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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개정안 작성지침(안) - 의견수렴용
외국약전의 원고 작성의 지침 및 개정사항, 약전토론그룹(PDG) 검토회의의 합의된 국제조화, ICH
Q6A 등의 동향을 바탕으로 구조식, 명명법 등에 관한 기재원칙 등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및 일반
정보, 의약품각조의 개정내용이나 신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여 약전의 개정안 작성
지침의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약전 11개정에서 신설한 유도결합플라스마분석법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하였으
며 약전 의약품각조 등에서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단순 비례식의 경우 “/”를 써서 간단히 표기하
고 대괄호가 필요한 복잡한 분수식의 경우에는 분수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약전의 편집
구조상 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식 툴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수식 툴이 운영체제 또는 어플리케
이션에 따라서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제안된 개정안 작성지침(안)은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험 항목은 안전성, 유효성과 관

1 목

련하여 동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약전｣(이후 ｢약전｣) 작성
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정안의 작성방침, 기재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약전｣ 전반에 걸쳐

품질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1.1.2

기준값의 설정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재를 유도하여 개

기준값은 반드시 최상의 순도나 함량을

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의약품의 안
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측

2 구

값 및 필요에 따라 안정성시험 결과 등

성

이 지침은 1. 기본 사항, 2. 일반 사항, 3. 의
약품각조, 4.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기재 및 5. 기타로 되어 있다.

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값을 설정한다.
1.1.3

시험방법의 설정

시험방법은 품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3 적

것이므로 의약품의 품질의 수준을 효과

용

이 지침은 ｢약전｣ 개정에 적용한다.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한
다. 시험방법은 반드시 최상의 정밀도․정
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목

Ⅱ. ｢약전｣ 개정안 작성 지침

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되도록 한다.

1.

기본 사항
1.1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1.1.1

시험항목의 설정

｢약전｣은 약사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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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작법이나, 표준액을 써서 시험하는 방
법과 같이 그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밀도․정확도가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조작법 등을 시험법에 도입하여

6

합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한다. 검체의 조
제법에서는 시험할 때 쓰는 검체 및 시

표기)을 사용한다.
2.1.1

검액 및 표준액

｢검액｣ 및 ｢표준액｣은 각각 일반시험법

약의 양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및 의약품각조 중의 각 시험법 또는 표
1.2

유해한 시약의 취급

준액 항에 규정된 것을 쓴다.

유해한 시약을 쓰지 않는 등, 사람 및 환경

2.1.2

에 대한 영향을 배려한 시험방법이 되도록

구두점

구두점은｢,｣, ｢.｣, ｢:｣을 사용한다. 구두

노력한다.

점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쓴

1.2.1 다음의 시약은 사용을 피하거나 사
용량을 최소한으로 한다.

다.
2.1.3

• 유해성으로 인해 시험자에 대한 노출

숫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필요

이 우려되는 시약

에 따라 로마자를 쓸 수 있다

• 유해작용 및 잔류성 등으로 환경에 미

2.1.4

치는 영향이 큰 시약

문자 및 기호

동식물명 또는 세균 등의 학명, 물리량

• 마약류 등 특수한 취급이 필요한 시약

을 나타내는 기호(예: 굴절률 n, 비중 d

1.2.2 다음의 시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등) 및 수식 중의 변수 등의 기호(예: 흡

않는다.

광도 A1, 피크면적비 QS 등)는 원칙적으

• 1,4-dioxane

로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2.1.5 약어 정리

• 수은화합물

약전에 자주 쓰이는 약어는 다음과 같

• 시안화합물

다.

• 벤젠
• 사염화탄소

질량(Mass) : M

• 1,2-dichloroethane

부피(Volume) : V

• 1,1-dichloroethene

흡광도(Absorbance) : A

• 1,1,1-trichloroethane

피크면적(Area) : A
피크높이(Height) : H

1.2.3 다음의 시약은 대체용매가 없는 경

피크면적 등의 비(Quantity ratio)

우에 사용할 수 있다.
•

Halogen
dichloromethane

화합물(chloroform,

피크면적 등의 합(Sum) : S

등.

제제단위의

chloroform과

표시량(Labeled

: Q

amount

of preparation unit, Concentration) : C

dichloromethane을 모두 선택할 수 있
는 경우에는 dichloromethane을 우선
적으로 선택한다.)

2.1.6 괄호의 사용
약전에서 괄호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

• 이황화탄소

서로 기재한다.
1.3

｢약전｣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국제조화

통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단위(SI 단위
계,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에 따
른다.

( { [ (

) ] } )

(예)

:

이미페넴수화물(Imipenem

Hydrate) :
(5R,6S)-3-({2-[(E)-(aminomethylidene)amin
o]ethyl}sulfanyl)-6-[(1R)-1-hydroxyethyl]-7

2.

일반 사항

-oxo-1-aza-bicyclo[3.2.0]hept-2-ene-2-carbo

2.1

xylic acid

용어

약전은 구어체로 가로쓰기로 기재한다.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글(표준어

2.2

기준값 및 실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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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기준값 및 실측값의 정의

생물학적 단위는 국제표준단위에 들어가지

기준값이란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

않고, 일반시험법의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

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 순도시험, 특

법에서 쓰는 ppm은 화학적 이동을 나타낸

수시험, 정량법 등에서 시험성적에 근거

다.). 또한 w/v%에 대해서는 제제의 처방

하여 적부를 판정하는 수치를 말한다.

또는 성분 등의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

실측값이란 각각의 항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얻은 수치를 말한다.
2.2.2

기준값

미터

m

용량백분율

vol%

센티미터

cm

질량대용량백분율 w/v%

밀리미터

mm

질량백만분율

ppm

마이크로미터

μm

질량십억분율

ppb

~ ○ ℃와 같이 범위로 나타내거나 ○

나노미터

nm

용량백만분율

vol ppm

% 이하(이상)와 같이 나타낸다.

옹스트롬

Å

킬로그램

kg

2.2.2.1

기준값의 표기

기준값은 예를 들어 ○ ~ ○ %, ○

2.2.2.2

기준값의 자릿수

기준값의 자릿수는 실측값의 유효숫
자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일정한 품질

그램

g

리터당 몰

mol/L

리터당 밀리몰

mmol/L

파스칼

Pa

밀리그램

mg

킬로파스칼

마이크로그램

μg

수은주밀리미터

kPa
mmHg

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릿수로 한다.

나노그램

ng

암페어

A

기준이 1000 이상인 경우로 그 유효숫

피코그램

pg

볼트

V

자의 자릿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달톤

Da

밀리볼트

mV

는 경우에 기준을 지수로 표기한다.

킬로달톤

헤르츠

Hz

(예) 8000 ~ 12000 단위 → 0.8 ×

초

s

킬로헤르츠

kHz

분

min

메가헤르츠

MHz

104 ~ 1.20 × 104 단위
30000 단위 이상 → 3.0 × 104

kDa

시간

전자볼트

eV

L

킬로전자볼트

keV

dL

메가전자볼트

MeV

밀리리터

mL

센티미터당

마이크로리터

μL

멘스

가 n 자릿수인 경우 통칙의 규정에 따

섭씨 도

℃

베크렐

라 실측값을 n+1 자리까지 구한 다음

도

n+1 자리의 수치를 반올림하여 n 자릿

제곱센티미터

수의 수로 한다. 실측값이 더 많은 자

뉴턴

릿수까지 구해졌을 경우에는 n+2 자리

파스칼초

2.2.2.3

실측값의 자릿수

기준 또는 기준의 유효숫자의 자릿수

이하를 버리고 n+1 자리의 수치를 반
올림해서 n 자리의 수치로 한다.
(예) 기준 또는 기준의 유효수자가 2자
릿수의 경우

리터

h

데시리터

단위 이상

2.3

정해서 사용한다.

밀리파스칼초

킬로베크렐

kBq

메가베크렐

MBq

N

기가베크렐

GBq

Pa･s

밀리시버트

mSv

마이크로시버트

μSv

mPa･s
2

초당제곱밀리미터 mm /s

퀴리

Ci

몰

밀리퀴리

mCi

mol

밀리몰

mmol

마이크로퀴리

μCi

마이크로몰

μmol

나노퀴리

nCi

중력가속도

g

1.25 → 1.3,

밀리당량

1.249 → 1.2,

오스몰

2.54 × 103 (2540) → 2.5 × 103 (2500),

밀리오스몰

mOsmol

2.549 × 103 (2549) → 2.5 × 103 (2500)

질량백분율

%

단위를 사용한다(단, 엔도톡신 단위와 같은

KP Forum Vol.13 No.2 (2016)

Bq

°

당량

통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단위에 맞는

μS·cm-1

cm2

1.23 → 1.2,

단위 및 기호

마이크로지

Eq

2.4

mEq
Osmol

온

2.4.1

분당 회전수

rpm

카이저

cm-1

엔도톡신단위

EU

콜로니 형성단위

CFU

도
온도에 관한 정의

2.4.1.1

온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8

온도에 관한 용어에 대응하는 구체적

시험조작법에서 하나의 수치로 온도를

인 온도는 다음과 같다.
표준온도
상온
실온
미온
2.4.1.2

20
15 ~ 25
1 ~ 30
30 ~ 40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보통 ± 3
℃ 이다. 또 가능한 한 약 ○ ℃ 라는 온

℃
℃
℃
℃

도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고 시험조작법
등의 필요에 따라 37 ± 1 ℃

~ 37 ℃ 와 같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냉소의 정의

한다.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 ~

2.4.4 크로마토그래프법의 칼럼온도의 표기

15 ℃의 곳이다.
2.4.1.3

또는 32

크로마토그래프에서 칼럼 온도의 표기

물의 온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는 ｢○○ ℃ 부근의 일정온도｣로 기재하

물의 온도에 관한 용어에 대응하는

고 ｢실온｣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온도는 다음과 같다.
냉수
미온탕
온탕
열탕

2.5

10 ℃ 이하
30 ~ 40 ℃
60 ~ 70 ℃
약 100 ℃

2.4.1.4.

2.5.1

압력의 단위

본단위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단위와

가온 및 가열의 정의

조합하여 사용한다.
2.5.2

가열하는 것이다.

압력의 범위

시험조작법에서 하나의 수치로 압력을

｢가열한다｣ 또는 ｢강열한다｣의 경우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보통 ±

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온도를 기

10 %로 한다.

재한다.

또한 가능한 한 약 ○ kPa 이라는 압력
가열한 용매 (열용매)

및 가온

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고 시험조작법 등

한 용매 (온용매)의 정의

의 필요에 따라 50 ± 2 kPa 와 같이 범

｢가열한 용매｣ 또는 ｢열용매｣는 그
용매의 비점 부근의 온도로 가열한 것

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2.5.3

이다. ｢가온한 용매｣ 또는 ｢온용매｣란

｢감압｣의 정의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2.0 kPa

보통 60 ~ 70 ℃로 가열한 것이다.
2.4.1.6

력

압력의 단위는 2.3에 따라 파스칼을 기

｢가온한다｣는 보통 60 ~ 70 ℃ 로

2.4.1.5

압

이하의 진공도이다.

냉침 및 온침의 정의

｢냉침｣은 보통 15 ~ 25 ℃에서 한다.
｢온침｣은 보통 35 ~ 45 ℃에서 한다.
2.4.1.7 수욕을 사용한 가열에 관한 정의
｢수욕에서 가열한다｣는 따로 규정이

2.6

시

2.6.1

간
시간의 단위

시간의 표기에는 ｢초｣, ｢분｣, ｢시간｣, ｢
일｣, ｢개월｣을 사용한다.

없는 한 끓고 있는 수욕 또는 수욕 대

또한, 이들 단위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

신에 약 100 ℃ 의 증기욕을 써서 가

은 피하고, 정수로서 작은 수치가 되는 하

열하는 것이다.

나의 단위를 사용하며, 관련된 기술 중에

｢환류냉각기를 달고 가열한다｣는 따

서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단위를 사용한다.

로 규정이 없는 한 그 용매를 끓여서

(예) 1시간 30분은 보통 90분이라고 기

용매를 환류시키는 것이다.
2.4.2

온도의 표기는 2.3에 따라 섭씨온도를
써서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를 붙인다.
2.4.3

재하며 1.5시간 또는 5400초라고

온도의 단위

온도의 범위

는 기재하지 않는다.
2.6.2

시간의 범위

시험조작법 등에서 하나의 수치로 시간
을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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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 한다. 단,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 를 물로 희석해서 전량을 △ mL로 한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유지시간

경우와 같은 비율로 희석한 것이다.

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6.3

즉, O 및 △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곧｣의 정의

것이며 채취하는 절대량을 나타내는 것

의약품의 시험조작에서 ｢곧｣은 보통 앞

은 아니며, 최소의 정수가 되도록 기재한

의 조작이 끝난 다음 30초 이내에 다음

다. 예를 들어 (25 → 100)이나 (0.25 →

조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1)이 아니고 (1 → 4)로 기재한다.
(예) 메틸테스토스테론의 에탄올용액(2

2.7

질량백분율 및 농도

2.7.1

→ 5)

백분율 등의 표기

수산화나트륨용액(1 → 25)

백분율의 표기는 2.3에 따라 질량백분
율은 ｢%｣, 용량백분율은 ｢vol%｣의 기호

희석시킨 염산(1 → 5)
2.7.3

를 써서 나타낸다.

몰농도의 표기

몰농도의 표기는 mol/L로 한다.

제제총칙에 ｢농도를 %로 표시한 것은
w/v%을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예)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2.7.4

주사제, 복막투석제, 점안제와 점이제 이

혼합액의 표기

혼합액의 조성을 ○○○·△△△혼합액
·∇∇∇혼

외에는 ｢%｣ 또는 ｢vol%｣을 사용하는 것

(10 : 1) 또는 ○○○·

이 바람직하다.

합액(5 : 3 : 1) 등으로 표시한 것은 액

다만, 의약품각조에서 사용되는 시약·시

상약품 ○○○ 10용량과

액 중 일반시험법의 시약·시액항에 제법

의 혼합액 또는 ○○○ 5용량과

이 없는 경우는 명확한 조제법 제시를

3용량과 ∇∇∇ 1용량의 혼합액 등을 나

위해 w/v%로 나타내기도 한다.

타낸다. 단, 용량이 큰 것부터 앞에 기재
하고, 용량이 같은 경우는 3.8.8.1의 기

(예) 트리플루살(Triflusal) 순도시험 중

재순서에 따른다.

4)트리플루살유연물질Ⅱ : 이 약 0.1 g에

(예) 아세톤·헥산혼합액(3 : 1)

에탄올(95) 15 mL를 넣어 녹이고 냉수

⇒ 헥산·아세톤혼합액(1 : 3)라고

15 mL 및 0.5 w/v% 황산암모늄철(III)용

기재하지 않는다.

액 0.5 mL를 넣은 다음 1 분 동안 방치
할 때 이 액은 다음의 비교액보다 진하지

△△△ 1용량

2.7.5

농도의 범위

용액의 농도에 관한 수치의 허용범위는

않다.

보통 ± 10 %로 한다.

또 질량백만분율은 ｢ppm｣, 질량십억분
율은 ｢ppb｣, 용량백만분율은 ｢vol ppm｣
의 기호를 사용한다. 단, 일반시험법 핵
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 쓰는 ppm은

**용액(O → △)｣은 고형의

약품은 O g, 액상의 약품은 O mL를 **
용매에 녹여 전량을 △ mL로 한 경우와
같은 비율이 되도록 조제한 용액이다.
｢○○용액(O → △) ｣은 O g의 ○○를
물에 녹여 전량을 △ mL로 한 경우와 같
은 비율이 되도록 조제한 수용액이다.
｢희석시킨 * *(O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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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이
길이의 표기

단위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단위와 조

화살표를 사용한 기재

｢○○의

길

길이의 표기는 2.3에 따라 미터를 기본

화학적 이동량을 나타낸다.
2.7.2

2.8

O mL의 *

합하여 사용한다. 보통 한 개의 단위 기
호를 사용하여 정수로 기재한다.
(예) 2 m 10 cm는 210 cm, 2.5 cm은
25 mm
2.8.2

그림의 기구 등에 대한 척도

일반시험법 및 의약품각조의 그림에서
기구 등의 치수는 mm로 나타낸다. 따로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제외

10

하고 개략의 수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을 넣어 기재한다.
2.8.3

한다.
검체 및 시약 등의 용량에서 특히 정확하

길이의 허용범위

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라

시험조작법 등에서 하나의 수치로 길이

는 용어를 쓰거나 용량플라스크 등의 화학

를 나타낸 경우에 그 허용범위는 보통 ±

용 체적계를 쓰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10 %로 한다.

예를 들면 ｢이 약 5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는 보통 5 mL의 전량피펫을 사용

2.9

질

2.9.1

량

하는 것이고,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질량의 표기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는

질량의 표기는 2.3에 따라 ｢○ mg을 단
다｣, ｢약 ○ mg을 정밀하게 단다｣, 또는
｢○ mg을 정확하게 단다｣와 같이 기재

양의 ± 10 %의 검체를 화학천칭을 써서
0.1 mg까지 읽거나 세미마이크로화학천
칭을 써서 10 μg까지 읽거나, 마이크로
천칭을 사용하는 경우 1 μg까지 읽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천칭 또는 세미마
이크로화학천칭 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
는 기준값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의 질량을 그 자릿수까지 다는 것이다.
50 mg
50.0 mg
0.10 g
1.000 g
5 g

49.5
~
49.95
~
0.095
~
0.9995 ~
4.5
~

50.4 mg
50.04 mg
0.104 g
1.0004 g
5.4 g

질량의 단위

부피 단위의 표기

부피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00 μL 미만
100 μL 이상 1 mL 미만

μL
mL (또는 필요

에 따라 μL)
1 mL 이상 5000 mL 미만 mL
5000 mL 이상
L

2.11 계산식의 기재 방법
계산식의 우변은 변수, 상수 순으로 나
열하고 변수는 대수 표기한다.
또한 계산식에서는 용량분석용 표준액
의 규정도계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2.11.1 분수의 표기
분수는 원칙적으로 빗금 표기로 한다.

질량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
용한다.
100
100
100
100

2.10.2

｢정확하게 단다｣의 의미

질량을 ｢정확하게 단다｣는 지시한 수치

2.9.4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는 보통 메

｢정밀하게 단다｣의 의미

｢약 ○ mg을 정밀하게 단다｣는 기재된

2.9.3

크에 넣고 물을 표선까지 넣는 것이다.
스실린더를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다.
2.9.2

○ mL를 정확하게 100 mL의 용량플라스

빗금으로 표기하는 분수항은 괄호로 묶
고 분수항의 앞과 뒤를 띄어쓰기한다.

ng 미만
ng 이상 100 μg 미만
μg 이상 100 mg 미만
mg 이상

ng
μg
mg
g

(예) ○○의 양 (mg) = MS × (AT / AS)
단, 괄호가 필요한 경우 소괄호 ‘( )’와
대괄호 ‘[ ]’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
우 중괄호 ‘{ }’를 쓴다. 그보다 더 많은
괄호가 필요한 복잡한 분수식의 경우에는

2.10

부 피

2.10.1

부피의 표기

용량의 표기는 2.3에 따라 ｢○ mL를 취
한다｣, ｢○ mL를 정확하게 취한다｣ 또는
｢정확하게 ○ mL를 취한다｣와 같이 기재

분수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예)

전분소화력 (FIP단위/mg) = 5(Vb

- Vm) / Gm[1 – 0.03(Vb - Vm)]
(예)

전분소화력 (FIP단위/mg) = [5(Vb

- Vm) / Gm{1 – 0.03(Vb – V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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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2.11.2 환산계수의 자릿수 기재
흡광도법,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계산
식에서 분자량 환산계수 등은 유효 숫자
3 자리 또는 소수점 이하 3 자리까지 기
재한다.
2.11.3 상수의 기재
희석 보정계수, 분자량 환산계수의 순
으로 한다.
정량법, 함량균일성시험, 용출시험 등
에서는 분자량 환산 계수 이외의 희석
등 보정계수는 합산하여 하나의 상수로
기재한다.
순도시험에서는 모든 상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상수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분자
량 환산계수 등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한다.
2.11.4 상수 설명
각조에서는 계산식의 이해를 돕도록
상수의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수용액의 표기

용질명 다음에 용액이라고 기재하며, 따
로 그 용매명이 없는 것은 수용액이다.
2.12.7

검체의 사용량

시험에 쓰는 검체는 조작 또는 정도관
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량이 되도
록 한다.
2.12.8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조작의 기재
시험방법의 처음에 구체적인 조작조건
을 기재한다.
시험조작 중 차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험방법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다.
(예) 일반적인 차광 조건에서 시험하는
경우
이 조작은 차광한 용기를 써서 시
험한다.
(예) 엄밀한 차광조건에서 시험하는 경우
이 조작은 빛을 피하고, 차광한 용

2.12

기타

2.12.1

｢적합｣에 관한 기재

｢…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의미하는 경
우는 ｢…에 적합하다｣로 기재한다.
2.12.2

｢녹인다｣에 관한 기재

｢이 약 1.0 g에 물 20 mL를 넣어 녹인
다｣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약 1.0 g
을 물 20 mL에 녹인다｣라고 기재한다.
2.12.3

｢건조한다｣의 의미

검체에 대하여 단지 ｢건조한다｣라고 되
어 있는 것은 그 의약품각조의 건조감량
의 항과 같은 조건에서 건조하도록 한다.
2.12.4

여과에 관한 기재

여과지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여과하는

기를 써서 시험한다 (암실에서 조작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장치 전체를 차광하
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표준액 및 검액이 안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시험시간, 온도 등의 구체
적인 조건을 기재한다.
(예) 시험시간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 조작은 검액을 조제한 다음 3 시
간 이내에 한다.
(예) 검액 등의 저장온도를 규정하여 실
시하는 경우
검액 및 표준액은 5 ℃ 이하에 저장
하며, 2 시간 이내에 쓴다.
2.12.9 ｢희석한 ․ ․ ․｣에 따른 혼합액의 표기

경우 (예: 유리여과기 또는 멤브레인필

희석한 ○○(1 → △)란 ○○ 1 mL에

터)는 여과기를 기재한다. 또한 필요한

물을 넣어 △ mL로 희석한 경우와 같은

경우 멤브레인필터 등의 재질을 기재한

비율로 희석한 ○○이다.

다. 유리여과기의 조작은 따로 규정이 없
는 한 흡인여과한다.
2.12.5

시험에 쓰는 물

의약품의 시험에 쓰는 물은 시험을
방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등
시험하는 데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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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희석한 염산(1 → 5)
희석한 메탄올(1 → 2)
희석한 0.01 mol/L 요오드액(9 → 40)
희석한 색의 비교액 A(1 → 5)
2.12.10

포화용액의 표기

시약을 시액에 포화한 용액의 표기는 ｢

12

[용질명]포화[시액명]｣으로 기재한다.
(예) 크롬산은포화크롬산칼륨시액
물이 용매인 포화용액의 표기는 ｢
[용질명]포화용액｣, 물 이외 용매인
포화용액의

경우에는

｢[용질명]의

포화[용매명]용액｣으로 기재한다.
(예)

탄산수소나트륨포화용액(탄산수소

나트륨을 포화한 수용액)
삼산화크롬의

황산포화용액(삼산화

크롬을 포화한 황산용액)
2.12.11 ｢약전｣에 규정된 시약·시액의 활용
시약·시액을 설정할 때는 시약·시액을
신규 설정하기 전에 기존의 시약·시액이
사용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기

전｣에는 수재되지 않은 시험법의 도
입
㉰ 범용성이 있으나 아직 ｢약전｣에 수
재되지 않은 시험법의 도입
㉱ 국제조화가 확정된 시험법의 도입
㉲ 참고정보 중에서 일반시험법으로의
이행이 필요한 항목 검토
㉳ 시험에 관계되는 환경부담의 절감
등을 중심으로 최신의 과학기술을 반영
한 시험법을 설정하도록 검토한다.
2.12.11.4

의약품각조의 정비

주로 다음의 항목에 유의하여 검토한다.
㉮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에 최
신의 분석법 도입

존의 시약·시액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 제제시험규격(용출 등)의 설정

는 새로 설정한다.

㉰ 제제의 신규수재에 수반되는 기수재

2.12.12

최신의 학문과 기술의 적극적 도

입으로 질적 향상 유도

원료의약품의 재검토
㉱ 제법에 따른 불순물의 규격설정 명

2.12.11.1 통칙의 개정

확화 및 시험항목의 합리적 설정(비

통칙은 약전 전반에 관계되는 공통의 규

소, 중금속, 유연물질 등)

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최신의 학문·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모든 수재의약품에 공통

㉲ 시험에 쓰는 검체, 시약·시액 및 용
매사용량 최소화

되는 점을 고려하여 항목의 수정, 필요한

㉳ 유해시약의 가급적 배제

항목의 추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실험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법(대체시

2.12.11.2 제제총칙의 개정
제제총칙은 각종 제형의 정의, 제법, 보
존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개발의

험법)의 검토
㉵ 첨단기술의약품에 대응하는 의약품
각조 설정의 검토

약품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형의 기본을

2.12.11.5

확립하도록 한다. 제제총칙은 신기술이나

일반정보는 ｢약전｣의 부록으로서 약전을

신제형의 도입에 따른 제형의 구성요소,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

제조방법, 투여형태 및 투여경로에 따른

이며 법적규제사항은 아니다.

이해 및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
형의 삭제 등 최신의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2.12.11.3 일반시험법의 개정

일반정보의 활용

일반정보는 의약품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2.12.11.6

표준품 정비

약전표준품은 ｢약전｣의 의약품 각조를

일반시험법은 의약품 각조에 공통되는

작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향후 추가로 수

시험법, 의약품의 품질평가에 유용한 시험

재되는 품목과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법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표준품의 정의 등을 검토한다.

일반시험법의 개정은
㉮ 이미 수재되어 있는 일반시험법의

2.12.12

국제조화의 추진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및 일본약

검토

전(JP)의 국제조화내용의 수용여부를 결정

㉯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및 일

하여 ｢약전｣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본약전(JP) 등에 수재되어 있으나 ｢약

2.12.13

｢약전｣의 개정에 관한 신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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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
우 또는 국제조화가 된 경우에는 종래의
정기개정 외에도 신속한 부분개정을 추진
한다.
2.12.14

｢약전｣ 개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약전｣의 보급
㉮ ｢약전｣의 충실한 공개 및 개정안 의
견수렴
㉯ ｢약전｣ 토론그룹 및 ｢대한민국약전
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이 지침 외 사항

2.13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생약 및 생물의약품
에 한하여 적용되는 작성원칙은 따로 정한다.

3.

3.2

의약품각조
3.1

한글명과 영어명

3.2.1 원료의약품의 한글명

의약품각조의 내용 및 기재순서

약전 의약품각조는 아래의 항목 순서로 구
성한다. 의약품의 성상 및 품질관리에 필요
하지 않은 항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원료의약품은 <별지 1> 기재양식을 참고하
여 기재하며 제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료의약품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항
목
원료 제제
1) 한글명 (필요할 때 한자명 병 ○
○
기) 및 영문명
2) 구조식
○
×
3) 한글별명 또는 라틴명 (필요한 △
△
품목에만 기재함)
×
4) 분자식 및 분자량 (화학식 및 ○
화학식량)
5) 화학명
○
×
6) Chemical Abstract Service 등 ○
×
록번호(CAS번호)
7) 기원
△
△
○
○
8) 성분의 함량규정
9) 표시규정

△

△

10) 제법
11) 성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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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인시험
○
○
13)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 △
△
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
14) 순도시험
○
△
15)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
△
16)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 △
×
회분
17) 제제시험주1)
△
○
18) 특수시험주2)
△
△
19) 기타시험주3)
△
△
20) 정량법
○
○
21) 저장법
○
○
22) 유효기간
△
△
(주) ○표는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항목, △표는
필요에 따라 기재하는 항목, ×표는 원칙적
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나타낸다.
주1) 무균시험, 엔도톡신 또는 발열성물질시험,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붕해 또는
용출시험, 제제의 입도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실용량시험) 및 기타 제제시험 순으로 한다.
주2) 안전성시험, 항원성시험, 히스타민시험,
제산력시험, 소화력시험 등
주3) 원료의 미생물한도시험, 원료의 입자도시
험, 이성질체비 등

의약품각조의 한글명은「의약품 명명법 가
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원료의약품의 영문명은「의약품 명명법 가이
드라인」과 국제 일반명(INN)을 참고하여 명
명한다. 이들을 참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용명을 참고하여 명명한다. 원료의약품의 한
글명은 영문명에 대응하는 한글명으로 한다.
3.2.2 제제의 한글명
일반적으로 제제의 한글명은 주성분의
명칭에 제형을 나타내는 명칭을 조합하
여 명명한다. 제형의 영문명은 지장이 없
는 한 한글명에 대응하는 영문명을 써서
명명한다. 또 외국약전에서 사용하는 제
형명도 참고한다. 영문명은 각각의 단어
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제형을 나타내는 명칭은 제제총칙의 소
분류(구강붕해정, 흡입분말제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 제형명을 쓴다.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중분류(정제, 주사
제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4

중분류의 제형명을 쓴다. 제제총칙에 수

종의 이름, 생약의 형태학적 특징, 병명 등을

재된 것 이외의 것은 필요에 따라 적절

나타내는 라틴어를 조합한다. 또 생약의 관용

한 제형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여

라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쓴다.

경로와 제제총칙의 제형명 등을 조합하
여 성상 또는 용도 등에 적합한 제형명
을 사용할 수 있다.

3.5 구 조 식
구조식은 원칙적으로 「WHO 화학구조식기

주성분의 명칭부분은 제제의 주성분이

재법지침(“The Graphic Representation of Ch

한 개일 때는 그 원료의약품의 한글명으

emical Formulae in the Publications of Intern

로 한다. 제제의 주성분이 여러 개일 때

ational Nonpropriotary Names (INN) for Phar

는 그 원료의약품의 한글명을 가나다

maceutical Substances” (WHO/Pharm/95.57

순으로 나열하거나 또는 지장이 없는 한

9), http://apps.who.int/medicinedocs/pdf/h18

이 중 하나 이상을 주성분의 대표로 하

07e/h1807e.pdf」을 지침으로 하여 작성한다.

여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여 구성한다. 다

또한 기하이성질체, 입체이성질체 또는 라세미체

만, 원료의약품으로 수화물을 사용하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성질체라는 점을 반

있어도 제제의 한글명에는 수화물을 표

영한 구조식을 원칙으로 한다.

기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널리

3.5.1

구조식 기재방법

쓰이고 있는 제제의 관용명 등이 특정한

구조식을 그릴 때에는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상품명 등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의약품의 구조는 화합물의 루이스구

특별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관용명

조 표현에 따른다.

등을 써도 된다. 또 배산제제는 그 농도

2) 구조식에서 결합각은 120°(필요시),

를 %로 표기하고 배산의 명칭은 사용하

30°, 60°, 90° 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 않는다.

90°×4 는 가능한 한 피한다.
(예시)

3.3

한글별명
원료의약품의 한글명이 국제 일반명(INN)

이나 널리 쓰이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이것
을 한글별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제에 있어
서 원료의약품의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
면 한글별명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의료현장
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제제의 관용명 등이 특

3) 단일 비대칭탄소 주변의 4개 치환체

정한 상품명 등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 배열은 Fischer Projection의 규칙에

이것을 한글별명으로 할 수 있다.

따른다. 즉, 수평선의 끝에는 탄소중심에

원료의약품 또는 제제의 한글명이 개정되

서 앞면으로 돌출된 치환체를, 수직선의

었을 때는 개정전의 한글명을 한글별명으로 기

끝에는 탄소에서 뒷면으로 멀어지는 치

재한다. 한글명이 품목허가증의 일반명칭과 다

환체를 배치함을 뜻한다. 여러 개의 비대

른 경우는 품목허가증의 일반명칭을 한글별명

칭탄소를

으로 기재한다.

Fischer Projection을 적할 수 있다.

가진

화합물의

경우에도

4) 어떤 경우에도 입체성을 보다 명확히
3.4. 라틴명

하고자 할 때에는 쐐기(wedge), 점선

생약명에서는 라틴명을 국제명칭으로 하여

(dash)을 사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어명 다음에 적는다. 라틴명은 원칙적으로 생

에는 물결선(wavy line)을 사용할 수 있

약 기원의 속명과 이용부위를 조합하여 명명한

다.

