정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밝

에, 고체의 취급, 보관 및 사용을 위한 전략을 세

혀졌다. 그러나 일부 결정형 고체로 결정성 수화

우기에 앞서, 고체에 대한 수분의 영향에 대하여

물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수화물은 화학

가능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양론적 또는 비-화학양론적으로 고체 입자가 물

수분-고체 상호작용에 관하여 요구되는 정보 중

과 결합되어 있다. 탈수 시에, 결정성 수화물은

에서 일부 중대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본래의 결정구조를 유지하거나, 또는 결정성을 잃



존재하는 수분의 총량

고 무정형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무수물 형태 또



흡착과 흡수가 일어나는 정도

는 덜 수화된 결정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수화물 여부



고체의 비표면적, 결정성 정도, 공극률, 유리전

팽윤 또는 용출이 일어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분

이 온도, 융점

자 배열이 불규칙하여 상당한 양의 물을 흡수할

수분과의 상호작용 부위, 결합 정도 및 분자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무정형 고분자

운동성

와 동결건조 또는 분쇄와 같은 조작 후에 무정형



무정형 또는 부분적으로 무정형인 고체는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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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얻어진 저분자량 고체에서 관찰된다. 고체에

(dielectric properties)과 확산 등의 측정을 통

대한 수분의 화학적 친화성이 클수록 흡수 될 수

해 관찰된다. 또한 유동성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

있는 수분의 총량도 커지며, 무정형 고체에 의해

는 더 많은 수착이 일어날수록 물의 열역학적인

수분이 흡수되면 고체의 벌크특성 는 현저하게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도 의존성이 있는

었다. 따라서 고체에 직접적으로 결합된 수분은

무정형 고체는 적어도 두개의 상 (“유리질” 또

고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다량

는 “액체”) 중 하나로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

의 수착된 수분은 점점 더 많이 모여 뭉치게 되

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전환되는 온도가 유리전

면서 용매 특성을 지닌 물을 형성하게 된다. 결정

이온도(Tg) 이다.

성 수화물의 경우, 분자간 힘(수소결합)과 밀집결

고체의 자유체적에 대한 영향 때문에 벌크 고체
구조 안으로 흡수된 수분은 효율적인 가소제로

정의 조합으로 매우 강력한 수분-고체 상호작용
을 일으킬 수 있다.

작용할 수 있으며 Tg 값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

무정형 고체에서 물의 존재가 유리전이 온도 및

어 “액체” 및 “유리질” 상태의 유동학적 특

그에 따른 고체의 물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Tg 위로 점점 더 올라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극성의 무정형 고체들의

갈수록 “액체” 상태는 훨씬 적은 점도를 나타

대부분은 높은 Tg 값 때문에 매우 점성이 높은

내고, 고체의 유동학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요한

유리질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물이 고체 구조

벌크특성 들이 수분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로 얼게 되고 높은 점도 (예를 들어 1013 Paᆞ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무정형의 고체는 저분

s) 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상온에 가까이

자량물질의 준안정형이기 때문에, 특히 고체가 수

가면 수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하고 Tg 가 감소하

착에 의해 “액체”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흡수된

므로, 유리질상태는 “액체” 상태에 근접하게 되

수분이 무정형에서 결정형으로의 전환을 촉발할

고, 고체 자체의 유동성과 함께 물의 유동성이 현

수 있다. 이것이 동결건조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

저하게 증가한다. 높은 RH에서 고체의 물가소성

는 “케이크 붕괴”의 근간을 이룬다. 이 외에도,

은물과고체에상당한정도의유동성을부여하기에충

수용성 고체와 특별히 관련된 현상으로는, 고체의

분히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착된 물의 속성은

포화 용액의 상대습도 RH0를 초과하는 상대습도

수분이 화학 반응성과 기계적 변형 등과 같은 고

RHi에서 수착된 물에 용해되는 경향, 즉 조해성

체의 벌크특성 에 미치는 영향들을 설명하는데

을 들 수 있다. 조해성은 고체의 높은 수용성 때

도움이 된다. 고체와 고형 제제의 물리화학적 안

문에 발생하며 물의 총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착이 일어났을 때, 특

친다. 이는 RHi가 RH0보다 크기만 하면 지속적으

히 물이 고체로 들어가 가소제로 작용할 때, 물이

로 발생하는 동력학적인 과정이다.

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이 고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 반대
의 경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분자의 위치와

수분 흡수율

그의 물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

대기에 노출된 고체가 수증기를 수착 또는 탈착

다 구체적으로, 고체와 연합된 물은 bulk water

할 수 있는 속도와 정도는 고체 취급 시 중요한

에 근접하는 유동적인 상태는 물론 고체에 직접

인자가 될 수 있다. 저울에서 고체시료의 무게를

적으로 결합된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유동성

달거나 얇은 분말층을 몇 분간 대기에 노출시키

에

of

는 등의 간단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유전성질

건조감량 수치 측정 등 중대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서

sorption),

이러한
어는점,

차이는

수착열

핵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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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체의 포화용액의 상대습도 보다 높은 상

방법

대습도에 노출된 수용성 고체는 조해성으로 인해

시료들은 다양한 상대습도 하에서 챔버 안에 보

자발적으로 녹아 들어가고, 이러한 조해 현상은

관한 후, 질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잘

방법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항량 (일정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수분흡수 속도는 수착이

질량)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주로 열-전달 기작에 의해 조절되는 질량 전달이

고습도에서), 칭량을 위해 챔버를 열고 닫을 때에

기 때문에 평형 측정에서는 중요시 되지 않는 많

오차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은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고체와 대기

동력학적인 중량 측정 수착 시스템들은 설정된

중에서의 증기 확산계수, 대류 기류, 고체층의 표

시스템 내에서의 시료의 온라인 질량 측정을 통

면적 및 기하학적 구조 와 같은 인자들이 중요한

하여 일정한 온도와 다양한 상대습도 하에서 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적, 기하학적 인

료와 수분과의 상호작용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

자들로 인해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율속 인자

러한 제어시스템은 등온 조건을 좀 더 확실하게

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구축할 수 있고, 조건 변화에 따른 시료의 동적
반응을 모니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림 1)

수착-탈착 등온곡선 측정

원리
일정한 온도에서 그리고 수착 또는 탈착이 시간
에 무관한, 즉 평형상태에서, 상대습도와 수착 또
는 탈착의 관계를 측정할 때 함수 경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상대습도 (RH)는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RH = (PC × 100)/P0
PC = 수증기압
PO = 동일조건하에서의 포화수증기압

그림 1. 수착측정을 위한 장비

PC/PO 는 상대 압력을 나타내며, 수착 또는 수분
흡수는 건조된 시료를 이미 알고 있는 상대 습도

수착 등온곡선 (예, 0~95% 상대습도 범위에서)

하에 노출시켜 평가한다. 탈착은 이미 수분을 내

을 얻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는 주어진 습도에서

포하고 있는 시료를 가지고 상대습도를 낮춰 가

시료가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에 취해야만 한다.

면서 측정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등온 수

그러나, 어떤 경우 (예, 조해) 에는, 평형상태에

착-탈착 등온선은 해당 기준온도에서만 유효하

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대 소요시간이 제한

며, 따라서 각 온도마다 별개의 등온선이 존재한

될 수 있다. 기구나 장치들은 온도를 적절하게 조

다. 보통, 평형상태에서, 특정 상대습도 하에서의

절하여 베이스라인 안정성을 높이고 상대습도의

수분함량은, 수착을 측정하느냐 또는 탈착을 측정

정확한 조절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로 되는 상대

하여 얻은 값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습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량 조절기를 이용

일반적으로는 수착-탈착 이력현상 (hysteresis)

하여 건조 기체와 포화 증기를 정확하게 혼합하

이 나타난다.

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고체 분말의 정전
기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온도나 상대습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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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인증을 받은 습도계, 인증을 받은 염 용

형성, 결정다형 변화 또는 시료의 액화 측면에서

액,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인된 염류의 조해 포인

해석된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미세다공성 고체

트 등에 의해 제어되는) 의 검증은 장비 사양과

와 무정형의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수증

일치해야 한다. 저울은 충분한 질량 분별능과 장

기를 수착할 수 있다.

기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상대습도가 감소할 때 고체와 연합된 수

질량 측정으로 검출할 수 없는 수분 흡수량을

분의 양은 상대습도가 증가되었을 때 원래 수착

용량 측정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도 가능

된 양보다 더 크다. 미세다공성 고체의 경우 수증

하다. 어떤 경우에는, 비점 측정, 증류, 건조에 의

기 흡착-탈착 이력현상(hysteresis)은 모세관 응

한 손실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의한

축 과정과 관련된 평형현상이다. 이는 미세다공에

수분 측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분 함량

상당히 불규칙한 곡률이 있고 서로 다른 평형조

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흡착의

건 하에서 이들이 “채워지고”(흡착) “비워지

경우,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자 크기를 감소시

기”(탈착) 때문에 일어난다.

켜 시료의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더 많은 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비-다공성 고체의 경우에

료를 이용하여 총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

는, 고체의 평형 상태의 변화로 인해 증기와 고체

나 이러한 고체의 분쇄는 고체의 표면구조를 바

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력현상

꾸거나 또는 무정형으로 결정성을 변화시키지 않

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고분자 사슬의 구조 또

는다 것이 중요하다. 수분 흡수가 비표면적에 의

는 구조적 평형에 대한 시간이 수분 탈착에 대한

존하지 않는 흡수의 경우에는, 시료량의 증가만이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이력현상이 발생한다. 따라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료량을 늘리는 것은 평형

서 수착-탈착 등온선 측정 시, 평형상태에 가깝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정확한

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높은 상대습도

값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시료를 탈

에서 친수성 고분자의 경우, 대개 “액체” 상태

용매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로 가소화된 고분자를 다루고 있고 이 상태에서

압력이 낮을수록(감압) 이 과정이 용이한 반면에,

고체는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고체 시료에 탈수, 화학적 분해, 또는 승화 등과

무관한 수분 수착 또는 탈착 값의 확립이 매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

어렵다.

지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탈착을 유도하

결정 수화물 형성의 경우, 압력 또는 상대습도

기 위해 더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것은 열질량

대비 수분흡수 관계는 특정 압력에서 흡수의 급

분석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

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흡수된 수분의 양은 보통

다.

고체에 대한 수분의 화학양론적 몰:몰 비율을 나
타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결정 수화물이 상

데이터 보고 및 해석

변화를 겪지 않거나 무수물이 무정형으로 보일

수착 데이터는 보통 상대습도 또는 시간의 변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착 또는 탈착이 흡착과정에

에 따른 질량 변화 (건조시료 대비 백분율) 그래

서 보여진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X-선 결정

프로 나타낸다. 수착 등온선은 표와 그래프 형태

분석과 열분석은 특히 이러한 시스템의 연구에

로 작성된다. 측정방법은 데이터와 함께 추적 가

유용하다.

능해야 한다.

수증기 흡착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수착-탈착 이력현상(hysteresis) 은, 예를 들어

고체의 비표면적을 측정하여 고체의 표면의 단위

시료의 다공성, 응집 상태(모세관 응축), 수화물

면적당 수착되는 수분의 질량으로 흡착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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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는 고체 특성에 영향을

부에서 강제 순환에 의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얻

주는 수분 수착의 잠재적인 중요성을 평가할 때

어진 수분활성 값은 같은 시간에 측정된 해당 온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5% m/m 수분

도에서만 유효하므로, 측정 장비로 정밀한 온도측

2

흡수는 100 m /g의 표면을 거의 덮을 수 없는

정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시험 중에 일정한

반면에, 1.0 m2/g의 표면에 대해서는 100배 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탐침은 단열처리가 되어

2

m /g ~ 10

있어야 한다. 시료 위의 상부공간 내 공기의 습도

m2/g사이의 비표면적을 가지는 의약용 고체의 경

를 측정하는 센서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론적으

우에는, 수분 함량이 낮게 나타난 것이 유효 표면

로 모든 종류의 습도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분석

에 대하여는 상당한 양의 수분에 해당할 수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소형화와 완건성이 전제조건이

“건조 표면적”은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다.

아니기 때문에, 결정형이 무정형에 비하여 상당량

(chilled mirror method)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의 수분을 수착하지 않는다면 무정형 또는 부분

있다. 잘 닦아진 냉각된 거울을 응결 표면으로 사

적으로 무정형인 고체의 수착은 결정화도에 따라

용한다. 냉각시스템은 응결 거울로부터 빛이 반사

보정된 단위질량을 토대로 나타낼 수 있다.

되어 들어가는 광전자 셀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높은 표면 커버력을 나타낸다. 0.01

AW측정은

이슬점(dew

point)/냉각거울법

있다. 시료와 평형상태에서 공기 흐름은 거울을
향하고 이는 거울에 응결이 발생할 때까지 냉각

수분 활성 측정

된다. 이러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ERH가 결
정되는 이슬점이다. 이슬점/냉각거울법 또는 다른

원리
수분 활성, AW는 동일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

기술들을 사용하는 시판 장비들이 수분활성 측정

(P0)에 대한 제품 내의 수증기 압력(P) 비율이

에 이용할 때에는 장비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증

다. 이는 폐쇄계에서 제품에 의해 생성된 상대습

및 보정 등이 필요하다.

도 (RH)의 1/100과 수치적으로 동일하다. RH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표 1에

부분 증기압 또는 이슬점의 직접 측정이나 노출

예시된 바와 같이 25℃에서 포화 염 용액을 사용

되는 RH에 의해 물리적 또는 전기적 특성이 바

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진다.

뀌는 센서에 의한 간접 측정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활성계수를 무시하면, Aw와 평형 상대습도
(ERH)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AW = P/P0
ERH(%) = AW × 100

방법
수분 활성은 고체의 수분과 상부공간 사이에 평

표 1. 표준 포화 염용액
25℃ 포화 염용액

ERH
(%)

Aw

황산칼륨 (K2SO4)

97.3

0.973

염화바륨 (BaCl2)

90.2

0.902

염화나트륨 (NaCl)

75.3

0.753

질산마그네슘 (Mg(NO3)2)

52.9

0.529

염화마그네슘 (MgCl2)

32.8

0.328

염화리튬 (LiCl)

11.2

0.112

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기밀 컵 안에 시료
를 넣어 측정한다. 시험 도중에 시료의 수착 상태
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상부공간의 부피는 시료
부피와 비교하여 작아야 한다. 열역학적 과정인
평형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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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적합성

예컨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나 기체크로마토
그래프법을 사용하는 정량적 순도시험의 경우, 일

의약품 품질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반적으로 “시스템의 성능”(목적 성분에 대한

해서는, 시험 수행 실험실의 분석 시스템을 사용

분석 특이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 “시스템의 재

하였을 때, 대한민국약전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법

현성”(반복 주입 시 목적 성분에 대한 분석 결

을 포함하여 시험에 적용되는 시험법이, 그 의도

과의 변동성이 적합 한도값 안에 있음을 확증하

된 용도에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는가를 검증하는

기 위한 것) 및 “검출감도” (규격 한도값 부근

것과, 그 후 분석 시스템이 품질시험에 적합한 상

에서 크로마토그래프 반응의 직선성을 확증하기

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적합

위한 것) 등이 요구된다.

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은“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규정되어 있
는 시스템적합성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시스템적합성의 정의 및 역할
“시스템적합성”이란 분석 시스템의 성능이 해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한 시험법의 검증 당

법의 시스템의 재현성

시와 동일하게 의약품 품질시험에 적합하다는 것

(1) 시스템의 재현성 허용한도값

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개념이다.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일반적으로 시스템적합성 시험은 일련의 모든

법”의 시스템적합성 부분에서 “반복하여 주입

품질시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시스템적합성 시

하는 횟수는 6 회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의

험의 절차 및 적합 기준은 의약품 시험법에 규정

재현성의 허용한도값은 해당 시험법의 적용을 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규정된 시스템 적합성의

토한 자료와 시험에 필요한 정밀도 등을 고려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의약품 분석의 결과는

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부적합이 된다.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6 회 반복 주입에 대한

시스템적합성 시험은 분석기기를 사용하는 시험

시스템의 재현성 허용한도값은 다음의 기술을 고

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시스템 적합성 시험의

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약전 의약

절차와 적합 기준이 시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

품각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법을 사용하는 경우

우, 장비, 전자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 분석조작,

에는 해당 각조에서 규정한 시스템의 재현성 허

분석될 검체 및 작업자는 평가 가능한 하나의 통

용한도값을 적용해야 한다.

합적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i) 원료의약품(함량이 100 %에 가까운 원료의

있다.

약품)의 정량법: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 원료의
약품 배치들 내에서 유효성분 함량의 변동성을

시스템적합성 설정 시 유의사항

평가하기에 적합한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수

시험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시스템적합성 시험 항

준에서 적절한 허용한도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예

목은 분석법의 의도된 용도 및 유형에 따라 다르

컨대 함량규격의 폭이 5 % 이하인 원료의약품의

다. 시스템적합성 시험은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하

경우,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사용하는 정량법에

므로, 분석 시스템이 의약품의 분석에 적합한 상

서 자주 볼 수 있는 함량규격 98.0 ~ 102.0 %

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필요한 항

에서와 같이, 허용한도값을 “1.0 % 이하”로 설

목을 선택하고, 그 시험 절차가 쉽고 빠르게 시행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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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약제제의 정량법: 의약제제의 함량규격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폭 및 원료의약품 정량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
한도값을 고려하여 적절한 허용한도값을 설정한

표 1. 반복 주입 횟수가 6 회인 시스템 재현성 시

다 (의약제제와 원료의약품이 동일한 크로마토그

험(n = 6)과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n =

래프 조건에 따른 시험법에 의해 분석되는 경우).

3 ~ 5 시험에서 달성해야 할 허용한도값*

(iii) 유연물질의 순도시험: 시스템적합성 시험에

허용한도값(RSD)

사용되는 용액의 유효성분 농도를 고려하여 적절
한 허용한도값을 설정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시험

n = 6인 시험에서
규정된 허용한도값

에서 유효성분 농도가 0.5 ~ 1.0 %인 용액이 사
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 % 이하”의
허용한도값이 권장된다.

1 %

2 %

3 %

4 %

5 % 10 %

n = 5 0.88% 1.76% 2.64% 3.52% 4.40% 8.81%
달성해야 할
n = 4 0.72% 1.43% 2.15% 2.86% 3.58% 7.16%
허용한도값
n = 3 0.47% 0.95% 1.42% 1.89% 2.37% 4.73%

허용한도값에 대한 위의 권장들은 기체크로마토
그래프법의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분석 시스템이 시스템의 적합성 시험의 요구사항
을 충족하기 위한 확률을 5 %로 가정한다.

(2) 시스템의 재현성 시험의 품질 저하 없이 반
복 주입 횟수를 줄이는 방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시스템 적합성 관련

분석 시스템의 변경 시 고려사항 (분석 시스템의

부분에서는 “반복하여 주입하는 횟수는 6 회를

변경 관리)

원칙으로 하나, 농도기울기법을 쓰는 경우나 검액

검증된 시험법 및 분석시스템이 변경되지 않고

중에 유출이 느린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등 1

품질시험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련

회 분석시간이 긴 경우에는 6 회 주입 때와 거의

의 의약품 품질 시험에서 시스템적합성 요구사항

동등한 시스템의 재현성이 확보되도록 정밀도의

에 대한 순응을 확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허용한도값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반복 주입
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장기간 수행되는 경우에는,
분석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재현성 시험의

도 있다. 이러한 변경은 제품 자체의 품질에 영향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반복 주입 횟수를 줄이

을 주지는 않지만 제품 품질의 평가에 있어 그

는 방법을 채택한다. 필요하다면, 이 방법을 활용

척도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 시스템의 변경이 그

하여 줄인 반복 주입 횟수로 시스템의 재현성 시

척도에 유의한 변이를 가져온다면, 이는 부적절한

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의약품각조에 규정

품질의 제품을 허용하거나,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되어 있는 시험법에 대한 대체법으로 적용할 수

배제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석 시스템의 변

도 있다.

경 시에는 그 변경이 적절한지 확인하여 제품 품

아래 표에서는 반복 주입 횟수가 6 회인 시스
템 재현성 시험(n = 6)과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
기 위해 n = 3 ~ 5 시험에서 달성해야 할 허용
한도값을 제시하고 있다.

질 평가 척도의 변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시험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복 주입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각 주

한편, 실험실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또는

입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시험

칼럼 그리고 기사를 교체하는 등과 같이, 분석 시

을 숙달된 기사가 수행하고, 적절한 상태로 장비

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변경 후 시스

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템을 사용하여 시스템적합성 시험을 실시하고 변

KP Forum Vol.12, No.2 (2015)

69

경 전과 후의 결과들의 동등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칼럼의 교체가
시험의 피검성분과 분리확인용 물질의 유출순서가
역전되는 등 피크 패턴의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는
등과 같이 변경 후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
우, 피검성분의 추정에 필요한 특이성 또는 기타
밸리데이션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불확실하므로
새 칼럼을 사용하는 시험의 분석 시스템에 대한 재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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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지침
식약처에서는 ｢대한민국약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서 대한민국약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재를 유도하여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5년 6월 30일자
로

대한민국약전

작성지침의

개정안을

발행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등록번호

A0-2015-2-006, 2015. 7. 20.)
이 내용은 대한민국약전포럼 vol.10 No.1(2013)에 수재한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지침(개
정)”에 대하여 그 개정사항만을 표시한 것이다.

Ⅰ. 서

론

1 목

적

2 구

성

3 적

용

이 지침은 ｢대한민국약전｣ 제 10 개정(추보 포함)에 적용한다.이 지침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에 적
용한다.
Ⅱ.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 지침
1.

2.

기본 사항
1.1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1.2

유해한 시약의 취급

1.3

대한민국약전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국제조화

일반 사항
2.1

용어

2.1.5 약어 정리 <신규>
약전에 자주 쓰이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질량(Mass) : M
부피(Volume) : V
흡광도(Absorbance) : A
피크면적(Area) : A
피크높이(Height) : H
피크면적비(Quantity ratio)

: Q

피크면적의 합(Sum) : S
표시농도(Concentration) : C
2.1.6 괄호의 사용 <신규>
약전에서 괄호는 다음의 순서로 기재한다
( { [ (

) ] } )

(예) : 이미페넴수화물(Imipenem Hyd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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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R,6S)-3-({2-[(E)-(aminomethylidene)amino]ethyl}sulfanyl)-6-[(1R)-1-hydroxyethyl]-7-oxo-1-aza
-bicyclo[3.2.0]hept-2-ene-2-carboxylic acid
2.2

기준값 및 실측값

2.3

단위 및 기호

통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단위에 맞는 물리적, 화학적 단위를 사용한다(단, 엔도톡신 단위와
같은 생물학적 단위는 국제표준단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일반시험법의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
법에서 쓰는 ppm은 화학적 이동을 나타낸다.) 또한 w/v%에 대해서는 제제의 처방 또는 성분 등
의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미터
m
마이크로미터
μm
그램
g
나노그램
ng
리터
L
제곱센티미터
cm2
파스칼
Pa
리터당밀리몰
mmol/L
밀리파스칼초
mPa·s
질량백분율
%
용량백분율
vol%
럭스
lx
도
°
콜로니 형성단위
CFU
메가전자볼트
MeV
마이크로씨버트
μSv
2.4

온

센티미터
나노미터
밀리그램
피코그램
밀리리터
카이저
몰
메가헤르츠
엔도톡신단위
질량백만분율
용량백만분율
당량
피에이치
메가베크렐
킬로전자볼트
밀리퀴리

cm
nm
mg
pg
mL
cm-1
mol
MHz
EU
ppm
vol ppm
Eq
pH
MBq
keV
mCi

밀리미터
킬로그램
마이크로그램
섭씨 도
마이크로리터
킬로파스칼
리터당 몰
초당제곱밀리미터
뉴턴
질량십억분율
질량대용량백분율
밀리당량
센티미터당 마이크로지멘스
킬로베크렐
밀리씨버트

mm
kg
μg
℃
μL
kPa
mol/L
mm2/s
N
ppb
w/v%
mEq
μS·cm-1
kBq
mSv

도

2.4.1.4.