다. 또 같은 속에 다른 생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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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쐐기는 얇은 쪽은 탄소쪽에, 두꺼운
쪽은 관찰자 쪽에 배치하여 원근감을 표
시한다.
(예시)
3.5.2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의 아미노산 배
열은 3문자 (대체로 20 아미노산 잔기 이
하) 또는 1문자 (대체로 21 아미노산 잔
6) 점선은 원근감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

기 이상)로 표기한다. 1 문자 표기에서는

해 균일한 점선을 사용하되, 쐐기형 점선

10 잔기마다 스페이스를 넣고 50잔기마

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염

다 행을 바꾼다. 또한 이황화결합 및 번

(salt)이나 쯔비터 이온의 전하는 가능한

역

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표현한다.

modification) 등의 구조정보도 명기한다.

(예시)

후

변형(post-translational

펩티드 및 단백질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
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또 아미노산
배열은 같은 넓이의 폰트를 써서 기재하
고, 번역 후 변형에 대해서는 이미노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다른 폰트를 쓴다.

7) 수소원자의 입체적 배치는 특별한 경
(예 1) 펩티드의약품

우를 제외하면 생략할 수 있다.
8) 결합선의 끝에 메틸기(CH3)는 항상
표시한다.
(예시)

Cys

Tyr

le

Gln

Asn

Cys

Pro

Leu

Gly

NH2

(예 2)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
(헤테로다이머)

10)

글루코피라노즈(Glucopyranose)의

구조는 Haworth projection 또는 chair
form으로 표현하며, 단순한 6환 고리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예 3)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
(호모다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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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유기 및 무기화합물

유기 및 무기화합물에는 분자식 및 분자
량(화학식 및 화학식량)을 기재한다.
3.6.2

분자식의 기재

유기화합물의 분자식에서 원소 기재순서
는 C, H의 순서로 하고 이어서 그 이외
의 원소기호를 원소기호의 알파벳 순서
로 기재한다. 염을 형성하는 화합물, 용
매화물 또는 포접화합물의 경우 분자식
C245 : 분자간 디설피드 결합
N322 : 히드록시아스파라긴

사이에 ｢・｣을 넣어 기재한다.
(예 1)
C16H23N3O4・CH4O3S (가벡세이트메실산염)

(예 4) 당단백질의약품

C6H12O6 (과당)

단백질부분

C10H22N4・H2SO4 (구아네티딘황산염)
C17H21NO・C7H7ClN4O2 (디멘히드리네이트)
분자식의 계수는 정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매화물의 경우 용매의 분자
식의 계수에 분수(대분수 포함)를 사용할
수 있다
(예 2)
C12H22FeO14・2H2O (글루콘산제일철수화물)
C23H46N6O13・3H2SO4 (네오마이신황산염)
(C21H41N5O7)2・5H2SO4 (네틸마이신황산염)
C14H9N4NaO5・3½H2O (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또한 산과 결정수가 함께 있는 경우 산

N87, N362 및 T436 : 당사슬결합

기재 후 결정수를 기재한다. 염이나 용매

N389 : 당사슬결합(부분적)

의 수가 불분명할 때는 계수로서 x, y 등

S285 : 글루코실화

으로 기재한다

N322 : 히드록시아스파라긴

(예 3) C22H23NO7・HCl・xH2O (노스카
핀염산염수화물)

당사슬 부분 (주된 당사슬 구조)
N87,

N362,

N389

C12H30Al8O51S8・xAl(OH)3・yH2O (수크랄
페이트수화물)
C22H24N2O8・HCl・½C2H5OH・½H2O

(독

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3.6.3

분자량 (화학식량)의 기재

화학량(화학식량)은 최신 국제원자량표
에 따라 각 원소의 원자량을 그대로 합
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
T436
NeuAcα2-6Galβ1-3GalNAc

째자리까지 기재한다.
3.6.4

분자식과 분자량 등의 구분

분자식과 분자량 사이에 ｢ : ｣를 넣는다.
3.6 화학식 및 화학식량

(예) C6H12O2 : 180.16
3.6.5

펩티드 및 단백질 의약품의 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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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자량의 기재

리 상태로 계산한다. N322는 히드

분자식 및 분자량이 균일한 펩티드의약

록시아스파라긴으로 계산한다. 분

품 및 단백질의약품은 그 분자식 및 분

자내 이황화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자량을 기재한다. 분자식 및 분자량이 불

계산한다.

균일한 당단백질의약품 및 변형 단백질

T436 및 S285는 당이 결합하지

은 단백질 부분의 분자식과 분자량만을

않은 것으로 계산한다.

기재하고, 당사슬 및 변형기를 포함한 분
자량(개략적인 수)은 기원에 기재한다.

N87,

N362,

N389,

3.6.6 화학명 및 화학초록서비스 (CAS) 등
록번호

펩티드의약품, 단백질의약품 및 당단백질

3.6.6.1 화학명의 기재

의약품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화학명은

(예 1) 펩티드의약품 (3.5의 예 1의 경우)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43H66N12O12S2 : 1007.19

Chemistry, IUPAC) 명명법에 따라 영어

단, N말단, C말단 및 곁사슬은 비

로 명명하고 화학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

해리 상태로 계산한다.

로 기재한다. 기하이성질체, 입체이성질체

(예 2)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 (3.5의

또는 라세미체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한 화학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 2의 경우)
C257H383N65O77S6 : 5807.58 (다이머)

3.5.6.2 CAS 등록번호의 기재

A 사슬 : C99H155N25O35S4 : 2381.69

CAS 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화학명 다음

B 사슬 : C158H234N40O42S2 : 3429.97

]를 붙여 기울임 글꼴로 기재한다.

에 [

단, N말단, C말단 및 곁사슬은 비해

화학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자식

리 상태로 계산한다. 분자내

(조성식) 아래에 기재한다. 또한 의약품각

및 분자간 이황화결합은 결합

조 품목에 해당하는 CAS 등록번호와 결

한 상태로 계산한다.

정수가 다른 경우 무수물 등의 CAS 번호
를 [○○-○○-○, 무수물]과 같이 기재

각 사슬의 경우, 분자내 이황화결합
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하고

한다.

분자간 이황화결합은 환원형
으로 계산한다.

3.7

(예 3) 펩티드 및 단백질의약품 (3.5의
예 3의 경우)
C2039H3109N593O657S50

N322는

기원의 기재

비해리상태로

한 것 이외는 그 기원을 기재한다.
화학합성으로 제조한 것 이외의 원료의

단, 다이머의 경우 N말단, C말단 및
측쇄는

3.7.1

원

원료의약품은 보통 화학합성으로 제조

C4078H6216N1186O1314S100 : 96086.65 (다이머)
모노머

기

약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제제

계산한다.

와 천연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조한 제

히드록시아스파라긴으로

제 등은 원료의약품이 수재되어 있지 않

계산한다. 분자내 및 분자간 이황

은 경우에는 그 기원을 기재한다.

화결합은 결합한 상태로 계산한다.

또 고분자화합물은 합성원료 등 기원을

모노머는 분자내 이황화결합은 결합

명기하고, 배양하여 얻은 항생물질은 생

한 상태로 계산한다. 분자간 이황
화결합은 환원형으로 계산한다.
(예 4) 당단백질의약품 (3.5의 예 4의

산 균주의 학명(라틴명)을 기재한다.
(예) 항생물질 (겐타마이신황산염)
｢이

purpurea

경우)

약은
또는

Micromonospora
Micromonospora

C2039H3109N593O657S50 : 48044.33 (단백질부분)

echinospora을 배양하여 얻어지는 항

단, N말단, C말단 및 곁사슬은 비해

세균활성을 가지는 아미노글리코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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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화합물의 혼합물의 황산염이다.｣
생물의약품은 수용액의 경우 수용액이

자로 구성된 ◇◇(폴리펩티드 또는 단
)이다. 이 약은 <(호

백질) (분자량

라는 것을 명기한다. 분자량은 3.6.5 에

르몬, 효소, 사이토카인, 증식인자, 백

따라 필요시 기원에 기재한다. 규격시험

신,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

법에 분자량의 항이 있는 경우는 그 규

등)로서> ▽▽작용이 있다.｣

격값을 기재한다. 분자량에는 범위로 기

(예) 당단백질의약품(3.5의 예 4의 경우)

분자량의

｢이 약의 본질은 <건강한>××(종)의

항이 없는 경우에는 불균일성이 높은 이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

유로 인하여 분자량을 측정할 수 없는

은 449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당단백

경우는 대표적인 분자의 각 원소의 원자

질이다. 이 약은 수용액이다. 이 약은

량을 합하여 기재하여도 좋다. 유전자재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 증식인자,

조합 단백질의약품은 세포기재의 종류를

백신,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

명기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포함한

등)로서> ▽▽활성이 있다.｣

재하여도 좋다

생물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펩티드의약품(3.5의 예 1의 경우)

(예) 유전자재조합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
질의약품

｢이 약은 <건강한> ××(종)의 △△

｢이 약의 본질은 유전자재조합 사람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으로 ○○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된

18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폴리펩티드

△△(폴리펩티드 또는 단백질)이다. 이

이다. 이 약은 <(호르몬, 효소, 사이토

약은 수용액이다. 이 약은
｣

카인, 증식인자, 백신, 항체, 혈액응고
인자 또는 저해제 등)>이다.｣

(예) 유전자재조합 당단백질의약품

｢이 약은 18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이 약의 본질은 유전자재조합 사람××

폴리펩티드이다. 이 약은 합성 <(호르

으로 ◇◇세포에서 생산되는 ○○개의

몬, 효소, 사이토카인, 증식인자, 백신,

아미노산 잔기로 된 당단백질(분자량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 등)>

약 △△)이다. 이 약은 수용액이다. 이

로서 □□ 등의 작용이 있다.｣

약은

(예)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3.5
의 예 2의 경우)

｣

(예) 유전자재조합 당단백질의약품 (아미
노산 치환형)

｢이 약의 본질은 <건강한> ××(종)

｢이 약의 본질은 유전자재조합 사람××

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

으로 ☆사슬 ★번째가 ▽(아미노산)로,

서 얻은 31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A

§번째가 △로 치환되어 있다. 이 약은

사슬 1분자 및 35개의 아미노산잔기

◇◇세포에서 생산되는 ○○개의 아미

로 된 B 사슬 1분자로 구성된 ◇◇

노산 잔기로 된 당단백질(분자량 약 △

(폴리펩티드 또는 단백질) (분자량 □

△)이다. 이 약은 수용액이다. 이 약은
｣

□)이다. 이 약은 수용액이다. 이 약
은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 증식
인자, 백신, 항체, 혈액응고인자 또는
저해제)로서> ▽▽작용이 있다.｣
(예) 펩티드의약품 및 단백질의약품(3.5
의 예 3의 경우)

(예) 다당류
｢이 약은 <건강한> ××(종)의 △△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예

:

헤파린나트륨)의

◇◇분해

｢이 약은 <건강한>××(종)의 △△(세

로> 얻은 ○○ 및 ◇◇ (단당)으로 된

포, 조직 또는 장기 등)에서 얻은 449

◎◎(예: 글리코사민글리칸, 저분자량

개의 아미노산잔기로 된 서브유닛 2분

헤파린) (분자량 ▽▽)이다. 이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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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있다.
3.7.2

기원의 첫머리

기원의 첫머리는 ｢이 약은 ……｣ 으로
시작한다.

자량) ○ ~

w/v%를 함유한다.｣

3.8.3 성분의 함량규정에서 의약품각조명
또는 화학적 순수물질명의 기재법
성분의 함량을 규정할 때는 보통 다음

제제의 특성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이 약은 쓸 때 녹여 쓰는 주사제로

과 같이 구체적인 의약품각조명 또는
화학적 순수물질명을 기재한다.
의약품각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 ｣
안에 의약품명을 기재한다.

……
(예) 이 약은 쓸 때 현탁하여 쓰는
시럽제로 ……

화학적 순수물질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
약품명 또는 물질명 다음 (

) 안에 분

자식 또는 화학식을 기재한다. 다만, 그
3.8

성분의 함량규정

3.8.1 원료의약품의 기재
원료의약품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

명칭에 해당하는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이 해당 의약품각조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분자식 또는 화학식에 이어
서 각각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기재한

다.
(예) 화학의약품 원료물질
｢이 약은 정량할 때 ×× (분자식) ○
%를 함유한다.｣

~

다.
(예)
(1) 의약품각조를 나타내는 경우

(예) 항생물질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각조 한글명)
(예)

mg에 대하여 ×× (분자식 : 분자량)
○ ~

μg (역가)을 함유한다.

(예) 단백질의약품 (용액)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2) 화학적 순수물질을 나타내는 경우

｢이 약은 정량할 때 1 mL당 ○ ~

해당 각조에 그 분자량 또는 화학식
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m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단백질 1
mg당 ×단위 이상을 함유한다.｣
(예) 단백질의약품 (분말)
｢이 약은 정량할 때 단백질 1 mg당
○○○ △△ 단위 이상을 함유한다.｣
3.8.2

제제의 기재

｢

(각조 한글명)
도파민염산염

(예)
도 파 민 염 산 염

(C8H11NO2・HCl)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NaCl)

(3) 화학적 순수물질을 나타내는 경우

제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해당 각조에 그 분자량 또는 화학식

(예) 제제일반

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 ~

(각조 한글명)

%에 해당하는 ×× (분자식 : 분자

레세르핀 산

량)을 함유한다.
(예) 주사제(성분·분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사제) 및 주사용 ○○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 ~
%에 해당하는 ×× (분자식 : 분자
량)을 함유한다.｣
(예) 주사제(성분·분량이 규정되어 있는
주사제)
｢이 약은 정량할 때 ◇◇ (분자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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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레 세 르 핀

(C32H40N2O7 : 608.68)
생리식염 주사액

염 화 나 트 륨

(NaCl : 58.44)
3.8.4

함량 기준값의 기재

3.8.4.1

%로 규정된 경우

성분의 함량을 %로 나타낸 경우 원료의
약품 또는 제제의 구분 없이 소수점 이
하 첫째자리까지 규정한다.
원료의약품의 성분함량 기준은 보통 범

20

위로 기재한다.

유기할로겐화합물에서 의약품의 정량법

제제의 성분함량 기준은 보통 표시량에

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

대한 %로 나타내고 범위로 기재한다.

량규정에 할로겐 함량을 추가로 설정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정량하는 원

필요는 없다.

료의약품의 함량 기준은 보통 98.0

또한 할로겐 함량을 규정할 경우에는

102.0 %로 설정한다.
3.8.4.2

성분함량이 아니라 의약품의 특성과 품

단위 또는 역가로 규정된 경우

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으로

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생물학적 작용,

규정한다.

즉 역가로 나타낼 때는 ｢약전｣에서의 ｢
단위｣로 규정한다. 다만, 항생물질의약품
의 역가는 보통 ｢질량(역가)｣으로 규정한
다.

제

3.9

법

제제총칙의 제형에 제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
우, 그 제형 명칭을 사용하고 보통 다음과 같이

성분의 함량 기준값은 보통 범위로 기
재한다.

기재한다.
(예) 이 약은 ｢○○○｣을 가지고 정제의

3.8.4.3

건조 등을 하여 정량한 경우 함

량의 기재

제법에 따라 만든다.
(예) 이 약은 ｢○○○｣을 가지고

건조감량의 조건에 따라 건조한 것을

과립제(시럽용)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정량하는 경우에는 ｢이 약을 건조한 것
은 정량할 때 …｣로, 건조감량의 실측값
에 따라 환산하는 것은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로, 수분
의 실측값에 따라 환산하는 것은 ｢이 약

3.10

성

상

성상은 해당 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및 형태를 참고로 기재한 것이다.
3.10.1

성상의 기재

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원료의약품의 성상은 필요에 따라 색,

｣로 기재한다. 이 경우 순도시험으로 잔

형상, 냄새, 맛, 용해성, 액성, 물리적 및

류용매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잔류용

화학적 특성(흡습성, 빛에 의한 변화 등),

매량이 정량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

되는

탈잔류용매물(무용매물)로

화학적 특성값(적부의 판정기준으로 하지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은 정량할

않는 것)의 순서로 기재한다. 융점을 분

때 환산한 무수물 및 무용매물에 대하

해온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원칙

여…｣로 기재한다.

적으로 성상항에 기재한다. 결정다형이

경우에

(예) 이 약은 정량할 때 무수물 및 무용

있는 것으로 판명된 원료의약품의 융점

매물 1 mg에 대하여 에피루비신염산염

은 특허 유무에 관계없이 적부판정이 되

(C27H29NO11ㆍHCl) 970 ∼ 1020 μg

는 물성값이 아닌 참고정보로 기재한다.
제제의 성상은 제형별로 필요에 따라

(역가)를 함유한다.
또한 잔류용매가 순도시험에 에탄올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및 무
에탄올물에 대하여…｣로 기재한다.
(예)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기재한다. 제제화에 따라 원료의약품과
다른 안정성, 특징적인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적
부의 판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생긴 경
우는 이것들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및 무에탄올물에 대하여 덱사메타손포

물성값의 기재방법은 3.11에 규정한 방

(C22H28FNa2O8P)

법에 따른다. 또한 원료의약품이 수재되

스페이트이나트륨

97.0 ~ 102.0 %를 함유한다.
3.8.4.4

기타

지 않은 제제는 원칙적으로 제제에 사용
하는

원료의약품의

성상(용해성,

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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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원료의약품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
재한다.
(예)
3.10.2

색, 검은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0.4.3

주사용 아세틸콜린염화물
광학활성이 있는 의약품에서 염의

기재

유채색․무채색의 명도 및 채도

유채색의 명도 및 채도에 관한 형용
사는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
운, 진(한), 연(한) 등을 쓴다. 농담의

광학활성이 있는 의약품의 염에서 ｢약
리작용은 있으나 광학활성이 없는 산 또
는 염기부분｣과 ｢약리작용은 없지만 광

순서는 진(한), 연(한)의 순으로 기재한
다.
무채색의 명도 및 채도에 관한 형용

학활성이 있는 산 또는 염기부분｣이 이

사는 밝은, 어두운을 쓴다.

온쌍을 구성하여 선광성을 나타내는 경

(예) 매우 연한 파란색, 어두운 빨간색

우에는 선광성을 성상 중 의약품의 특성

색상에 관한 형용사는 빨간색을 띤,

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

노란색을 띤, 초록색을 띤, 파란색을

으로 기재한다.

띤, 보라색을 띤 등을 쓴다.

(예)
3.10.3

이펜프로딜타르타르산염
냄새 및 맛의 설정

냄새와 맛은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시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한다.
다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작용이
격렬한 경우 등 시험자의 건강상에 영향
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비산성
이 있는 것에는 냄새 및 맛을 설정하지
않는다.
3.10.4

무색에 관한 기재

무색은 거의 무색을 포함한다. “무색의
징명한 액” 등은 “무색의 맑은 액”으로
기재한다.
3.10.5

형

3.10.5.1

상
결정, 결정성 가루 및 가루

결정 및 가루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
다.
결정 : 육안 또는 확대경을 써서 결정
으로 인정되는 것

색

가루 : 육안과 확대경으로는 결정으로

색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성상 표기
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현한다
3.10.4.1

3.10.4.4

인정되지 않는 것
결정성 가루 : 가루 중 분말X선 회절

유채색의 기본 색이름

측정법 또는 광학현미

유채색의 기본색 색이름은 12종으로,

경으로 결정의 존재가

빨강(적), 주황, 노랑(황), 연두, 초록
(녹), 청록, 파랑(청), 남색(남), 보라
(자), 자주(적자), 분홍, 갈색(갈)으로
한다. (

) 속의 색이름은 조합색이름

의 구성에 사용하여, 기본색 이름에
“색”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빨
강, 노랑, 파랑의 경우에는 빨간색, 노
란색, 파란색으로 한다. 분홍과 갈색을
제외한 유채색의 기본색 이름은 색상
이름으로서 사용한다.
3.10.4.2

무채색의 기본 이름

무채색의 기본 이름은 3종으로, 하양
(백), 회색(회), 검정(흑)으로 한다.
(

) 속의 색이름은 조합색 이름의 구

성에 사용하며, 하양, 검정의 경우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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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것
3.10.6

냄

3.10.6.1

새
냄새의 기재

냄새의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아민 냄새, 자극성 냄새, 특이한 냄
새, 불쾌한 냄새, ○○같은 냄새
3.10.6.2

냄새의 강약 표현

냄새의 강약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기재한다.
강, 약, 강한, 약한, 약간의
3.10.7

맛

3.10.7.1

맛의 기재

맛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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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다, 떫다, 맵다, 짜다, 쓰다, 시다,
짠맛, 신맛, 쓴맛, 등
3.10.7.2

여 용매의 용해성 다음에 줄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맛의 강약의 기재

맛의 강약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

(예) 이 약은 묽은염산 또는 암모니아
시액에 녹는다.

서 기재한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서 전개용

강, 약, 강한, 약한, 약간의
3.10.8

용해성

3.10.8.1

매를 구성하는 용매 및 염기 또는 산
으로서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매는 용

용해성의 기재순서

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용해성에 관한 각 용매의 기재순서는

수분시험 등과 같이 간략하게 기재하

녹기 쉬운 순서로 한다. 용해성이 같은

기 위해 용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경우는 보통 물, 메탄올, 포름산, 에탄

않은 경우에도 그 시험 등에서 고체검

올(또는

아세트산(100),

체를 직접 녹이는 데 사용되는 용매

1-부탄올, 2-프로판올, 아세토니트릴,

(예: 수분을 측정할 때 검체를 녹이는

N,N-디메틸포름아미

데 쓴 메탄올 등의 용매)는 그 용해성

무수에탄올),

아세트산탈수물,

드, 아세톤, 디클로로메탄, 피리딘, 클
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테트라히드
로푸란, 에테르, 자일렌, 헥산, 시클로
헥산, 석유에테르의 순서로 한다.
상기 이외의 용매에 대해서는 그 극
성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용매를 쓸 때는 1.2, 또한 용매의 명
칭 등에 대해서는 5.2.3에 유의한다.

을 기재한다.
3.10.8.3

｢용매에 녹는다｣ 또는 ｢섞인다

｣의 의미
의약품이 ｢용매에 녹는다｣는 맑게 녹
는 것을 의미하고, ｢섞인다｣란 임의의
비율로 맑게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
3.10.8.4

용해성의 시험방법 및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의 정의
용해성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음과 같

3.10.8.2

용해성을 규정하는 용매

다.

용해성을 규정하는 용매는 물 및 에

용해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

탄올(99.5) 이외에 원칙적으로 시험에

품을 100호(150 μm)체를 통과하는 세

쓰는 모든 용매로 한다. 시험에 에탄올

말로 한 다음 용매에 넣고 20 ± 5℃

(95)이 용매로 사용되는 경우 에탄올

에서 5분마다 30초 동안 세게 흔들어

(99.5) 대신 에탄올(95)에 대한 용해성

섞을 때 30분 이내에 녹는 정도를 이

을 규정한다. 또한 에탄올(99.5) 및 에

다. 시험에서 얻은 용매의 양이 두 단

탄올(95)을 모두 쓰는 경우는 에탄올

계에 걸칠 때는 용매의 양이 많은 쪽

(99.5)의 용해성을 규정한다. 시험에

의 용어를 쓴다.

쓰는 용매는 검체를 용액으로 만드는
데 직접 사용되는 용매이며, 혼합용매

또 용해성은 포화용액의 농도로 산출
해도 된다.

및 혼합용매의 구성성분이 되는 용매
는 원칙적으로 용해성을 규정하지 않
는다.
시험에 쓰지 않는 용매라도 해당 의
약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해성이 있
는 경우는 이것을 기재한다. 또 시험에
여러 가지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시
액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의 대표적인 산, 알칼리의 시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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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질 1 g 또는 1 mL를 녹이는
데 필요한 용매의 양｣

｢용 어｣
썩 잘 녹는다.

3.10.11.1

성상에서의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의 취급
성상항에 기재하는 의약품의 특성과

1 mL 미만

잘 녹는다.

1 mL 이상 10 mL 미만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은

녹는다.

10 mL 이상 30 mL 미만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적부의 판정기

조금 녹는다.

30 mL 이상 100 mL 미만

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 수치는

녹기 어렵다.

100 mL 이상 1000 mL 미만

매우 녹기 어렵다.

1000 mL 이상 10 L 미만

거의 녹지 않는다.

10 L 이상

3.10.8.5

대략의 값으로 나타내어도 된다.
3.10.11.2

성상에서 의약품의 특성과 품

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의 기재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3.10에 따른

기체의 발생과 염의 형성 등을

다. 다만, 융점은 ｢약 ○ ℃｣의 표현을

수반할 때 용해성의 표현

써도 된다. 분해점은 ｢약 × ℃ (분해)｣

기체의 발생, 염의 형성 등 의약품이

로 기재하고 ｢○ ~ × ℃ (분해)｣와 같

반응하여 녹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

이 범위로 기재하지 않는다.

해성을 나타내는 용어 다음에 줄을 바

3.10.11.3

비대칭탄소원자는 있으나 선

꾸어 ｢○○는 △△에 녹는다｣로 기재

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라세미체 등) 경우의 취

한다.

급

시험에 복수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라세미체와

같이

비대칭탄소원자를

시액이 사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

가지고 있으나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

의 시액명을 기재한다.

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성상 항에 ｢이

3.10.9

액

성

약의 수용액(1 → ××)은 선광성을 나

액성은 pH로 기재한다. 보통 ｢이 약 ○

타내지 않는다.｣ (고체인 경우) 또는 ｢

g을 물 × mL에 녹인 액의 pH는 ……｣

이 약은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로 기재한다.

(액체인 경우)로 기재한다.

3.10.10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3.10.12 생약의 성상

의약품의 흡습성, 조해성, 풍해성, 휘산

생약은 형태, 길이, 직경, 바깥면의 특

성, 증발성, 고화성, 응고성, 빛에 의한

성(색 등), 부위별 및 단면의 특성, 맛,

변화, 색의 변화, 분해 또는 불용물의 생

냄새, 현미경 관찰 특성, 용해도, 액성

성 등 주로 해당의약품의 물리적 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맛 또는

화학적 변화에 관한 특성을 기재한다.

냄새가 관찰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빛에 의한 변화의 기재는 빛에 의하여

경우 이를 제외한다. 색, 냄새, 맛, 용

변화하는 내용이 보다 적절히 표현되도

해성, 액성은 3.10 성상 항을 참고하여

록, 분해생성물이 검출되는 것과 같은 변

기재한다. 여러 기원으로부터 유래된

화는 ｢분해한다｣로 하고, 착색이 일어나

생약은 각각에 대해 성상을 모두 기재

는 변화는 ｢○색으로 된다｣로 하며 ｢이

한다.

약은 빛에 의하여 천천히 변화한다｣로는
기재하지 않는다.
(예) ｢이 약은 빛에 의하여 천천히 갈색
으로 된다｣

3.11

확인시험

3.11.1

확인시험의 설정

확인시험은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이 약은 흡습성이다｣

함유되어 있는 주성분 등을 그 특성에

｢이 약은 습기에 의하여 조해한다｣

따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3.10.11

성상항의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

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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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분에 대하여는 배합성분과 첨가제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방법의 설정을

의 영향에 유의하여 확인시험을 설정한

검토한다.

다.
3.11.2

크로마토그래프법에
확인시험의 합리화

의한

확인시험은

표준품과 비교하여 시험한다.

확인시험 이외의 항목으로 의약품을 확
인할 수 있을 때는 확인시험을 간략하게

3.11.3.4 생화학적 방법 및 생물학적 방
법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량법에 특이성

효소, 호르몬, 사이토카인 등의 생물의

이 높은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쓰는 경우

약품은 그 생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와 같이 확인시험 이외의 항목에서도 유

이용한 방법으로 확인시험을 설정할 수

효성분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에 확인시험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그

3.11.4

확인시험의 기재순서

경우 확인시험은 다른 시험항목(예: 정량

확인시험의 기재순서는 정색반응, 침전

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는

반응, 분해반응, 유도체 생성반응, 스펙

없다.

트럼(자외, 가시, 적외), 핵자기공명스펙

3.11.3

확인시험으로 설정하는 시험법

확인시험법으로는

보통

트럼, 크로마토그래프법, 특수반응, 양이

스펙트럼분석,

온, 음이온의 순서로 한다. 분해한 뒤에

화학반응,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이화학

다음 반응을 행하는 것은 분해반응으로

적 방법, 생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

한다.

방법 등을 고려한다.

3.11.4.1

목적물질의 동정 및 특성화 목적으로

일반시험법의 정성반응을 쓰는

경우의 기재

한 펩티드맵법, 면역화학적방법 (ELISA,

확인시험에서 일반시험법의 정성반응

웨스턴블로트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을 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

전기영동 등의 시험은 확인시험으로 설

다.

정한다. 구성 아미노산은 펩티드맵법이

일반시험법의 염화물 정성반응에 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할 필요는

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시험하는 경

없다.

우에는 ｢이 약은 염화물의 정성반응을

3.11.3.1

스펙트럼분석법

나타낸다｣로 기재한다. 규정되어 있는

스펙트럼분석은 원칙적으로 적외부스펙

항목 중 특정한 항목의 시험만을 실시

트럼 및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 의 정성반응 1)을

한다. 다만 중합고분자화합물 등에 대하

나타낸다｣와 같이 기재한다.

여는 적외부스펙트럼 및 자외가시부흡수

정성반응을 규정하는 경우 검액의 이

스펙트럼 적용의 의의를 신중하게 검토

온농도는 보통 0.2 ~ 1 %로 하고 명

한다.

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이 약의 수

필요에 따라 핵자기공명스펙트럼의 설
정을 검토한다.
3.11.3.2

화학반응

화학반응에 의한 방법은 화학구조의 특
징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이 있을 경우
에 설정한다.
3.11.3.3

크로마토그래프법

스펙트럼분석 및 화학반응에 의한 시험

용액(1 → 100)은 …의 정성반응 …을
나타낸다｣와 같이 농도를 규정한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염이 다른 경우
에는 1) 나트륨염, 2) 인산염과 같이
나누어 항을 설정한다.
(예) 인산수소나트륨수화물의 예
1) 이 약의 수용액(1 → 10)은 나트륨
염의 정성반응 1) 및 2)를 나타낸다.

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박층크로마

2) 이 약의 수용액(1 → 10)은 인산염

토그래프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의

의 정성반응 1) 및 3)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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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2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에 의

결정다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한 확인시험

의 결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자외가시부흡광도로 확인시험을 설정

하고 보통 상기와 같은 판정기재의 말미

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에 재측정 시의 전처리법에 대하여 기재

비교하는 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한다.

측정파장은 단파장으로 규정할 필요

(예) ｢｢만일 두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

성을 판단(예를 들면 장파장에서 최대

을 경우에는 각각을

에 녹인

로 흡수되는 흡광도에 측정범위를 맞

다음

추어서 230 nm 부근에서 벗어나는 경

류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

우 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10 nm

험한다｣

를 날려 보낸 다음 잔

이상으로 한다. 제제의 확인시험에 이

제제 등에서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표준품의 스펙트럼과의 비교가 어려울

로 흡수극대파장으로 규정한다.

경우에는 파수로 규정하는 방법을 쓰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같은 측정조건

며, 유효성분에 특징적인 흡수대를 골

에서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라 설정한다. 2000 cm-1 이상의 파수

검체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두 스펙

는 첫째 자리의 수치를 반올림하여 규

트럼을 비교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정한다.
(예) ｢… 대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

강도의 흡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같

법의 액막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은 물질임을 확인한다.
보통 ｢이 약 및 ○○표준품의 에탄올

파수 2940 cm-1, 2810 cm-1,

용액(1 →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

2770 cm-1, 1589 cm-1, 1491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cm-1, 1470 cm-1, 1434 cm-1,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1091 cm-1 및 1015 cm-1 부근

흡수를 나타낸다｣로 기재한다.

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클로르

흡수극대파장으로

규정하는

페니라민말레산염 산)

방법을

쓸 때는 규정하는 파장폭은 보통 ± 2

또한 규정하는 흡수대는 스펙트럼 중

nm를 기준으로 하고 흡수견을 규정할

의 주요한 흡수대 및 유효성분의 구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파장폭

확인에 유용한 흡수대를 가능한 한 넓

은 ± 5 nm 정도로 하고 원칙적으로 흡

은 파장 범위로 선택한다. 구조상 특징

수의 극소는 규정하지 않는다.

적인 작용기는 원칙적으로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3.11.4.3 적외부스펙트럼에 의한 확인시험
적외부스펙트럼으로 확인시험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브롬화칼륨
정제법에 의한 것으로 하고 표준품의

3.11.4.4

핵자기공명스펙트럼에 의한 확

인시험
핵자기공명스펙트럼으로

확인시험을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염산염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물

은 염화칼륨정제법이 바람직하다. 확인

질에 대한 신호의 화학적이동, 갈라진

시험으로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모양 및 각 신호의 면적강도비를 규정

경우에는 페이스트법 등으로도 가능하

한다.