가온 및 가열의 정의

｢가온한다｣는 보통 60 ~ 70 ℃ 로 가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열한다｣ 또는 ｢강열한다｣의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온도를 기재한다.
2.5

압

력

2.6

시

간

2.7

질량백분율 및 농도

2.7.1

백분율 등의 표기

백분율의 표기는 2.3에 따라 질량백분율은 ｢%｣, 용량백분율은 ｢vol%｣의 기호를 써서 나타낸
다.
제제총칙에 ｢농도를 %로 표시한 것은 w/v%을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사제, 복막투

석제, 점안제와 점이제 이외에는 ｢%｣ 또는 ｢vo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의약품각조에서 사용되는 시약·시액 중 일반시험법의 시약·시액항에 제법이 없는 경우는
명확한 조제법 제시를 위해 w/v%로 나타내기도 한다.
(예) 트리플루살(Triflusal) 순도시험 중 4)트리플루살유연물질Ⅱ : 이 약 0.1 g에 에탄올(95)
15 mL를 넣어 녹이고 냉수 15 mL 및 0.5 w/v% 황산암모늄철(III)용액 0.5 mL를 넣은 다음 1
분 동안 방치할 때 이 액은 다음의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또 질량백만분율은 ｢ppm｣, 질량십억분율은 ｢ppb｣, 용량백만분율은 ｢vol ppm｣ 의 기호를 사
용한다. 단, 일반시험법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 쓰는 ppm은 화학적 이동량을 나타낸다.
2.8

길

이

2.9

질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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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정밀하게 단다｣의 의미

｢약 ○ mg을 정밀하게 단다｣는 기재된 양의 ± 10 %의 검체를 화학천칭을 써서 0.1 mg까지
읽거나 세미마이크로화학천칭을 써서 10 μg까지 읽거나, 마이크로천칭을 사용하는 경우 1 μg
까지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천칭 또는 세미마이크로화학천칭 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는
기준값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10

용

량

2.11 계산식의 기재 방법 <신규>
계산식의 우변은 변수, 상수 순으로 나열하고 변수는 대수 표기한다.
또한 계산식에서는 용량분석용 표준액의 규정도계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2.11.1 환산 계수의 자릿수 기재
흡광도법,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계산식에서 분자량 환산 계수 등은 유효 숫자 3 자리 또는
소수점 이하 3 자리까지 기재 한다.
2.11.2 상수의 기재
희석 보정 계수, 분자량 환산 계수의 순으로 나열 한다.
정량법, 함량균일성시험, 용출시험 등에서는 분자량 환산 계수 이외의 희석 등 보정 계수는
합산 결과를 하나의 상수로 기재한다.
순도 시험에서는 모든 상수의 합산 결과를 하나의 상수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분자량 환산
계수 등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한다.
2.11.3 상수 설명
각조에서는 계산식의 이해를 돕도록 상수의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2.12

기타

2.1112.5

시험에 쓰는 물

의약품의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를 쓴다.의약품의 시험에 쓰는 물은
시험을 방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등 시험하는데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2.1112.11.4 의약품 각조의 정비
주로 다음의 항목에 유의하여 검토한다.
㉮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에 최신의 분석법 도입
㉯ 제제시험규격(용출 등)의 설정
㉰ 제제의 신규수재에 수반되는 기수재 원료의약품의 재검토
㉱ 제법에 따른 불순물의 규격설정 명확화. 시험항목의 합리적 설정(비소, 중금속, 유연물질
등)
㉲ 시험에 쓰는 검체량, 시약·시액량 및 용매량의 감소검체, 시약·시액 및 용매사용량 최소화
㉳ 유해시약의 가급적 배제
㉴ 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법(대체시험법)의 검토
㉵ 첨단기술의약품에 대응하는 의약품 각조 설정의 검토
2.1112.12

국제조화의 추진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및 일본약전(JP)의 국제조화내용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대한민
국약전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2.1112.14

대한민국약전 개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약전의 보급

㉮ 대한민국약전의 충실한 공개 및 개정안 의견수렴
㉯ 대한민국약전 토론그룹 및 대한민국약전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1213

본 지침 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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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각조
3.1

의약품각조의 내용 및 기재순서

3.2

한글명과 영문명

의약품각조의 한글명은「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원료의약품의 영문명은「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과 국제일반명칭(INN)을 참고하여 명명한다.
이들을 참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용명을 참고하여 명명한다. 원료의약품의 한글명은 영문명에
해당하는 한글명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제의 한글명은 주성분의 명칭부분과 제제총칙에 따른 제형, 기능 등을 나타내는
부분을 조합하여 명명한다. 주성분의 명칭부분은 제제의 주성분이 한 개일 때는 그 주성분을 원료
의약품의 명명법에 따라 명명한다. 제제의 주성분이 여러 개일 때는 그 주성분들을 원료의약품의
명명법에 따라 명명한 다음 유효성분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고, 그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제의 관용명 등이 특정한 상
품명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써도 된다. 제제의 한글명은 영문
명에 해당하는 한글명으로 한다. 원료로 사용된 주성분이 수화물인 경우, 제제에는 수화물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3.3

구 조 식

구조식은 원칙적으로 WHO 화학구조식기재법지침(“The Graphic Representation of Chemical
Formulae in the Publications of International Nonpropriotary Names(INN)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1996))에 따른다. 기하이성질체, 구조이성질체 또는 라세미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
영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의 아미노산 배열은 3문자 또는 1문자로 표기한다. 또한 디설피드결합 및
번역 후 수식(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등의 구조정보도 명기한다.
(예 5) 입체이성체
글루콘산칼슘수화물

<예시 추가>
3.4

한글별명, 라틴명
원료의약품의 한글명과 다른 국제일반명칭(INN) 및 빈용되는 명칭을 한글별명으로 쓸 수 있
다.
제제는 주성분의 명칭부분에 한글별명을 쓸 수 있다. 또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제
의 관용명 등이 특정한 상품명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 한글별명으로 쓸 수 있다.
원료의약품 또는 제제의 한글명이 개정되었을 때는 개정 전의 한글명을 한글별명으로 쓴다.
생약 제제의 경우 속명과 약용부위를 조합한 라틴명을 기재한다. 불가피하게 동일 속에 여러 생약
제제가 있는 경우 구분을 위해 별칭 또는 형태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라틴어를 조합한다.

3.5

분자식 및 분자량 (조성식 및 조성량)

3.5.1

유기 및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에는 분자식 및 분자량을, 무기화합물에는 조성식 및 조성량을 기재한다.
3.5.2

분자식의 기재

KP Forum Vol.12, No.2 (2015)

74

유기화합물의 분자식에서 원소 기재순서는 C, H 순서로 하고 이어서 그 이외의 원소기호를
원소기호의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염산염, 타르타르산염 등의 산 및 결정수염산염, 타르타르
산염 등의 염을 형성하는 화합물, 용매화물 또는 포접 화합물의 경우 분자식 사이에 ｢・｣을 기
재하며,한다. 계수는 정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매화물의 경우 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계수를 알 수 없는 경우 x, y 등으로 기재하며, 산과 결정수가 함께 있는 경우 산
기재 후 결정수를 기재한다.
3.5.6 화학명 및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등록번호
3.5.6.1 화학명의 기재
화학명은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UPAC) 명
명법에 따라 영어로 명명하고 화학명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기재한다. 기하이성질체, 구조이성질
체 또는 라세미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5.6.2 CAS 등록번호의 기재
CAS 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화학명 다음에 [

]를 붙여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화학명을 기재하

지 않은 경우에는 분자식(조성식)아래에 기재한다. 또한 의약품 각조품목과 결정수가 다른 CAS
번호로서 기재하는 경우는 무수물 등의 CAS 번호를 [○○-○○-○, 무수물]과 같이 기재한다.
염이 있는 품목에서 무염물의 CAS 번호로서 기재하는 경우는 [○○-○○-○, 무염명(예. 무황
산염) 또는 무염형의 명칭을 직접 기재]과 같이 기재한다. 또한 의약품 각조품목에 해당하는
CAS 등록번호와 결정수가 다른 경우 무수물 등의 CAS 번호를 [○○-○○-○, 무수물]과 같이
기재한다.
3.6

기

원

3.6.1

기원의 기재

원료의약품은 보통 화학합성으로 제조한 것 이외는 그 기원을 기재한다.
제제는 보통 화학합성으로 제조한 것 이외의 원료의약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제제와
천연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제 등에 원료의약품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원을 기재
한다.
또 고분자화합물은 합성원료 등 그 기원을 명기한다.하고 배양하여 얻은 항생물질은 생산 균
종의 라틴명을 기재한다.
3.6.2

기원의 첫머리

기원의 첫머리는 ｢이 약은 ……｣ 으로 시작한다.
제제의 특성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
3.7

성분의 함량규정

3.8

제법<신규>

제제총칙의 제형에 제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형 명칭을 사용하고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이 약은 ○○○을 가지고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3.8 9

성

상

3.8 9.8.4

용해성의 시험방법 및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의 정의

용해성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용해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100호(150 μm)체를 통과하는 가루로 한 다음 용매
에 넣고 20 ± 5℃에서 5분마다 30초 동안 세게 흔들어 섞을 때 30분 이내에 녹는 정도이
다. 시험에서 얻은 용매의 양이 두 단계에 걸칠 때는 용매의 양이 많은 쪽의 용어를 쓴다.
또 용해성은 포화용액의 농도로 산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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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용질 1 g 또는 1 mL를 녹이는데 필요한
용매의 양｣
1 mL 미만

썩 잘 녹는다.
1 mL 이상

10 mL 미만

녹는다.

10 mL 이상

30 mL 미만

조금 녹는다.

30 mL 이상

100 mL 미만

녹기 어렵다.

100 mL 이상

1000 mL 미만

잘 녹는다.

매우 녹기 어렵다.
거의 녹지 않는다.
<신규>

1000 mL 이상
10

10

L 미만

L 이상

3.8 9.12 생약의 성상
생약은 형태, 길이, 직경, 바깥면의 특성(색 등), 부위별 및 단면의 특성, 맛, 냄새, 현미경 관
찰 특성, 용해도, 액성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맛 또는 냄새가 관찰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여러 기원으로부터 유래된 생약은 각각에 대해 모두 기재한다.