다.
보통 ｢이 약 및 ××표준품을 건조하
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법에

(예) ｢이 약은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
정용 중수용액(1 → 10)에 녹여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
1

따

H를 측정할 때 δ 1.2 ppm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라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로 기재한다.

부근에 삼중선의 신호 A를,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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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ppm 및 δ 7.3 ppm 부근에

3.11.4.7

확인하는 물질의 명칭기재

확인하는 물질의 명칭을 시험법의 끝

각각 한 쌍의 이중선의 신호 B
및 C를 나타내고, 각 신호의 면

(

적강도비 A : B : C는 약 3 : 2

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이다.｣

(예: 요오드·살리실산·페놀 주정) 등에

3.11.4.5

)안에 나타내는 것은 확인하는 물질

한한다.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확인

(예) 확인시험 1) 이 약 1 방울을 전

시험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확인시험을 설

분시액 1 mL 및 물 9 mL의 혼

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박층크로마토그

합액에 넣을 때 어두운 청자색

래프법의 경우 검액 및 표준품으로 만

을 나타낸다 (요오드).

든 표준액에서 얻는 주반점의 Rf 값,

2) 이 약 1 mL에 에탄올 5 mL

색 또는 형상 등이 같은 것으로 규정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한다.

액 1 mL에 pH 2.0 염산·염화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는 검액

륨완충액을 넣어 50 mL로 한다.

및 표준품으로 만든 표준액에서 얻은

이 액 15 mL에 질산제이철용액

주성분의 유지시간이 같은 것으로 규

(1 → 200) 5 mL를 넣을 때 액

정한다. 다만, 제제의 경우는 원료의약

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살리실

품으로 만든 표준액과 비교해도 된다.

산).

(예) ｢이 약 및 이오헥솔표준품 0.1 g

3) 이 약 1 mL에 티오황산나트

씩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여

륨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어 물 20 mL 및 묽은염산 5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

mL를 넣고 에테르 25 mL로 추

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출한다. 에테르추출액을 탄산수

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소나트륨시액 25 mL씩으로 2

래프용

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회 씻은 다음 묽은수산화나트륨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시액 10 mL로 추출한다. 추출액

n-부탄올·물·아세트산

1 mL에 아질산나트륨시액 1 mL

(100) 혼합액(50 : 25 : 11)을

및 묽은염산 1 mL를 넣어 흔들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

어 섞고 다시 수산화나트륨시액

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3 mL를 넣을 때 액은 노란색을

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나타낸다 (페놀).

다음에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엑소이성질체와 엔도이성질
체에 해당하는 두 개의 반점이
나타나고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예:
이오헥솔)
3.11.4.6

염인 경우 쌍이온의 확인시험

설정

3.12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

리․화학적 특성값
3.12.1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값의 설정
굴절률, 비선광도, 비점, 삼투압비, 알코
올수, 융점, 응고점, 점도, pH, 흡광도,
산가, 비누화가, 에스테르가, 수산기가,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 염일 경우에는

요오드가 등에서 적부의 판정기준으로

약리작용을 가지지 않는 쌍이온의 확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비선광도, 융점과

인시험도 설정한다. 다만 제제에는 원

같은 항목명을 써서 설정한다. 기재순서

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는 상기의 배열순서에 따른다. 다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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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의한

우와 같은 비율의 용액으로 한다. 이 액을

시험을 설정한 경우에는 흡광도를 규정

가지고 일반시험법의 자외가시부흡광도측

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주사제용 원

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47 nm에서

료의약품에는 pH를 설정하지만, 비이온

의

성 화합물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
생물의약품에서 목적물질과 관련된 물
질의 조성비/합량, 당사슬프로필, 시알산
함량, 단당류조성분석 등은 물성값으로
규정한다.

다.
흡광도의 기호 중 1 %는 1 g/100 mL
이다.
3.12.3

응고점 기재

응고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각 항목은 3.10.2 ~ 3.10.12에 따라 기
재하고 시험법이 일반시험법과 다를 경
우에는 조작법을 기재한다.
3.12.1.1

는 390 ~ 410 이다｣는 것이

제제의 특성과 품질을 대표하

는 물리․화학적 특성값

응고점 112 ℃ 이상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응고점
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응고점은
112 ℃ 이상이다」는 것이다.
3.12.4

제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제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안전성 등과 관계
있는 품질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항목

굴절률 기재

굴절률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481 ∼ 1.486

굴절률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굴절률

을 설정한다.
원료의약품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제
제는 필요에 따라 그 원료의약품의 특
성과 품질을 대표하는 물리․화학적 특

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굴절률은
1.481 ∼ 1.486 이다」는 것이다.
3.12.5

비선광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

성값을 기재한다.
주사제 등의 삼투압비 및 pH는 품목
허가증에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
우 등 필요한 경우에 설정한다. 삼투압

비선광도 기재

다.
비선광도

α

: +48 ~ +57° (건조한

다음, 0.25 g, 물, 25 mL, 100 mm)

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쓸

이것은「이 약을 건조감량 항에서 규정

때 녹여 쓰는 주사제의 경우에는 검액

하는 조건으로 건조하여, 그 약 0.25 g

조제법을 기재한다. 다만, 근육내 투여

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

25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일반시험

요가 없다.

법의 선광도측정법에 따라 층장 100 mm

삼투압비
삼투압비

0.9 ~ 1.1
｢△△｣ 1.0 g에 해당하는

양을 주사용수 10 mL에 녹인 액의 삼
투압비는 1.0 ~ 1.2 이다.
3.12.2

흡광도의 기재

흡광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인 측정관에 넣어 측정할 때

α

가

+48 ~ +57° 이다」는 것이다.
3.12.6

점도 기재

점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점도

345 ~ 445 mm2/s (제 l 법, 25

℃).

(247 nm) : 390 ~ 410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점도측

(건조한 다음 10 mg, 메탄올, 1000 mL)

정법 제 1 법에 따라 20 ℃에서 시험할

이것은「이 약을 건조감량 항에 규정하

때 그 운동점도는 345 ~ 445 mm2/s 이

흡광도

는 조건으로 건조하여, 그 약 10 mg을

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화학천칭으로 정밀하게 달아 메

점도

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0 mL로 한 경

20 ℃).

123 ~ 456 mPa・s (제 2 법,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점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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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제 2 법에 따라 20 ℃에서 시험할

3.12.12

때 그 점도는 123 ~ 456 mPa・s 이다｣

요오드가 등 기재

는 것이다.
3.12.7

에스테르가, 비누화가, 수산기가,

에스테르가, 비누화가, 수산기가, 요오

pH 기재

드가 등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pH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에스테르가

∘ 액상의약품의 경우
pH 7.1 ~ 7.5

72 ~ 94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유지시
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에스테르가는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 pH측정법

72 ~ 94이다」는 것이다.

에 따라 시험할 때 그 pH는 7.1 ~ 7.5
이다｣는 것이다.

3.13

∘ 고체의약품의 경우
이 약 1.0 g을 OO × mL에 녹인 액
의 pH는 △△ ~
3.12.8

이다.

비중 기재

비중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0.718 ~ 0.721

비중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비중 및
밀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물의 온도
20℃ 및 검체의 온도 20℃에서 같은 부
피의 질량비가 0.718 ~ 0.721이다」는
비점 기재

비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비점 118 ~ 122 ℃
이것은「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비점측
정법 및 증류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비점은 118 ~ 122 ℃이다」는 것이
융점 기재

융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융점 110 ~ 114 ℃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융점측
정법의 제 1 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융
점은 110 ~ 114 ℃이다｣는 것이다. 제
2 법 또는 제 3 법을 쓸 때는 그 방법을
융점값 다음에 기재한다.
3.12.11

산가 기재

산가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산가

순도시험의 설정

순도시험은 의약품각조의 다른 시험항
목과 더불어 의약품의 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혼재물의 종류, 그 혼
재량의 한도 및 혼재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을 규정한다. 이 시험의 대상이 되
는 불순물은 그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
(원료, 용매 등을 포함한다)에서 혼재하거
나 보존하는 동안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
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의
설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의약품 중의 잔류용매량을 규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용매를 설정한다.
용량이 미량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검체
량이 적은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또한 품질평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
3.12.10

3.13.1

원칙적으로 유연물질을 설정한다. 다만

것이다.
3.12.9

순도시험

188 ~ 203

이것은 ｢이 약은 일반시험법의 유지시
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산가는 188
~ 203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정을 생략해도 된다.
3.13.2

순도시험의 기재순서

순도시험의 기재순서는 원칙적으로 다
음에 따른다.
색, 냄새, 용해상태, 액성, 산 또는 알칼
리, 무기염, 암모늄, 중금속, 금속, 비소,
유리인산, 이물, 증발잔류물, 유연물질(안
전성이 우려되는 유연물질, 그 밖의 유연
물질), 이성질체, 광학이성질체, 다량체,
잔류용매, 그 밖의 혼재물, 황산에 대한
정색물
기재순서의 동일분류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예: 금속 분류 중 각 금속
은 가나다순으로 기재).
3.13.3

용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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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상태는 특별히 순도에 관한 정보가

0.30 mL를 넣는다 (0.005 % 이하).

얻어지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예) 황산염

용매는 물을 쓰지만, 난용성으로 충분한

한다. 비교액에는 0.005 mol/L 황산

시험농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메

0.40 mL를 넣는다 (0.010 % 이하).

탄올 등 유기용매를 써도 된다.

3.13.4.3

용해상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색으로

가용성할로겐화물

가용성할로겐화물은 염소 이외의 할

규정하지 않고 흡광도의 수치 비교 또는

로겐을 시험할 때 설정한다.

색의 비교액 등과 비교하는 것으로 규정

3.13.4.4

한다.

비소 설정의 원칙

비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용해상태 시험에서 농도는 10 g/100

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1) 제조과정에서 비소가 혼입될 가

mL, 즉 (1 → 10)을 기준으로 하고 임상

능성이 있는 경우

투여에서의 농도가 이보다 높은 경우에
는 그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2) 인산을 함유하는 화합물 (인산

농도를 설정한다. 또한 해당의약품의 용

염, 인산에스테르 등)

해도로 볼 때 (1 → 10)의 농도에서는

3) 무기화합물

용해상태를 시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녹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농도로 한다.
3.13.4

이 약 2.0 g을 달아 시험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

3.13.4.5

중금속, 비소의 첨가회수율 검

토
중금속, 비소를 설정할 때는 미리 첨
가하여 회수율을 검토한다.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및 비소에 있어

중금속, 비소의 첨가회수율은 원칙적

서 % 또는 ppm으로의 환산은 첨부한 표

으로 기준값 수준의 농도로 시험하여

또는 이것에 준하는 방법에 따른다.

70 %이상인 것을 필요로 한다.

3.13.4.1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의 설
정

3.13.5 잔류용매
제조공정에서 잔류용매를 사용하고 있

무기염, 중금속, 비소 등은 제조과정

는 경우는 잔류용매에 대한 정보 (시험방

(원료, 용매 등도 포함한다) 및 용법·용

법, 실측값)를 제공한다. 제조공정에서

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또 생약은

유기용매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원이 되는 동식물 및 광물 중에 천

의약품에 대하여 잔류용매는 일률적으로

연적으로 존재하는 양 등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약전에는 표시하지 않

설정한다.

지만, 의약품 중의 잔류용매를 규정할 필

(예)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
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20
ppm 이하).

요가 있을 때는 개개의 혼재물로서 잔류
용매를 설정한다.
3.13.6

유연물질

3.13.6.1

유연물질시험의 설정

이 약 1.0 g을 달아 제 1 법

안전성이 우려되는 특정 유연물질은

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2 ppm

각각의 혼재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이하).

특이성이 높은 시험을 설정한다.

(예) 비소

3.13.4.2

염화물・황산염

염화물, 황산염의 시험은 원칙적으로
적당한 용매에 검체를 녹인 다음 검액
을 조제한다.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유연물질은 물
질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유연물질
시험으로 해도 된다.
3.13.6.2

분해생성물

이 약 2.0 g을 달아 시험

강제분해생성물에 관한 정보 및 안정

한다.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성시험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예) 염화물

KP Forum Vol.13 No.2 (2016)

30

따라 제조과정 및 보존 중 분해로 유

하는 경우에 총량 규정을 설정할 때는

래하는 혼재물에 대한 시험을 설정한

원칙적으로 검출을 확인하고 0.05 %

다.

이하로 규정한다.

제제의 보존기간 중에 분해산물이 유

3.13.6.5 작성요령

의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연물질의

(예 1) 표준적인 기재 예 (원료의약품

설정을 고려한다.

을 쓰는 경우)

3.13.6.3

유연물질의 시험방법

유연물질의 시험방법은 정량법 및 검
출감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 약 약 ☆ mg을 정밀하게 달아 △
△☆

mL에 녹여 정확하게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 mL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에는 원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칙적으로 검액을 희석한 액을 표준액

하게 ☆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으로 한다. 다만, 유연물질의 정량성이

검액 및 표준액 xx μL씩을 가지고 다

0.1% 부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면적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백분율법도 쓸 수 있다. 유연물질표준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

품을

시스템적합성시험용표준품으로

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

하여 피크의 동정 및 분리확인에 사용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의 유연

할 수도 있다. 유연물질 표준품 이외에

물질 A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의

유연물질 표준물질을 쓰는 경우에는

피크면적의 ☆배보다 크지 않고, 검액

일반적으로 입수가 가능하고 시험의

의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표준물질을 사

유연물질 B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

용한다.

○의 피크면적의 ☆배보다 크지 않으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에는 표

며, 검액의

○○ 및 위의 유연물질

준액의 반점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의

고 ｢단일 반점이다｣로 판정하는 방법

피크 면적보다 크지 않다. 또한 검액의

은 쓰지 않는다. 표준액으로는 검액을

○○ 이외의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

규격한도값까지 희석한 용액 또는 유

액의 ○○의 피크면적의 ☆배보다 크

연물질표준품을 쓴다.

지 않다.

3.13.6.4

유연물질의 한도값 설정의 기

본개념

(예 2) 면적백분율법에 의한 기재 예
(면적백분율법을 쓰는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연물질의 한도

이 약 약 ☆ mg을 정밀하게 달아 △△

값은 검체량에 대한 % 또는 표준액과

☆

mL에 녹여 정확하게

mL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xx μL씩을

유연물질의 한도값은 개개의 양과 총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량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정한다. 개개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의 각각

유연물질의 한도값 및 유연물질의 총

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

량은 면적백분율(%) 또는 표준액과 비

정하고 면적백분율법에 따라 이들의

교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양을 구할 때, ○○에 대한 상대유지시

다만, 개개 유연물질의 한도값을 박층

간 약 ☆의 유연물질 A, 약 ☆의 유연

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0.2 %, 액체크

물질 B, 약 ☆의 유연물질 C 및 약 ☆

로마토그래프법 등에서 0.1 % 이하로

의 유연물질 D의 피크의 양은 각각 ×

규정하는 경우에는 총량 규정을 설정

% 이하, 상대유지시간 약 ☆의 유연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개개의 한도

질 E의 피크의 양은 × % 이하, 상대

값을 상기와 같이 0.1 % 이하로 설정

유지시간 약 ☆의 유연물질 F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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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은 × % 이하이고, ○○ 및 위의

xx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유연물질 이외의 피크의 양은 × % 이

때 xxxx, xxxx의 순으로 유출하고 그

하이다. 또한 ○○ 및 유연물질 E 이외

분리도는 x.x 이상이다.

피크의 합계량은 × %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xx μL씩을

(예 3) 유연물질의 표준품을 쓸 때의 기
재 예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x 회 반
복할 때 xxx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

이 약 약 ○○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mL로 하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표준품

약 ☆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

차는 x.x % 이하이다.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
의 유지시간의 약 △배의 범위
3.13.6.6 유연물질의 감도계수의 사용

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표준액으

일반적으로 감도계수가 0.7 ∼ 1.3을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xx μL씩을 가

넘는 경우에는 보정한다. 또한, 0.7 ∼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1.3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

경우 감도계수를 설정할 수 있다. 보통

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각 유연물질의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양은 ○○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의

설정한다.

양은 ×× % 이하이다.

3.13.6.6 유연물질의 기재 순서
유연물질의 기재표기 순서는

유연물질의 양 (%) = (CS / CT) ×
(Ai / AS) × 100

원칙적으로 상대유지시간의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3.13.7 잔류모노머

CS

:

표준액

중

의

농도

(mg/mL)

CT

:

험에 잔류모노머를 규정한다.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
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중합고분자화합물은 원칙적으로 순도시
3.13.8 검체의 채취
3.13.8.1

검체의 건조

순도시험은 보통 검체를 건조하지 않
의 피크

면적

고 그대로 쓴다.
3.13.8.2

검체의 채취량

순도시험에서 검체의 채취량은 보통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xxx nm)
칼

럼 : 안지름 약 xx mm, 길이 약

xx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xx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다음과 같이 한다.
질량은 0.10, 0.20, 0.30, 0.40, 0.5
~ 3.0 g 등으로 한다.
용량은 1.0, 2.0, 3.0, 4.0, 5 ~ 10
mL 등으로 한다.
또한 질량에서 절대량으로 최종판정

리카겔을 충전한다.

하는 경우에는 정밀하게 다는 경우도

칼럼온도 : xx ℃ 부근의 일정 온도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유효숫자를 고

이동상 : xx·xxx혼합액(xx : xx)

려한다.

유

량 : xxxx의 유지시간이 약 xx 분

이 되도록 조정한다. [x.x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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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에서 정량법을 따르는 경

우의 기재
순도시험과 정량법에 조작조건이 같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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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작조건은 정량법에 기재하고, 순

제해야 할 분해생성물의 종류 및 그 혼

도시험 항의 조작조건은 준용하여 기재

재량의 한도 또는 혼재량을 규정하기 위

한다.

한 시험법을 설정한다.

(예)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
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3.14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감량
3.14.1

측정범위: 용매 피크 다음부터 □□□의

건조감량을 설정하는 경우는 건조조건에

유지시간의 약 ×배의 범위

서 검체가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시스템적합성

다 (건조한 검체를 다른 시험에서 쓸 수

시스템의 성능은 정량법의 시스템적

있도록 건조조건을 설정한다). 또한 건조

합성을 따른다.

한 것의 흡습성이 현저할 때는 각 시험

검출의 확인: 표준액 1 mL를 정확히 취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10
로 한다. 이 액

건조감량 또는 수분의 설정

조작 중에 흡습을 피하도록 기재한다.

mL

건조조건에서 의약품이 분해되는 경우
는 원칙적으로 수분을 설정한다.

×μL로부터 얻은 □□□

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

수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분을 설

□의

정하고 기준값은 범위로 규정한다.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

용량이 미량인 의약품인 경우에는 검체

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μL를 가지

량이 소량인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다. 또한 품질평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는 설정을 생략하여도 된다.
3.14.2

% 이하이다.
3.13.10

건조감량

3.14.2.1

% 또는 ppm으로의 환산

건조감량시험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및 비소시험법

건조감량시험은 건조에 의하여 소실

에서 % 또는 ppm으로의 환산은 아래 표

되는 의약품 중의 수분, 결정수의 전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는 일부 및 휘발성물질 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며, 건조감량시험법 또는
열분석법의 제 2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 1> 염화물 % 환산표 - 생략

다만, 생약 등은 생약시험법의 건조감
량에 따라 시험한다.

<표 2> 황산염 % 환산표 - 생략

3.14.2.2

건조감량시험법에 의한 경우의

기재

<표 3> 중금속 ppm 및 % 환산표 - 생략

건조감량시험법에 따라 규정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표 4> 비소 ppm 환산표 - 생략

건조감량의 기준값의 기재는 다음과
3.13.11

같이 기재한다.

제제의 순도시험

제제의 순도시험은 특별히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혼재물에

대

하여 설정한다.

(예) 건조감량

0.5 % 이하 (1 g, 10

5℃, 3 시간)
이것은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제제화의 과정 및 제제의 보존 중 분해

달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할 때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제제의 용

그 감량은 0.5% 이하이다｣는 것이

법・용량과 해당 혼재물의 독성 및 약리

다.

작용 등을 고려하고, 안정성시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규

(예) 건조감량 4.0% 이하 (0.5 g, 감
압, 오산화인, 110℃, 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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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
게 달아 오산화인을 건조제로 한 데
시케이터에 넣고 2.0 kPa 이하의 감

성을 성상항에 기재한다.
3.14.5

강열감량

3.14.5.1

강열감량시험

압으로 110 ℃에서 4 시간 건조할

강열감량시험은 강열함으로서 그 구

때 그 감량은 4.0 % 이하이다｣는 것

성성분의 일부 또는 혼재물이 소실하

이다.

는 무기약품에 대하여 강열할 때의 감

3.14.3

열분석법 제 2 법에 의한 경우의

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강열감량시험법

기재

에 따라 시험한다.
열분석법 제 2 법에 따라 규정한 경우

3.14.5.2

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건조감량

강열감량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이 약 약 ○ mg을 정밀

(예) 강열감량

하게 달아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열

12.0 % 이하 (1 g,

850 ~ 900 ℃, 항량)

분석법 제 2 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것은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 이하이다.

달아 850 ~ 900 ℃로 항량이 될 때

조작조건

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2.0 %

가열속도 : 5 ℃/분
온도범위 : 실온 ~ 200 ℃
환경기체 : 건조 질소

이하이다｣는 것이다.
3.14.6

기준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규

제제의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

감량의 설정

환경기체의 유량 : 40 mL/분

제제의 건조감량, 수분 또는 강열감량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제제의
수분함량이 그 제제의 품질에 영향을 미

정한다.
3.14.4

강열감량의 기재

수분

3.14.4.1

수분측정

치는 경우에 원료의약품에 준하여 설정
한다.

수분측정은 의약품 중에 함유된 수분
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분측정법
(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한다. 용량적정
법에 비하여 전량적정법의 정량한계가

3.15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3.15.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의 설정

보다 작으므로 검체의 양에 제약이 있

강열잔분은 유기물 중에 불순물로 들어

는 경우는 전량적정법을 쓰는 것을 검

있는 무기물의 양, 유기물 중에 구성성분

토한다.

으로 들어있는 무기물의 양 또는 강열할

3.14.4.2

수분의 기재

때 휘발하는 무기물 중에 불순물로 들어

수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용량적

있는 물질의 양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정법(직접적정, 역적정) 또는 전량적정

경우에 설정한다. 다만, 금속염의 경우에

법 중 어느 측정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는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기재한다.
(예) 수분 4.0 ~ 5.5 % (0.2 g, 용량
적정법, 직접적정)
이것은 ｢이 약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용량적정법의 직접적정에 따라
측정할 때 수분은 4.0 ~ 5.5 % 이다｣
는 것이다.

용량이 미량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검체
량이 소량인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
다. 또한 품질평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15.2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의 기재
강열잔분, 회분, 산불용성회분은 각각

수분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강열온도를 기재

체를 녹이는 데 쓴 용매에 대한 용해

하는 경우에는 [× ℃]로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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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같이 온도범위로 기재한다.
(예) 강열잔분

회분은 3.0 % 이하이다｣는 것이다.

0.1 % 이하 (1 g)

이것은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

3.16

아 강열잔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제제시험

3.16.1

강열잔분은 0.1 % 이하이다｣는 것이

제제시험의 설정

제제총칙에서 규정한 시험과 그 제제의
특성 또는 기능을 특정화 할 수 있는 시

다.
(예) 회분

험항목을 설정한다.

5.0 % 이하

이것은 ｢이 약은 생약시험법의 회분

3.16.1.1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의 설정

에 따라 시험할 때 회분은 5.0 % 이하

제제총칙의 각조에 일반시험법에 적
합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일

이다｣는 것이다.
(예) 산불용성회분

반시험법을 규정한다.

3.0 % 이하

이것은 ｢이 약은 생약시험법의 산불
3.16.1.2

용성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산불용성

엔도톡신시험의 설정

제제총칙에 규정된 시험의 설정
제형

설정

제제균일성시험
정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1. 경구투여 하는
제제

캡슐제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과립제

입도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30 호 (500 μm) 체에 남는 것이
5 % 이하인 것은 적용하지 않음)

산제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제제의 입도시험

경구용 액제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시럽제

제제균일성시험 (분포제제)

경구용 젤리제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또는 적절한 붕해성

엑스제

중금속시험 (제5법)

유동엑스제

중금속시험 (제5법)

환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필요시 설정
제제균일성시험 (당의정은 각조에
규정)
제제특성에 적합한 용출시험 또
는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
추어블정, 발포정 및 용해정 : 따
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 또는 붕
해시험을 설정하지 않음

발포과립제 : 제제특성에 적합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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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2.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

3. 주사로
적용하는 제제

설정

구강용 정제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용출성 및 붕해성

구강용
스프레이제

적절한 분무량의 균일성

구강용해필름

제제균일성시험

주사제

엔도톡신시험 (피내, 피하 및 근육
에 적용하는 것은 제외. 각조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적용
안함. 엔도톡신시험으로 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
으로 설정)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이식제 : 제제균일성시험 및 적절
한 방출성

투석제

엔도톡신 (엔도톡신시험으로 설정
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
험으로 설정)
쓸 때 녹여 쓰는 것 : 제제균일성
시험
복막투석제 : 무균시험, 주사제의 실
용량시험,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
미립자시험

관류제

엔도톡신 (엔도톡신시험으로 설정
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
험으로 설정)
무균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흡입제

흡입분말제 중 정량흡입식의 제
제, 흡입에어로솔제 : 균일한 송달
량, 공기역학적인 적절한 입자경

점안제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안연고제

무균시험
금속성이물시험

7. 코에 적용하는
제제

점비액제

분무량의 균일성 (정량분무용 제
제)

8. 직장으로
적용하는 제제

좌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4. 투석 및
관류용 제제

5. 기관지·폐에
적용하는 제제

6. 눈에 투여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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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설정
전신작용 트로키제 등 : 필요한
경우 제제특성에 적합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
정

적합한 용출시험 및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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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9. 질에 적용하는
제제

10. 피부 등에
적용하는 제제

설정

필요시 설정

질정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용출성 또는 붕해성

질용좌제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용출성 또는 붕해성

외용고형제

제제균일성시험

외용액제

제제균일성시험 (유화 또는 현탁
한 것 제외)

에어로솔제

분무량의 균일성

경피흡수제

방출특성을 나타내는 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적절한 점착성

카타플라스마제

적절한 점착성

첩부제

적절한 점착성

제제총칙의 규정에 엔도톡신시험법에

제제총칙에 용출시험법 또는 붕해시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는 제제에는 엔

험법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제

도톡신시험을 설정한다.

는 용출성 또는 붕해성을 설정한다. 용

엔도톡신 기준값은 ｢약전｣ 엔도톡신

출성의 기준설정은 제2법 (패들법)의

기준값의 설정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회전수 50 rpm을 기본으로 하고, 시험

설정한다. 다만, 생물의약품의 원료의

액은 프로필로부터 판단하여 물 및 용

약품 중 출발원료로서 대장균 등을 써

출시험액 제2액을 우선하고, 기준값은

서 만드는 것 또는 생물유래원료로부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용출 증가가

터 만드는 것은 엔도톡신시험을 설정

없는 평형상태에 도달한 시점에서 15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 또한 치료농

서는 실측값과 참고정보를 고려하여

도범위가 좁은 약물 등에서는 필요에

엔도톡신시험을 설정한다.

따라 상한값 및 하한값을 2 시점 이상

제제균일성시험의 설정

에서 설정한다. 판정값은 허가 시 Q

제제총칙에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것으로 되어있는 제제는 제제균일

는 Q 값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시험법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함량

작용이 완화하고 수용성이 높아 15 분

균일성시험 또는 질량편차시험을 설정

/85 % 이상으로 빠른 용출을 보이는

한다. 다만, 과립제, 산제, 경구용액제,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제제에 대해서

시럽제, 가글제, 외용고형제, 외용액제

는 용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

의 분포제제는 제제균일성시험의 함량

시럽용 제제 중 쓸 때 녹여 쓰는 것으

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로 한정된 제제는 용출규격을 설정할

3.16.1.3

1정, 1 캡슐 등의 1 투여단위 중의
주성분량이 200 mg 이상이고, 제제

필요가 없다.
3.16.2

기타 제제시험

중 주성분의 비율이 질량비로 70% 이

알코올수는 엘릭서제, 주정제, 틴크제,

상인 경우에는 질량편차시험을 설정할

유동엑스제에 설정을 검토해야 할 항목

수 있다.

이다. 또한 특정한 제제기능을 시험하는

3.16.1.4 용출시험의 설정

등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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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다른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

설정한다.

합하다.

3.16.3

제제시험의 기재순서

이 약 1 정(캡슐 등)을 가지고 △△

제제별로 따로 정한다.
3.16.4

○○ mL를 넣고 완전하게 붕해될 때

제제시험의 기재방법

까지 흔들어 섞는다. 다음 △△ ○○

제제시험의 각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이

섞은 다음 ○○을 넣어 정확하게 ○

기재한다.
∘ 엔도톡신

mL을 넣고 ○○분간 강하게 흔들어

엔도톡신의 기준값은 다음

○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과 같이 기재한다.

○○ mL를 버리고 다음 여액 V mL

(예)

를 정확하게 취하여 1 mL 중 ○○

1) 최대투여량이 부피 (mL)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엔도톡신

(CxHyOz…) 약 ○○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을 넣어 정확하게

이 약 1 mL당 × EU

미만이다.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하
정량조작과 동일)

2) 최대투여량이 질량 (mg)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
엔도톡신

(예)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

합하다.

이 약 1 mg당 × EU

미만이다.

다만, L1, L2, T 값을 설정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3) 최대투여량이 당량 (mEq)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엔도톡신

(예)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

이 약 1 mEq당 × EU

미만이다.

합하다. (L1 : ○○, L2 : ○○, T :
○○)

4) 최대투여량이 생물학적단위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
엔도톡신

(예) 제제균일성시험

을 할 때 적합하다 (L1 : ○○, L2 :

이 약 1 단위당 × EU

미만이다.

○○, T : ○○).
∘ 미생물한도

5) 투여경로 (예, 척수강내주사)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엔도톡신

질량편차시험

이 약은 × EU 미만이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미생물한도
g에

대하여

시험할 때 이 약 1
총호기성미생물수는

다. 다만, 척수강내에 투여하는 제품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에 적용한다.

CFU 이하이고 또 대장균, 살모넬라,

∘ 금속성이물

안연고제의 금속성이물시

험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지 않는다.
∘ 불용성이물

(예) 금속성이물 시험할 때 적합하다.
∘ 주사제의 실용량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

주사제의 실용량시

주사제 및 점안액에 대하

여 불용성이물검사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험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다음과 같

(예) 불용성이물시험

이 기재한다.

합하다.

(예)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 제제균일성

∘ 불용성미립자

시험할 때 적

주사제에 대하여 주사

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 따라 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시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예) 제제균일성시험

험할 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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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에 대하여 점안제의 불용성

xxx{성분명} (분자식) 의 표시량에 대한

미립자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

WS × (AT / AS)× (V’/V) × (1/C) ×

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용출률 (%) =

시

OO{용출액량/표준액희석배수 X
100}

험할 때 적합하다.
∘ 붕해시험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Ws : xxxx{성분명}표준품의 양 (mg)

(예) 붕해시험

C : 1 정(1 캡슐 등) 중 xxx{성분명}

시험할 때 적합하다.

(예) 붕해시험

보조판을 써서 시험

의 표시량 (mg)

할 때 적합하다.
∘ 무균시험

무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판정값으로 Q 값을 설정할 때의 기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준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무균시험

(예) 용출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이 약의 ○○ 분간의

용출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X의 용출률은 ○○ % (Q) 이상이고

때 보통 시험조건, 기준 및 시험조작

Y의 용출률은 ○○ % (Q) 이상일 때

법을 기재한다.

적합하다.

∘ 용출시험

시험액은 시험조건에 관한 규정 중

(예) 용출시험

이 약의 ○○ 분간의

에 시액명 또는 시험액 조성을 구체

용출률은 ○○ % (Q) 이상일 때 적

적으로 규정하고 시험조작법에는 ｢시

합하다.

험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시험액이

또한 과립제 및 산제와 같이 시험

물일 때에는 ｢시험액｣으로 하지 않고

에 쓰이는 검체의 양이 표시량에 따

｢물｣로 기재한다.

라 차이가 있을 때의 시험조작법의

용출액 채취시간은 기준 중에 구체

시작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적인 시간을 규정하고 시험조작법에

(예)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분

서는 그 구체적인 시간 또는 ｢규정시

자식) 약 ×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간｣으로 기재한다.

밀하게 달아 …

이 약 1 정(1 캡슐

싱커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

등)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 × mL

한다. 다만 쓰는 싱커가 일반시험법

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OO 법에 따

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라 매 분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

형상을 규정한다.

시험 시작 OO 분 후에 용출액 ×

(예) 용출시험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 μm 이하

슐 등)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

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험 제 ○ 액 ○○ mL를 써서 싱커를

여액 ×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사용하여 제 2 법에 따라 매 분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

회전으로 시험한다. …

라 1 mL 중에 xxx (분자식) 약 △△

이 약의 ○○ 분간의 용출률은 ○○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V '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예) 용출시험

… 이 약 1 정(1 캡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또한 검액의 조제법에서 다시 희석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액의 조제법

액을 가지고 … AT 및 AS를 측정한

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다. 이 약의 ○○분간의 용출률이 ○

(예) … 용출액 × mL 이상을 취하

○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여 공경 ○○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
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 m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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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도가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이성이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

낮지만 재현성이 좋은 절대량으로 측정

(분자식) 약 ○○ μg을 함유하도록

하는 시험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
여 검액으로 한다.

채택할 때에는 특이성이 부족한 부분에

장용성제제의 경우
(예) 용출시험

예를 들면 적정법과 같은 절대정량법을
대하여 순도시험 등에 특이성이 높은 방

이 약 1 정(1 캡슐

법을 써서 상호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등)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다.

제 1 액 및 제 2 액 900 mL씩을 써

3.18.2.1

제제의 정량법

서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회전으

제제의 정량법으로는 다른 배합성분

로 시험한다.…시험액으로 제 1 액을

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이성이 높은

쓸 때의 120 분간의 용출률이 5 %

시험법을 설정한다.

이하이며 제 2 액을 쓸 때의 90 분

원칙적으로 검체 20 개 이상을 가지

간의 용출률이 80 % 이상일 때 적합

고 시험한다. 다만, 흡착성이 있는 것,

하다.

균일하게 분쇄할 수 없는 것, 흡습성이

∘ 입도시험

제제의 입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제제의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현저한 것, 또는 건강에 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은 그 합리적인
이유, 과학적 근거자료 (흡착 및 흡습,
측정값의 변동)에 따라 검체의 전체량
을 녹이는 시험방법으로 설정하여도

3.17

그 밖의 시험

3.17.1

그 밖의 시험의 설정

되지만 검체량은 원칙적으로 20 개 이
상으로 한다.

소화력, 제산력, 항원성시험, 이상독성

또한 계산식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가

부정시험, 티몰, 침강시험, 분자량, 분자

루로 하는 경우, 달아서 취한 양 중의

량분포, 질소함량, 단백질량, 비활성, 생

정량성분의 양을 산출하는 식으로 하

화학적 성능, 생물학적 성능 등 품질평가

고, 분쇄하지 않고 전체량을 녹이는 경

와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직접 관여

우는 1 개 (1 정 또는 1 캡슐) 중의

하는 시험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대상

정량성분의 양을 산출하는 식으로 한

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

필요한 경우에 설정한다.

생물의약품 제제에서 동결건조제제의
정량법으로 얻은 함량을 산출할 때는

3.18

정량 또는 성분 함량

3.18.1

정량법

1 개 (바이알 등)당 함량을 구하는 것
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방법 및 계

정량법은 성분의 함량, 역가 등을 물리

산식을 검토한다. 또한 용법․용량이 물

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측정

질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

하는 시험법이다.

질량 (단백질 함량)을, 단위로 설정되

3.18.2

정량법의 설정

어 있는 경우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함

정량법은 정확성, 정밀성 및 재현성과

량을 측정하고 역가와의 상관계수를

신속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써서 역가를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 필요하다. 특이성이 높은 크로마토

다)에는 역가 (생물활성)을 제제의 정

그래프법 또는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량법으로 설정한다.

에 의한 상대시험법의 채택을 고려한다.
또한 적절한 순도시험으로 혼재물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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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방법

40

검액 및 표준액 xx μL씩을 가지고 다

xxxx{주성분명}표준품의 양 (mg) ×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AT/AS) [또는 (QT/QS)]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XXXX의 피크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내부표준물

내부표준액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XXXX의 피크면

xxxx)

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조작조건

OOOO의

XXX용액(x

→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xxxx{주성분명} (분자식)의 양 (mg) =

칼

럼 : 안지름 약 x mm, 길이 약

xxxx{주성분명}표준품의 양 (mg) ×

x.x m인 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50

(AT/AS) [또는 (QT/QS)]

% 페닐 - 50 % 메틸폴리실록산을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내부표준액

OOOO의

XXX용액(x

→

xxxx)
조작조건

용 규조토에 1 ~ 3 %의 비율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처음 x 분간 xx ℃로 유지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하고 그 다음 x 분간 xx ℃의 상승속

xxx nm)

도로 xxx ℃까지 상승시킨 다음 이 온

칼

도로 xx 분간 유지한다.

럼 : 안지름 약 xx mm, 길이 약

xx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xx μm의

운반기체 : xx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유

리카겔을 충전한다.

시스템적합성

칼럼온도 : xx ℃ 부근의 일정 온도

량 : xx mL/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x μL를 가지

이동상 : xx·xxx혼합액(xx : xx)

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분리도

유

x.x 이상이고 대칭계수가 x.x 이하이

량 : xxxx의 유지시간이 약 xx 분

이 되도록 조정한다. [x.x mL/분]
시스템적합성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x μL씩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xx μL를 가지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x 회 반

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xxxx,

복할 때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xxxx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x.x

x.x % 이하이다.

이상이다.

3.18.3

단백질의약품의 정량법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xx μL씩을

단백질 의약품에 있어서 함량규격을 단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x 회 반

백질당 역가로 규정하는 경우, 정량법은

복할 때 xxx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

보통 (1) 단백질함량, (2) 역가로 설정한

차는 x.x % 이하이다.

다. 역가는 단위로 표시하고 국제단위로
는 표시하지 않는다.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방법
검액 및 표준액 x μL씩을 가지고 다음

3.18.4

검액의 분할채취 또는 역적정할

때의 기재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정량법에서 검액을 분할하여 채취하는

라 시험하여 각 액의 XXXX의 피크면

경우 또는 역적정에서 처음에 넣는 용량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내부표준물질

분석용 표준액의 경우는 ｢정확하게｣라는

의 피크면적에 대한 XXXX의 피크면적

말을 붙인다.

비 QT 및 QS를 구한다.]

(예)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01
mol/L 질산은액 10 mL를 정확하게 넣고

xxxx{주성분명} (분자식)의 양 (m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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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공시험에 관한 기재

적정법의 공시험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

3.21

다.

기타

3.21.1

직접적정 :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의약품각조 사이의 준용은 원칙적으로

하여 보정한다.」

원료의약품의 기재를 그 원료의약품을

역적정 :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

직접 쓰는 제제 및 같은 각조 안에서 준

다.」
3.18.6

기재준용 원칙

용하고 그 이외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또
적정에서 대응량의 기재

준용한 것을 또 다시 준용 (2단 준용)하

적정에서 대응하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

지 않는다.

는 mg 수로 기재하고 그 자릿수는 4자리
로 한다.

4.

대응하는 양은 3.5.3에 따라 규정한 분
자량 또는 화학식량으로부터 구한다.
3.18.7

적정의 종말점에 관한 기재

적정의 종말점이 일반시험법의 용량분
석용 표준액을 표정할 때와 같은 경우에
는 간단하게 ｢…적정한다｣로 기재한다.
적정의 종말점이 용량분석용 표준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

래프법의 기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
래프법을 쓸 때 그 조작조건 등의 기재는 다
음과 같다.
4.1

기재사항

｢조작조건｣ 및 ｢시스템적합성｣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표정할 때와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작조건｣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또

크리스탈바이올렛시액을 쓰는 지시약법

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설정조건 등을

의 경우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보

기재한다.

라색이 청록색을 거쳐 황록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로 기재한다.
3.18.8

적정에 쓰는 아세트산탈수물·아세

트산(100)혼합액의 비율의 기재

｢시스템적합성｣에는 조작에 쓰는 시스템이
만족해야 하는 요건과 그 판정기준을 기재한
다.
4.2

조작조건의 기재사항 및 표기 예

적정할 때 쓰는 아세트산탈수물·아세트

｢조작조건｣에는 다음 항목을 기재한다. 일

산(100)혼합액은 7 : 3 비율을 기본으로

반시험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및 기체크로

한다. 또한 비수적정용 아세트산을 쓸 때

마토그래프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칼

에는 아세트산(100)을 써도 되는지를 검

럼의 안지름 및 길이 등은 시스템적합성의

토한다.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할 때 참고로 하는 수치

3.19

를 기재한 것이다.

저장법

용기를 설정한다. 안정성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합하여 저장법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표기 예

1) 검출기
(예 1) 검출기 : 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설정한다.
(예) 저장법

4.2.1

기밀용기

(예) 저장법

이 약은 기밀용기에 넣어 얼

지 않도록 보존한다.

(측정파장 220 nm)
(예 2) 검출기 : 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440 nm 및 570 nm)
(예 3) 검출기 : 형광광도계 (여기파장 :

3.20

281 nm, 형광파장 : 305 nm)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지만 유효기간이 3
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 설정한다.
(예)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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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럼 : 분석에 쓴 칼럼의 안지름, 길이
및 관의 재질 및 충전제의 입자경 및
종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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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칼

럼 : 안지름 약 8 mm, 길이

혼합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약 1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틸실

이동상 A - 인산이수소나트륨이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예 2) 칼

수화물 15.0 g을 물 1000 mL에

럼 : 안지름 약 4.6 mm, 길

녹인다.

이 약 30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이동상 B - 물·아세토니트릴혼합

11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겔

액(1 : 1)

형산성이온교환수지 (가교도 6 %)
3) 칼럼온도
(예)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4) 반응코일
(예) 반응코일 : 안지름 0.5 mm, 길이
20 m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관

이동상 B

(vol%)

(vol%)

0 ~ 30

70 → 40

30 → 60

30 ~ 35

40 → 70

60 → 30

35 ~ 65

70

30

(예) 냉각코일 : 안지름 0.3 mm, 길이
2 m의 폴리테트라플루
오로에틸렌관
6) 이동상 : 혼합액의 표기는 2.7.4에 따
른다. 시약·시액 항에 수재되지 않은
완충액·시액을 쓸 때는 그 조제법은 원
칙적으로 이 항에 기재한다. 농도기울
기법(gradient법) 등 복수의 이동상을
쓸 때는 알파벳 번호 (A, B, C …)를
붙인다.
(예 1) 이동상 : 희석시킨 인산(1 →
1000)·아세토니트릴 혼합액 (3 : 2)
(예 2)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8.70 g 및 무수황산나트륨 8.52 g
을 물 980 mL에 녹이고 아세트산
(100)을 넣어 pH 4.0으로 맞춘 다
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230 mL에 메탄올을 20 mL를
넣는다.
(예 3) 이동상 A : 인산이수소나트륨이
15.6

g을

8) 반응온도 : 칼럼온도와 같이 실제로 분
석할 때의 반응온도를 기재한다.

5) 냉각코일

수화물

이동상 A

시간 (분)

를 충전한다.

물

1000 mL에 녹인다.
이동상 B : 물/아세토니트릴혼합
액 (1 : 1)
7) 이동상의 송액 : 농도기울기(gradient)
조건을 표 형식으로 기재한다. 재평형
시간은 기재하지 않는다.
(예)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의

(예) 반응온도 : 100 ℃ 부근의 일정온
도
9) 냉각온도 : 칼럼온도와 같이 실제로 분
석할 때의 냉각온도를 기재한다.
(예) 냉각온도 : 15 ℃ 부근의 일정온도
10) 유량 : 시험법 설정 근거가 되는 데이
터를 얻었을 때의 유량을 분석대상물
질의 유지시간으로 기재한다. 유지시
간과 유속을 병기하든가 유량만을 기
재해도 된다.
후라벨(Postlabelling)유도체화 할 경우
등 반응액을 쓰는 경우의 명칭은 ｢반응
시약 유량｣으로 한다.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에서는 설정유
량을 기재한다.
(예) 유

량 : ○○의 유지시간이 약 ×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예) 유

량 : 1.0 mL/분 (○○의 유지

시간 ×분)
11) 반응시액 유량 : 시험법 설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얻었을 때의 유속을
기재한다. 이동상 유량과 같을 때는 ｢
이동상의 유량과 같다.｣로 기재한다.
(예) 반응시액 유량 : 1.0 mL/분
(예) 반응시액 유량 : 이동상의 유량과
같다.
12) 측정범위 : 분석대상물질의 유지시간
의 배수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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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기울기법(gradient법)에서는 시간을

5) 검출기온도 : 온도관리가 중요한 경우

기재한다.

에 기재한다.

(예)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예) 검출기온도 : 250 ℃

의 ○○의 유지시간의 약 ○ 배의 범위

6) 운반기체

(예) 측정범위 : 검체를 주입한 다음 40

(예) 운반기체 : 질소

분간

7) 유량 : 원칙적으로 선속도를 기재한다.

(예)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선속도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분석대

검체를 주입한 다음 ×분까지
4.2.2

상물질의 유지시간을 기재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의 표기 예

(예 1) 유

1) 검출기

(예 2) 유

량 : 35 cm/초
량 : ○○의 유지시간이 약

(예 1)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예 2) 검출기 : 열전도도검출기

8) 분할 비: 분할 비는 칼럼에 흐르는 운

2) 칼럼 : 분석에 사용한 칼럼의 안지름,

반기체의 유량의 비율을 1로 하여 표시한

길이 및 크로마토그래프관의 재질, 충

다.

전제의 명칭 및 입자경, 고정상 액체의

(예 1) 분할 비 : 1 : 5

명칭, 고정상의 두께 등을 기재한다.

(예 2) 분할 비 : 분할 주입하지 않는다.

(예 1) 칼럼 : 안지름 3 mm, 길이 1.5

9) 측정범위 : 분석대상물질의 유지시간의
배수로 기재한다.

m의 유리관에 150 ~180 μm의 기
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예) 측정범위 : 공기의 피크 다음부터

다공성에틸비

○○의 유지시간의 약 × 배의 범위

닐벤젠디비닐벤젠공중합체 (평균공
2

경 0.0075 μm, 500 ~ 600 m /g)
을 충전한다.

4.3

(예 2) 칼럼 : 안지름 3 mm, 길이 1.5
m의 유리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용

50%

시스템적합성

4.3.1

목적

시스템적합성의 목적은 의약품의 시험에

페닐메틸실리콘폴리머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해당의약품의 기준을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

설정했을 때와 동일하게 적절한 성능으로

래프용 규조토에 1 ~ 3 %의 비율

가동하고 있음을 시험할 때마다 확인하는

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것이다. 시스템적합성의 시험방법 및 판

(예 3) 칼럼 : 안지름 0.53 mm, 길이
30 m의 용융실리카관의 내면에 기
체크로마토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

리콜 20M을 0.25 μm의 두께로 입
힌다. 필요하면 보호칼럼을 쓴다.
3) 칼럼온도
(예 1) 칼럼온도 : 210 ℃ 부근의 일정
온도

정기준은 각조에서 규정한다.
각조의 판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시스템으로 분석해서는 안된다.
시스템적합성은 일련의 분석 때마다 실
시되는 일상의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2는 일반적인 의약품을

(예 2) 칼럼온도 : 40 ℃로 20 분간 유

예로 들어 기재한 것이며 각 각조에서는

지한 다음 매분 10 ℃씩 240 ℃까

제품의 특성이나 시험의 목적에 따라 품

지 승온하고 240 ℃로 20 분간 유

질시험을 하는 데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

지한다.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

4) 검체도입부온도 : 온도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기재한다.
(예) 검체도입부온도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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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스템적합성의 기재사항

의약품 각조 중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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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시스템의 성능｣ 및 ｢시스템의

다만, 시스템적합성시험용표준품 또는

재현성｣을 규정한다. 순도시험에서는 이

적당한 분리확인용 물질이 없는 경우

것 이외에 ｢검출의 확인｣이 요구될 수

에는 시험하는 성분의 이론단수 및 대

있다.

칭계수로 규정해도 된다. 또한 분리도

4.3.2.1

검출의 확인

가 3 미만인 경우는 유효숫자 두 자리

｢검출의 확인｣은 순도시험에서 대상

로, 3 이상인 경우는 한 자리로 규정한

으로 하는 유연물질 등의 피크가 그

다. 또 피크에 리딩 (leading)이 보일

기준 한도값 수준의 농도에서 확실하

경우 피크의 대칭계수는 너비로 규정

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사용

한다.

하는 시스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

｢시스템의 성능｣에서 분리도 대신에

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피크밸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으

는 것을 검증한다.

로 판단한다.

유연물질의 총 양을 구하는 경우 등

시스템적합성시험용표준품을 쓰지 않

의 정량적인 시험에서는 기준 한도값

는 설정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항을

수준의 용액을 주입할 때의 반응의 범

위하여 새로 표준품을 달아 용액을 조

위를 규정하고 한도값 부근에서 반응

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표준액을

이 직선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써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

반응의 허용범위는 ｢7 ~ 13 %｣ 등,

의약품을 분해하여 분해산물과의 분리

원칙적으로 이론값의 ±30 % 범위로

도를 규정하는 경우는 분해산물의 생

규정한다.

성량이 충분히 많고, 또 분해조건을 가

한도시험과 같이 기준 한도값과 같은

능한 한 상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

농도의 표준액을 써서 이것과 비교하

하다. 기수재된 시약 등을 첨가하여 시

여 시험하는 경우와 한도값 수준에서

스템적합성시험용 용액을 조제하여도

의 검출을 ｢시스템의 재현성｣ 등으로

되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성의 우려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출의 확

있는 유연물질의 표준물질 등 시판되

인｣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 않는 특수한 시약은 원칙적으로 쓰

4.3.2.2

지 않는다.

시스템의 성능

｢시스템의 성능｣은 시험하는 성분에

4.3.2.3

시스템의 재현성

대한 특이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

｢시스템의 재현성｣은 표준액 혹은 시

하는 것으로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시

스템적합성용액을 반복하여 주입하였

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 때 대상성분의 측정값들의 근접성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검증한다.

(정밀도, precision)가 시험의 목적에

정량법에서는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함으로서 사용하

원칙적으로 시험하는 성분과 분리확인

는 시스템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용 물질(기본적으로는 인접한 피크가

데에 필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며, 내부표준법에서는 내부표

검증한다.

｢시스템의

성능｣항은

준물질로 한다.)과의 분리도 및 필요한

보통 표준액 혹은 시스템적합성용액을

경우에는 유출 순서로 규정한다. 순도

반복주입하여 얻은 대상성분의 반응의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시험하는 성분

상대표준편차(RSD)로 규정한다. 순도시

과 분리확인용 물질 (기본적으로는 인

험에 정량법의 시스템적합성을 준용하

접한피크가

분리도

는 경우 시스템의 재현성은 정량법의

및 유출순서로 규정한다.또한 필요한

시스템재현성을 준용하지 않고 원칙적

경우에는 대칭계수를 같이 규정한다.

으로 순도시험에 있어서의 표준액 또는

바람직하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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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시험용 용액을 써서 규정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

한다. 검액을 주입하기 전에 표준액을

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반복주입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표준액

회 반복할 때

을 검액의 주입 전후로 나누어 주입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는 방식이나 검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표준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예 3) 순도시험
검출의 확인 : 표준액 ×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을 넣어 정확

재현성을 확인해도 된다.
반복하여 주입하는 회수는 6 회를 원

하게 × mL로 한다. 이 액 × μL에
피크면적이 표준

칙으로 하나 농도기울기법(gradient법)

서 얻은

을 쓰는 경우나 검액 중에 유출이 느

액의

린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등 1 회의

%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4.3.3

의 피크면적의

의 피크면적의 × ~ ×
× g 및 △

시스템의 성능 :

6 회 주입 때와 거의 동등한 시스템의

△△ × g을 ○○○ × mL에 녹인

재현성이 담보되도록 달성하여야 할

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근접성(정밀도) 허용한도값을 엄격하게

으로 조작할 때

규정함으로서 반복주입의 횟수를 줄여

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 이상이

도 된다.

다.

, △△△ 순서

근접성(정밀도) 허용한도는 해당분석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

법 적용을 검토했을 때의 밸리데이션

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한

회 반복할 때

다.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예 4) 순도시험

시스템적합성의 표기 예

4.3.3.1

의 피크면적의

검출의 확인 : 검액 × mL를 정확

일반적인 표기 예

(예 1) 정량법 : 내부표준물질이 있는

하게 취하여 ○○○를 넣어 정확하

경우

게 ×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시험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 μL를 가

용 용액으로 한다. 시스템적합성시험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용 용액 ×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반대도 가

○○○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한

능)로 추출하고 분리도는 ×.× 이상

다. 이 액 × μL에서 얻은

이다.

피크면적이 시스템적합성시험용 용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

액의

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의

의 피크면적의 × ~ ×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시험

면적에 대한 ○○의 피크면적비의

용 용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로 조작할 때

(예 2) 정량법 : 내부표준물질이 없는

의 피크의 이론

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 단 이
상, ×.× 이하이다.

경우
× g 및 △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시

△△ × g을 ○○○ × mL에 녹인

험용 용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시스템의 성능 :

으로 조작할 때

와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 이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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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하이다.
(예 5) 순도시험(시스템적합성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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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이 원료의약품 〇〇를 함유하

의 유연물질 C 및 약 ×의 유연물

지 않는 유연물질의 혼합물인 경우)

질 D의 피크를 확인하다 또, 유연

검출의 확인 : 표준액 × mL을 정확

물질 B와 〇〇 및 ○○과 유연물질

하게 취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C의 분리도는 각각 × 이상 및 ×

× mL로 한다. 이 액 × μL에서 얻

이상이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분리

은 ○○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

도를 설정한다).

○의 피크면적의 × ~ × %가 되는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시험

것을 확인한다.

용 용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성능 :시스템적합성시험용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

○○ 표준품 × mg을 이동상에 녹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

여 × mL로 한다. 이 액 × mL에

% 이하이다.

표준액 × mL을 넣은 액 × μL을

(예 7) 순도시험 (시스템적합성시험용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하여 ○

표준품이 유연물질 그 자체인 경우)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의 유

검출의 확인 검액 × mL에 △△을

연물질 A, 약 ×의 유연물질 B 및

넣어 ×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시

약 ×의 유연물질 C의 피크를 확인

험용 용액으로 한다. 시스템적합성

하다 또, 유연물질 A와 유연물질

시험용 용액 × mL을 정확하게 취

B, 유연물질 B와 ○○ 및 ○○과

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 mL

유연물질 C의 분리도는 각각 × 이

로 한다. 이 액 × μL에서 얻은 ○

상, × 이상 및 × 이상이다 (필요에

○의 피크면적이 시스템적합성시험

따라서 여러 분리도를 설정한다).

용 용액의 ○○의 피크면적의 × ~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 μL씩을

× %가 되는 것을 확인하다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시스템의 성능 : ○○ 표준품 × mg,

반복할 때 ○○의 피크면적의 상대

시스템적합성시험용 ○○ 유연물질

표준편차는 × % 이하이다.

B 표준품 × mg 및 시스템적합성

(예 6) 순도시험 (시스템적합성시험용

시험용 ○○ 유연물질 C 표준품 ×

표준품에 원료의약품 〇〇을 포함

mg을 △△ 에 녹여 × mL로 한다.

한 유연물질의 혼합물의 경우)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검출의 확인 : 검액 × mL에 △△을

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B, 〇〇,

넣어 × mL로 하고 시스템적합성시

유연물질 C순으로 유출하고 유연물

험용 용액으로 한다. 시스템적합성

질 B와 ○○ 및 ○○과 유연물질 C

시험용 용액 × mL을 정확하게 취

의 분리도는 각각 × 이상이다.

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 mL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시험

로 한다. 이 액 × μL에서 얻은 ○

용 용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의 피크면적이 시스템적합성 시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

험용 용액의 ○○의 피크면적의 ×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

~ × %가 되는 것을 확인하다.

% 이하이다.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시험용
○○ 표준품 × mg을 △△에 녹여

4.3.3.2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기타

표기 예

×× mL로 한다. 이 액 × μL를 가

1) 유출순서, 분리도 및 대칭계수를 규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하고 ○○

정하는 경우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의 유연

× g 및 ○○○ × g을 ○○○

물질 A, 약 ×의 유연물질 B, 약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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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이동상 A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4 : 1)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 (3 : 2)

의 피크의 대칭

는 × 이상이며

시간 (분)

계수는 ×.× 이하이다.

이동상 A

이동상
B (vol%)
X

2) 유출순서, 분리계수, 이론단수 및 대

0 ~ X

(vol%)
X

칭계수를 규정하는 경우

X ~ X

X → X

X → X

X ~ X

X

X

× g 및 △△△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계수는
의 피크의 이론단수

× 이상이며

유

측정범위 : 용매 피크의 다음부터
의 유지시간의 약 X 배의 범위
시스템적합성

및 대칭계수는 각각 × 단 이상, ×.×
이하이다.

량 : 1.0 mL/분

검출의 확인 : 표준액 × mL를 정확하
게 취하고 ○○○을 넣어 정확하게 ×

3) 적당한 분리대상물질이 없어 이론단
수 및 대칭계수로 규정하는 경우
× g을 ○○○ × mL에 녹인
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mL로 한다. 이 액 × μL에서 얻은
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면적의 × ~ × %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

의 피크의 이론단

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 단 이상,
×.× 이하이다.

의 피크

시스템의 성능 :

× g 및 △△

△ × g을 ○○○ × mL에 녹인다. 이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4) 검액을 강제로 분해시켜 대상성분과
분해물의 분리도를 규정하는 경우

분리도는 × 이상이다.

검액을 × ℃의 수욕에서 × 분간 가
열한 다음 식힌다. 이 액 × mL에 ○
○○을 넣어 × mL로 한 액 ×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 △△△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때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
할 때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

차는 2.0 % 이하이다.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의 피
의 분리도는 × 이상이고

크와

의 대칭계수는 ×.× 이하이다.

4.4.2

구성아미노산

일반시험법의 단백질의 아미노산분석법
을 이용하는 경우 가수분해방법, 아미노

4.4

기타의 기재 예

4.4.1

산 분석방법, 기준값, 조작법으로서 가수

농도기울기법 (Gradient법)

조작조건

법을 사용하는 예가 있으므로 상세한 방

검출기 : 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
장 : 215 nm)
칼

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 ℃ 부근의 일정한 온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
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
적으로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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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규정한다) 및 아미노산 분석방법의
순서로 기재한다

럼 : 안지름 4.6 mm, 길이 15 cm

마토그래프용

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등 변

또한 발색액 등은 분석장치와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한 조성
비, 조제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할 필
요는 없다.
(예) [예] 셀모류킨 (유전자재조합)
확인시험 (2) 단백질의 아미노산 분
석법 「1. 단백질 및 펩티드의 가수

48

분해」의 방법 1 및 방법 4에 따라

여 검액 (2)로 한다. 따로 L-아스파

가수분해하고 「2. 아미노산 분석방

르트산 60 mg, L-글루탐산 100

법」의 방법 1에 의한 시험을 할

mg, L-알라닌 17 mg, L-메티오닌

때 글루탐산 (또는 글루타민)은 17

23 mg, L-티로신 21 mg, L-히스

또는 18, 트레오닌은 11~13, 아스

티딘염산염일수화물 24 mg, L-트

파르트산 (또는 아스파라긴)은 11

레오닌 58 mg, L-프롤린 22 mg,

또는 12, 리신은 11, 이소류신은 7

L-시스틴 14 mg, L-이소류신 45

또는 8, 세린은 6 ~ 9, 페닐알라닌

mg, L-페닐알라닌 37 mg, L-아르

은 6, 알라닌은 5, 프롤린은 5 또는

기닌염산염

6, 아르기닌 및 메티오닌은 각각 4,

mg, 글리신 6 mg, L- 발린 18

시스테인과 발린는 각각 3 또는 4,

mg, L-류신 109 mg, L-리신염산

티로신 및 히스티딘은 각각 3, 글리

염 76 mg 및 L-트립 토판 8 mg을

신은 2 및 트립토판은 1이다.

정확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

조작법

에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i) 가수분해 정량법 (1)에서 얻은

이 액 40 μL를 각각 2개의 가수분

결과에 따라 총단백질로서 약 50 μ

해관에 취하여 넣고 감압에서 증발

g에 해당하는 양을 2개의 가수분해

건고한다음 검액 (1) 및 검액 (2)와

관에 각각 취하여 감압에서 증발건

같게 조작하여 표준액 (1) 및 표준

고한다. 한편 희석한 염산(59 →

액 (2)로 한다.

125)・메르캅토아세트산・페놀혼합

(ii) 아미노산분석 검액 (1), 검액

액(100:10:1) 100 μL를 넣어 흔들

(2), 표준액 (1) 및 표준액 (2) 250

어 섞는다. 이 가수분해관을 바이알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

에 넣고 바이알 속을 희석시킨 염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산(59

125)・메르캅토아세트

시험하여 검액 (1), 검액 (2), 표준

산・페놀혼합액(100:10:1) 200 μL

액 (1) 및 표준액 (2)에서 얻은 각

를 넣어 적신다. 바이알 내부를 불

아미노산 피크면적으로부터 각각의

활성기체로 치환 또는 감압하고 약

검액 1 mL 중에 포함된 구성 아미

115 ℃에서 24시간 가열한다. 감압

노산의 몰수를 구하고, 더욱 셀모류

건조한 다음 0.02 mol/L 염산시액

킨 1 mol 중에 포함된 류신을 22로

0.5 mL에 녹이고 검액 (1)로 한다.

하였을 때의 구성 아미노산의 개수

또 다른 가수분해관에는 얼음으로

를 구한다.

→

32

mg,

L-세린

32

식힌 과산화포름산 100 μL를 넣고

조작조건

1.5시간 얼음으로 식혀 산화시킨

검출기 : 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

다음 브롬화수소산 50 μL을 넣고

파장 : 440 nm (프롤린) 및 570

감압 건고한다. 물 200 μL를 넣고

nm (프롤린 이외의 아미노산)]

감압 건고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한

칼

럼 : 안지름 4 mm, 길이 25 cm

다음 이 가수분해관을 바이알에 넣

의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폴리

고 바이알 속을 희석시킨 염산(59

스틸렌에 설폰산기를 결합한 액체

→ 125) 200 μL를 넣어 적신다. 바

크로마토그래프용

이알 내부를 불활성기체로 치환 또

수지를 충전한다.

는 감압하고, 약 115 ℃에서 24시
간

가열한다.

진공

건조한

다음

0.02 mol/L 염산시액 0.5 mL에 녹

약산성이온교환

칼럼온도 : 검체 주입 때에는 57 ℃
의 일정온도, 일정시간 후에 승온하
고 62 ℃ 부근의 일정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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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온도 : 98 ℃ 부근의 일정온도

(예)

발색시간 : 약 2분

조작조건

이동상 : 이동상 A, 이동상 B 및 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동상 C를 다음의 표에 따라 조제한

럼 : 안지름 0.32 mm (또는

다음 각각에 카프릴산 0.1 mL를 넣

0.53 mm), 길이 30 m의 용용실리

는다.

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용

(표 생략)

폴리에틸렌글리콜20M을

0.25 μm의 두께로 입힌다.

이동상의 송액 : 이동상 A, 이동상 B

칼럼온도 : 50 ℃를 20 분간 유지한

및 이동상 C의 혼합비를 다음과 같

다음 매분 6 ℃로 165 ℃까지 온도

이 변화시켜 농도기울기 제어한다.

를 올리고, 165 ℃를 20 분간 유지

(표 생략)

한다.

이동상 및 칼럼온도의 전환 : 아미노
산 표준액 0.20 mL를 가지고 위의

주입구온도 : 140 ℃ 부근의 일정온도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스파라긴산,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온도

트레오닌, 세린, …, 아르기닌의 순

운반기체 : 헬륨

서로 유출하고 시스틴과 헤파린의

유

분리도가 2.0 이상, 암모니아와 히

시스템적합성

량 : 35 cm/초

스티딘의 분리도가 1.5 이상이 되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 μL를 가

도록 이동상 A, B, C를 차례로 전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각

환한다. 또한 글루탐산과 프롤린의

피크

분리도가 2.0 이상이 되도록 일정

다. (주: 분석 대상물질이 여러 개

시간 후에 승온한다.