3.910

확인시험

3.1011

시성치

3.1112

순도시험

3.1112.4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

3.1112.4.1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의 설정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은 제조과정(원료, 용매 등도 포함한다) 및 용법·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예) 중금속 XXX 1.0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20 ppm 이하).
(예) 비소 XXX 1.0 g을 가지고 제 1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2 ppm 이하).
3.1112.4.2

염화물・황산염

염화물, 황산염의 시험은 원칙적으로 적당한 용매에 검체를 녹인 다음 검액을 조제한다.
(예) 염화물 XXX 2.0 g을 달아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0.30 mL를 넣는다
(0.005 % 이하).
(예) 황산염 XXX 4.0 g을 달아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0.005 mol/L 황산 0.50 mL를 넣는다
(0.006 % 이하).
<신규>3.12.5.6 유연물질의 감도계수의 사용
일반적으로 감도계수가 0.7 ∼ 1.3을 넘는 경우 보정한다. 또한, 0.7 ∼ 1.3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도계수를 설정할 수 있다. 보통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설정한다.
3.12.5.6 유연물질의 기재 순서
유연물질의 기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유지시간의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3.1213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감량

3.1314

강열잔분

3.1514

제제시험

3.1514.1

제제시험의 설정

제제총칙에서 규정한 시험과 그 제제의 특성 및 기능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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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3.1514.1.1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의 설정

다음과 같은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을 설정한다.
경피흡수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과립제는 입도시험을 설정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제제총칙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설정하지 않는다. 분포한 것은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을 설정한다.
관류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및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하며,
엔도톡신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설정한다.
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산제는 입도시험을 설정하며,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추가로
설정한다.
시럽제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
성시험을 설정한다.
안연고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및 금속성이물시험을 설정한다.
액제는 내용제로서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엑스제 및 유동엑스제는 중금속시험을 설정한다.
엘릭서제로서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유제 및 현탁제 중 분포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피부 국소
적용 외용제제 제외).
이식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점안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빛에
불안정한 제제로 시험이 곤란한 용기사용시 생략가능)을 설정한다.
정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당의정은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한다.
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주사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주사
제의 실용량시험을 설정한다(단, 현탁성주사액은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제외) 또
한,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은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대신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
다. 피내, 피하 및 근육내 투여에만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하며, 엔도톡
신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을 설정한다.
캡슐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및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투석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하며, 엔도톡신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설정한다.
트로키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전신에 적용하는 것 등
필요한 경우 그 제제특성에 적합한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한다.
환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설정한다.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 외 그 제제의 특성 및 기능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제제총칙에 ‘~성을 가진다.’, ‘~특성을 나타내는 시험에 적합하다.’ 등 제형의 특징을 기재한
것을 고려하여 필요시 의약품각조에서 정한다.
제제총칙에 규정되지 않는「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의 시험항목은 제제의 각조에 기재하
지 않는다. 다만, 시험의 적용은「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에 따로 규정한 적용범위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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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설정

필요시 설정
제제균일성시험 (당의정은 각
조에 규정)

제제균일성시험
정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제제특성에 적합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
추어블정, 발포정 및 용해정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 또
는 붕해시험을 설정하지 않음

캡슐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입도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1. 경구투여
하는 제제

제제균일성시험

과립제

산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발포과립제 : 제제특성에 적합

(30 호 (500 μm) 체에 남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것이 5 % 이하인 것은 적용하

각조에 따로 규정

지 않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제제의 입도시험

경구용 액제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시럽제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제제균일성시험

경구용 젤리제
엑스제

용출시험 또는 적절한 붕해성
중금속시험 (제5법)

유동엑스제

중금속시험 (제5법)

환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전신작용 트로키제 등 : 필요한

구강용 정제
2.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

제제균일성시험

경우 제제특성에 적합한 용출

적절한 용출성 및 붕해성

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

구강용
스프레이제
구강용해필름

적절한 분무량의 균일성
제제균일성시험
엔도톡신시험 (피내, 피하 및
근육에 적용하는 것은 제외. 각
조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를 적용 안함. 엔도톡신시험으
로 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

3. 주사로
적용하는
제제

주사제

열성물질시험으로 설정)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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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 : 제제균일성시험 및 적
절한 방출성
엔도톡신

(엔도톡신시험으로

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열
성물질시험으로 설정)
투석제

쓸 때 녹여 쓰는 것 : 제제균일
성시험
복막투석제 : 무균시험, 주사제의

4. 투석 및

실용량시험,

관류용 제제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엔도톡신

(엔도톡신시험으로

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열
관류제

성물질시험으로 설정)
무균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흡입분말제

5. 기관지·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제제

중

정량흡입식의

제제, 흡입에어로솔제 : 균일한
송달량, 공기역학적인 적절한
입자경
무균시험

6. 눈에

점안제

제제

안연고제

7. 코에
적용하는

점비액제

제제
8. 직장으로
적용하는

좌제

제제
9. 질에

질정

적용하는
제제

질용좌제
외용고형제
외용액제

10. 피부 등에

에어로솔제

적용하는
제제

불용성이물시험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투여하는

무균시험
금속성이물시험
분무량의 균일성 (정량분무용
제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용출성 또는 붕해성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용출성 또는 붕해성
제제균일성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유화 또는 현
탁한 것 제외)
분무량의 균일성
방출특성을 나타내는 시험

경피흡수제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점착성

카타플라스마제

적절한 점착성

첩부제

적절한 점착성

3.16

특수시험

3.17

정량 또는 성분 함량

3.18

저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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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9

유효기간

3.20

기타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기재
4.1

기재사항

4.2

조작조건의 기재사항 및 표기 예

4.3

시스템적합성
4.3.2.1

검출의 확인

｢검출의 확인｣은 순도시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연물질 등의 피크가 그 규격한도값 수준의
농도에서 확실하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유연물질의 총 양을 구하는 경우 등의 정량적인 시험에서는 규격한도값 수준의 용액을 주입
할 때의 반응의 폭을 규정하고 한도값 부근에서 반응이 직선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응의 허용범위는 ｢7 ~ 13 %｣ 등, 원칙적으로 이론값의 ±30 % 범위로 규정한다.
한도시험과 같이 규격한도값과 같은 농도의 표준액을 써서 검액으로부터의 반응정도와이것
과 비교하여 시험하는 경우와 한도값 수준에서의 검출을 ｢시스템의 재현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출의 확인｣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4.3.2.2

시스템의 성능

｢시스템의 성능｣은 시험하는 성분에 대한 특이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사
용하는 시스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검증한다.
｢시스템의 성능｣항은 정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험하는 성분과 분리확인용 물질(기본적으
로는 인접한 피크가 바람직하다하며, 내부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표준액으로 한다.)과의
분리도 및 필요한 경우에는 유출 순으로 규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대칭계수를 같이
규정한다. 다만 적당한 분리확인용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하는 성분의 이론단수 및 대칭
계수로 규정해도 된다.
｢시스템의 성능｣항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품을 달아 용액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표
준액을 써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수재된 시약 등을 첨가하는 시스템적합성용액을
제조하여도 된다. 이 경우 특정유연물질 등 시판되지 않는 특수한 시약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4.4
5.

기타의 기재 예

기타
5.1

표준품

5.2

시약·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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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설정규격인 확인시험, 순도시험 (중금속, 잔류농약),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을 검토 평가

대한민국약전 (KP 11), 일본약국방 (JP 16)과 중

함으로서 국내산 천마의 품질을 확인하고, 분석법 밸

화인민공화국약전 (ChP 2010)에서 정의하는 천마는

리데이션을 통한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연구를 수

“천마

Gastrodia

elata

Blume

(난초과

Orchidaceae)의 덩이줄기를 쪄서 건조한 것”이다
1)-3)

.

천마는

행하여 천마의 성분 확인을 위한 HPLC 표준크로마
토그램과 미설정 규격인 정량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약전외생약(한약)규격집

(KHP) 에 「천마 Gastrodia elata Blume (난초과
Orchidaceae)의

덩이줄기이다,」로

실험재료 및 장치

수재되었다가

「KP 8」로 옮겨 수재되었으며 「KP 10」에서 가

국내 재배 산지별로 충청북도 보은과 청원, 전라

공방법을 쪄서 건조하도록 개정하였다4)-6). ChP에는

북도 무주, 경상북도 김천 (Figure 1)에서 3 ∼ 4

채취시기와 건조조건을 추가하여 「입동부터 다음해

월 사이에 수확한 천마를 쩌서 건조 (증숙건조라

청명절전까지 캐어내며 즉시 세정하여 속까지 쪄서

함, n=15), 그대로 건조 (미증숙건조라 함, n=15)

통풍시키면서 저온에서 건조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하고 11월 ∼ 12월에 수확한 천마를 증숙건조

천마는 Armillaria 뽕나무버섯균과 공생하는 다년초

(n=17)와 미증숙건조 (n=17)을 구분하여 총 64

이다. 해발 400 m 이상의 참나무류의 부식질이 많은

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2, Figure 3).

지역에서 자생한다.

우리나라 거의 전도에 나며 일

본, 대만, 중국, 만주, 아무르, 우수리에 분포한다. 탄
소동화작용 능력이 퇴화되었기 때문에 공생성(共生
性)을 가지는 뽕나무버섯균이 필요하다7). 채취시기에
따라 3 ∼ 5월 동안 채집한 천마 (春麻, 이하 봄천마
라 함)와 10 ∼ 12월의 줄기가 마른 뒤 채집한 천마
(冬麻, 이하 가을천마라 함)로 구별된다. 야생 천마를
채취하던 때에는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가을천마보다
봄천마의 채취가 더 쉽고 생산량이 많았다. 천마를

Figure 1. Collection area of Gastradia

재배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가을천마를 주로 생산하게

Rhizoma

되었으며, 종근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봄천마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천마 추출액은 항혈소판, 항혈전활성
8)

을 가지며 천마의 발효물은 항산화, 항암활성9),10)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밖에도 간질 발작11)이나 기억력
감퇴12),13) 등에 완화 효과를 보이는 등이 보고되어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천마의 성분은 대
부분 페놀성 화합물로 gastrodin을 비롯한 페놀성 배
당체14), gastrodigenin외 다수의 페놀성화합물15),16),
유황함유페놀성화합물17) 등이 있으며 비페놀성화합물
로는 circiumaldehyde18)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구성
성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20)

.

이 연구에서는 국내산 천마를 가지고 대한민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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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표준생약

(Gastrodia

Rhizoma

RMPM,

Reference Medicinal Plants Materials)은 식약
처에서

분양받았으며

표준품은

Gastrodin

(Biopurify), Gastrodigenin (TCI)를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중금속 표준액인 납표준액, 비소표준액,
카드뮴표준액, 수은표준액은 Kanto사의 것을 구입
하였으며 잔류농약에 사용한 표준품인 α-BHC,
β-BHC,

γ-BHC,

p,p'-DDE,

o,p'-DDT,

δ-BHC,
p,p'-DDT,

p,p'-DDD,
Dieldrin,

Aldrin은 Dr. Ehrenstofer사의 것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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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확인시험에 사용된 시약은 국내・외 특급 및 일
급시약을 사용하였고 TLC plate는 Silica gel 60
F254 (0.25 mm, Merck, Germany), 크로마토그
래피

정제용은

silica

gel

(230-400

mesh,

Merck, Germany)을 사용하였다. 기기분석에 사
11

12

13

14

15

용한 용매 acetic acid, acetonitrile은 HPLC용
(Burdick & Jackson, USA)으로 구입하였으며

16

17

18

19

20

그리고

물은

Milli-Q

apparatus

(Millipore,

MA, USA)를 사용하여 얻은 3차 증류수를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21

22

23

24

25

확인시험에

사용된

TLC

촬영장치는

REPROSTAR 3 (CAMAG, Switzerland)을 사
26

27

28

29

30

용하였으며,
Japan),

Figure 2. Description of Gastrodia Rhizome

회화로는

ON-21

F48010

(Sanyo,

(Thermolyne,

USA)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저울은 PB303-S

samples harvested in Spring

(Mettler-Toledo, USA)이다. 중금속시험에 사

1 ∼ 15 : steamed 16 ∼ 30 : non-steamed

용된 Microwave는 MARS-5 (CEM, USA)이며
ICP-OES
Elmer,

31

전기건조기는

32

33

34

35

기기는

Optima

USA)이고

7300DV

(Perkin

자동수은분석기는

MA-2

(NIC, Japan)를 사용하였다. 잔류농약시험에 사
용한 GC는 Agilent 6890, GC-MS는 Aglient

36

37

38

39

40

7890A Triple (Agilent, USA)를 사용하였고 추
출에는 Ultrasonic JAC 4020p (Daihan Sci.,

41

42

43

44

45

Korea) 를 사용하였다. HPLC에는 Agilent사의
1100 시리즈의 Diode Array Detector로 구성된

46

47

48

49

50

HPLC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Chemstation

software를 통해 크로마토그램 data를 처리하였
다. Shiseido capcell pak (C18, 4.6 x 250mm,

51

52

53

54

55

5μm)과 Waters symmetry (C18, 3.9 x 150
mm, 4μm)를 사용하였다.

56

57

58

59

60

시험 방법
61

62

63

64

확인시험
분석용 검체 0.5 g씩을 달아 각각 물 10 mL를
Figure 3. Description of Gastrodia Rhizome
samples harvested in autumn
31 ∼ 47 : steamed 48 ∼ 64 : non-steamed

넣고 수욕에서 5 분 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 여액에
요오드시액 2 〜 4 방울을 넣어 색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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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석용 검체 및 천마표준생약 0.5 g씩을 달

묽은에탄올엑스

분석용 검체 약 2.3 g을 정밀하

아 각각 희석시킨 메탄올 (7 → 10) 5 mL를 넣고

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묽은에탄올 70 mL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 액

를 넣어 때때로 흔들어 섞어 5 시간 침출하였다. 다

을 검액 및 천마표준생약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시 16 ∼ 20 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플라스크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및 잔류물을 여액이 100 mL로 될 때까지 묽은에탄

검액 및 천마표준생약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

올로 씻었다. 여액 50 mL를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105 ℃에서 4 시간 건조하여 데시케이터 (실리카

다.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메탄올·물 혼합액 (7 :

겔)에서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엑스함

2.5 : 0.2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량 (%)을 산출하였다.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묽은황산시액
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 간 가열하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여 반점의 색상 및 Rf 값을 비교하였다. 따로 JP와

분석용 검체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ChP의 이동상과 발색제를 비교 검토하여 반점의

메탄올 (7 → 10) 100 mL에 넣고 45분간 초음파

색상 및 Rf 값을 비교하였다.

추출한 액을 여과한다. 그 여액에 희석시킨 메탄올
(7 → 1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후

순도시험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검액으로 사

KP의 생약시험법에 따라 중금속, 잔류농약시험을

용하였다. 따로 가스트로딘 표준품 및 가스트로디게

실시하였다. 중금속 시험에서 납, 비소, 카드뮴은 분

닌 표준품 (미리 실리카겔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석용 검체 0.5 g을 정확하게 달아 극초단파분해법

건조한다) 각각 약 1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

으로 분해하여 ICP-O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시킨 메탄올 (7 → 1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수은은 분석용 검체 100 mg을 정확하게 달아 자동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하였다.

수은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잔류농약 중 총 DDT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Dieldrin, 총
BHC (총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1) 분석조건 설정
주요 성분인 가스트로딘과 가스트로디게닌이 분
리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Table 1).

Aldrin 및 Endrin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하여 분석
용 검체 약 5 g을 정확하게 달아 호모게나이저로

Table 1. Analytical condition for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Gastrodia Rhizome

추출하고 실리카겔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시험하였다.
Column

건조감량
분석용 검체 약 3g을 정밀하게 달아 KP의 생약
시험법 중 건조감량 항에 따라 시험하였다

UV 270 nm

Column
Temperature

25 ℃

Injection

10 μL
gradient program
A : 0.1% formic acid in water
B :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Mobile Phase

시험법 중 회분에 따라 시험하였다.

엑스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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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 250 ㎜, 5㎛)

Wavelength

회분
분석용 검체 약 3g을 정밀하게 달아 KP의 생약

CAPCELLPAK C18 UG120

Flow rate

Time
(min)
0→25
25→30
1.0 mL/min

Solution A
(%)
98→90
90→85

Solution B
(%)
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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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조건 밸리데이션
특이성 (Specification)
설정한 분석조건으로 표준액을 가지고 분석할
때 피크들이 다른 피크들의 영향 없이 분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직선성 (Linearity)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 표준액을 각각
약 10 μg/mL ∼ 100 μg/mL 중 4개의 농도로 조
제한 다음 표준액 농도에 따른 피크면적의 그래프를
그려 시험 농도에서의 직선성을 평가하였다.
반복성 (Repeatability)

Figure 4. Iodo-starch reaction of Gastrodia Rhizome
(A)
(B)
(C)
(D)

Before the reaction of the Spring harvested,
After the reaction of the Spring harvested
Before the reaction of the Autumn harvested
After the reaction of the Autumn harvested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 표준액을 각각 6
회 측정하여 피크유지시간 (Retention time), 상대

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시료에서 가스트로딘 반점이

유지시간

피크면적

명확하지 않았다. JP와 ChP의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

(Peak Area) 및 상대적피크면적 (Relative peak

하였고 더 선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개용매를 초산

area)을 계산하여 반복성을 확인하였다.

에틸·메탄올·물혼합액 (8 : 2 : 1)로, 발색제를

(Relative

retention

time),

10% 인몰리브덴산에탄올용액으로 변경하여 시험하
3) 천마의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시 및 평가
설정한 분석조건에 따라 천마의 표준크로마토그
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크로마토그램을
평가하였다.

였다 (Figure 5). 시험 결과 모든 증숙건조시료에서

Rf 0.6 부근의 가스트로딘과 Rf 0.9 부근의 가스트
로디게닌 반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봄천마 미증숙
건조시료의 경우 일부 시료에 대해서만 Rf 0.6 부근

4)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 함량
증숙건조 (n=30), 미증숙건조 (n=34) 시료에
대해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의 함량을 측정

의 가스트로딘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을천마
미증숙건조시료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가스트로딘 반
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Rf 0.9 부근의 가스트로디게
닌 반점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

하였다.

실험 결과 및 고찰
확인시험
천마시료 (n=64)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봄천마의
추출액 색상이 가을천마보다 진하게 나타났으나 요
오드시액 2 ∼ 4 방울을 넣었을 때 모든 시료에서
적자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또한 식약처에서 분양받은 천마표준생약, 증숙건
조, 미증숙건조시료와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
닌표준품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 결과 검액에서 얻은 모든 반점은 천마표준생약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음을 확

Figure 5. Comparing Thin layer Chromatogram
S1; Gastrodigenin, S2; Gastrodin,
W; Gastrodia Rhizome RMPM
(A) KP method
(B) JP method
(C) ChP method

(D) Chang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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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잔류농약 농약성분은 총 DDT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 ppm 이하, Dieldrin 0.01 ppm 이하, 총
BHC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 ppm
(B)

S1 S2 W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WS S2 S1

이하, Aldrin 0.01 ppm 이하, Endrin 0.01 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 결과 모든 분석용 검
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건조감량
(C)

S1 S2 W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S S2 S1

KP에서는 13.0% 이하, JP의 규격은 16.0%
이하, ChP의 경우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실험결과 봄천마 증숙건조 (n=15)의 경우 7.22
∼ 10.30%, 미증숙건조 (n=15)의 경우 6.32 ∼
9.41%로

(D)

S1 S2 WS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WS S2 S1

측정되었다.

또한

가을천마

증숙건조

(n=17)의 경우 8.87 ∼ 12.63%, 미증숙건조
(n=17)의 경우 6.55 ∼ 14.22%로 1건에 대해
설정규격을 초과하였으며, 가을에 수확한 시료의 건
조감량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S1 S2 WS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WS S2 S1

Figure 6. Result of the identification by changed
Thin layer Chromatography of Gastrodia Rhizome
S1; Gastrodigenin, S2; Gastrodin, WS; Gastrodia Rhizome
RMPM
(A)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by steam
(B)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as is
(C) Autumn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by steam
(D) Autumn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as is

순도시험
1) 중금속

중금속 기준은 납 5 ppm 이하, 비

소 3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Figure 7. Results of Loss on Drying of Gastrodia

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시험결과 봄천마에서

Rhizome

는 납이 불검출 ∼ 0.8 ppm 카드뮴은 0.01 ∼
0.11 ppm, 비소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

회분

으며 수은은 0.00 ∼ 0.02 ppm이 검출되었다.

KP에서는 6.0% 이하, ChP에는 4.5% 이하,

가을천마에서는 납이 불검출 ∼ 1.0 ppm 카드뮴

JP에서는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실험결과

은 0.02 ∼ 0.18 ppm, 비소는 불검출 ∼ 1.0

봄천마 증숙건조의 경우 2.38% ∼ 4.78%, 봄천

ppm, 수은은 0.00 ∼ 0.05 ppm이 검출되어 모

마 미증숙건조의 경우 2.61% ∼ 3.85%로 나타났

두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가을천마 증숙건조의 경우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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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가을천마 미증숙건조의 경우 2.42 ∼
3.36%로 모두 KP 설정규격보다 낮게 나타났다.

설정한 분석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검액의
각 피크들이 서로 간섭없이 완전히 분리됨을 확
인하였다.

2) 분석조건 밸리데이션
표준액을 가지고 설정한 분석조건(Table 1)을
밸리데이션하였다.
특이성 (Specification)
표준액을 가지고 설정한 분석조건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가스트로딘과 가스트로디게닌은 서
로 간섭없이 완전하게 분리되었으며 가스트로딘,
가스트로디게닌의 순으로 유출됨을 확인하였으며
Figure 8. Results of Ash of Gastrodia Rhizome

각 성분의 UV 스펙트럼도 확인하였으며 가스트
로딘과 가스트로디게닌의 UV 스펙트럼은 Table

엑스함량

2와 같다.

묽은에탄올엑스

KP에서는 17.0% 이상, JP에

서는 1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hP의
경우 열침법으로 에탄올엑스 10.0% 이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시험결과 봄천마 증숙건조의 경우
22.96 ∼ 35.08%, 봄천마 미증숙건조의 경우
19.036 ∼ 30.24%로 측정되었다. 또한 가을천마
증숙건조의 경우 18.34 ∼ 37.89%, 가을천마 미
증숙건조의 경우 17.26 ∼ 27.64%로 채취시기
별, 건조방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0. HPLC Chromatograms of standard and
Figure 9. Contents of dilute ethanol-soluble extract
of Gastrodia Rhizome

sample solution
(A) Standard mixture (3: gastrodin, 4: gastroganin)
(B)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by steam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1) 분석조건 확립

(C)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as is
(D) Autumn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by steam
(E) Autumn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s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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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지표성분 표준액의 농도 (mg/mL)
Table 2. 표준액 2종의 UV spectrum 및 구조식
Compound

UV spectrum

Compound

STD 1

STD 2

STD 3

STD 4

Gastrodin

0.0265

0.0530

0.1060

0.2120

Gastrodigenin

0.0070

0.0141

0.0282

0.0564

Gastrodin

Gastrodigenin

Figure 11. Calibration curves of Gastodin (up) and
Gastrodigenin (down)

반복성 (Repeatability)
Table 3. UV Spectrum of Gastrodia Rhizome’s peaks

가스트로딘 표준액 (0.1060 mg/mL)과 가스트
로디게닌의 표준액 (0.0282 mg/mL)을 각각 6회

Peak 1
(7.20 min)

Peak 2
(8.91 min)

Peak 3
(10.03min)

Peak 4
(15.18min)

Peak 5
(16.23min)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10.03 min, 15.18 min의 표
준액 peak가 재현성 있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측정된 peak중 gasrodin peak을 기준으
로 상대유지시간(relative retention time, RRT)과
상대면적(relative peak area, RPA) peak를 계산
하였을 때 유지시간과 면적, 상대유지시간 및 상대
면적에서 반복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

-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유지시간(RT) 및 상대유지시간(RRT)
의 상대표준편차는 모두 0.4% 미만으로 나타났고
-

피크면적 및 상대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모두
1.5% 미만으로 나타나 높은 반복성을 가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

직선성 (Linearity)
가스트로딘과 가스트로디게닌 표준액을 Table
4와

같이 4개의 농도로 조제하여 직선성을 평가한

결과 가스트로딘의 R2값이 0.9997, 가스트로디게닌
의 R2값이 0.9997로 나타나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
냈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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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tention Time (RT), Relative Retention Time
(RRT), Peak Area (PA) and Relative Peak Area (RPA)
of Gastrodin
Number of
repetition
1
2
3
4
5
6
AVR
SD
RSD

RT

RRT

PA

RPA

10.04
10.06
10.04
9.98
9.98
10.06
10.03
0.04
0.3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0
0.00

139.03
136.08
136.53
136.47
139.77
139.82
137.95
1.77
1.2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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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tention Time (RT), Relative Retention
Time (RRT), Peak Area (PA) and Relative Peak Area
(RPA) of Gastrodigenin
Number of
repetition
1