인 경우)

의 분리도는 1.5 이상이

아세트산리튬이수화물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을

408 g을 아세트산(100) 100 mL 및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반복할 때 각 대상물질의 피크면적

에 디메틸설폭시드 1200 mL 및 2-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반응시약

:

메톡시에탄올 800 mL를 넣어 (Ⅰ)
액으로 한다. 따로 디메틸설폭시드

4.4.4

순도시험에 있어서 정량법의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의 표기 예

600 mL 및 2-메톡시에탄올 400

조작조건

mL를 섞은 다음 닌히드린 80 g 및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

수소화붕소나트륨 0.15 g을 넣어서

량은 정량법의 시험조건을 따른다.

(Ⅱ)액으로 한다. (Ⅰ)액 3000 mL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에 20분간 질소를 통한 다음 (Ⅱ)액
1000 mL를 신속하게 넣고 10분간
질소를 통하여 섞는다.

의 유지시간의 약 × 배의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

이동상 유량 : 약 0.275 mL/분

하게 취하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반응시액 유량 : 약 0.3 mL/분

게 10 mL로 한다. 이 액 × μL로

시스템적합성

얻은

시스템의

4.4.3

두께

성능

:

아미노산표준액

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0.25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스템의 성능은 정량법의 시스템

조작할 때 트레오닌과 세린의 분리

의 성능을 따른다.

도는 1.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 μL씩

승온기체크로마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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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반복할 때

의 피크면적의

× mL을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원소#표준원액으로 한

상대표준편차는 x % 이하이다.

다. 원소#표준원액 ○ mL, △ mL, ×
5.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분광분석법 및 유도결

mL 및 □ mL씩을 정확하게 취하고 각각

합프라스마질량분석법을 쓰는 경우의 기재 예

에 ○ 산 △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5.1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분광분석법

× mL로 하여 원소#표준액(1), 원소#표

(예)

준액(2), 원소#표준액(3) 및 원소#표준

1) 정량법

이 약 약 ○○ mg을 정밀하

액(4)로 한다. 검액, 공시험액 및 원소#

게 달라 ○ 산 △ mL를 넣고 가열하여

표준액(1), 원소#표준액(2), 원소#표준액

녹인다,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3) 및 원소#표준액(4)를 가지고 다음 조

○△ mL로 한다. 이 액 □ mL을 정확하

건으로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분광 분석

게 취하여 ○ 산 △ mL 및 물을 넣어 정

법에 따라 시험하고

확하게 ○×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표준액(1), 원소#표준액(2), 원소#표준액

○ 산 △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

(3) 및 원소#표준액(4)의 발광강도로부터

mL로 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원소#표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원소 #의 함량

준액 (× ppm) ○ mL, △ mL,× mL 및

을 구할 때 ○○ ppm 이하이다.

공시험액과 원소#

□ mL씩을 정확하여 각각에 물을 넣어

조작조건

정확하게 ○× mL로 하여 원소#표준액

파장 : 원소# ○○○.○○○ nm

(1), 원소#표준액(2), 원소#표준액(3) 및

시스템 적합성

원소#표준액(4)으로 한다. 검액, 공시험

시스템의 재현성 : 원소#표준액(1)을

액 및 원소#표준액(1), 원소#표준액(2),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

원소#표준액(3) 및 원소#표준액(4)를 가

할

지고 다음 조건으로 유도결합플라스마발

차는 ○ % 이하이다.

때 원소#의 발광강도의 상대표준편

광분광 분석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액, 공
시험액 및 원소#표준액의 발광강도로부
터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원소 #의 함
량을 구한다.

5.2.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예)
1) 원소#정량법

이 약 ○○ mg을 정

조작조건

밀하게 달아 ○ 산 △ mL 및 □ 산×

파장 : 원소# ○○○.○○○ nm

mL를 넣고 가열판 위에서 천천히 가열한

시스템 적합성

다. 갈색기체의 발생이 없어지고 반응액

시스템의 재현성 : 원소#표준액(1)을

이 연한 노란색으로 맑아진 다음 방치하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

여 식힌다. 이 액에 내부표준액 □ mL을

할

정확하게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때 원소#의 발광강도의 상대표준편

차는 ○ % 이하이다.
2) 순도시험 원소#

○×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 산
이 약 ○○ mg을

△ mL에 □ 산 × mL 및 내부표준액 □

정밀하게 달아 ○ 산 △ mL를 넣고 마이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

크로파분해장치에 의해 가열 분해한다.

확하게 ○× mL로 하여 공시험액으로 한

식힌 다음 분해 용기를 물로 여러 차례

다. 원소#표준액 (×ppm) ○ mL, △

씻어 합하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

mL, □ mL 및 × mL씩을 정확하게 취하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 산 △ mL

여 각각에 ○ 산 △ mL, □ 산 × mL 및

에 물을 가하고 정확히 ○× mL로 하여

내부표준액 □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공시험액으로

(×

물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원

ppm) ○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 산

소#표준액(1), 원소#표준액(2), 원소#표

한다.

원소#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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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액(3) 및 원소#표준액(4)로 한다. 검

검액, 공시험액 및 각 표준액(1), 표준액

액, 공시험액 및 원소#표준액(1), 원소#

(2), 표준액(3) 및 표준액(4)를 가지고 다

표준액(2), 원소#표준액(3) 및 원소#표

음 조건으로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

준액(4)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유도결

법에 따라 시험하고, 내부표준물질의 이

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하고,

온카운트 수에 대한 공시험액 및 원소

내부표준물질의 이온카운트 수에 대한

#1, #2 및 #3의 표준액(1), 표준액(2),

공시험액 및 원소#표준액(1), 원소#표준

표준액(3) 및 표준액(4)의 이온카운트 수

액(2), 원소#표준액(3) 및 원소#표준액

의 비로부터 각 원소#1, #2 및 #3의 함

(4)의 이온카운트 수의 비로부터 원소#

량을 구할 때 각각 ○.○ ppb이하이다.

의 함량을 구한다.
내부표준액

원소$표준액 (× ppm) △

내부표준액 원소$표준액 (× ppm) ○ μ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

L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

게 △× mL로 한다.

게 △× mL로 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측정 m/z : 원소# m/z ○, 원소$ m/z △

측정 m/z : 원소#1 m/z ○, 원소2 m/z

시스템 적합성

△ 및 원소3 m/z □

시스템의 재현성 : 원소#표준액(1)을

충돌/반응셀 도입 기체 사용 (필요에 따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

라 기체의 명칭)

할 때,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원소#의 이

시스템 적합성

온카운트 수의 비의 상대표준편차는 ○

시스템의 재현성 : 원소#1, 원소#2,

% 이하이다.
2) 순도시험

원소#3표준액(1)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
원소#1, #2 및 #3

이

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

약 ○○ mg을 정밀하에 달아 ○ 산 △

에 대한 원소#의 이온카운트 수의 비의

mL를 넣고 마이크로파분해장치에 의해

상대표준편차는 ○ % 이하이다.

가열 분해한다. 식힌 다음 분해용기를 물
로 여러 차례 씻어 합하고 내부표준액
○ mL을 정확하게 넣고 물을 넣어 정확
하게 ○×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

6.

기타
6.1

표준품

6.1.1

표준품의 정의

산 △ mL에 내표준액 ○ mL을 정확하게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작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

용을 가지도록 조제된 물질로서 의약품

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각 원소#1, #2

을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으로 시험할

및 #3의 표준 액 (× ppm) ○ mL씩을

때 쓰인다.

정확하게 취하여 ○ 산 × mL를 넣은 다

6.1.2

표준품의 명칭

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 mL로 하여

표준품의 명칭은 ｢3.2 원료의약품의 한

원소#1, #2 및 #3표준원액으로 한다.

글명과 영문명｣에 준한 성분명에 “표준

각 원소#1, #2, #3표준원액 ○ mL, △

품”의 용어를 붙여서 ｢○○○표준품｣으

mL, × mL 및 □ mL을 각각 정확하게

로 한다. 다만, 표준품이 수화물이라도

위하여 ○ 산 △ mL, 내부표준액 ○ mL

원칙적으로 성분명에 “수화물” 용어는

을 정확하게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붙이지 않는다.

○× mL로 하여 원소#1, #2 및 #3의

(예) 아세트아미노펜표준품

표준액(1), 표준액(2), 표준액(3) 및 표준

아목시실린표준품 (각조명은 아목시

액(4)로 한다. 다만, 각 원소표준액은 서

실린수화물)

로 간섭이 없는 한 섞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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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목

한국어 명명규칙은 대한화학회가 제정

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량을

한 화합물명명법 기본원칙에 따른다.

적게 쓰도록 한다. 그 사용량은 일반적으

3) 위의 규정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널

로 20 ~ 50 mg이다.

리 사용되고 있는 관용명을 쓸 수 있다.

6.1.4

표준품의 설정

표준품은 정량법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확인시험, 용출시험 또는 제제

4) 각조의 의약품을 표준품 등의 시약으
로 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각조
의 명칭을 시약명으로 한다.

균일성시험의 함량균일성시험에만 쓰는

5) 시액의 명칭은 용질명 및 용매명으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

명명한다. 용매가 물일 경우에는 원칙

로 설정하지 않는다.

적으로 명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6.1.5

표준품의 용도

표준품은 정량법에서 쓰는 것으로 하며
정량적 시험을 하는 용출시험이나 함량

한 용질을 용질을 용해한 후에는 영향
이 없는 ｢n수화물｣, ｢무수｣ 등의 표기
를 제외하고 명명한다.

균일성시험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시스템

6) 에탄올(99.5)과 같이 농도를 기입하

적합성시험에서는 표준액을 쓴다. 또한

여 표기하는 용매를 사용한 시액의 명

확인시험에서 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칭은, 농도를 표기하지 않아 혼란이
예측되는 경우 외에는 ｢○○○·에탄올

6.2

시약·시액

6.2.1

시약

시약은 ｢약전｣의 시험에 쓰는 것이다.

시액｣과 같이 농도를 기재하지 않은
명칭으로 한다.
6.2.3.2

시약의 명칭의 기재 예

시약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명

1) 시약·시액명은 한글로 표시한다.

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시약명 ｢○○｣의 다음에 괄호로 ｢○

각조의 의약품을 시약으로 쓰는 경우에

○(100)｣와 같이 표기할 때 괄호 안의

는 원칙적으로 각조의 의약품명을 시약

숫자는 분자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

명으로 한다. 다만, 수화물의 종류가 다

질의 함량(%)를 나타낸다.

른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

(예) 에탄올(95), 메탄올(99.5), 아세

한다. 의약품각조라고 기재한 것은 의약

트산(31),

품각조에서 정하는 규격에에 적합한 것

(30), 암모니아(28) 등.

을 말하는 것이다.

3) 표준품으로서 의약품각조의 의약품을

간략하게 시험방법을 기재한 시약에 대

아세트산(100),

과산화수소

쓰는 경우에는 각조의 명칭을 시약명

해서는 ｢약전｣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으로 한다. 표준품 이외의 시약으로

시약의 명칭에는 필요에 따라 “박층크로

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약의 명

마토그래프용” 등의 용어를 붙일 수 있다.

명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

6.2.2

시액

시액은 ｢약전｣에서의 시험에 쓰기 위하
여 시약을 써서 조제한 액이다.
6.2.3

시약·시액의 기재

시약·시액 및 용량분석용 표준액의 기재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6.2.3.1

시약 및 시액의 명칭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

고 있는 관용명은 그것을 써도 된다.
4) 특수한 용도의 시약은 ｢○○용 ××｣
으로 한다.
(예)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헥산
5) 1,2,3급 아민류의 염산염은 ｢○○염
산염｣으로 하고 ｢염화○○｣로는 하지
않는다.
(예)

N,N'-디메틸-p-페니렌디암모늄

인에 따른다.

이염산염

2) IUPAC의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다.

6) D,L-부호 등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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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아스코르브산

시약·시액을 신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7) 수화물은 ｢○○n수화물｣로 한다.

목적·용도에 따라 적절한 품질규격으로

무수의 시약은 단순히 ｢○○｣로 한다.

한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수○

이미 수재된 시약과 품질수준이 다를

○｣도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경우에는 ｢○○용｣으로 하여 명칭과 내

(예)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용을 구분한다.

8) 무기화합물은 필요에 따라 로마숫자

시약·시액으로 규정하는 배지에 대해서
는 조성을 규정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로 가수를 표시한다.

널리 사용되는 배지의 구성 성분이 공지

(예) 산화납(Ⅱ), 산화납(Ⅳ)
9) 아세트산의 표기에서 혼란을 피하기

인 경우에는 단순히 배지 명칭만을 기재

위하여 acetic anhydride는 ｢아세트산탈

한다. 또, 배지에 이용된 성분의 기준은

수물｣로, acetic anhydrous 및 acetic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다.

acid, glacial은 ｢아세트산(100)｣으로 표
기한다.
6.2.4

시약·시액의 신규 설정

6.2.6

용량분석용 표준액, 표준액의 신규

설정

｢약전｣에 이미 수재된 시약·시액을 가능

용량분석용 표준액, 표준액을 신규로 설

한 한 사용한다. 단순한 용액 및 특정한

정하는 경우에는 1차표준에 대하여 단계

의약품각조에서만 사용하는 용액은 가능

별로 체계를 세워 측정 결과의 신뢰성,

하면 그 조제방법을 각조 중에 기재한다.

통일성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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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성요령(참고사항)
1.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 오른쪽, 왼쪽 25 ㎜
2.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정렬방식 양쪽정렬, 내어쓰기 15 pt
3. 글자모양 : 글씨체 신명조, 장평 100 %, 자간 0 %, 크기 12 포인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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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통칙 개정(안) - 의견수렴용
통칙은 약전 전반에 관계되는 공통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의 통
칙을 준용하되, ICH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조화 및 신규 시험법 등을 고려하고, 최근 발표된 국제원자량
표, 용기마개시스템 등에 대한 국제조화, JP, USP, Ph.Eur.의 개정사항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통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사항, 일반제제, 항생물질, 생물학적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방사성의약품, 용기
및 포장, 시험 및 취급 중의 안전관리 등 8가지 그룹으로 구성을 변경하여 약전 전체에 적용하는 사항
과 각 분야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일련번호 외에
각 항목에 내용을 암시하는 주제어를 소제목으로 설정하였다.

4. 의약품의 ｢ ｣ 표시

1. 대한민국약전의 이름과 개정
이 약전은 ｢대한민국약전 제 12 개정｣이라 하고, 이
약전의

영명은

｢The

Korean

Pharmacopoeia

Twelfth Edition｣이라 한다.

의약품명의 전후에 ｢ ｣를 붙인 것은 이 약전의 의약
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각조의 표제, 제법 중의 처
방 및 제제총칙에서는 붙이지 않는다.

이 이름의 약칭으로 ｢약전 12｣ 또는 ｢KP 12｣이라 한
다.

5. 표시량 등의 표시기재
의약품 중에서 의약품각조에 표시량, 표시단위 또는

2. 의약품의 범위와 이름 등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약전에서 「의약품」은 의약품각조에 수재되어 있는

함량, 함유단위 및 최종 유효연월일을 기재한다.

것 중 의약외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 「명칭」은
의약품각조에 기재된 한글명 또는 한글별명을 말한

6. 화학적 순수물질 표시

다. 또 의약품각조에 영명 및 화학명을 기재하며 필요

의약품명 다음 ( )안에 분자식 또는 조성식을 기재한

에 따라 라틴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의약외품의 규정

것은 화학적 순수물질을 말한다. 분자량은 2013년도

은 의약품에 따른다.

국제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하여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

화학명은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nternational

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
명명법에

따라

영어로

기재하며,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기
재한다.

7. 동물유래원료
의약품 또는 이 의약품의 제조에 쓰이는 것이 동물에
서 유래한 것을 원료로 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동물은 원칙적으로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3. 의약품의 적부판정 등
이 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적부는 의약품각
조의 규정, 통칙, 제제총칙 및 일반시험법의 규정에

8. 대한민국약전 단위
이 약전의 주된 단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호를 쓴다.

따라 판정한다. 다만, 의약품각조 중 색을 제외한 성
상 및 저장법에서의 보존조건은 단지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적부의 판정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생약의 경
우 성상에서 색, 냄새, 맛은 적부판정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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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계량 항목

길이

기호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m
cm
mm

마이크로미터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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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항목

질량

시간

부피

온도
각도
면적
힘
점도

물질의 양

농도

압력

전기단위

방사선

단위

기호

나노미터
옹스트롬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
달톤
킬로달톤
초
분
시간
리터
데시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섭씨 도
도
제곱센티미터
뉴턴
파스칼초
밀리파스칼초
초당제곱밀리미터
몰
밀리몰
마이크로몰
당량
밀리당량
오스몰
밀리오스몰
질량백분율
용량백분율
질량대용량백분율
질량백만분율
질량십억분율
용량백만분율
리터당 몰
리터당 밀리몰
파스칼
킬로파스칼
수은주밀리미터
암페어
볼트
밀리볼트
헤르츠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전자볼트
킬로전자볼트
메가전자볼트
센티미터당 마이크로지멘스
베크렐
킬로베크렐
메가베크렐
기가베크렐
밀리시버트

nm
Å
kg
g
mg
μg
ng
pg
Da
kDa
s
min
h
L
dL
mL
μL
℃
°
cm2
N
Pa･s
mPa･s
mm2/s
mol
mmol
μmol
Eq
mEq
Osmol
mOsmol
%
vol%
w/v%
ppm
ppb
vol ppm
mol/L
mmol/L
Pa
kPa
mmHg
A
V
mV
Hz
kHz
MHz
eV
keV
MeV
μS·cm-1
Bq
kBq
MBq
GBq
mSv

마이크로시버트

단위

계량 항목

기호

퀴리
Ci
밀리퀴리
mCi
마이크로퀴리
μCi
나노퀴리
nCi
중력가속도
g
분당 회전수
rpm
기타
카이저
cm-1
엔도톡신단위
EU
콜로니 형성단위
CFU
CFU
다만, 일반시험법의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서
쓰는 ppm은 화학적 이동을 나타낸다. 또 w/v%는 제
제의 처방 또는 성분 등을 표시하는데 쓴다.
이름
기가
메가
킬로
데시
센티

국제단위계의 주요 접두어
기호
인자
이름
기호l
G
109
밀리
m
M
106
마이크로
μ
k
103
나노
n
d
10-1
피코
p
c
10-2
펨토
f

인자
10-3
10-6
10-9
10-12
10-15

9. 제조과정 중의 제조요건
품질확보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기준에 추가하여
제조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요건을 의약품각조의 제
조요건 항에 나타낸다. 해당 요건에는 원료․자재, 제조
공정 및 중간체의 관리에 관한 요건 이외에 공정 중
시험에 관한 요건 및 출하할 때의 시험의 생략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이 항에 기술되는 요건은 보통 개발
단계에서 제법을 확립하는 사이에 얻은 지식, 제조공
정관리, 출하할 때의 시험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또
한 의약품각조에서 제조요건 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도 개개 의약품의 적절한 원료․자재, 제조공정 및 중
간체의 관리에 유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10. 시험 등의 온도 조건
시험 또는 저장할 때의 온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한다. 다만, 20 ℃는 표준온도, 15 ∼ 25
℃는 상온, 1 ∼ 30 ℃는 실온, 30 ∼ 40 ℃는 미온
으로 쓸 수 있다. 또한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
∼ 15 ℃의 곳을 말하며 냉수는 10 ℃ 이하, 미온탕
은 30 ∼ 40 ℃, 온탕은 60 ∼ 70 ℃, 열탕은 약
100 ℃의 물을 말한다.
가열한 용매 또는 열용매는 그 용매의 비점 부근의
온도로 가열한 것을 말하며 가온한 용매 또는 온용매
는 보통 60 ∼ 70 ℃로 가열한 것을 말한다. ｢수욕에
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끓고 있는
수욕 또는 약 100 ℃의 증기욕을 써서 가열함을 말한
다. 보통 냉침은 15 ∼ 25 ℃, 온침은 35 ∼ 45 ℃에
서 실시한다.

μ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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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시험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시험법

11. 시험온도 등의 허용범위
의약품각조의 시험에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에 규정되어 있는 시약을 쓰고 시험에 쓰는 물은 시

수치로 온도를 나타내는 경우 그 허용범위는 기재된 수

험을 방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등 시험하는 데

치의 ± 3 ℃이며, 하나의 수치로 압력, 길이, 시간을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나타내는 경우의 허용범위는 기재된 수치의 ± 10 %
이다.

18. 감압 조건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2.0 kPa 이하의 진공

12. 방울수 측정기구

도를 말한다.

방울수를 측정하는 데는 20 ℃에서 물 20 방울을 떨
어뜨릴 때 그 질량이 0.90 ∼ 1.10 ｇ이 되는 기구를
9.

쓴다.

｢정밀하게 단다｣와 ｢정확하게 단다｣의 의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는 달아야 할 최소 자리수를
고려하여 0.1 mg, 0.01 mg, 0.001 mg 또는 0.0001

13. 수용액의 용제 이름 생략

mg까지 단다는 것을 말한다. 또 질량을 ｢정확하게 단

용질명 다음에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제를 밝히지
않은 것은 수용액을 말한다.

다｣는 지시된 수치의 질량을 그 자리수까지 단다는
것을 말한다.

14. 액성의 검사
｢액성｣을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으로 나타낸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시험지를 써서 검사한
다.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pH 값을 쓴다.

20. 시험결과의 반올림
의약품을 시험할 때 n 자리의 수치를 얻으려면 보통
(n + 1) 자리까지 수치를 구하고 (n + 1) 자리의 수
치를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함량규정에서 ｢95.0 ∼ 105.0 %｣라고 규

15. 절도 및 분말도

정한 것은 이것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94.95

의약품의 ｢절도｣ 및 ｢분말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체의 번호

체를 통과한 것의 명칭

4 호
(4750 μm)
6.5 호
(2800 μm)
8.6 호
(2000 μm)
18 호
(850 μm)
50 호
(300 μm)
100 호
(150 μm)
200 호
(75 μm)

조절
(粗切)
중절
(中切)
세절
(細切)
조말
(粗末)
중말
(中末)
세말
(細末)
미세말
(微細末)

∼ 105.04 % 범위에 있을 때 적합으로 한다.
21. 시험온도
의약품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
고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
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온도에서의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2. 시험조작에서 ｢곧｣의 의미
의약품에 대하여 시험조작을 할 때 ｢곧｣은 보통 앞의
조작이 종료된 다음 30 초 이내에 다음 조작을 시작
하는 것을 말한다.

23. 색, 투명성 및 형광 시험
성상 항에서 ｢흰색｣은 흰색 또는 거의 흰색, ｢무색｣은

16. 용액의 농도 표시
용액의 농도를 (1 → 10) 등으로 표시한 것은 고형의
약품은 1 g, 액상의약품은 1 mL를 용매에 녹여 전체
량을 10 mL로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또 혼합
액을 (5 : 2 : 1)로 나타낸 것은 액상의약품 5 용량
과 2 용량과 1 용량의 혼합액을 나타낸 것이다.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을 말한다. 색조를 시험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고형의약품은 1 g을 백지 위 또
는 백지 위에 놓은 시계접시에 취하여 관찰한다. 액상
의약품은 안지름 15 mm의 무색시험관에 넣고 흰색
의 배경을 써서 액층을 30 mm로 하여 관찰한다. 액
상 의약품의 투명성을 시험할 때에는 검정색 또는 흰
색의 배경을 써서 앞의 방법을 따른다. 액상 의약품의
형광을 관찰할 때에는 검정색의 배경을 쓴다.

17. 시험용 시약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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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냄새시험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한다.

성상 항에서 ｢냄새가 없다｣는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
는 것을 말한다. 냄새를 시험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30. 의도적 혼입 유해물질 관리

없는 한 고형의약품 1 g 또는 액상의약품 1 mL를 비

의약품에 의도적인 혼입이 보고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커에 취하여 시험한다.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의약품각조의 의도적 혼입 유
해물질 항에 혼입 유무의 관리요건을 나타낸다. 해당

25. 용해성시험

물질은 원료․자재, 제조공정, 중간체 또는 최종제품의

성상 항에서 용해성을 나타낼 때에는 다음 용어를 쓴

시험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 시험의 필요 여부와 빈도

다. 「용해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고형

등은 품질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서 구축되는 관리전

인 경우 가루로 한 다음 용매 중에 넣고 20 ± 5 ℃

략에 따라 개개 의약품별로 규정한다.

에서 5 분마다 30 초간씩 세게 흔들어 섞을 때 30
분 이내에 녹는 정도를 말한다.
용 어

31. 무균 및 멸균

썩 잘 녹는다

않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란 멸균대상물질 속에 모든
미생물을 살멸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무균조작

1 mL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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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녹기 어렵다

1000 mL 이상

10 L 미만

거의 녹지 않는다

10 L 이상

잘 녹는다

무균이란 정해진 방법으로 대상 미생물이 검출되지

용질 1 g 또는 1 mL를 녹이는
데에 필요한 용매의 양

이란 무균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된 방법으로 실시하
는 조작을 말한다.
32. 건조와 강열할 때 항량의 의미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1 시간 더 건조하거나 강열할 때 전후의 칭
량차가 전회에 측정한 건조물 또는 강열한 잔류물의
질량의 0.10 % 이하일 때를 말하고 생약에서는 0.25
% 이하로 한다. 다만, 칭량차가 화학천칭을 쓸 경우

26. ｢용매에 녹는다 또는 섞인다｣의 의미

에는 0.5 mg 이하, 세미마이크로화학천칭을 쓸 경우

의약품의 시험에서 의약품이 ｢용매에 녹는다 또는 섞

에는 0.05 mg 이하, 마이크로화학천칭을 쓸 경우에

인다｣라 함은 투명하게 녹거나 임의의 비율로 투명하

는 0.005 mg 이하인 경우에는 항량으로 간주한다.

게 섞이는 것을 말하며 섬유 등을 볼 수 없거나 있더
라도 매우 적다.

33. 정량법
｢정량법｣은 의약품의 조성, 성분의 함량, 함유단위 등

27. 확인시험

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확인시험｣은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

시험법이다.

는 유효성분 등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이다.
28. 순도시험
｢순도시험｣은 의약품 중의 혼재물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의약품각조의 다른 시험항목과 더불어 의약
품의 순도를 규정하는 시험으로 보통 그 혼재물의 종

34.

｢약｣과 ｢건조하여｣의 의미
정량에 쓰는 검체 채취량에 ｢약｣이라고 붙인 것은 기
재된 양의 ± 10 %의 범위를 말한다. 또 검체에서 ｢
건조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는 그 의약품각조의
건조감량 항과 같은 조건으로 건조함을 말한다.

류 및 그 양의 한도를 규정한다. 이 시험의 대상이 되
는 혼재물은 그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 또는 보존하

35. 대체시험법

는 동안에 혼재가 예상되는 것 또는 유해한 것, 예를

약전에서 규정하는 시험법에 대신하는 방법으로서 약

들면 중금속, 비소 등이다. 또 이물을 썼거나 넣었을

전의 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을 때에는 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 시험을 한다.

방법을 쓸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는 규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판정한다.

29. 잔류용매 관리
대한민국약전의 의약품은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제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시험법의 잔류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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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제의 함량규정

의 사멸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추측하여 보통 적

제제의 함량규정, 예를 들면 ｢표시량의 95.0 ∼

절한 멸균지표체를 쓰는 등으로 하여 10-6 이하의 무

105.0 %에 해당하는 순품을 함유한다｣라고 규정하

균성보증수준을 담보하는 조건에서 실시한다.

는 것은 화학적 순수물질 또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무균조작법은 미생물의 혼입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

보통 표시량대로 함유하게 만들되, 이것을 정량할 때

하는 방법으로 원료 단계 또는 여과멸균을 한 다음부

위의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터 일련의 무균공정에 의해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제조법은 미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재료

37. 첨가제

를 멸균한 다음 환경미생물 및 미립자를 적절하게 관

첨가제는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리한 청정구역 내에서 적절한 조작법을 써서 일정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화를 용이하게 하며

무균성보증이 얻어지는 조건에서 실시한다.

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첨가제로는 필요에 따라 부
형제, 코팅제, 담체, 안정화제, 보존제, 완충제, 교미
제, 현탁화제, 기제, 유화제, 방향제, 용해보조제, 착

42. 비무균제제
비무균제제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및 증식을 피
하고 필요에 따라 미생물한도시험법을 적용한다.

색제, 점증제 등을 쓸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첨가제
는 그 제제의 투여량에서 직접적인 약리작용을 나타
내지 않고 안전하며, 그 제제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하
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43. 함량균일성시험 및 용출시험법 적용 제외
제제균일성시험법 중의 함량균일성시험 및 용출시험
법은 생약 또는 생약관련 제제를 원료로 하는 제제
중의 생약성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8. 식물유, 전분 및 vol% 에탄올
제제에 쓰는 ｢식물유｣는 의약품각조에 수재된 식물성
지방유 중 보통 식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전분｣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각조에 수재된

44. 제제의 보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온에서 보존한다. 제제
의 품질에 빛이 영향을 줄 때는 차광하여 보존한다.

전분은 어느 것을 써도 되며, vol%로 규정하는 에탄
<항생물질>

올은 에탄올을 취하여 정제수 또는 ｢주사용수｣를 넣
어 규정하는 vol%로 만든 것이다.
제제의 제조 등에 쓰이는 정제수는 「정제수」 및
「정제수 (용기 내)」를 가리키고, 주사용수는 「주
사용수」 및 「주사용수 (용기 내)」를 가리킨다.

45. 역가 단위
의약품의 역가를 나타내는 데 쓰는 ｢단위｣는 의약품
의 양으로 간주한다. 보통 일정한 생물학적 작용을 나
타내는 표준품의 양으로 나타내고 의약품의 종류에

39. 방출조절제제와 표시기재
제제는 약효 발현시간의 조절과 부작용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그 제제 중 유효성분의 생체내 이행을 조절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제는 따
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하는 제제의 용출특성 등 제
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 다르다. 단위는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각 해당 표준품과 비교하여 정한다. 약전에 수재된 의
약품에서 단위라 함은 약전 단위를 말한다.
다만, 항생물질의 역가는 각 해당 표준품을 써서 미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방법에 의한 비교로 정하고
「질량 (역가)」또는「단위」로 나타낸다.

또한 방출속도를 조절하는 제제에 첨부하는 문서, 직
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각조에

<생물학적제제>

서 규정하는 제제에 부여한 방출속도를 조절하는 기
능에 관한 기재를 한다.

46. 생물학적시험법의 세부사항 변경
생물학적시험법의 규정은 시험의 본질에 지장이 없는

41. 무균제제

한 시험방법의 세부사항을 바꿀 수 있다.

무균제제란 무균인 것을 검증한 제제이다. 무균제제
의 기본적인 제조법에는 최종멸균법과 무균조작법이

<생약 및 생약제제>

있다.
최종멸균법은 제제를 용기에 충전한 다음 멸균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제조법에서는 멸균한 다음 미생물

47. 생약의 범위 및 적용시험법
의약품각조의 ｢생약｣은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
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등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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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약은 생약시험법을 적용한다.

보존한다. 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훈증제를
쓸 수 있으나, 이 훈증제는 상온에서 휘발하기 쉽고

48. 생약의 취급
생약은 보통 전형생약, 절단생약 또는 가루생약으로

그 생약의 투여량에서 무해하며 또 그 생약의 치료
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나누어 취급한다. 전형생약은 그 약용으로 하는 부
분을 건조하거나 간단한 가공을 한 것으로 의약품각
조에서 규정한다. 절단생약은 전형생약을 작은 조각

56. 생약의 용기
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밀폐용기에 보존한다.

이나 작은 덩어리로 절단, 파쇄한 것 또는 조절, 중
절 및 세절한 것을 말하며, 가루생약은 전형 또는

<방사성의약품>

절단생약을 조말, 중말, 세말 및 미세말로 한 것으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을 만드는데 쓰인 전형생
약의 규정에 따른다.

57. 방사성의약품의 확인시험
방사성의약품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
어 있는 방사성핵종을 그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

49. 생약의 건조
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건조한 것을 쓴다. 건

는 방사선의 성질에 따라 확인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이다.

조는 보통 60 ℃ 이하에서 한다.
58. 방사성의약품의 순도시험
50. 생약의 위생적 취급

방사성의약품에서 방사화학적이물은 동일 방사성핵

생약은 채취부터 가공, 포장,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

종을 포함하는 이종화합물을 말하고, 이핵종이란 목

정에서 곰팡이, 곤충 또는 다른 동물에서 유래하는

적하는 핵종 이외의 다른 핵종을 말한다.