RT

RRT

15.2

1.51

132.06

0.95

2

15.22

1.51

133.78

0.98

3

15.19

1.51

134.33

0.98

4

15.14

1.52

132.84

0.97

5

15.16

1.52

134.38

0.96

6
AVR
SD
RSD

15.19
15.18
0.03
0.17

1.51
1.51
0
0.22

133.8
133.53
0.91
0.68

0.96
0.97
0.01
1.46

PA

(A)

RPA

(B)

3) 천마의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시 및 평가
봄천마 증숙건조시료의 경우 가스트로딘 및 가
스트로디게닌을 포함하여 5개의 공통적인 peak가
확인되었으나 미증숙건조시료의 경우 일부 시료에

(C)

대해 가스트로딘 peak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을천
마 증숙건조시료의 경우는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
디게닌을 포함하여 4개의 공통적인 peak가 확인되
었으나 미증숙건조시료의 경우 모든 시료에 대해
가스트로딘 peak가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시료의
HPLC chromatogram에서는 7.20 min, 8.91 min

(D)

과 15.18 min에서 공통적인 peak이 확인되었다.
15.18 min의 peak는 가스트로디게닌으로 모든 시
료에서 확인되었다.
각 시료의 chromatogram상의 유사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확시기 및 건조방법별로 중첩하
여 chromatogram을 확인하였다. 수확시기 및 건

Figure 12. Repeatability of Chromatogram of
Gastrodia Rhizome(UV 270nm)

조방법별로 chromatogram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

(A)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by steam

으나 가공방법별 시료에서는 각각 유사한 패턴을

(B)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as is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 함량

(C) Autumn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by steam
(D)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dried as is

0.07%, 미증숙건조시료에서는 가스트로딘 불검출

제안한 분석법으로 재배품 (n=64)에 대하여

∼ 0.17% 및 가스트로디게닌 0.06 ∼ 0.33%의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의 함량을 측정하

함량을 나타냈다. 가을천마 증숙건조시료에서는

였다. 수확시기 및 가공방법별 시료에 대해 함량

가스트로딘 0.17 ∼ 0.34% 및 가스트로디게닌

분석한 결과 봄천마 증숙건조시료에서는 가스트

0.04 ∼ 0.12%, 미증숙건조시료에서는 가스트로

로딘 0.34 ∼ 0.72% 및 가스트로디게닌 0.01 ∼

딘은 모두 불검출이며 가스트로디게닌은 0.17 ∼
0.6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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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tical Content of Gastrodin and Gastrodigenin in the Gastrodia Rhizome Samples
Drying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Sample Gastrodin (%) Gastrodigenin (%) Total (%)
1
2

0.37
0.36

0.03
0.05

Drying

Spring harvested Gastrodia Rhizome
Sample Gastrodin (%) Gastrodigenin (%) Total (%)

0.40

31

0.24

0.06

0.42

32

0.26

0.04

0.30
0.30

33

0.24

0.09

0.33

3

0.36

0.02

0.38

4

0.36

0.02

0.38

5

0.34

0.02

0.35

6

0.72

0.03

0.75

Dried

7

0.42

0.02

0.43

Dried

38

0.29

0.08

0.37

by

8

0.46

0.01

0.48

by

39

0.29

0.04

0.33

steam

9

0.69

0.03

0.72

steam

Dried
as is

34

0.23

0.08

0.31

35

0.19

0.04

0.23

36

0.29

0.08

0.37

37

0.28

0.10

0.38

40

0.23

0.12

0.35

41

0.34

0.06

0.40

42

0.25

0.14

0.39

43

0.36

0.05

0.41

44

0.36

0.09

0.44

45

0.34

0.05

0.39

0.17

0.04

0.21

10

0.51

0.02

0.53

11

0.59

0.05

0.63

12

0.50

0.06

0.56

13

0.56

0.07

0.63

14

0.54

0.07

0.61

46

15

0.57

0.06

0.63

47

0.24

0.06

0.30

불검출

0.37

0.37

16

0.04

0.10

0.14

48

17

0.13

0.08

0.21

49

불검출

0.39

0.39

18

0.09

0.06

0.15

50

불검출

0.40

0.40

51

불검출

0.50

0.50

52

불검출

0.33

0.33

53

불검출

0.52

0.52

54

불검출

0.50

0.50

55

불검출

0.47

0.47

19

0.05

0.09

0.14

20

0.07

0.31

0.38

21

0.17

0.08

0.25

22

0.06

0.29

0.35

23

0.17

0.26

0.43

24

불검출

0.27

0.27

25

불검출

0.20

0.20

26

0.05

0.09

0.14

27

불검출

0.22

0.22

28

0.07

0.24

0.31

61

불검출

0.26

0.26

29

불검출

0.33

0.33

63

불검출

0.35

0.35

30

0.05

0.13

0.18

64

불검출

0.37

0.37

Dried
as is

56

불검출

0.66

0.66

57

불검출

0.63

0.63

58

불검출

0.19

0.19

59

불검출

0.33

0.33

60

불검출

0.17

0.17

Figure 13. Contents of Gastrodin and Gastrodigenin in the Gastrodia Rhizom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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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조건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분석법 검증

결론

을 수행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천마의
수확시기 및 건조방법에 따라 일부 peak에서 차

KP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봄천마의 추출액

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봄천마 증숙시료의

색상이 가을천마보다 진하게 나타났으나 요오드

경우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을 포함하여

시액을 넣었을 때 모든 시료에서 적자색을 띠는

5개의 공통적인 peak가 확인되었으나 미증숙시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 경우 일부 시료에 대해 가스트로딘 peak가 확

따른 실험은 식약처에서 분양받은 천마표준생약,

인되지 않았다. 가을천마 증숙시료의 경우는 가스

증숙건조, 미증숙건조시료와 가스트로딘 및 가스

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을 포함하여 4개의 공

트로디게닌표준품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통 peak가 확인되었으나 미증숙시료의 경우 모든

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검액에서 얻은 모든 반점

시료에 대해 가스트로딘 peak가 확인되지 않았

은 천마표준생약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다. 천마의 주요 성분인 가스트로딘과 가스트로디

Rf 값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시료에

게닌을 포함하는 증숙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표

서 가스트로딘 반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JP와

준크로마토그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ChP의 시험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전개용매를 JP

가스트로딘 및 가스트로디게닌 함량을 측정한

의 초산에틸·메탄올·물 혼합액 (8 : 2 : 1)로,

결과 가스트로딘과 가스트로디게닌 합의 경우에

발색제를 ChP의 조건인 10% 인몰리브덴산으로

는 수확시기나 건조방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변경하여 Rf 0.6 부근의 가스트로딘과 Rf 0.9 부

으나 가스트로딘은 증숙시료가 미증숙시료보다

근의 가스트로디게닌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게 나타났고 봄천마 증숙시료가 가을천마 증숙

전개용매와 발색제 조건을 변경 제안하고자 한다.

시료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가스트로디게닌

변경 제안된 방법을 64개 시료에 적용한 결과 Rf

은 미증숙시료 중 가을천마에서 높게 나타났다.

0.9 부근의 가스트로디게닌 반점은 모두 확인할

현행 가공방법인 증숙건조만을 인정하고 시험결

수 있었으나 Rf 0.6 부근의 가스트로딘 반점은

과와 ChP를 참고로 천마의 정량법을 가스트로딘

증숙시료에서는 수확시기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으로 0.20% 이상으로 설정하여 천마의 품질관리

있었으나 미증숙시료의 경우 봄천마에서 일부 확

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되나 가을천마 미증숙시료의 경우 모든 시료에

사사

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금속과 잔류농약은 KP에서 규정한 기준값 미
만으로 검출되어 순도시험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

로 나타났다. 건조감량에서는 가을천마 미증숙건

원의 연구사업단 용역사업 (과제번호12172한약

조 시료 1건이 설정규격을 초과하였으며, 천마 재

재990)의 지원으로 수행된 결과의 일부입니다.

배품의 나머지 시료에 대해서는 수확시기 및 건
조방법의 구분없이 KP 설정규격보다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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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The

International

Council

미국약전포럼

for Harmonization)

(U.S.PHARMACOPEIAL FORUM)

최근 미국약전, 유럽약전 및 일본약전간의 국제

유기체불순물 관련

조화에 따라 Pharmacopoeial Discussion Group

USP는 현재 진행중인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에서 협의되어 Official Inquiry Stage 4에 도달

<476>

한 항목으로 Conductivity of Solutions에 관한

Substances

내용이 공지되었다. 이 항목은 미국이 조정을 담

Impurities

당한 것으로 일본약전과 유럽약전의 의견이 반영

Products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

되어 그 안을 각국 포럼에 수재하고 외부의 의견

불순물에

을 모집하였다.

Impurities의

Organic
and
in

Impurities
Drug

Drug

대하여

in

Products와

Substances

기존의

사용빈도를

<1086>

and

<466>
점차

Drug

줄여

Drug

Ordinary
종래에는

이 general chapter는 pure fluids을 포함하는

USP에서 삭제하려는 계획이다. <476>에서는 의

fluid solutions에 전자적 전도율 측정법을 적용

약품원료 및 의약제품의 유기 불순물 및 분해물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 적절한 제어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

fluid applications에 대하여 전도율을 측정, 모

해 관련 각조에서 불순물의 제어에 대한 과학적

니터링하거나 또는 화학적 분리, 화학적 순도, 이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제품 품질에서의 안전성과

온

효능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농도를

조절할

경우에

적용되며,

fluid

applications가 제어가 필요한 유동체의 이온적
생물학적 관련 시험법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applications는 세척(clean-in-place),

<87> Biological Reactivity Tests, In Vitro

크로마토그래피 측정(chromatography detection),

현재 챕터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쓰이는 USP

이온성 액제 조제(ionic solution preparations),

Positive Bioreaction RS가 재료수급이 어려워

종말점 측정(end point detection), 복용(dosing),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교체 재료로 하타노 연구

발효(fermentation)

제조(buffer

소로부터 디에틸아연 (ZDEC) 및 아연 디부틸디

production)에 쓰일 수 있는 용액(solution)이다.

티오카바메이트 (ZDBC)를 함유하는 폴리우레탄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전도율 신호(conductivity

필름이 확인되었고, 양성 대조군으로 적합한 것으

signal)가 있는 알코올과 글리콜 같은 순수한 유

로 결정됨에 따라 USP Positive Bioreaction

기적 유동체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

RS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며 그 전도율 신호(conductivity signal)는 유기

〈151〉 Pyrogen Test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

체가 물이나 염으로 오염될 경우 눈에 띄게 증가

되는

할 수 있다.

bacterial endotoxin test으로 in vivo의 rabit

및

완충액

경우,

검증된

in

vitro

pyrogen이나

pyrogen test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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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Depyrogenation by Filtration 와

인

〈1228.5〉

Sterilization가

Endotoxin

Indicators

for

<1229.5>

Biological

Indicators

제안되었다.

이로서

for

<1211>

Depyrogenation를 신규로 제안하여 발열성물질

Sterilization

의

Compendial Articles, <797> Pharmaceutical

제거를

검증하는

방법인

<1228>

and

Sterility

Assurance

Depyrogenation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Compounding—Sterile

동물실험을 줄이고 in vitro로 시험할 수 있는 정

Sterility

보를 제공하였다.

Systems이 참조를 변경하게 되었다.

<121.1>

Physicochemical

Analytical

Preparations,

Testing—Validation

of

of

<1208>
Isolator

인간에게 적용하는 백신 제제에 관한 챕터로서

Procedures for Insulins에서는 소와 돼지의 췌

〈1234〉

장으로부터 제조된 동물유래인슐린을 통합하도록

Polysaccharide and Glycoconjugate Vaccines,

개정하였으며

〈1235〉 Vaccines for Human Use—General

<127>

Flow

Cytometric

Vaccines

for

Human

Use—

Enumeration of CD34+ Cells에서는 CD34+세

Considerations,

포의 유동세포 계측법의 사용을 제안하고 관련

Human Use—Bacterial Vaccines과 연계하여〈

표준품(RS)를

1239〉

설명하였다.