오손물 또는 혼재물, 기타의 이물을 될 수 있는 대
로 제거한 것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룬다.

59. 방사성의약품의 정량법
방사성의약품에서는 의약품의 방사능을 물리화학적

51. 생약의 기원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의약품의 조성, 성분의 함량, 함

생약의 기원은 적부의 판정기준으로 한다. 생약의

유단위 등을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방사능

기원으로 ｢기타 동속식물｣, ｢기타 동속동물｣, ｢기타

을 산출하는 시험법이다.

근연식물｣, ｢기타 근연동물｣ 등이라 기재된 것은 보
통 같은 성분과 약효를 갖는 생약으로 쓰이는 원식
물 또는 원동물을 말한다.

60. 「시험당시」의 의미
방사성의약품에서 「시험당시」란 의약품이 표시된
방사능을 갖는 날 또는 일시로서 표시된 날 또는 일

52. 생약의 성상

시를 말한다.

생약의 성상은 그 생약의 대표적인 원식물, 원동물
또는 원광물에서 기인한 생약에 대하여 보통 그 판

61. 방사성의약품의 시험시기

정기준이 되는 특징적 요소를 기재한 것이다. 다만,

방사성의약품에서 주사제의 엔도톡신시험 또는 발열

그 항의 수치는 현미경으로 볼 때의 것을 제외하고

성물질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출하 후에 방사능

는 대략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의 감쇠를 기다려 시험할 수 있다. 반감기가 240 시
간 이내인 핵종을 함유하는 제제로 적당한 지표균 또

53. 가루생약의 이물

는 지표약제를 쓰는 시험에 의하여 멸균효과가 확인

가루생약은 이것을 만드는 데 쓴 전형 또는 절단생

되어 있는 멸균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주사제는 제조

약 중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파편, 세포, 세

일에 시작한 무균시험의 완료이전에 출하할 수 있다.

포내용물 및 기타의 이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62. 방사성의약품의 용기
54. 가루생약의 함량 조절

방사성의약품에서 방사선을 차폐하는 용기는 충분한

가루생약 중 따로 규정하는 것에는 부형제를 넣어

차폐능력이 있는 것을 쓴다. 용기의 외장은 쉽게 파손

함량 또는 역가를 조절할 수 있다.

되지 않는 것을 쓴다. 용기 외장에서의 최대 방사선량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55. 생약의 보존
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습기 및 충해를 피하여

1) 용기의 외장 표면에서 시간당 2 mSv 이하이다.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시간당 10 mSv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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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로 한다.
2) 용기의 외장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는 시간당 0.1 mSv 이하이다. 다만, 전
용운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67. 밀폐용기
｢밀폐용기｣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의약품이

63. 방사성의약품의 표시기재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이다. 밀폐용기

방사성의약품에서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방사능표

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밀용기도 쓸 수 있다.

지 및 그 상부에 “방사성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
재한다. 다만, 의약품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량 이
하의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방사능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기밀용기｣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고형 또는 액상의 이물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의약품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종류
스트론튬-90 및 알파선을 방출하는 것

68. 기밀용기

수량
3.7 kBq

을 손실, 풍화, 흡습용해 또는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이다. 기밀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밀봉
용기도 쓸 수 있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것
(수소-3, 베릴륨-7, 탄소-14, 황-35, 철
37 kBq
-55, 철-59 및 스트론튬-90 및 알파선을 방
출하는 것은 제외)

69. 밀봉용기

물리적반감기가 30일 이하인 것(플루오르-18,
크롬-51, 게르마늄-71 및 탈륨-201 및 알
370 kBq
파선을 방출하는 것은 제외), 황-35, 철-55
및 철-59

70. 차광

수소-3, 베릴륨-7, 탄소-14, 플루오르-18,
3.7 MBq
크롬-51, 게르마늄-71 및 탈륨-201
※ 방사성 핵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이 표의 왼쪽란에
있는 방사성 핵종 각각의 수량은 오른쪽란에 있는 수
량에 대한 비율의 합이 1이 되는 방사성 핵종의 수량
으로 한다.

｢밀봉용기｣라 함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
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는 용기이다.

｢차광｣은 보통 의약품의 취급, 운반 또는 보존상태에
서 내용의약품에 규정된 성상 및 품질에 대하여 영향
을 주는 빛의 투과를 방지하여 내용의약품 등을 빛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일회용 제제인
경우 개개의 직접 용기에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것은 차광에 포함한다.
71. 제제의 용기 및 포장

64. 방사성의약품 제제의 함량
방사성의약품에서 「시험 당시 표시된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라고 규정된 것은 방
사능을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방사능의 90.0 ∼
110.0 %의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65. 방사성의약품제제의 보존
방사성의약품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될 수 있
는 대로 실온에서 차광하여 보존하고, 액제 및 액상의
주사제로서 냉소에 보존하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동결을 피하여 보존한다.
<용기 및 포장>
66. 용기의 정의
｢용기｣는 의약품을 넣어 두는 것이며 용기를 막는데
쓰이는 것들도 용기의 일부로 본다. 용기는 내용의약
품에 규정된 성상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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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의 용기 및 포장은 제제의 품질 확보와 동시에,
적정한 사용 및 투여할 때의 안전 확보에 적당한 것
으로 한다. 공기 중의 산소 등으로부터 제제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탈산소제를 쓰거나 용기 등에 기체
투과성이 낮은 재료를 쓴다. 습기가 품질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제제는 건조제를 쓰거나 용기 등에 기체
투과성이 낮은 재료를 쓴다. 수분의 증발로 품질이 변
할 위험이 있는 제제에는 용기 등에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재료를 쓴다.
72. 제제포장의 설정
제제포장은 유효기간 동안 제제의 품질기준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에서 그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제제특성에 따른 포장적합성을 검
토하여 최종제품의 기준 및 시험법, 공정 중 시험, 제
제포장에 쓰는 자료의 평가 등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기 위한 항목을 설정한다. 항목의 적절성은 제제의
안정성시험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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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포장적합성 (packaging suitability)
포장적합성에는 제제의 보호성(protection), 제제와

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체에 흡입,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한다.

포장의 배합적합성(compatibility), 포장에 쓰는 자
재의 안전성(safety) 및 투여할 때의 부가적인 기능
성(performance)의 요소를 포함한다.
보호성
포장은 그 제제특성에 따라 방습성, 차광성, 기체 및
미생물에 대한 차단기능 및 수송할 때 등의 충격에
대한 보호성능을 유지한다.
배합적합성
포장은 제제와 물리적, 화학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
키지 않는 형상, 자재로 구성한다.
안전성
포장은 그 구성성분 및 불순물의 제제로의 용출량,
이행량이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낮은 자재로 구성
한다.
기능성
포장의 성능에는 단순히 제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약준수의 향상, 사용편리성 등이 포함된다.
또 오음방지 등 환자의 안전성 확보, 보건의료인의 안
전성 향상의 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험법과 시험항목
포장적합성은 일반시험법에 수재된 시험법, 제제의
제형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기법 등에 근거하여 검
토한다. 포장적합성 평가에 사용한 시험법에 등에 근
거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항목을 설정
한다.
74. 포장의 변경
제제포장을 변경할 때는 위의 항목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포장의 예측되는 변화가 제제의 품질
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시
험을 할 필요가 있다.
75. 주사제의 포장설계
주사제의 포장설계는 주사용유리용기시험법, 플라스
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 용
기완전성시험, 광안정성시험, 제제총칙 각조에 기
술된 시험법 등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포장적
합성을 검토한다. 포장적합성시험에 사용한 방법에
근거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항목을
설정한다.

<시험 및 취급 중의 안전관리>
77. 시험 및 취급 중의 안전관리
의약품의 시험 및 취급에 있어서 의약품이나 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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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제제총칙 개정(안) - 의견수렴용
제제총칙에는 제제의 국영문 명칭 및 정의, 제법 및 보존방법을 설정하였으며 범용되는 제제의 수재
및 시험법의 기재순서를 범용성 → 중요성 → 성상 → 용도 → 가나다순으로 설정하였다.
포장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보완하여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
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또는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
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를 표기하였다.
제제각조에 제제각조의 정의, 기본적인 사항(분포제제 등)을 신설하였다. 1. 경구로 투여하는 제제를
신설하여 경구로 투여하는 제제 전반에 관한 사항과 방출 조절제제 중 장용성 제제, 서방성 제제에 관
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1.6. 시럽제의 마. 항에서 언급하였던 시럽용 제제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1.7. 시럽용제제로 신설하고 과립제 또는 산제에 따라 시험하도록 하였다. 또, 구강에 적용하
는 제제 중 2.5. 구강용해필름은 실제 흡수가 위장관에서 일어나는 제제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1.8.
필름제를 신설하고 중분류 1.8.1. 구강붕해필름제를 신설하였다. 구강에 적용하는 제제 중에서는 2.2.
구강용액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2.4. 가글제를 2.2.1 가글제로 하여 그 하위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2.5. 구강용해필름제는 삭제하였다. 코에 적용하는 제제 중 8.1 점비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8.1. 점비분
말제를 그 8.1.1 점비분말제로 하여 그 하위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립제와 산제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재정리하였다. 과립제와 산제의
경우 그 입도가 변하더라도 약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약업계의 의견에 따라 과립제와 산제
의 구분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하였다.
제제총칙 개정(안) 중 “현탁제의 용출시험 적용”이나 “정량분무식 제제에 대한 분무량 균일성”,
“점착력 시험법”, “피부적용제제의 방출시험법”과 같이 현행 규정과의 합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사항은 재검토할 예정이다.

의 시험에 있어서 무균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Ⅰ. 일반사항
가. 제제총칙은 제형의 일반적인 정의, 제법, 저장방법 등

라. 제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실온에서 보존한다. 필
요에 따라 차광한다.
마.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존제시험법에 적합하다.

을 규정하며, 의약품각조에 실린 제제의 명칭은 제제
총칙에 따른 제형, 기능, 투여경로 등을 조합하여 성
상 또는 용도에 적합하게 정한다.
나. 제제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나누고,
대분류는 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분류하고, 중분
류는 대분류의 제제를 형상․제형 및 물리적 특성에 따
라 분류한다. 소분류는 중분류의 제제를 기능, 방출특
성에 따라 분류한다.

Ⅱ. 제제 각조
가. 제제 각조는 제형의 정의, 제법, 시험법, 용기, 포장
및 저장법을 나타낸 것이다.
나. 제제 각조에서 기술한 시험법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며, 또 제법은 일반적인 제법을 나타낸 것이다.
다. 분포품이란 1회 사용량씩 포장한 것이다.

제제의 분류에서 소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제제는 그
제제가 속한 중분류의 제제로 한다.
다. 제조 공정의 밸리데이션 및 적절한 공정관리와 그 기
록에 의해 무균성이 항상 보증되는 경우에는 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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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방출제제는 제제로부터 유효성분의 방출성을
따로 조절하지 않는 제제로 보통 유효성분의 물성
에 따른 용출거동을 나타낸다.
나. 방출조절제제는 제제설계 및 제법에 따라 방출성을
목적에 맞게 변화시킨 제제로 장용성제제, 서방성
제제 등이 포함된다.
(1) 장용성제제

8) 유핵정은 내핵정을 조성이 다른 외층으로 피복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다만, 당의정에 대하여 적합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각조에 규정한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법 또는 붕
해시험법에 적합하다.

장용성제제는 유효성분이 위에서 분해되는 것을

마. 이 제제는 다음의 구강붕해정, 추어블정(저작정), 발

방지하거나 위 자극을 경감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포정, 분산정 및 용해정을 포함하며 그 제제특성에

유효성분이 위에서 방출되지 않고 주로 소장에서

적합한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은 각조에 따로 규정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제로서 보통 장용성기제로 코

한다. 다만, 추어블정, 발포정 및 용해정은 따로 규정

팅하여 만든다. 장용성제제는 유효성분의 방출 시작

이 없는 한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을 늦춘 방출조절제제인 방출지연제제에 포함된
다.
(2) 서방성제제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
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
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서방성제제는 투여횟수의 감소 또는 부작용을 줄이
기 위하여 제제로부터 유효성분의 방출속도, 방출시
간, 방출부위를 조절한 제제로서 보통 적절한 서방화
제를 써서 만든다.
다. 이 제제 중 과립제, 산제, 정제, 캡슐제 또는 환제 등
은 복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유효성분의 분해방지

1.1.1. 구강붕해정 Orally Disintegrating Tablets /
Orodispersible Tablets
가. 구강붕해정은 구강 내에서 신속하게 용해시키거나 붕
해시켜 복용하는 정제이다.
나. 이 제제는 적절한 붕해성이 있다.

등의 목적으로 당류 또는 당알코올류, 고분자물질
등 적절한 코팅제로 코팅할 수 있다.

1.1.2. 추어블정(저작정) Chewable Tablets
가. 추어블정은 씹어서 복용하는 정제이다.

1.1. 정제 Tablets
가. 정제(錠劑)는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든 고형제

나. 이 제제는 복용할 때 질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형상으
로 만든다.

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다음의 방법으로 만든다.
1) 유효성분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것에 물 또는 결합제를 함유하는
용액을 넣어 적절한 방법으로 입상으로 한 다음 활
택제 등을 넣어 섞고 압축성형한다.

1.1.3. 발포정 Effervescent Tablets
가. 발포정은 물에서 급속히 발포하면서 용해하거나 분산
하는 정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적절한 산성 물질, 탄산염 또는 탄산
수소염을 써서 만든다.

2) 유효성분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것을 그대로 압축성형하거나 또
는 첨가제로 만든 과립에 유효성분 및 활택제 등을

1.1.4. 분산정 Dispersible Tablets
가. 분산정은 물에 분산시켜 복용하는 정제이다.

넣어 균질하게 한 다음 압축성형한다.
3) 유효성분에 부형제 또는 결합제, 붕해제 등 첨가제
를 넣어 고르게 섞은 것을 용매로 습윤시켜 일정한

1.1.5. 용해정 Soluble Tablets
가. 용해정은 물에 녹여 복용하는 정제이다.

형상으로 성형하거나 일정한 틀에 넣어 성형한 다
음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한다.
4) 나정은 보통 1), 2) 또는 3)의 방법으로 만든다.
5) 필름코팅정은 보통 나정에 고분자화합물 등의 적절
한 코팅제로 얇게 코팅하여 만든다.
6) 당의정은 보통 나정에 당류 또는 당알코올을 함유
하는 코팅제로 코팅하여 만든다.
7) 다층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조성이 다른 분립체를
층으로 쌓아 압축성형하여 만든다.

1.2. 캡슐제 Capsules
가. 캡슐제는 의약품을 액상, 현탁상, 반고형상, 분말상,
과립상, 또는 성형물의 형태로 캡슐에 충전하거나 캡
슐기제로 피포성형하여 만든 고형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경질캡슐제와 연질캡슐제가 있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다음 방법으로 만든다. 또 적절한 방
법으로 장용성캡슐제 또는 서방성캡슐제로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캡슐기제에 착색제, 보존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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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수 있다.
(1) 경질캡슐제

통과하고 30 호 (500 μm) 체에 남는 것이 전체량
의 5 % 이하인 것을 산제라고 부를 수 있다.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에 적절한 부형

사.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것 또는 적절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한 방법으로 입상 또는 성형물로 한 것을 캡슐에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그대로 또는 가볍게 성형하여 충전하여 만든다.
(2) 연질캡슐제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에 첨가제 등을
넣은 것을 글리세린 또는 D-소르비톨 등을 넣어
소성을 높인 젤라틴 등의 적절한 캡슐기제로 피포
성형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만든다.

1.3.1. 발포과립제 Effervescent Granules
가. 발포과립제(發泡顆粒劑)는 물에서 급속하게 발포하
면서 용해하거나 분산하는 과립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적절한 산성 물질, 탄산염 또는 탄산
수소염을 써서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법 또는 붕
해시험법에 적합하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1.4. 산제 Powders
가. 산제 (散劑)는 의약품을 분말상 또는 미립상으로 만
든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부형제 등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만든다.
다. 이 제제의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
시험법에 적합하다.

1.3. 과립제 Granules
가. 과립제(顆粒劑)는 의약품을 입상으로 만든 제제이다.
이 제제는 발포과립제를 포함하며 그 제제특성에 적
합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각조에 따로 규정한
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법에 적합하
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다음 방법으로 만들며 필요에 따라
코팅한다. 또 적절한 방법으로 서방성과립제 또는
장용성과립제로 만들 수 있다.
(1) 분말상의 유효성분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입상으로 한다.
(2) 미리 입상으로 만든 유효성분에 부형제 등의 첨가
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다.
(3) 미리 입상으로 만든 유효성분에 부형제 등의 첨가
제를 넣어 섞고 적절한 방법으로 입상으로 한다.
다. 이 제제는 제제의 입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8
호 (850 μm)체를 전체량이 통과하고 30 호 (500
μm) 체에 남는 것이 전체량의 10 % 이하인 것은
세립제라고 부를 수 있다.
라. 이 제제의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
시험법에 적합하다.

1.5. 경 구 용 액 제 Liquids and Solutions for Oral
Administration
가. 경구용 액제(液劑)는 액상 또는 유동성이 있는 점조
한 겔 모양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엘릭서제, 유제
및 레모네이드제가 포함된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 및 정제수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녹이거나 유화 또는 현탁하고 필요에
따라 여과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만든다.
라. 이 제제의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
시험법에 적합하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법 또는 붕
해시험법에 적합하다.
다만, 발포과립제 중 녹이는 제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또 제제의 입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30 호
(500 μm) 체에 남는 것이 10 % 이하인 것에는 붕
해시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제제 중 미립상으로 조립한 것, 즉 제제의 입도시험법
에 따라 시험할 때 18 호 (850 μm) 체를 전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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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엘릭서제 Elixirs
가. 엘릭서제는 감미와 방향이 있으며 에탄올을 함유하는
맑은 액상의 경구용 액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고형의 유효성분 또는 그 침출액에
에탄올, 정제수, 착향제 및 백당, 그 밖의 다른 당류
또는 감미제를 넣어 녹인 다음 여과하거나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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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맑은 액으로 하여 만든다.
1.5.2. 현탁제 Suspensions
가. 현탁제(懸濁劑)는 유효성분을 미세균질하게 현탁한
액상의 제제이다.

고 적당량을 달아 전침제기(煎浸劑器)에 넣는다.
잎, 꽃, 전초

조절

재(材), 경(莖), 피, 근, 근경(根莖)

중절

종자, 과실

세절

(1) 전제

보통 1 일 복용량의 생약에 상수 400

나. 이 제제는 보통 고형의 유효성분에 현탁화제 등의 첨

600 mL를 넣고 여러번 저어 섞으면서 30 분간

가제와 정제수 또는 기름을 넣어 적절한 방법으로 현

가열하여 반량정도 되었을 때 무명으로 여과한다.

탁하여 전체를 균질하게 하여 만든다.

(2) 침제 보통 생약 50 g에 상수 50 mL를 넣어 약

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쓸 때 잘 섞어 균질하게 한다.

15 분간 적신 다음 가열한 상수 900 mL를 붓고

라. 이 제제는 필요한 경우 용출시험법에 적합하다.

여러 번 저어 섞으면서 5 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
음 무명으로 여과한다.

1.5.3. 유제 Emulsions
가. 유제(乳劑)는 유효성분을 미세균질하게 유화한 액상

다. 이 제제는 만들 때 쓴 생약의 냄새와 맛이 있다.
라.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액상의 유효성분에 유화제와 정제수

1.5.7. 주정제 Spirits

를 넣어 적절한 방법으로 유화시켜 전체를 균질하게

가. 주정제(酒精劑)는 보통 휘발성의 유효성분을 에탄올

하여 만든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또는 에탄올과 물의 혼합액으로 녹여 만든 액상의 제

만든다.
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쓸 때 잘 섞어 균질하게 한다.

제이다.
나. 이 제제는 화기를 피하여 보존한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1.5.4. 레모네이드제 Lemonades
가. 감미와 산미가 있으며 보통 맑은 액상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염산, 시트르산,

1.5.8. 틴크제 Tinctures
가. 틴크제는 보통 생약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

타르타르산 또는 락트산 중의 한 가지에 단미시럽 및

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이다.

정제수를 넣어 녹이고 필요에 따라 여과하여 만든다.

나.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생약을 조말 또

이 제제는 쓸 때 만든다.

는 세절로 하여 다음의 침출법 또는 퍼콜레이션법에
따라 만든다.

1.5.5. 방향수제 Aromatic Waters
가. 방향수제(芳香水劑)는 정유 또는 휘발성물질을 포화
시킨 맑은 액상의 제제이다.

(1) 침출법 생약을 적절한 용기에 넣고 전체량 또는
전체량의 약 3/4에 해당하는 침출제를 넣고 밀폐
하여 때때로 저어 섞으면서 약 5 일간 또는 가용

나.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정유 2 mL 또

성 성분이 충분히 녹을 때까지 실온에서 방치한

는 휘발성물질 2 g에 미온정제수 1000 mL를 넣어

다음 원심분리 등으로 고형분과 액체를 분리한다.

15 분간 잘 흔들어 섞어 12 시간 이상 방치한 다음

전체량의 3/4를 쓰는 경우 다시 잔류물에 적당량

정제수로 적신 여과지로 여과하고 정제수를 넣어 섞

의 침출제를 넣어서 씻고 필요에 따라 압착하여

어 1000 mL로 한다. 또는 정유 2 mL 또는 휘발성

침출액과 씻은 액을 합하여 전체량으로 한다. 또

물질 2 g을 탤크, 정제규조토 또는 펄프상으로 된 여

전체량의 침출제를 넣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줄

과지 적당량과 잘 섞고 정제수 1000 mL를 넣어 10

어든 양의 침출제를 넣어 전체량으로 할 수 있다.

분간 잘 저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이 맑지 않을

약 2 일간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취하거나

때에는 여과를 반복하고 정제수를 그 여과지를 통하

여과하여 맑은 액으로 만든다.

여 넣어 1000 mL로 만든다.
다. 이 제제는 이 제제를 만들 때 쓴 정유 또는 휘발성물
질의 냄새와 맛이 있다.
라.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2) 퍼콜레이션법 생약에 미리 침출제를 소량씩 넣고
잘 섞어 적시고 밀폐하여 실온에서 약 2 시간 방
치한다. 이것을 적절한 침출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치밀하게 넣고 침출기의 아랫구멍을 연 다음 생약
이 덮여질 때까지 천천히 위에서부터 침출제를 넣

1.5.6. 전제 및 침제 Decoctions and Infusions
가. 전제(煎劑) 및 침제(浸劑)는 보통 생약을 정제수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를 만들 때에는 보통 생약을 다음 크기로 하

고 침출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랫
구멍을 닫고 밀폐하여 실온에서 2
한 다음 매분 1

3 일간 방치

3 mL의 속도로 침출액을 유출

시킨다. 다시 침출기에 적당량의 침출제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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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을 계속하여 전체량으로 하고 잘 섞어 약 2
일간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취하거나 여과
하여 맑은 액으로 만든다. 이 조작 중 방치시간 및
유출속도는 생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적당히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어느 방법에 따라서 만든 제제라도 성
분의 함량 및 에탄올의 함량 규정이 있는 것은 침
출액의 일부를 취하여 함량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
라 침출제등을 넣어 규정하는 함량으로 조절한다.
다. 이 제제는 화기를 피하여 보존한다.
라.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1.7. 경구용 젤리제 Jellies for Oral Administration
가. 경구용 젤리제는 유동성이 없도록 성형한 겔상의 제
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 및 고분자 고분자
겔 기제를 가하여 혼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겔화하
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에 적합하거
나 적절한 붕해성을 갖는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1.6. 시럽제 Syrups
가. 시럽제는 당류 또는 감미제를 함유하는 점조성의 액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백당, 다른 당류 혹은 감미제의 용액

1.8. 필름제 Films for Oral Administration

또는 단미시럽에 유효성분을 넣어 용해, 혼화, 현탁

가. 필름제는 필름 모양의 제제이다.

또는 유화하고 필요하면 혼합액을 끓인 다음 더울 때

나. 이 제제는 보통 수용성고분자와 그 밖의 첨가제와의

여과하여 만든다. 이 제제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혼합물을 기제로 하여 유효성분과 기제를 함유한 용

방향제, 보존제, 안정제, 유화제, 점조제, 착색제, 현

액을 얇게 펴고 건조 또는 혼합물을 융해하여 성형한

탁화제 등을 넣을 수 있다.

다. 또 적절한 방법에 의해 조성이 다른 첨가제를 층

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만든다.
라. 이 제제의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
시험법에 적합하다.
마. 이 제제 중 현탁한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
시험법에 적합하다.

상으로 겹쳐 쌓을 수 있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에 적
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법에 적합하
거나 적절한 붕해성을 갖는다.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의 품질에 수분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용기를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쓰든가 또는 방습포장을 한다.

포장을 한다.
1.8.1
1.6.1 시럽용 제제 Preparations for Syrups
가. 시럽용 제제는 물을 넣을 때 시럽제로 되는 과립상
또는 분말상의 제제이다. 건조시럽제라고도 부를 수
있다.

구강붕해필름

Orally

Disintegrating

Films/Orodispersible Films
가. 구강붕해필름은 입안에서 빠르게 녹거나 붕해되어 복
용하는 필름제이다.
나. 이 제제는 적절한 붕해성이 있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당류 또는 감미제를 써서 「1.3. 과립
제」또는 「1.4. 산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 이 제제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쓴다.
라. 이 제제 중 쓸 때 녹여 쓰는 제제 이외에는 따로 규정
이 없는 한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에 적합하다. 다
만, 제제의 입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30 호
(500 μm) 체에 남는 것이 10 % 이하인 것은 붕해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1.9. 다제 Tea Bags
가. 다제(茶劑)는 보통 생약을 조말 내지 조절의 크기로
하여 1 일 복용량 또는 1회 복용량을 종이 또는 포에
넣어 만든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1.5.6. 전제 및 침제」의 제법에 따
라 만든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
로 한다.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1.10. 엑스제 Extracts
가. 엑스제는 생약의 침출액을 농축하여 만든 제제로 보
통 다음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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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조엑스제

에서 약 2 시간 방치한다. 이것을 적절한 침출기

(2) 건조엑스제

에 될 수 있는 대로 치밀하게 넣고 침출기의 아래

나.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다음 방법으로 만

구멍을 열고 생약이 덮여질 때까지 천천히 위로부

든다.
(1) 적절한 크기로 한 생약에 적절한 침출제를 넣어 일

터 제 2 침출제를 넣어 침출액이 한방울씩 떨어지

정시간 냉침, 온침 또는 1.5.8. 틴크제 (나)의 (2)

기 시작했을 때 아래구멍을 닫고 밀폐하여 실온에

퍼콜레이션법에 따라 침출하여 침출액을 여과하고

서 2 ~ 3 일간 방치한 다음 분당 0.5 ~ 1.0 mL

적당한 방법으로 농축 또는 건조한다. 연조엑스제

의 속도로 침출액을 유출시킨다. 처음에 얻은 850

는 물엿과 같은 점조도로 만든다. 건조엑스제는

mL를 제 1 침출액으로 하여 따로 저장하고 다시

분쇄할 수 있는 단단한 덩어리, 입상(粒狀) 또는

침출기에 제 2 침출제를 추가하여 유출을 계속하

분말로 한다. 유효성분 함량의 규정이 있는 것은

여 제 2 침출액으로 한다.

그 일부를 달아 정량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부형

다만, 방치시간 및 유출속도는 생약의 종류와 양에

제를 넣어 규정된 함량으로 조절한다.

따라 적절히 바꿀 수 있다. 유출속도는 생약의 사
용량에 따라 보통 다음과 같이 조절한다.

(2) 적절한 크기로 한 생약을 일정량씩 달아 전체량에
물 10 – 20 배량을 넣어 일정시간 가열하고 원심
분리 등으로 고형분과 액체를 분리한다. 얻은 침
출액을 적당한 방법으로 농축 또는 건조한다. 연
조엑스제는 물엿과 같은 점조도로 만든다. 건조엑

생약의 질량

1 분간의 유출량

1 kg 이하
3 kg 이하
10 kg 이하

0.5 ~ 1.0 mL
1.0 ~ 2.0 mL
2.0 ~ 4.0 mL

스제는 분쇄할 수 있는 단단한 덩어리, 입상 (粒
狀) 또는 가루로 한다.

다음에 제 2 침출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생약의 휘

다. 이 제제는 이 제제를 만들 때 쓴 생약의 냄새와 맛이

발성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농축하여

있다.

제 1 침출액에 합하고 (A), 제 2 침출제를 넣어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중금속시험법 제 5

1000 mL로 하여 약 2 일간 방치한 다음 맑은 액

법에 적합하다.

을 취하거나 여과하여 맑은 액으로 만든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다만, 위의 침출법 또는 퍼콜레이션법 중 어느 방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제라도 주성분의 함량 또

1.11. 유동엑스제 Fluid Extracts

는 에탄올 함량의 규정이 있는 것은 (A)의 일부를

가. 유동엑스제는 생약의 침출액으로 보통 1 mL 중에 생

취하여 정량하고 결과에 따라 침출제를 넣어 규정

약 1 g 중의 가용성 성분을 함유하도록 만든 액상의
제제이다. 다만, 성분 함량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

하는 함량으로 조절한다.
다. 이 제제는 이 제제를 만들 때 쓴 생약의 맛과 냄새가

정을 우선한다.
나.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생약을 조말 또

난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중금속시험법 제 5

는 세절로 하여 다음의 침출법 또는 퍼콜레이션법에
따라 만든다.

법에 적합하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1) 침출법 생약 일정량을 달아 적당한 용기에 넣어
생약을 충분히 적실 때 까지 침출제를 넣어 밀폐

1.12. 환제 Pills

시키고,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약 5 일간 또는 가

가. 환제(丸劑)는 구상으로 만든 제제이다.

용성성분이 충분히 녹을 때 까지 실온에서 방치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한 다음 원심분리 등으로 액을 분리한다. 보통 침

또는 다른 적절한 첨가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한

출액의 3/4에 해당하는 양을 제 1 침출액으로 하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구상으로 성형하여 만든다. 이

여 따로 보존한다. 다시 잔류물에 적당량의 침출

제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코팅할 수 있

제를 넣어 흔들어 세척하고, 세척액을 제 1 침출

다.

액의 남은 1/4의 양과 합하고 필요에 따라 농축하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붕해시험법에 적합하

여 제 1 침출액과 흔들어 섞어 혼합한 것을 A로
한다. 필요에 따라 침출제를 넣어 생약의 양과 등

다.
라. 이 제제는 보통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배량으로 한다. 약 2 일간 방치 한 다음 여과하여
맑은 액을 취한다.
(2) 퍼콜레이션법 생약 1 kg을 가지고 제 1 침출제
를 넣어 잘 섞어서 적시고 용기를 밀폐하여 실온

2.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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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제제의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

oro-mucosal Application

시험법에 적합하다.
2.1. 구강용 정제 Tablets for oro-mucosal Application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

가. 구강용 정제는 구강내에 적용하는 일정한 형상의 고

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

형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트로키제, 설하정, 박칼

증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정, 부착정 및 껌제가 포함된다.

낮은 포장을 한다.

나. 이 제제는 「1.1.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2.2.1. 가글제 Gargles
가.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

적합하다.

하는 액상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쓸 때 녹이는 고

라. 이 제제는 적절한 용출성 또는 붕해성이 있다.

형의 제제가 포함된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나. 이 제제는 보통 주성분에 용제 및 첨가제를 넣고 균
질하게 용해시키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만든다. 쓸 때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녹이는 고형의 제제의 경우에는 정제, 과립제 등의
제법에 따른다.

2.1.1. 트로키제 Troches
가. 트로키제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거나 붕해시켜 구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복용할 때 질식을 방지할 수 있는 모양으

2.3.

구강용

스프레이제

Sprays

for

Oromucosal

Application

로 만든다.

가. 구강용 스프레이는 유효성분을 안개 모양, 가루 모양,
물거품 모양 또는 페이스트 모양 등으로 하여 입안에

2.1.2. 설하정 Sublingual Tablets
가. 설하정은 유효성분이 혀 밑에서 용해되어 구강점막에
서 흡수하는 제제이다.

분무하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다음 방법으로 만든다.
(1) 용제 등에 유효성분 및 첨가제를 녹이거나 현탁시
키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액화기체 또는 압축기체

2.1.3. 박칼정 Buccal Tablets

와 함께 용기에 충전한다.

가. 박칼정은 유효성분이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서서히
용해되어 구강점막에서 흡수하는 제제이다.

(2) 유효성분 및 첨가제를 써서 용액 또는 현탁액을
조제하여 용기에 충전한 다음 스프레이용 펌프를
장착한다.
다. 이 제제 중 정량분무식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2.1.4. 부착정 Mucoadhesive Tablets

적절한 분무량 균일성이 있다.

가. 부착정은 구강점막에 부착하여 쓰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히드로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고분자

라.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 또는 내압성의
용기로 한다.

화합물을 기제로 쓴다.

2.4. 구강용 반고형제

2.1.5. 껌제 Medicated Chewing Gums

Semisolid Preparations for

Oro-mucosal Application

가. 껌제는 씹어서 구강점막에서 흡수하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식물성수지, 열가소성수지 및 탄성중합

가. 구강용 반고형제는 구강점막에 적용하는 제제이며,
크림제, 겔제 또는 연고제가 있다.

체 등의 적절한 물질을 껌 기제로 하여 만든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첨가제와 함께 정제수 및 바
2.2.

구강용

액제

Liquids

and

Solutions

for

Oromucosal Application
가. 구강용 액제는 구강내에 적용하는 액상 또는 유동성
이 있는 점조한 겔상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 및 정제수 또는
적당한 용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용해, 유화 또
는 현탁하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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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 등 유성성분을 유화하거나 고분자겔 또는 유지
를 기제로 하여 유효성분 및 첨가제와 함께 혼합하여
균질하게 만든다.
(1) 구강용 크림제는 크림제의 제법에 따른다.
(2) 구강용 겔제는 겔제의 제법에 따른다.
(3) 구강용 연고제는 연고제의 제법에 따른다.
다. 이 제제에서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양의 적절한 보존제를 넣

70

을 수 있다.

카트리지주사제는 약액이 충전된 카트리지를 전용

라. 이 제제는 구강점막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점성이 있
다.

의 주사기에 넣어 쓴다.
라. 이 제제를 만드는 데 쓰는 용제 또는 이 제제에 첨부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이 제제의 사용에 있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어서 무해하여야 하며, 이 제제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해서는 아니 된다.

포장을 한다.

용제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음 조건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수성용제 수성주사제의 용제로는 주사용수를 쓴

3.

주사로

투여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Injection
3.1. 주사제 Injections
가. 주사제(注射劑)는 보통 피하, 근육내 또는 혈관 등의
체내조직·기관에 직접 투여하는 용액, 현탁액, 유탁
액 또는 쓸 때 용제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형
의 무균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수액제, 동결건조주사
제, 분말주사제, 이식제, 지속성주사제가 포함된다.
나. 이 제제 중 용액, 현탁액 또는 유탁액의 제제는 다음
방법으로 만든다.
(1)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
은 것을 주사용수, 그 밖의 수성용제 또는 비수성용
제 등에 용해, 현탁 또는 유화하여 균질하게 한 것을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하여 밀봉하고 멸균한다.
(2)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
은 것을 주사용수, 다른 수성용제 또는 비수성용
제 등에 용해, 현탁 혹은 유화하여 균질하게 한 것
을 무균여과하거나 무균으로 조제하여 균질하게
한 것을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하여 밀봉한다.
다만,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고, 조제부터 멸균까지의 조작은 주사제의 조성이
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한
다. 주성분의 농도를 %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w/v%를
의미한다.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제제에서 그 명
칭에 ｢주사용｣이라고 표시를 한 것에는 적절한 용
해액 또는 현탁용 액을 첨부할 수 있다.
다. 약액을 조제하거나 투약할 때의 실수, 세균오염 혹
은 이물혼입을 막거나 긴급하게 투여할 목적으로 프
리필드실린지 또는 카트리지주사제로 하여 만들 수
있다.
(1) 프리필드실린지는 보통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 및 첨가제를 써서 용액, 현탁액 또는 유탁
액을 조제하고 주사통에 충전하여 만든다.
(2) 카트리지주사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 및 첨가제를 써서 용액, 현탁액 또는 유탁
액을 조제하고 카트리지에 충전하여 만든다.

다. 다만, 보통 생리식염주사액, 링거주사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성용액을 대신 쓸 수 있다.
이러한 수성용제는 피내, 피하 및 근육내 투여로
만 쓰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엔도
톡신시험법에 적합하다. 엔도톡신시험법을 적용하
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비수성용제 유성주사제의 용제로는 보통 식물유
를 쓴다. 이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 ℃에
서 맑고 산가 0.56 이하, 비누화가 185 ~ 200,
요오드가 79 ~ 137 이며 광유시험법에

적합하

다.
친수성주사제의 용제로는 보통 에탄올 등 물과
섞이는 유기용제를 쓴다.
마. 이 제제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착색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바. 이 제제에는 수성용제를 쓰는 것은 혈액 또는 체액과
등장으로 하기 위하여 염화나트륨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또한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산 또는 알칼
리를 넣을 수 있다.
사. 이 제제 및 첨부된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피내, 피
하 및 근육내 투여로만 쓰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엔도톡신시험법에 적합하다. 다만, 엔도
톡신시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물질
시험법을 대신 적용할 수 있다.
아. 이 제제 및 첨부된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법에 적합하다.
자. 이 제제의 용기는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무색의 것을 쓴다. 다만, 따로 규정하는 경우
에는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착색
용기 또는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의 규정에 적
합한 플라스틱제수성주사제용기를 쓸 수 있다.
차. 이 제제 중 100 mL 이상의 주사제용 유리용기에 쓰
는 고무마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액용고무마개
시험법에 적합한 것을 쓴다.
카. 이 제제 및 첨부된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불용성이물시험법 중 주사제 항에 적합
하다.
타. 이 제제 및 첨부된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따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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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한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 적합하
다.

가. 수액제는 정맥내 투여하는 보통 100 mL이상의 주사
제이다.

파. 이 제제의 약액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제의 실
용량시험법에 적합하다.
하. 이 제제에 첨부하는 문서, 용기 또는 포장에는 따로

나. 주로 수분보급, 전해질보정, 영양보급 등의 목적으로
투여되지만, 지속주입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주사제와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이 제제에서 용제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제
제를 만드는 용제로 주사용수 혹은 0.9% 염화나
트륨액, 또는 pH를 조절하기 위한 산, 알칼리를
썼을 때를 제외하고 이 제제를 만드는 데에 쓴 용
제의 명칭
(2) 이 제제에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의 명칭, 내용량, 성
분 및 분량 또는 비율. 또한 그 외부용기 또는 외

3.1.2. 동결건조주사제 Freeze-dried Injections
가. 유효성분이 용액 중에서 분해 또는 불활성화를 막기
위하여 유효성분 등을 무균으로 하여 동결건조하여
만든 제제이다. 이 제제는 쓸 때 용제에 녹여 쓴다.
나. 보통 유효성분을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 및 부형제 등
의 첨가제를 주사용수에 녹여 무균여과하고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한 다음 동결건조하거나 전용 용기에서
동결건조한 다음 직접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부포장에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을 첨부하였다는
사실
(3) 이 제제에 안정제, 보존제 또는 부형제를 넣었을
때에는 그 명칭 및 분량 다만, 용기 안의 공기를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로 치환하였을 때에는 그 사
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거. 이 제제에서 2 mL 이하의 앰플 및 이와 같은 크기의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명칭 가운데 「주사액」, 「주사용」 또는 「수성

3.1.3. 분말주사제 Powders for Injections
가. 유효성분이 용액 중에서 분해 또는 활성을 잃는 것
을 막기 위하여 무균으로 만든 유효성분 및 멸균
처리한 첨가제로 만든 분말상의 제제이다. 이 제제
는 쓸 때 용제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쓴다.
나. 보통 무균여과한 다음 결정화하여 얻은 분말 또는 그
분말에 멸균처리한 첨가제를 넣어서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현탁 주사액」이라는 문자는 「주」, 「주용」 또는
「수현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
2 mL를 넘고 10 mL 이하인 앰플 및 이와 같은
크기의 유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만든 직접
용기에서 그 용기에 직접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생략하여 기재할 수 있다.
너. 이 제제에서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은 따
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더. 이 제제에서 개별용기에 넣은 현탁성주사제 중 가만
히 둘 때 균일분산계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제제는
적절한 제제균일성이 있다.

3.1.4. 이식제 Implants
가. 이식제(移植劑)는 장기간에 걸친 유효성분의 방출을
목적으로 하여 피하, 근육 속 등에 이식용 기구를 쓰
거나 수술로 삽입하는 고형 또는 삽입한 다음 겔상으
로 되는 액상의 무균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생분해성 또는 비생분해성 고분자화
합물을 써서 펠릿, 마이크로스피어로 만든 제제, 또는
적용한 다음 겔상으로 되는 액상의 제제로 하여 만든
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러. 보통 현탁성주사제는 혈관내 또는 척수강내 투여에
쓰지 않고, 유탁성주사제는 척수강내 투여에 쓰지 않
는다.
머. 현탁성주사제의 최대입자지름은 보통 150 μm 이하이
고, 유탁성주사제의 최대입자지름은 보통 7 μm 이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적절한 방출성이 있다.
마. 이 제제에는 불용성이물시험법, 주사제의 불용성미립
자시험법 및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다.

하이다.
버.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봉용기 또는 미생물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
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
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
을 한다.

3.1.5. 지속성주사제 Prolonged Release Injections
가. 지속성 주사제는 장기간에 걸친 유효성분의 방출을
목적으로 근육내 등에 적용하는 주사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식물유 등에 용해하거나
현탁 또는 생분해성 고분자화합물을 사용한 마이크로
스피어의 현탁액으로 하여 만든다.

3.1.1. 수액제 Parenteral Inf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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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플라스
틱제수성주사제용기를 쓸 수 있다.

4. 투석 및 관류용 제제 Preparations for Dialysis

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하다.

and Irrigation

카.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봉용기, 또는 필요에

4.1. 투석제 Dialysis Solutions, Dialysis Agents
가. 투석제(透析劑)는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에 쓰는 액
상제제 혹은 쓸 때 녹이는 고형의 제제이다. 이 제제
에는 복막투석제 및 혈액투석제가 포함된다.
나.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엔도톡신시험법에 적
합하다. 다만, 엔도톡신시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대신 쓸 수 있다. 이 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토끼 체중(kg) 당 10 mL의 제
제를 쓴다.
다. 이 제제 중 쓸 때 녹여 쓰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4.1.1.

복막투석제

차. 이 제제의 용기의 고무마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Peritoneal

Dialysis

따라 미생물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기밀용기로 한
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
에는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
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4.1.2.

혈액투석제

Hemodialysis

Solutions,

Hemodialysis Agents
가. 혈액투석제는 혈액투석에 쓰는 액상 혹은 쓸 때 녹이
는 고형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고 용제에 녹
여 일정 용량으로 한 것 또는 주성분에 첨가제를 넣
은 것을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쓸 때 녹이는 고형

Solutions,

Peritoneal Dialysis Agents
가. 복막투석제는 복막투석에 쓰는 무균상태의 액상제제
혹은 쓸 때 녹이는 고형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고 용제에 녹
여 일정용량으로 한 것 또는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
은 것을 용기에 충전하고 밀봉하여 만든다. 필요에 따
라 멸균한다. 다만,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
히 주의하고, 조제부터 멸균까지의 조작은 제제의 조
성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유효성분의 농도를 %로 표시한 것은 w/v%를 의미한
다. 쓸 때 녹이는 고형제제의 경우에는 「1.1. 정
제」, 「1.3. 과립제」등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 이 제제는 pH 조절제, 등장화제 등의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라. 이 제제에 쓰는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용
수이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법에 적합하
다.
바.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법의 수액용주사제에 적합하다. 다만, 내용량의 질량
(g)을 밀도로 나누어 용량(mL)으로 환산하여도 된
다.
사.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불용성이물시험법 중
주사제에 적합하다.
아.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제의 불용성미립
자시험법에 적합하다.
자.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에 적
합한 무색의 것을 쓴다. 다만, 따로 규정하는 경우는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에 적합한 착색용기 또는 플

제제의 경우에는 「1.1. 정제」, 「1.3. 과립제」 등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 이 제제는 pH 조절제, 등장화제 등의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라. 이 제제에 쓰는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용
수 또는 투석에 적합한 물로 한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미생물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
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용
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4.2. 관류제 Irrigations
가. 관류제(貫流劑)는 체강, 상처부위나 체표면의 관류를
목적으로 무균으로 만든 대용량의 액상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고 용제에 녹
인 것을 용기에 충전하고 멸균하여 만든다. 다만, 미생
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조제부터
멸균까지의 조작은 제제의 조성이나 저장법을 고려하
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다. 이 제제는 pH 조절제, 등장화제 등의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라. 이 제제에 쓰는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용
수이다.
마. 이 제제 중 분할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는다.
바.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엔도톡신시험법에 적
합하다. 다만, 엔도톡신시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발열성물질시험법을 대신 쓸 수 있다.
사.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법에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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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질량・용량시험법에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

적합하다.

다.

자.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봉용기 또는 보통 미
생물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

5.1.3. 흡입에어로솔제

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
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Inhalation Aerosol, Metered

Dose Inhalers
가. 흡입에어로솔제는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와 함께 일정

포장을 한다.

량의 유효성분을 분무하는 정량분무식 흡입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용제 및 적절한 분산제,
안정화제 등을 넣어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한 다음
액상의 분사제와 함께 내압용기에 충전하고 정량밸브

5. 기관지·폐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Inhalation
5.1. 흡입제 Inhalations
가. 흡입제(吸入劑)는 유효성분을 적절한 용제에 녹이거
나 첨가제에 분산시켜 증기, 미세입자 또는 에어로솔
모양으로 기관지 또는 폐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이

를 장착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흡입제의 송달량 균
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흡입제의 공기역학적
입자도측정법에 적합하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내압밀봉용기로 한다.

제제에는 흡입분말제, 흡입액제 및 흡입에어로솔제가
있다.
나. 이 제제는 흡입투여를 위해 적절한 기구 또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흡입용 기구를 갖춘 용기에 충전한다.
5.1.1. 흡입분말제 Inhalation Powder, Dry Powder
Inhalers
가. 흡입분말제는 흡입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조제된 고체
입자를 에어로솔로 하여 흡입하는 제제이다.

6.

눈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Ophthalmic Application
6.1. 점안제 Ophthalmic Liquids and Solutions
가. 점안제(點眼劑)는 결막낭 등의 눈 조직에 적용하는
액상이거나 현탁상 또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
는 고형의 무균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미세한 입자로 하고 필요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고 용제 등에

한 경우 유당 등의 첨가제와 섞어 균질하게 하여 만든

녹이거나 현탁하여 일정용량으로 한 것 또는 유효성

다.

분에 첨가제를 넣은 것을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 중 정량흡입식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흡입제의 송달량 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흡입제의 공기역학적
입자도측정법에 적합하다.

다만,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조제에서부터 멸균까지의 조작은 제제의 조성이나 저
장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유효성분
의 농도를 %로 표시한 것은 w/v%를 의미한다. 쓸

마. 이 제제는 보통 밀폐용기에 보존한다. 제제의 품질에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이 제제에서 그 명칭 중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용기를 쓰거나 또

에 「점안용」이라는 표시를 한 것에는 용해액 또는

는 방습포장을 한다.

현탁용 액을 첨부할 수 있다.
다. 이 제제를 만드는 데 쓰는 용제 또는 이 제제에 첨부하

5.1.2. 흡입액제 Inhalation Solutions
가. 흡입액제는 네뷸라이저 등으로 적용하는 액상의 흡입
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용제 및 적절한 등장화제,
pH 조절제 등을 넣어 섞어 균질하게 용해 또는 현탁
하고 필요에 따라 여과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 중 다회 투여하는 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
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양의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마. 이 제제는 보통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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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이 제제를 쓸 때 무해하며
이 제제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해서는 안된다.
용제는 다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1) 수성용제 수성점안제의 용제로는 정제수 또는 적
절한 수성용제를 쓴다. 첨부하는 용해액으로는 멸
균정제수 또는 멸균한 수성용제를 쓴다.
(2) 비수성용제 비수성점안제의 용제로는 보통 식물
유를 쓴다. 또한 적절한 유기용매도 비수성용제로
쓸 수 있다.
라. 이 제제 또는 이 제제에 첨부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
용 액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착색만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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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마. 이 제제에는 눈물과 등장으로 하기 위하여 염화나트
륨 또는 그 밖의 첨가제를, 또는 pH를 조절하기 위하
여 산 또는 알칼리를 넣을 수 있다.
바. 이 제제 및 첨부된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법에 적합하다.
사. 이 제제 중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
다.
아. 이 제제 중 수용액인 것 또는 이 제제에 첨부하는 용
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불용성
이물시험법 점안제에 적합하다.
자. 이 제제 및 첨부된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따로 규
정이 없는 한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헙법에 적합하
다.
차. 현탁점안제 중의 입자는 보통 최대입자지름이 75 μ
m 이하이다.
카.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불용성이물시험법 점안
제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밀용기로 한다. 제
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
증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
은 포장을 한다.
6.2. 안연고제 Ophthalmic Ointments
가. 안연고제(眼軟膏劑)는 결막낭 등의 눈 조직에 적용하
는 반고형의 무균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바셀린 등의 적당한 기제와 주성분의
용액 또는 미세한 가루를 섞어 균질하게 하여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다만,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조제부터 멸균까지의 조작은 제제
의 조성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다. 이 제제 중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
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법에 적합하
다. 다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멤브레인필터법으로
시험한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금속성이물시험법에
적합하다.
바. 이 제제의 입자의 최대입자지름은 보통 75 μm 이하
이다.
사. 이 제제는 눈 조직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점성이 있다.
아.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미생물의 혼입을 막을
수 있는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

7. 귀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Otic

Application
7.1 점이제 Otic Solutions
가. 점이제(點耳劑)는 바깥귀 또는 가운데귀에 적용하는
것으로 액상 또는 반고형 혹은 쓸 때 녹이거나 현탁
하여 쓰는 고형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어 용제 등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일정용량으로 한 것 또는 유효성
분에 첨가제를 넣은 것을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다만, 미생물 오염을 충분히 주의하고, 조작은 제제의
조성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
다. 유효성분의 농도를 %로 표시한 것은 w/v%를 의
미한다.
이 제제를 무균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6.1. 점안
제」의 제법에 따른다.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제제에서 그 명칭에
「점이용」표시를 한 것에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을
첨부할 수 있다.
다. 이 제제를 만드는 데 쓰는 용제 또는 이 제제에 첨부
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은 다음의 두 종류로 나
눈다.
(1) 수성용제 수성점이제의 용제 및 첨부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으로는 정제수 또는 적절한 수성용
제를 쓴다. 다만, 무균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첨부
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으로는 멸균정제수 또
는 멸균한 수성용제를 쓴다.
(2) 비수성용제 비수성점이제의 용제로는 보통 식물
유를 쓴다. 또한 그 밖의 적절한 유기용제도 비수
성용제로 쓸 수 있다.
라. 이 제제 또는 이 제제에 첨부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
용 액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착색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마. 이 제제 가운데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바. 이 제제 및 첨부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 액 중 무균
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
법에 적합하다.
사.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
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
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용
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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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Nasal

Application

방출하는 일정한 형상의 반고형제로 직장 안에 적용
하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분산제, 유화제 등의 첨가

8.1. 점비제 Nasal Preparations
가. 점비제는 비강 또는 비점막에 투여하는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점비분말제 및 점비액제가 있다.
나.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분무 펌프 등 적절한 분무용
기구를 써서 분무하여 흡입한다.
다. 이 제제 가운데 정량분무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분무량의 적절한 균일성이 있다.

제를 넣어 섞어 균질하게 한 것을 가열하여 액상으로
만든 기제에 녹이거나 균일하게 분산시켜 용기에 일
정량 충전하고 고화시켜 성형하여 만든다. 기제로는
보통 유지성기제 또는 친수성기제를 쓴다.
다. 이 제제는 보통 원추형 또는 방추형이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마. 이 제제는 적절한 붕해성 또는 방출성이 있다. 또한

8.1.1. 점비분말제 Nasal Dry Powder Inhalers
가. 점비분말제(點鼻粉末劑)는 비강에 투여하는 가루상
의 점비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적절한 크기의 미세한 입
자로 하고 필요에 따라 첨가제를 섞어 균질하게 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유지성기제를 쓴 것은 유효성분의 방출성 평가 대신
에 용융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용융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융점측정법 제2법에 따라 측정할 때의 적절
한 융해 온도 범위로 나타낸다.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용
기를 쓰든가 또는 방습포장을 한다.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9.2. 직장용반고형제

Semi-solid Preparations for

Rectal Application
8.1.2. 점비액제 Nasal Liquids and Solutions, Nasal
Drops

가. 직장용반고형제는 항문주변 또는 항문내에 적용하는
제제로서 크림제, 겔제 또는 연고제가 있다.

가. 점비액제(點鼻液劑)는 비강 또는 비점막에 적용하는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첨가제와 함께 정제수 및 바

액상 또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형의 점

셀린 등의 유성성분으로 유화하거나 고분자겔 또는

비제이다.

유지를 기제로 하여 유효성분 및 첨가제와 함께 섞어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용제 및 첨가제 등을 넣
어 녹이거나 현탁하고 필요에 따라 여과하여 만든다.
등장화제, pH 조절제 등을 쓸 수 있다.
다. 이 제제 중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경우 그 명
칭에 「점비용」이라고 표시를 한 것에는 용해액 또
는 현탁용 액을 첨부할 수 있다.
라. 이 제제 중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미생물의

균질하게 하여 만든다.
(1) 직장크림제는 크림제 제법에 따른다.
(2) 직장겔제는 겔제의 제법에 따른다.
(3) 직장연고제는 연고제 제법에 따른다.
다. 이 제제 가운데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물
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

라. 이 제제는 직장에 적용하는 데 적절한 점성을 갖는다.

다.

마. 이 제제는 보통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제제의 품질에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이

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

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다.

포장을 한다.
9.3. 관장제 Enemas for Rectal Application
가. 관장제는 항문에 적용하는 액상 또는 점조한 겔상의

9. 직장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Rectal
Application
9.1. 직장좌제 Suppositories for Rectal Application
가. 직장좌제(直腸坐劑)는 보통 체온에 의해서 융해하거
나, 물에 천천히 녹거나 혹은 분산하여 유효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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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정제수 또는 적절한 수성용제를 써서
유효성분을 용제 등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일정한 용
량으로 하고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다. 분산제, 안정화
제, pH조절제 등을 쓸 수 있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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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11.1.

외용고형제

Solid

Dosage

Forms

for

Cutaneous Application
가. 외용고형제는 피부(두피를 포함한다) 또는 손발톱에
도포하거나 산포하는 고형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10. 질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Vaginal

외용산제가 포함된다.
나. 이 제제 중 분포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

Application

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10.1. 질정 Vaginal Tablets
가. 질정은 물에 천천히 녹거나 분산하여 유효성분을 방
출하는 일정한 형상의 질에 적용하는 고형의 제제이
다.
나. 이 제제는 보통 「1.1.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적절한 방출성 또는 붕해성이 있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붕해시험법을 적용
하는 경우 좌제에 따라 시험한다.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
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
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11.1.1. 외용산제 Powders for Cutaneous Application
가. 외용산제(外用散劑)는 분말상으로 만든 외용고형제
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부형제 등의 첨가제를 넣
어 섞어 균질하게 한 다음 분말상으로 하여 만든다.
11.2. 외용액제 Liquids and Solutions for Cutaneous
Application
가. 외용액제(外用液劑)는 피부(두피를 포함한다) 또는
손발톱에 도포하는 액상의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리

10.2. 질좌제 Suppositories for Vaginal Use
가. 질좌제는 체온에 의하여 용융하거나 체액에 서서히
용해 또는 분산함으로서 유효성분을 방출하는 일정한
형상의 반고형제로 질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9.1. 직장좌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보통 구형 또는 계란형이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니멘트제 및 로션제가 포함된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에 용제, 첨가제 등을 넣어
용해, 유화 또는 현탁하고 필요에 따라 여과한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조제한다.
다. 이 제제 중 분포품은 유화 또는 현탁한 것을 제외하
고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
하다.
라. 이 제제는 보통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이

마. 이 제제는 적절한 붕해성 또는 방출성이 있다. 또한
유지성기제를 쓴 것은 유효성분의 방출성 평가 대신
에 용융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용융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융점측정법 제2법에 따라 측정할 때의 적절
한 융해 온도 범위로 나타낸다.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용기를 쓰
든가 또는 방습포장을 한다.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
다.
11.2.1. 리니멘트제 Liniments
가. 리니멘트제는 보통 피부에 문질러 발라 쓰는 액상 또
는 이상 (泥狀)의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물, 에탄올, 지방유, 글리
세린, 비누, 유화제, 현탁화제 또는 다른 적절한 첨가
제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넣어 전체를 균질하게 하여
만든다. 제제에는 필요에 따라 방향제, 보존제 등을
넣을 수 있다.

11. 피부 등에 적용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Cutaneous Application

다. 이 제제는 보존 중에 성분이 분리되는 경우 그 본질
이 변화하지 않을 때에는 쓸 때 섞어 균질하게 한다.

가. 피부 등에 적용하는 제제에는 피부를 통하여 유효성
분을 전신순환혈류에 전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피흡수제제도 포함된다. 경피흡수제제로부터의 유
효성분 방출속도는 보통 적절하게 조절된다.

11.2.2. 로션제 Lotions
가. 로션제는 유효성분을 수성의 액에 녹이거나 유화 또
는 미세하게 분산시킨 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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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 첨가제 및 정제수를 써서

효성분을 넣어 녹이거나 분산시키고 전체가 균질

용액, 현탁액 또는 유탁액으로 하여 전체를 균질하게

하게 될 때까지 섞어 연합하여 만든다.

하여 만든다. 이 제제에는 필요에 따라 방향제, 보존제

(2) 수용성연고제는 보통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의 수용

등을 넣을 수 있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성기제를 가온하여 용융하고 유효성분을 넣어 전

쓸 때 만든다.

체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섞어 연합하여 만든다.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만든다.

다. 이 제제는 보존 중에 성분이 분리되는 경우 그 본질
이 변화하지 않을 때에는 쓸 때 섞어 균질하게 한다.

다. 이 제제는 유효성분의 함량이 일정한 한 기제의 조성
비를 변경하여 물리적 성상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

11.3.

외용스프레이제

Sprays

for

Cutaneous

Application

다.
라. 이 제제는 패유성의 냄새가 없다.

가. 스프레이제는 유효성분을 안개모양, 분말상, 포말상

마 이 제제 중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물의 증

(泡沫狀), 페이스트상 등으로 하여 피부에 분무하는

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제제이다.

마. 이 제제는 피부에 적용하는 데 적절한 점성이 있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의 용액 또는 현탁액을 조제하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고 필요에 따라 여 여과한 다음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다.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다. 이 제제 중 정량분무제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포장을 한다.

분무량의 적절한 균일성이 있다.
11.5. 크림제 Creams
11.3.1.

외용에어로솔제

Aerosols

for

Cutaneous

가. 크림제는 수중유형 또는 유중수형으로 유화한 반고형
제로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유중수형으로 유화

Application
가. 외용에어로솔제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기체 또는 압축
기체와 함께 유효성분을 분무하는 스프레이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의 용액 또는 현탁액을 조제
하고, 액상의 분사제와 함께 내압성의 용기에 충전하
고 연속분사밸브를 장착하여 만든다. 필요에 따라 분

한 친유성의 제제에 대해서는 유성크림제라 부를 수
있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바셀린, 고급알코올 등을 그대로 또는
유화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유상으로 하고, 따로 정
제수를 그대로 또는 유화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수상
으로 하여 어느 한 쪽의 상에 유효성분을 넣고 각각

산제, 안정화제 등을 쓴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내압성의 용기로 한다.

가온하고 유상 및 수상을 합쳐서 전체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저어 섞어 유화하여 만든다.

11.3.2.

외용펌프스프레이제

Pump

Sprays

for

Cutaneous Application
가. 펌프스프레이제는 펌프에 의하여 용기 내의 유효성분
을 분무하는 스프레이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 및 첨가제를 용해 또는 현
탁하고, 용기에 충전한 다음 펌프를 장착하여 만든다.
다.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조제한다.
다. 이 제제 중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물의 증
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라. 이 제제는 피부에 적용하는 데 적절한 점성이 있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다.

11.6. 겔제 Gels
가. 겔제는 피부에 도포하는 반고형상(겔상)의 제제이다.

11.4. 연고제 Ointments
가. 연고제(軟膏劑)는 유효성분을 기제에 녹이거나 분산
시킨 반고형제로서 피부에 도포하는 제제이다.
이 제제에는 유지성연고제 및 수용성연고제가 있다.
나. 유지성연고제는 보통 유지류, 납류, 파라핀 등의 탄화
수소류 등의 유지성기제를 가온하여 용융하고 유

이 제제에는 수성겔제와 유성겔제가 있다.
나. 이 제제는 보통 다음 방법으로 만든다.
(1) 수성겔제는 유효성분에 고분자화합물, 그 밖의 첨
가제 및 정제수를 넣어 녹이거나 현탁시키고 가온
및 냉각, 또는 겔화제를 넣어 가교시킨다.
(2) 유성겔제는 유효성분에 글리콜류, 고급알코올 등
의 액상의 유성기제 및 그 밖의 첨가제를 넣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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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다.

다. 이 제제 중 다회투여용기에 충전한 것은 미생물의 증
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다.
라. 이 제제는 피부에 적용하는 데 적절한 점성이 있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기밀용기로 한다. 제제의

1.9. 첩부제 Plasters
가. 첩부제(貼付劑)는 물을 거의 함유하지 않는 기제를
써서 만든 제제이다.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

나. 이 제제는 보통 수지, 플라스틱, 고무 등의 비수성의

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천연 및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기제로 하여 유효성분을

포장을 한다.

그대로, 또는 유효성분에 첨가제를 넣어 전체를 균질
하게 한 다음 무명에 얇게 펴거나 또는 플라스틱제

11.7. 경피흡수제 Transdermal Systems, Patches

필름 등에 얇게 펴거나 봉입하여 성형하여 만든다.

가. 경피흡수제(經皮吸收劑)는 피부에 적용하여 유효성

또 유효성분과 기제 또는 그 밖의 첨가제로 구성된

분이 피부를 통하여 전신순환혈류에 전달될 수 있도

혼합물을 방출조절막, 지지체 및 라이너(박리지)로

록 설계된 것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이루어진 방출체 속에 넣어 봉하여 만들 수 있다.

나. 이 제제는 보통 고분자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이 제제 중 보통 지방, 지방유, 지방산염, 납, 수지,

기제로 하고 유효성분을 기제와 섞어 균질하게 하여

플라스틱, 정제라놀린, 고무 등 및 이들의 혼합물을

지지체 또는 박리체에 얇게 펴서 성형하여 만든다.

원료로 하거나 이들을 기제로 하여 유효성분을 고르

또 방출조절막을 사용한 경피흡수제제로 만든 수도

게 섞어 상온에서 보통 고형으로 하여 적절한 형태로

있다. 필요에 따라 점착제, 용제, 흡수촉진제 등을 쓴
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점착력시험법에 적합
하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피부적용제제의 방출
시험법에 적합하다.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만든 것은 경고제라고 할 수 있다.
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점착력시험법에 적합
하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피부적용제제의 방출
시험법에 적합하다.
바.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제제의
품질에 습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방습성 용기를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쓰거나 방습성 포장을 한다.
11.10. 페이스트제 Pastes
11.8. 카타플라스마제 Cataplasma
가. 카타플라스마제는 물을 함유하는 기제를 써서 만든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유효성분을 정제수, 글리세린 등의 액
상의 물질과 섞고, 전체를 균질하게 하든가 또는 수
용성 고분자, 흡수성 고분자 등의 천연 또는 합성 고
분자화합물을 정제수와 섞고 유효성분을 넣어 전체를
균질하게 하여 무명 등에 얇게 펴서 성형하여 만든
다.
다. 이 제제에서 이상으로 만든 것은 보존 중에 성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 본질이 변화하지 않을 때

가. 페이스트제는 보통 의약품의 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
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피부, 입안 또는 점막에
적용하는 제제이다.
나. 이 제제는 보통 지방, 지방유, 바셀린, 파라핀, 납, 글
리세린, 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기제로 하여 이것에
의약품의 가루를 고르게 섞어 만든다.
다. 이 제제는 패유성의 냄새가 없다.
라. 이 제제는 저장 중 응고되거나 성분이 분리되는 경우
그 본질이 변화하지 않을 때에는 고르게 섞어 사용한
다.
마. 이 제제에 쓰는 용기는 보통 밀폐용기로 한다.