Pharmaceutical

〈797〉

〈1238〉

Vaccines

for

Vaccines

Human

for

Use—Viral

Compounding—Sterile

Vaccines을 신규로 제공하여 인간에게 사용하는

Preparations은 내용 중 비슷한 주제를 그룹으로

바이러스백신의 개발, 생산 및 시험의 모범사례를

묶어 명확하고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하였다.

<1130>

〈1063〉

Nucleic

Approaches

for

Acid-Based
Detecting

Techniques—

Trace

Shear

Cell

Methodology

for

Nucleic

Powder Flow Testing에서는 전단세포(shear

Acids (Residual DNA Testing)은 공정서 시험

cell)을 통한 분체 유동성 데이터를 얻는 모범사

법에 잔류 DNA 시험방법에 관한 현재의 방법론

례를 설명하여 전단세포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과 예상결과를 반영하도록 현대화하였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포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에서는 숙주세포의 잔류
DNA를 최대한 줄여야 생성물의 순도, 안전성 및

용기 및 포장 관련

품질을 최대화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혼성화

<17> Prescription Container Labeling을 개정

및 방법’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하여

chain reaction) 기반의 시험법에 대한 추가 옵

(administration instructions)를 단순화하였으며

션이 DNA 결합 단백질의 사용을 기반으로 소개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하여 대체할만한 접

되었다.

근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1229>

Articles에

Sterilization

추가정보로서

Sterilization—Chemical
Indicators

and

and

of

Compendial

기존의

<1209>

Physicochemical

Integrators을

삭제하고

경구투여형에

대한

관리

설명서

<659> Packaging and Storage Requirements
에서는 적절한 포장 및 저장에 관한 정의를 명확
히하도록 개정을 제안하였다.

〈

1229.13〉 Sterilization-in-Place를 새로 제안

방사성 물질 시험

하여 현장에서 시스템 또는 공정 장비의 멸균을

USP는 197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제대로된 개

통해 멸균 후처리의 필요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정이 시행되지 않았던〈821〉 Radioactivity 에

또한

for

대하여 방사성의약품에 대하여 정의, 특이사항 및

Sterilization를 USP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챕터

절차를 설명하였다. <821>은 주로 정보를 제공하

<1035>

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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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위원회 및 Stimuli article

Circular

에서 관련 배경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관련 정

circular dichroism (ECD)이 UV-vis 범위에서

보로서

and

의 전자천이 영역에서부터 IR의 진동천이 영역까

Practice를 신설하였으며 〈1015〉 Automated

지 연장된 것이다. optical rotation과 마찬가지로

Radiochemical Synthesis Apparatus를 삭제하

카이랄성 광학의 기본형태이지만 VCD는 분자구

고

Emission

조정보를 좀더 포함하는 신형의 카이랄성분광법

신설하여

으로, 최근 제약업계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

<1821〉

새로이

Tomography

Radioactivity—Theory

<1823〉

Positron

Drugs—Information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Dichroism(VCD)는

electronic

되고 있다. 이전 USP forum 39(4)의 Stimuli
article에 그 관련사항이 수재되었다.

제제에 관한 시험

〈1039〉 Chemometrics

USP는 다섯가지 일반의약품 제형에 대하여 제품

이 챕터는 제약 업계와 관련 필드에서 등장하는

의 품질관리에 관한 특성으로서

chemometrics의 개념 및 예시를 하나의 문서로

<1> Injections

and Implanted Drug Products (Parenterals)—

요약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Product

Oral

Drug

chemometrics의 개념은 의약품의 화학적·물리

Tests,

<3>

적분석, 첨가제, 건강보조제, 식품성분의 영역에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

걸쳐 영향을 미쳤다. 이 챕터에서는 분석 절차의

Product Quality Tests, <4> Mucosal Drug

생산주기에 계량 화학 모델을 통합하는 최적의

Products—Product

<5>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시험법의 개발, 검증 및

Inhalation and Nasal Drug Products—General

이러한 모델의 정비 등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Information

있으며, 관련 도구 및 적용의 개요를 제공한다.

Quality

Tests,

Products—Product

and

<2>

Quality

Quality

Product

Tests,

Quality

Tests,

<771> Ophthalmic Ointments에 대한 품질검사
를 제안하였다. 제품의 품질은 물리적, 화학적, 미

신규 효소제 시험법 제안

생물적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각 제형의 확인

신규

(Identity), 강도(Strength), 품질(Quality), 순도

<89.2> Collagenase II를 제안하였다.

(Purity)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USP는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부주석으로 쓰이는

그 외 일반정보로서 〈1004〉 Mucosal Drug

효소들의 품질을 해결하기위해 관련 시험법들을

Products—Performance

개발하고 있으며 재조합 트립신이 처음으로 도입

Tests,

〈1602〉

효소제로서

with

Material in Pharmaceutical Manufacturing에

Tests,

〈1790〉

Visual

Inspection

of

Injections를 신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Used

As

I와

되어

Aerosols—Characterization

Enzymes

Collagenase

Spacers and Valved Holding Chambers Used
Inhalation

<89>

<89.1>

Ancillary

수재되었다. Collagenase I와 II는 Clostridium
histolyticum로부터 분리하는데 이에 대한 품질의
평가를 돕기 위해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챕터는 collagenase의 적용을 논하는 것이 아

새로운 분석법 제안
Dichroism

니라 공정 재료로서 품질을 평가하는 시험에 초

Spectroscopy와 그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모범

점을 두므로 최종 제품에서 collagenase의 적용

사례에 관한 정보를 담은〈1782〉 Vibrational

을

Circular

Spectroscopy—Theory

collagenase의 활성은 발색성 펩타이드 기질을

and Practice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Vibrational

써서 측정하며 순도시험에서는 액체크로마토그래

〈782〉

Vibrational

Dichroism

Circular

제한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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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법을 기반으로 한다. 관련하여 제안한 정량법과

2.2.49. FALLING BALL AND AUTOMATIC

확인시험의 시스템적합성의 평가에서 새 표준품

ROLLING BALL VISCOMETER METHODS

인 USP Collagenase I RS와 USP Collagenase

항목명에 the automatic rolling ball을 명시하

II RS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였으며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밖에 분석법 중 <791> pH, <467> Residual
solvents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일반정보로 수

2.6.27. MICROBIOLOGICAL EXAMINATION

재된 <1029> Good Documentation Guidelines,

OF CELL-BASED PREPARATIONS

<1058> Analytical Instrument Qualification,

기존의

2.6.27.

MICROBIOLOGICAL

<1065> Ion Chromatography, <1231> Water

CONTROL OF CELLULAR PRODUCTS의 항

for Pharmaceutical Purtpose의 개정을 제안하

목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챕터에서 기술

였다. 또한 <212> Oligosaccharide Analysis와

하는 세포기반 preparation의 미생물학적 시험을

비타민 시험법으로 〈481〉 Riboflavin Assay와

위한 접근은 양이 제한적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531〉 Thiamine Assay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작은 규모의 병원 조제품에 관계된 제한조건을
고려한다.
이 개정에서, 다른 타입의 세포기반 조제에 적

유럽약전포럼

용할 수 있는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에 쓸 수 있는 부피가 제한요인이 아닌

(PHARMEUROPA)

preparations

2.2.1. CLARITY AND DEGREE OF

- 미생물시험의 결과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

OPALESCENCE OF LIQUIDS
이 챕터에서는 본문을 재구성하고 필요없는 반
복을 제거하기위한 일반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와 제조자로부터의 의견에 기반하여, 기기
의 정확성과 반복성에 관한 요구사항이 변경되었

에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는 없는 preparations
- 그리고/또는 preparations의 생산 과정이 환
경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preparation
이 general chapter의 개정은 Pharmeuropa
25.4에 수재되었었고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다.

다.

The corresponding Working Party 는 의견을
2.2.9. CAPILLARY VISCOMETER METHOD
ISO 3105에 따라 작은크기의 점도계에 대한

반영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챕터의 재수정
하였다. 이 수정된 개정안은 인간의 혈 및 혈액성
분에

특이성을 나타내기 위해 개정하였다.

관한

EU

Directives에

의해

검토된

preparations를 제외한 범위로 재정립한다.
자동 성장기반 방법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2.2.38. CONDUCTIVITY
이

내용은

the

Pharmacopoeial

harmonisation process (Ph. Eur., JP, USP)의
Stage4에

대응한다.

USP이다.

the

Group에서

승인받은

조정을

담당하는

Pharmacopoeial
원본은

약전은

Discussion

Pharmacopoeial

harmonisation section에 수재되었다. 일반적인
내용 개정을 제안하였다.

좀 더 유연한 배양온도로 예를들면 2가지 배양
조건이 가능한 시험 볼륨이 있는 온도세팅이다.
추가로,

밸리데이션에

(micro-organisms)의

쓰이는
목록에서

미세기관

Micrococcus

spp.를 대신하는 Yersinia enterocolitica가 제안
되었는데, 세포기반 preparations의 일반적 오염
의 예시로서 적절하기 때문이다. 밸리데이션 동안
에 얻은 감도에 대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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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또한 5.1.6. Alternative methods

이 챕터는 재조합DNA기술로 얻은 생산물을 시

for control of microbiological quality을 언급함

험하는 데에 쓰이는 host-cell protein (HCP)

으로써, 적용될 수도 있는 2.6.1. Sterility를 언

정량의 개발 및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를 제

급하고 전-배양단계를 사용할지 안할지 같은 대

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관할기관에 적용

체할만한 빠른 시험법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

할 수 있는 대체할만 한 접근법의 사용을 배제하

이다.

지 않았다.

Introduction은 특이성(characteristics)과 세
포기반preparation에 대한 고유한 제한사항들에
따른 시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추가하였

4.2.1. PRIMARY STANDARDS FOR

다. 또한 개정된 general chapter는 샘플링, 샘플

VOLUMETRIC SOLUTIONS

구성, ‘negative-to-date’ 결과를 염두에 둔

Sodium carbonate가 trometamol로 교체되었

고려사항과 추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으며 새로운 일차표준이 더 많은 단일단계규격화
(single-step standardisation)를 허가하는 것을

2.6.30. MONOCYTE-ACTIVATION TEST

소개되었다. 일차표준품의 사용에 관한 추가적인

2013년도에 Ph.Eur.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천사항이 추가되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제안되었다.

4.2.2. VOLUMETRIC SOLUTIONS

Introduction에서는

“uncommon

일차표준품을 사용하는 더 많은 단일단계 규격

dose-response curves”라는 표현을 비엔도톡

화(single-step standardisation)를 소개하기 위

신 오염이 존재할 때에 대응하여 좀더 특징적인

한 일반적인 개정이다. 전위차 종말점 측정법의

표현으로
curves”로

“non-linear

dose-response

사용이 강조되었으며 상품화된 용액들의 사용에

변경하였다.

Definitions에서는

대한 조건들이 변경되었다. 가능한한 독성 시약들

Maximum valid dilution (MVD)에 괄호를 써서
“(assuming

that

the

contaminant

이 변경되었다.

is

endotoxin)”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였고 Limit

5.1.2. BIOLOGICAL INDICATORS AND

of detection (LOD)는 MVD 계산할 때 계산 자

RELATED MICROBIAL PREPARATIONS

료 사용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USED IN THE MANUFACTURE OF

이밖에도 Cell sources and qualification에서

STERILE PRODUCTS, AND INDICATORS

는 그 유래, 조제, 및/또는 사용목적(즉, 엔도톡신

FOR DEPYROGENATION PROCESSES

이나 비엔도톡신오염의 측정에 관한)에 따른 세

기존의 5.1.2. BIOLOGICAL INDICATORS

포들의

품질에

관계된

추가적인

교차참조

OF STERILISATION 챕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

(cross-references)가 섹션 5-1, 5-2, 5-4,

진 부분이 있고, 많은 기술적 결점을 갖고 있기

5-5 및 5-6에 소개되는 등 세포 기원과 품질,

때문에

전처리 및 시험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경이 제안

Biological Indicators for Sterilization챕터 삭제

되었다.

를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항목명을 위

USP가

Forum41(3)에서

<1035>

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개정이 제안
되었다. 이 챕터는 완전히 새로 작성되었으며
2.6.34. HOST-CELL PROTEIN ASSAYS

Pharmeuropa 24.1에 수재된 내용에 수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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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항들이 제안되어 재개정한 것이다. 관련 페이

적으로 수재된 것이다. 이 챕터는 완전히 재검토

퍼는 Pharmeuropa Bio & Scientific Notes

되었고

2011-2로 게재되었다.

Development에 맞게 수 많은 변경사항이 제안되

Pharmeuropa는 제안한 규정에 대해 많은 의

ICH

guideline

Q8

Pharmaceutical

었다.

견들을 조사하였으며 이 챕터에 책임이 있는 전
문가그룹이 의견을 반영하여 챕터를 재수정하였

일본약전포럼

다.
Introduction은 biological indicators (BIs)가
사용되지만 챕터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BIs
는 대부분 멸균방법의 개발에 대해서만 사용되며
일반적인 모니터링에서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며 Introduction section
은 biological indicator의 유효성을 보증하기위한
멸균과정의 조건들을 줄여 사용하는 컨셉을 소개
하였다. biological indicator가 전체 멸균과정에
제시될

때에는

살아남은

미세유기체(micro-

organisms)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멸균과정에 대한 BIs 섹션은 BIs를
고르는 방법과 멸균과정을 특정짓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지난 포럼 24(2)에서 신설을 제안하였던 제제
총칙 [2]제제포장통칙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재정보로서 신설
을 제안하였던 의약품포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요
건과 용어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오
타 및 용어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의
견의 반영여부를 같은 권에 함께 실어 수렴한 의
견과 일본약전 17개정 예정안 반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 게재한 일본약전 제 17개정을
위한 원안작성요령(일부개정의 두 번째)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다.
일본약전의 원안심의위원회 제법문제검토소위
원회에서는 의약품각조의 원안작성에 대하여 의

5.1.11. DETERMINATION OF
BACTERICIDAL, FUNGICIDAL OR
YEASTICIDAL ACTIVITY
이 챕터는 물과 섞여 피부나 점막에 직접 닿도
록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소독용 제품에서 항생
활성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을 서술하였
다. 시험의 범위는 제품에 표시된 항생활성에 근
거한 것이다.
이 시험법은 제품이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의
살균 활성을 보이는지, 그 활성에 대해 설정된 특
이성을 따르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논한 결과 일본약전 제17개정 제1추보 수재예정
으로 원안이 제출되는 것부터 이 작성지침을 따
르는 것으로 하였다.
일본약전 16개정 제2추보로 개정한 의약품각조
[스테아린산]의 응고점 대체법에 관한 사항을 수
재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의 약전조화회의의 합
의사항에 기반하여 개정한 의약품각조이지만 해
당 의약품 각조에 규정 된 측정 장치에 적합한
수은 온도계의 입수가 곤란하여 시험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어 일본약전 17개정의 시행까지는
포럼에 수재된 해당 시험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5.15. FUNCTIONALITY-RELATED
CHARACTERISTICS OF EXCIPIENTS
이 챕터와 각 monographs에 있는 FRCs 섹션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보전달과 가이드를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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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Transmission Rate Determinations와
USP Forum 41(3)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에 수재되었던 Performance Test for
Parenteral Dosage Forms를 일본어로 번역하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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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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의료제
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표준품을 제조·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학의약품표준품(마약류표준품
포함), 생물의약품표준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을 분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20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표준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의 표준품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

1. 의약품 표준품 분양 목록
연번

품명(한글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저장법

단가(원)

1

아세클로페낙

MFDS 13-08

100 mg/vial

차광, 5±3 °C

60,000

2

아세트아미노펜

MFDS 13-09

100 mg/vial

차광, 5±3 °C

40,000

3

아세틸시스테인

MFDS 14-05

200 mg/vial

차광, 5±3 °C

200,000

4

알로푸리놀

MFDS 13-10

100 mg/vial

차광, 5±3 °C

60,000

5

아스피린

MFDS 14-06

200 mg/vial

차광, 5±3 °C

70,000

6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MFDS 14-07

200 mg/vial

차광, 5±3 °C

70,000

7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MFDS 14-08

50 mg/vial

차광, 5±3 °C

700,000

8

베르베린탄닌산염

MFDS 14-09

200 mg/vial

차광, 5±3 °C

10,000

9

베타메타손

MFDS 14-10

200 mg/vial

차광, 5±3 °C

200,000

MFDS 13-11

100 mg/vial

차광, 5±3 °C

90,000

10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
이트

11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MFDS 13-12

100 mg/vial

차광, 5±3 °C

80,000

12

부스피론염산염

MFDS 14-11

200 mg/vial

차광, 5±3 °C

200,000

13

카페인무수물

MFDS 13-13

100 mg/vial

차광, 5±3 °C

80,000

14

칸데사르탄실렉세틸

MFDS 13-14

100 mg/vial

차광, 5±3 °C

400,000

15

카르베딜롤

MFDS 13-15

100 mg/vial

차광, 5±3 °C

100,000

16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MFDS 13-16

100 mg/vial

차광, 5±3 °C

90,000

17

클로르족사존

MFDS 14-12

200 mg/vial

차광, 5±3 °C

90,000

18

실로스타졸

MFDS 13-17

150 mg/vial

차광, 5±3 °C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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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9
20

품명(한글명)
시메티딘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
화물

관리번호

포장단위

저장법

단가(원)

MFDS 13-18

100 mg/vial

차광, 5±3 °C

80,000

MFDS 14-13

200 mg/vial

차광, 5±3 ℃

300,000

21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MFDS 14-14

200 mg/vial

차광, 5±3 ℃

1,100,000

22

시타라빈

MFDS 14-15

200 mg/vial

차광, 5±3 ℃

100,000

23

데속시메타손

MFDS 14-16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24

덱사메타손

MFDS 14-17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25

D-만니톨

MFDS 13-19

100 mg/vial

차광, 5±3 ℃

80,000

26

도부타민염산염

MFDS 14-18

200 mg/vial

차광, 5±3 ℃

80,000

27

독사조신메실산염

MFDS 13-20

100 mg/vial

차광, 5±3 ℃

80,000

28

에날라프릴말레산염

MFDS 14-19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29

에페드린황산염

MFDS 12-08

100 mg/vial

차광, 5±3 ℃

400,000

30

에텐자미드

MFDS 14-20

200 mg/vial

차광, 5±3 ℃

1,000,000

31

파모티딘

MFDS 14-21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32

플루오시노니드

MFDS 14-22

200 mg/vial

차광, 5±3 ℃

300,000

33

플루오로메톨론

MFDS 14-23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34

플루르비프로펜

MFDS 13-21

100 mg/vial

차광, 5±3 ℃

80,000

35

폴산

MFDS 14-24

200 mg/vial

차광, 5±3 ℃

70,000

36

푸르설티아민염산염

MFDS 13-22

100 mg/vial

차광, 5±3 ℃

90,000

37

가벡세이트메실산염

MFDS 14-25

200 mg/vial

차광, 5±3 ℃

3,200,000

38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MFDS 14-26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39

글리메피리드

MFDS 13-23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40

구아이페네신

MFDS 14-27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41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MFDS 13-24

100 mg/vial

차광, 5±3 ℃

80,000

42

히드로코르티손

MFDS 14-28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MFDS 14-29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43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
트

44

이부프로펜

MFDS 13-25

100 mg/vial

차광, 5±3 ℃

30,000

45

이노시톨

MFDS 14-30

500 mg/vial

차광, 5±3 ℃

70,000

46

이오프로미드

MFDS 13-26

100 mg/vial

차광, 5±3 ℃

40,000

47

케토프로펜

MFDS 13-27

100 mg/vial

차광, 5±3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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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명(한글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저장법

단가(원)

48

락티톨수화물

MFDS 13-28

150 mg/vial

차광, 5±3 ℃

200,000

49

란소프라졸

MFDS 13-29

150 mg/vial

차광, 5±3 ℃

100,000

50

레보도파

MFDS 13-30

100 mg/vial

차광, 5±3 ℃

80,000

51

리도카인

MFDS 14-31

200 mg/vial

차광, 5±3 ℃

300,000

52

멜록시캄

MFDS 13-31

100 mg/vial

차광, 5±3 ℃

60,000

53

메로페넴수화물

MFDS 13-32

100 mg/vial

차광, 5±3 ℃

60,000

54

메트포르민염산염

MFDS 13-33

100 mg/vial

차광, 5±3 ℃

90,000

55

메토카르바몰

MFDS 13-34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56

메토트렉세이트

MFDS 14-32

200 mg/vial

차광, 5±3 ℃

70,000

57

메트로니다졸

MFDS 13-35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58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FDS 14-33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MFDS 13-36

100 mg/vial

차광, 5±3 ℃

700,000

59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
화물

60

나부메톤

MFDS 14-34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61

나프록센

MFDS 14-35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62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MFDS 14-36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63

니카르디핀염산염

MFDS 13-37

100 mg/vial

차광, 5±3 ℃

80,000

64

니세르골린

MFDS 13-38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65

니코란딜

MFDS 13-39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66

니코틴산아미드

MFDS 13-40

100 mg/vial

차광, 5±3 ℃

30,000

67

니모디핀

MFDS 13-41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68

니자티딘

MFDS 13-42

100 mg/vial

차광, 5±3 ℃

80,000

MFDS 13-43

100 mg/vial

차광, 5±3 ℃

90,000

69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
산염수화물

70

오메프라졸

MFDS 14-37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71

피록시캄

MFDS 14-38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72

프랄리독심염화물

MFDS 14-39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73

프라노프로펜

MFDS 14-40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74

프리미돈

MFDS 14-41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75

프로카인염산염

MFDS 13-44

100 mg/vial

차광, 5±3 ℃

80,000

76

수도에페드린염산염

MFDS 14-03

100 mg/vial

차광, 5±3 ℃

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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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명(한글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저장법

단가(원)

77

라니티딘염산염

MFDS 13-45

100 mg/vial

차광, 5±3 ℃

200,000

78

리보플라빈

MFDS 14-42

200 mg/vial

차광, 5±3 ℃

70,000

79

리팜피신

MFDS 13-46

100 mg/vial

차광, 5±3 ℃

50,000

80

리스페리돈

MFDS 13-47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81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MFDS 13-48

100 mg/vial

차광, 5±3 ℃

60,000

82

셀레길린염산염

MFDS 14-43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83

심바스타틴

MFDS 13-49

100 mg/vial

차광, 5±3 ℃

80,000

84

스피로노락톤

MFDS 14-44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85

텔미사르탄

MFDS 13-50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86

티아민염산염

MFDS 14-45

200 mg/vial

차광, 5±3 ℃

70,000

87

티페피딘히벤즈산염

MFDS 14-46

200 mg/vial

차광, 5±3 ℃

10,000

88

톨나프테이트

MFDS 14-47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89

트라마돌염산

MFDS 13-51

100 mg/vial

차광, 5±3 ℃

100,000

90

트라넥삼산

MFDS 14-48

200 mg/vial

차광, 5±3 ℃

200,000

91

트리메부틴말레산염

MFDS 13-52

100 mg/vial

차광, 5±3 ℃

700,000

92

발사르탄

MFDS 13-53

100 mg/vial

차광, 5±3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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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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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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순위]

년 월 일
[성분명]

[수량]

[제조회사]

[제품명]

[비고]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이 메 일:
팩

스: ()

휴 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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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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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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인)

청렴하고 깨끗한 식약처
우리함께 만들어가요!
1. 우리는! 청렴한 식약처를 위해 7대 수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부조리 신고 및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금품요구
등 부조리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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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