에는 고르게 섞어 쓴다.
라.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점착력시험법에 적합
하다.
마.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피부적용제제의 방출
시험법에 적합하다.
바. 이 제제는 보통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제제의 품질에
수분의 증산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용기를 쓰거나 수증기투과성이 낮은 포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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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신설(안) - 의견수렴용
바이오의약품의 제품 품질관리에 기여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공정서들과
비교를 통한 국제조화된 대한민국약전 바이오의약품분야 일반시험법 수재(안)으로서 당쇄분석법을 마련
하였으며, 약전 개정에 관한 설문 등 수요조사를 통한 의견에 따라 메탄올 및 프로판올시험법을 재신설
하였으며 제제총칙의 개정에 따른 일반시험법으로서 점착력시험법과 피부적용제제의 방출시험법을 신설
하고자 한다.

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순도를 높은 신뢰도로

마이코플라스마 시험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관리 요건이다. 본 일
반 시험 챕터에서는 시험 입자, 조직, 또는 시험

마이코플라스마 속(genus)은 세포벽이 없는 작은
세균의 일종이다. 마이코플라스마 속에는 120개
이상의 마이코플라스마 종이 속해있다. 마이코플
라스마는 원핵 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자기복
제 생물이다. 마이코플라스마의 세포는 크기와 형
태가 다양하며 그람 염색으로 염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체 한천의 음각 균락은 메틸렌 블루나
이와 동등한 염료에는 염색된다. 마이코플라스마
는 기생균이면서 공생균으로 다양한 동물과 식물
숙주를 감염시킨다. 인체 내에서는 표면에 기생하
는 균으로 호흡기계와 비뇨기계의 상피세포 층에
균락을 이룬다. 마이코플라스마는 흔하며, 공정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또는 조직 배양 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여과된 멸
균 대두카제인소화 액체배지도 오염시킨다. 배양
세포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면 뚜렷한 세포
손상 없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 배양세포 감염 시
세포의 표현형적 특징이나 정상 증식이 변형되는
등 세포 대사의 거의 모든 경로가 영향을 받게
된다. 마이코플라스마 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배양배지에 혼탁한 증식이 일어나거나 세포에 명

입자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세포 배양, 소화 액
체배지, 그 외 다른 재료가 마이코플라스마에 오
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서술
한다.
(1) 한천 및 액체배지 배양 방법
(2) 지표 세포 배양 방법
이 시험들은 신중하게 무균적인 방법으로 적절
한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시
험 수행과 결과 해석을 위해 제대로 훈련되고 인
증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리데이션 된 핵
산

증폭

기법

(NA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chnique) 또는 효소 활동에 기
반한 방법이 상기 (1)과 (2)의 방법과 동등한 것
으로 입증된 경우 이 방법들을 마이코플라스마
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대체 방법을 쓸 때는 적
절히 밸리데이션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대체 방
법을 사용할 경우 밸리데이션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배양 방법
1. 배지 선택
본 시험은 검체에 존재하는 소수의 (약 100CFU

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Colony-Forming Unit, 균락 형성 단위) 또는

마이코플라스마 시험은 생물의약품이나 이런 제

100 CCU (Color-Changing Unit, 색 변경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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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마이코플라스마를 선택한 배양 조건에서 증

시험 균주는 필드에서 분리하여 적은 횟수의 (15

식시키기 위해 고체배지와 액체배지 양쪽 다 충분

번 이하) 계대배양을 거치고 동결 저장하거나

한 개수로 사용하여 수행한다. 액체배지에는 페놀

(-20 °C 이하) 동결 건조시켜야 하며, 표준 배

레드가 반드시 들어간다. 선택한 배지에는 적어도

양과 비교하여 정해진 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아래의 “품질 관리 시험 균주”에 나와있는 미생

그 예는 아래 표 1과 같다.

물에 충분한 영양 특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표 1. 필드 분리 균 동정을 위해 시험 균주로 사

배지의 새로운 배치마다 아래 목록에 있는 적절한

용되는 위한 균 종류

미생물에 대해 영양 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마이

시험 미생물

(M.pneumoniae 또는 이와 동등한 종이나 균주)

A.laidlawii
M.gallisepticum
M.fermentans
M.hyorhinis
M.orale
M.pneumoniae
M.synoviae

또

시험 미생물

코플라스마 시험 시에는 시험별로 적어도 2가지의
잘 알려진 마이코플라스마 종이나 균주가 (“품질
관리 시험 균주”에 나와있음) 양성대조군으로 포
함되는데

하나는

한가지는

아르기닌

덱스트로스

발효주이고

가수분해효소여야

한다

(M.orale 또는 이와 동등한 종이나 균주). 곤충
세포주를 시험할 때만 Spiroplasma 균주를 포함
한다 (예, S.citri ATCC 29747, S.melliferum
ATCC 29416 또는 이와 동등한 종이나 균주). 또
한 이런 균주는 영양 요건 상 좀 더 배양이 까다
로울 수 있고, 낮은 배양 온도가 필요하다 (곤충
세포주도 동일).

2. 품질 관리 시험 균주
양성 대조 배양체는 배양 시작 후 15단계 이상
을 지나서는 안되며 주로 사용되는 마이코플라스
마 종이나 균주는 아래와 같다.

1)Acholeplasma laidlawii (생산 과정에 항생제
가 사용되는 인체 또는 수의용 백신, 세포유래물
및 배양액)
2)M.gallisepticum (생산 과정에 조류유래 물질
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가금류에 사용되는 백신
이나 세포 배양액)

3)M.hyorhinis (비조류성 수의용 백신 또는 세포 배양액)
4)M.orale (인체 또는 수의용 백신)
5)M.pneumoniae (인체용 백신이나 세포은행)
또는 M. fermentans와 같은 적절한 D-글루코스
발효균종

6)M.synoviae (생산 과정에 비조류성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가금류용 백신이나 세포은행)

A.laidlawii
M.gallisepticum
M.fermentans
M.hyorhinis
M.orale
M.pneumoniae
M.synoviae
시험 미생물

A.laidlawii
M.gallisepticum
M.fermentans
M.hyorhinis
M.orale
M.pneumoniae
M.synoviae

NCTC
NCTC
NCTC
NCTC
NCTC
NCTC
NCTC
NCTC

번호
10116
10115
10117
10130
10112
10119
10124

CIP 번호
CIP 75.27
CIP 104967
CIP 105680
CIP 104968
CIP 104969
CIP 103766
CIP 104970
ATCC 번호
ATCC 23206
ATCC 19610
ATCC 19989
ATCC 17981
ATCC 23714
ATCC 15531
ATCC 25204

3. 배양 조건
액체배지는 철저히 밀폐한 용기에 담아 36±1 °C
에서 배양한다. 고체배지는 미호기환경에서 배양한
다 (0.5 % 미만의 산소를 포함한 수소 대기 또는
5~10 %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질소). 한천 표면이
36±1 °C에서 건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
분한 습도를 유지한다.

4. 영양 특성
배지의 새로운 배치별로 영양 특성 시험을 실시
한다. 선택한 배지에 적절한 양의 시험 미생물을
접종한다. 적어도 9 mL의 고체 배지를 포함한 평
판접시 1 개 또는 100 mL 액체배지 용기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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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00 CFU 이하의 미생물을 사용하고, 미생물

배지는 20-21 일 동안 배양한다. 고체배지는

종별로 별도의 평판접시나 용기를 사용한다. 배지

20-21 일 계대배양에 해당하며 7 일간 배양하는

를 배양하고 정해진 간격으로 0.2 mL의 액체배

평판접시를 제외하고는 14 일 이상 배양한다. 이

지를 고체배지로 계대배양한다 (아래의 시험방

와 동시에 각 액체배지와 한천 편평접시의 100

법”을 참조). 고체배지는 각 시험 미생물별로

mL 부분에는 접종하지 않고 배양하여 음성대조

0.5 log 유닛 범위의 접종분에서 관찰될 경우 시

군으로 한다. 접종 후 2-4 일 후에는 각 액체배

험에 적합하다. 액체배지는 각 시험 미생물별로

지를 고체배지별로 적어도 하나의 평판접시에

액체배지에서 한천 평판접시로 계대배양된 것 중

0.2 mL를 접종시키는 방식으로 계대배양한다. 같

적어도 하나의 계대배양에서 증식이 관찰된다면

은 과정을 시험 6 일에서 8 일째 한 번 더 시행

시험에 적합하다. 100 x 이상의 배율을 가진 현

하고 13 일에서 15 일째 한 번 더, 19 일에서

미경을 쓰는 것이 좋다.

21 일째 한 번 더 시행한다. 액체배지는 2 일 또

5. 억제 물질

는 3 일에 한 번씩 관찰하고 색깔 변화가 있으면

억제 물질에 대한 시험은 해당 제제에 대해 1 회

계대배양한다. 액체배지에서 세균 또는 진균 오염

실시하며 마이코플라스마 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이 나타나면 이 시험은 부적합하다. 배지별로 그

있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실시한다.

리고 접종일별로 적어도 1개의 평판접시를 읽을

억제 물질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영양 특성 시

수 있다면 시험은 적합하다. 한천 배지에 또는 액

험을 검체에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실시

체배지에 적어도 1가지 시험 미생물을 100 CFU

한다. 시험 미생물의 증식이 1 개 이상의 계대배

이하로 접종하여 양성대조군으로 한다. 마이코플

양에서 관찰되며 시험 입자/재료가 존재할 때보다

라스마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시험

존재하지 않을 때 더 빨리 관찰된다면 억제 물질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장한

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은 시험 입자/재료를

다. “배지 선택” 섹션에 사용하는 시험 미생물

직접 접종한 평판접시가 시험 입자/재료를 접종하

이 나와있다. 액체배지와 평판접시는 습윤한 대기

지 않은 균락 수의 0.5 log 유닛 범위에 들어가

와 호기성 조건 (5-10 % CO2)에서 배양한다.

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쪽 모두의 경

7. 결과 해석

우 억제 물질은 억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기질

정해진 배양 기간이 끝나면 마이코플라스마 균

에 통과시키거나 대량의 배지에 희석 시키는 등

락이 존재하는지 모든 접종한 고체배지를 확인한

시험 전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중화시키거나

다. 전형적인 마이코플라스마 균락 증식이 관찰되

처리한다. 희석액을 사용할 경우 대량의 배지를

지 않은 경우 검체는 적합하다. 고체배지 중 하나

사용하거나 접종분을 100 mL 플라스크 여러 개

에라도 전형적인 마이코플라스마 균락의 증식이 관

에 나누어 담는다. 중화 또는 다른 처리 방법이

찰된 경우 검체는 적합하지 않다. 하나 이상의 양

효과적이었는지는 중화 후 억제 물질에 대한 시

성대조군에서 적어도 하나의 계대배양 평판접시에

험을 재시행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마이코플라스마 증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시험

6. 시험방법

은 부적합하다. 하나 이상의 음성대조군에서 마이

100 mL 액체배지 1개 당 10 mL 이상의 검액을

코플라스마 증식이 나타난 경우도 부적합하다. 의

접종한다. 검액을 넣었을 때 pH가 크게 바뀌면

심되는 균락이 보인다면 적절한 밸리데이션 방법을

액체배지를 멸균 수산화물 또는 염산용액을 넣어

이용해 마이코플라스마가 원인균인지 확인한다.

원래 pH값으로 회복시킨다. 고체배지의 편평접시별

8. 사용되는 용액과 배지

로는 0.2 mL의 시험 입자/재료를 접종한다. 액체

8.1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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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우심침출액

페놀레드 (0.6 g/L 용액)
페니실린 (20,000 IU/mL)
데옥시리보 핵산
pH 7.8로 조정

5.0 mL
0.25 mL
1.2 mL

고체배지
상기 서술한 방식대로 하되 우심침출액을 15
8.1.2 필수 비타민 용액
비오틴
판토텐산칼슘
염화콜린
엽산
i-이노시톨
니코틴산아마이드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
티아민염산염
증류수

g/L 한천을 포함한 우심침출액 한천으로 대체한
100 mg
100 mg
100 mg
100 mg
200 mg
100 mg
100 mg
10 mg
100 mg
1000 mL까지

8.1.3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변경)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황산마그네슘7수화물
염화마그네슘6수화물
무수염화칼슘
인산일수소이나트륨 이수화물
무수인산이수소일칼륨
증류수

6.4 g
0.32 g
0.08 g
0.08 g
0.112 g
0.0596 g
0.048 g
800 mL까지

8.1.4 PPLO 액
우심침출액
펩톤
염화나트륨
증류수

50 g
10 g
5 g
1000 mL까지

8.2 배지
아래의 배지를 권장한다. 다른 배지도 “배양 배지
선택”, “배양 조건”, “영양 특성” 및 “억제
물질” 섹션의 기준에 부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

8.2.1 Hayflick 배지
(마이코플라스마를 일반적으로 검출할 때 사용할

다.
8.2.2 Frey 배지
(M.synoviae를 검출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
액체배지
우심침출액
필수 비타민
포도당일수화물(500 g/L 용액)
돼지 혈청 (56 °C에서 30 분간 불

90.0 mL
0.025 mL
2.0 mL
2.0 mL

활화시킴)
β-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1.0 mL

다이뉴

클레오타이드 (10 g/L 용액)
시스테인염산염수화물

1.0 mL

(10 g/L 용액)
페놀레드(0.6 g/L 용액)
5.0 mL
페니실린(20,000 IU/mL)
0.25 mL
β-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용
액과 시스테인염산염수화물 용액을 섞은 다음 10
분 후에 다른 성분을 넣는다. pH 7.8로 조정한다.
고체배지
우심침출액
90.0 mL
정제 한천
1.4 g
pH 7.8로 조정하고 고압멸균 시킨 후 다음을 첨
가한다
필수 비타민
포도당일수화물 (500 g/L 용액)
돼지 혈청 (비가온)
β-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

0.025 mL
2.0 mL
12.0 mL
1.0 mL

레오타이드 (10 g/L 용액)
시스테인염산염수화물 (10 g/L 용

1.0 mL

액)
페놀레드 (0.6 g/L 용액)
페니실린 (20,000 IU/mL)

5.0 mL
0.25 mL

것을 권장)
액체배지
우심침출액
말 혈청 (비가온)
효모엑스 (250 g/L) (신선 효모엑
스 사용을 권장)

8.2.3 Frils 배지
90.0 mL
20.0 mL
10.0 mL

(비조류성 마이코플라스마를 검출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
액체배지
Hanks’balanced

salt

solution

8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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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액

(변경)
증류수
우심침출액
PPLO 액체배지
효모엑스 (170 g/L)
바시트라신
메티실린
페놀레드 (5 g/L)
말 혈청
돼지 혈청
pH 7.40-7.45로 조정
고체배지
Hanks’balanced

67 mL
135 mL
248 mL
60 mL
250 mg
250 mg
4.5 mL
165 mL
165 mL

2.1 인산염 완충 용액
2.0

M

제일인산칼륨(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 13.61 g의 무수제일인산칼륨을
50 mL의 물에 녹인다.
2.0

M

제이인산칼륨(Dibasic

Potassium

Phosphate) – 17.42 g의 무수제 이인산칼륨을
50 mL의 물에 녹인다.
인산염 완충 식염수(pH 7.4) – 2.0 M 제일인산

salt

solution

200 mL

(변경)
DEAE 덱스트란
200 mg
정제 한천
15.65 g
잘 섞고 고압멸균 처리한다. 100 °C로 식힌다. 상기
서술한 액체배지 1740 mL에 첨가한다.

칼륨(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3.6

mL와 2.0 M 제이인산칼륨 (Dibasic Potassium
Phosphate) 16.4 mL, 염화나트륨 8 g, 물 1 L를
혼합하여 잘 섞는다. 필요한 경우 pH를 조정한다.
2.2 비스벤즈마이드 스톡 용액 – 5 mg의 비스
벤즈마이드를 물에 녹이고 동일한 용제를 이용하

지표 세포 배양 방법

여 100 mL으로 희석한다. 암실에 보관한다.

세포 배양분은 DNA와 결합하는 형광염료에 염색

2.3 비스벤즈마이드 작업 용액 – 사용하기 직전

된다. 특징적 미립자나, 오염도가 심한 경우 주변

에 비스벤즈마이드 원액 100 μL을 인산염 완충

부까지 번지는 세포 표면의 형광 필라멘트 패턴

용액 (pH 7.4)을 이용하여 100 mL으로 희석한

으로 마이코플라스마를 확인할 수 있다. 세포질의

다.

미토콘드리아도 염색되지만 마이코플라스마와 쉽

2.4 pH 5.5의 인산-구연산 완충 용액 –무수인

게 구분된다. 바이러스 현탁액의 경우 세포 변성

산일수소이나트륨(anhydrous disodium hydrogen

효과가 두드러져 결과 해석이 영향을 받는다면

phosphate) 28.4 g/L 용액 56.85 mL와 구연산

마이코플라스마 억제 효과는 없는 항혈청을 써서

21 g/L 용액 43.15 mL를 혼합한다.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바이러스 증식이 불가능한

3. 시험방법

세포 배양 기질을 사용한다. 혈청에 억제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혈청이 존재하는 상
태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성대조군을 시험한다.

1) 지표 세포 배양분을 3일간의 증식 후에는 융
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밀도로

(예,

2x104~2x105세포/mL, 4x103~2.5x104세포/cm2)

1. 기질 검증

심는다. 검체 1 mL 를 세포 배양 용기에 접종하

베로 세포(Vero cell)나 마이코플라스마 검출 효

고 36±1 °C에서 배양한다.

과가 동일한 다른 세포 배양분 (예, 제제의 세포

2) 적어도 3 일 간의 배양 후에 세포가 증식하여 융

주)을 이용한다. 아래의 과정에 따라 시험을 수행

합했을 때 적절한 용기에 담아 커버 슬립 위에서 계대

하고 적절한 참고 균주인 M.hyorhinis와 M.orale

배양하거나 또는 시험 과정 상 적절한 다른 표

을 100CFU 또는 CCU 이하로 접종하여 시험 대

면에서 (예, 챔버 슬라이드) 계대배양한다. 세포는

상 세포가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참고 균주 양쪽

3-5 일의 배양 후에 50 % 융합에 도달할 수 있도

모두가 검출될 경우 세포는 적절하다. 지표 세포

록 낮은 밀도로 심는다. 융합이 완전히 일어나면

는 시험하기 전에 항생제 없이 계대배양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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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지를 제거하고 pH 7.4의 인산염 완충 식염
수로 지표 세포를 세정한다. 그런 다음 적절한 고

메탄올 및 2-프로판올 시험법

정액을첨가한다(비스벤지마이드 (bisbenzimide)를
염료로 사용할 경우 아세트산, 빙초산, TS와 메탄

제 1 법

올을 1:3으로 새로 혼합하여 쓰는 것이 좋다).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

내부표준액 1 mL와 검체 4 mL를 넣은

4) 고정액을 제거하고 세포를 멸균 정제수로 세

로 한다. 메탄올 1 mL와 2-프로판올 1 mL를

정한다. 슬라이드를 1 시간 이상 경과 후 염색할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경우 완벽히 건조시킨다 (건조 후에는 슬라이드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

염색시 결함(artifact)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

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무수에

히 주의한다).

탄올 5 mL를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5) 적절한 DNA 염료를 넣고 적당한 시간 동안

로 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그대로 둔다 (비스벤지마이드 작업 용액을 사용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하고 10 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6) 염료를 제거하고 정제수로 단층을 세정한다.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내부표준액 1 mL와 표

7)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각 커버슬립을 올린다.

준액 (1) 2 mL 및 표준액 (2) 2 mL를 각각 넣

(글리세롤과 pH 5.5의 인산-구연산 완충 용액을

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

동일양 혼합하여 올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3) 각 1 mL씩을

400 배 이상의 배율에서 형광 발광을 이용하여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헤드스페이스용 검체도입

검사한다.

장치를 써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비스벤지마이드

염색의

경우

330

nm/380 nm의 여기필터와 LP 440 nm의 차단필

을 3 회 반복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을 측정한다.

터를 쓰는 것이 좋다)
8) 시험 배양분과 양성대조군 및 음성대조군의
현미경 상에서 핵외 형광을 관찰하여 비교한다.

메탄올의 양 (%) =

마이코플라스마는 지표 세포의 세포질 위에 핀포
인트 형광 또는 필라멘트를 생성한다. 마이코플라
스마는 세포간 공간에도 핀포인트 형광 또는 필
라멘트를 생성한다.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수립된
프로토콜에 따라 여러 현미경 시야를 관찰한다.

4. 결과 해석

A1 = 검액 중 메탄올 피크면적
A2 = 표준액 (3) 중 메탄올 피크면적
I1 = 검액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I2 = 표준액 (3)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마이코플라스마에 전형적인 형광이 나타나지 않으
면 검체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양성대조군이 마이코

2-프로판올의 양 (%) =

플라스마에 전형적인 형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시험은 부적합하다. 음성대조군이 마이코플라스마에

A3 = 검액 중 2-프로판올 피크면적

전형적인 형광을 보인 경우도 시험은 부적합하다.

A4 = 표준액 (3) 중 2-프로판올 피크면적
I1 = 검액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I2 = 표준액 (3)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내부표준액

1-프로판올 1 mL를 정확하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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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측정한다.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메탄올의 양 (%) =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

의 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폴리시아노프로필
페닐디메틸실록산을 3 μm의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처음 1.6 분간 40 ℃로 유지한 다

A1 = 검액 중 메탄올 피크면적
A2 = 표준액 (3) 중 메탄올 피크면적
I1 = 검액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I2 = 표준액 (3)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음 9.9 분까지 65 ℃로 승온하고 13.6 분까지
175 ℃로 승온한 다음 20분까지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00 ℃

2-프로판올의 양 (%) =

검출기온도 : 200 ℃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3 mL/분

분할비 : 1 : 50
헤드스페이스 조건
평형 온도 : 85 ℃
평형 시간 : 20 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3) 1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메탄올, 에탄올, 2-프
로판올 및 1-프로판올 순서로 유출하고 메탄올과
에탄올의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제 2 법 내부표준액 1 mL와 검체 4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메탄올 1 mL와 2-프로판올 1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
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무수에
탄올 1 mL를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내부표준액 1 mL와 표
준액 (1) 2 mL 및 표준액 (2) 1 mL를 각각 넣
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3) 각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을 3 회 반복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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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검액 중 2-프로판올 피크면적
A4 = 표준액 (3) 중 2-프로판올 피크면적
I1 = 검액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I2 = 표준액 (3) 중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내부표준액

1-프로판올 1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
의 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폴리시아노프로필
페닐디메틸실록산을 3 μm의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처음 1.6 분간 40 ℃로 유지한 다
음 9.9 분까지 65 ℃로 승온하고 13.6 분까지
175 ℃로 승온한 다음 20분까지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00 ℃
검출기온도 : 200 ℃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3 mL/분

분할비 : 1 : 5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3)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메탄올, 에탄올, 2-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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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올 및 1-프로판올 순서로 유출하고 메탄올과
에탄올의 분리도는 5 이상이다.

면역글로불린의 Fc 기능 시험
면역글로불린의 Fc 기능은 방법A과 방법B를 사
용하여 시험한다. 방법B는 방법A의 과정을 변형해
서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사용해 보체 매개 용혈을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약
1. 안정화된 사람 혈액: O형 사람 혈액을 ACD
항응고 용액에 모은다. 안정화된 혈액은 4 °C에
서 3 주 동안 보관 가능하다.
2.

인산염 완충 용액 pH 7.2: 무수인산일수소이

나트륨

시약(anhydrous

disodium

hydrogen

phosphate Reagent) 1.022 g과 무수인산이수소
일나트륨 시약(anhydrous sodium dihydrogen
phosphate Reagent) 0.336 g , 염화나트륨 시
약 (sodium chloride Reagent) 8.766 g을 800
mL의 물에 녹이고 동일한 용제를 이용해 1000
mL로 희석한다.
3. 마그네슘과 칼슘 원액 용액: 염화칼슘 시약
1.103 g과 염화마그네슘 시약 5.083 g을 물에
녹이고 동일한 용제를 이용해 25 mL로 희석한다.
4. 바비탈 완충 원액 용액: 염화나트륨 시약
207.5 g과 바비탈 나트륨 시약 25.48 g을 4000
mL의 물에 녹이고 1 M 염산을 이용해 pH 7.3
으로 맞춘다. 마그네슘과 칼슘 스톡 용액을 12.5
mL 넣고 물 시약을 이용해 5000 mL로 희석한
다. 투명한 용기에 담아 4 ℃에 보관한다.
5.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 Bovine 알부민 시
약 0.150 g을 20 mL의 바비탈 완충 스톡 용액
에 녹이고 물 시약을 이용해 100 mL로 희석한
다. 사용하기 직전에 조제한다.
6. 타닌산 용액: 타닌산 10 mg을 100 mL의 pH
7.2의 인산염 완충 식염수에 녹인다. 사용하기 직전에
조제한다.
7. 기니피그 보체: 10마리 이상의 기니피그의 혈액으
로부터 혈청을 모은다. 약 4 °C에서 원심분리하여 응
고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한다. 혈청을 소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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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에서 보관한다. 보체 매개 용혈을 시작하기 직전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을 이용해 A에 해당하는

에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을 이용해 밀리리터 당

값으로 Vr을 희석시켜 최종 조정된 부피가 Vf =

125-200 CH50으로 희석시킨 후 시험하는 동안 얼

Vr x 감작된 인간 적혈구의 A가 되도록 하고 10

음물에 보관한다.

배 희석액의 경우 A를 1.0±0.1로 조정한다.

8. 풍진 항원: 혈구응집 억제 역가 (Haemagglutination
-ihibition titre,HIT)에 적절한 풍진 항체. 역가

3. 타닌산 및 항원 처리된 인간 적혈구에 항체 부착
별도의 하프 마이크로 큐벳 (예, 일회용 큐벳)

는 256 HA 유닛보다 크다.

또는 시험관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용액을 연속

시험방법

적으로 조제하여 두 개의 동일한 용액을 만든다.

1. 타닌산 처리된 인간 적혈구 준비
적절한 양의 안정화된 인간 혈액을 원심분리하고

1) 시험 용액: 필요하다면 면역글로불린을 조정
하여 pH 7로 시험한다.

세포를 적어도 세번 pH 7.2의 인산염 완충 식염수

방법A을 사용할 경우 검체량을 알부민 바비탈 완

로 세정한 후, pH 7.2의 인산염 완충 식염수에서 2

충 용액으로 희석하여 30 mg-40 mg의 면역글

% V/V로 현탁시켜 인간 적혈구를 분리한다.

로불린을 얻고 알부민 바비탈 완충제를 이용해

0.2 mL의 타닌산 용액을 pH 7.2의 인산염 완

양을 900 μL으로 조정한다. 방법B를 사용할 경

충 식염수 14.8 mL에 넣는다. 새로 조제한 희석

우 검체량을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으로 희석

액과 인간 적혈구 현탁액을 1:1의 비율로 섞어

하여 15 mg-30 mg의 면역글로불린을 얻고 알

37 °C에서 10 분 동안 배양한다. 원심분리하여

부민 바비탈 완충제를 이용해 양을 1200 μL으

(10분 동안 800 g) 세포를 모은 다음 상청액을

로 조정한다.

버리고 pH 7.2의 인산염 완충 용액으로 세포를 1

2) 참조 용액: 인간 면역글로불린 (Fc 기능과 분

회 세정한다. 타닌산 처리된 세포를 pH 7.2의 인

자 크기) BRP를 이용하여 시험 용액을 조제한다.

산염 완충 식염수에서 1 % V/V로 재현탁시킨다.

3) 보체 조절: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 방법A을

2. 타닌산 처리된 인간 적혈구에 항원 코팅

사용할 경우 큐벳/시험관 별로 감작된 인간 적혈

타닌산 처리된 세포 적정량을 취하여 (Vi) 타닌

구 100 μL를 넣고 잘 섞는다. 15 분 동안 그대

산 처리된 세포 1.0 mL 당 0.2 mL의 풍진 항원

로 둔 후 1000 μL의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을

을 넣고 37 °C에서 30 분 동안 배양한다. 원심

첨가한 후 큐벳/시험관을 원심분리하여 (1000 g

분리하여 (800 g으로 10 분 동안) 세포를 모은

으로 10 분 동안) 세포를 모으고 상층액 1900

다음 상청액을 버린다. 폐기한 상청액과 동일한

μL은 제거한다. 1900 μL을 알부민 바비탈 완충

양의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을 넣고 재현탁 시

용액으로 대체한 후 세정 과정 전체를 반복하여

킨 후 서술한 대로 세포를 수집하고 세정 과정을

최종적으로 200 μL만을 남긴다. 검체는 밀봉한

반복한다. Vi의 3/4에 해당되는 양을 이용해 알부

피펫/시험관에 담아 4 °C에서 24 시간 이하로 보

민 바비탈 용액으로 재현탁하여 원래 부피만큼을

관한다. 방법B를 사용할 경우 큐벳/시험관별로 감작

얻어낸다 (Vi).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 900 μ

된 인간 적혈구 300 μL를 넣고 잘 섞는다. 15

L를 Vi 100 μL와 혼합하여 잔여 부피 Vr로 줄

분 동안 그대로 둔 후 1500 μL의 알부민 바비탈

이고 541 nm에서의 초기 흡광도를 결정한다

완충 용액을 첨가한 후 균질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A).알부민 바비탈 완충액을 사용하여 A와 같은

흔든다. 시험관을 원심분리하여 (1000 g으로 10

요인에 의해 Vf를 희석한다. 10배 희석하여 감작

분 동안) 세포를 모으고 상청액은 제거한 후 약 3

된 인간 적혈구와 1.0±0.1으로 조정된 A의 최종

mL의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을 넣는다. 이 과

볼륨 Vf=Vr X A를 얻는다

정을 총 4 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300 μL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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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다. 검체는 밀봉한 피펫/시험관에 담아 4 °C

여 Sexp을 교정한다.

에서 24 시간 이내로 보관한다.
4. 보체 매개 용혈
방법A을 사용하여 용혈을 측정할 경우 37 °C

각 조제물 (시험용액 및 참고용액)의 S’값의 산

로 열을 가한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 600 μL

술 평균을 산출한다. 아래 식을 바탕으로 Fc 기

을 검체에 넣고 피펫팅을 반복하여 (5 회 이상)

능의 지표를 (IFc)산출한다.

세포를 조심스럽게 현탁 시킨 후 큐벳을 분광광
도계에 보온이 되는 큐벳 홀더에 놓는다.
2 분 후, 200 μL의 희석시킨 기니피그 보체
(125-200 CH50/mL)를 첨가한 후 피펫팅을 2회
하여 철저히 섞고 두 번째 피펫팅이 끝나면 즉시

= 시험용액의 교정 기울기 산출 평균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을 보충액으로 이용하면
서 541 nm에서 흡광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기록

= 참고용액의 교정 기울기 산출 평균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흡광도가 변곡점을 넘어
갈 경우 측정을 중단한다.
방법B을 사용하여 용혈을 측정할 경우 37 °C

= 보체 컨트롤의 교정 기울기 산출 평균

로 가온한 알부민 바비탈 완충 용액 900 μL을
각 시험관에 넣고 피펫팅을 반복하여 (5 회 이
상) 세포를 조심스럽게 현탁 시킨다. 시험을 시작
하기 전에 마이크로플레이트는 37 °C로 미리 가

시험할 조제물의 Fc 기능의 지표를 계산해 보면
그 값은 참고 조제물에 첨부된 설명서에 나와있
는 값 이상이다.

온해 둔다. 각 용액 240 μL를 4개의 마이크로
웰플레이트에 옮겨 담은 후 마이크로플레이트를
10 초에 한번씩 저어주면서 37 °C에서 6 분간
배양한다. 각 마이크로 웰플레이트에 희석시킨 기
니피 보체 60 μL (125 CH50/mL)를 첨가한다.
10 초 동안 섞어준 후 즉시 37 °C에서 541
nm에서의 흡광도를 20 초에 한 번씩 측정하여
기록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흡광도가 변곡점을
넘어간 것이 분명하면 측정을 중단한다.
평가
큐벳/시험관/웰 별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예, △t=1분)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섹션을 분
절하는 방식으로 대략적인 변곡점에서의 용혈 기
울기 (S)를 측정하고, 인접한 교차점 간의 S를
계산하여 1 분당 △A로 표현한다. S의 최대값은
Sexp이다. 또한 이 곡선은 첫 몇 분 동안 시간축
과 거의 병행한데 이 곡선을 외삽하여 측정 시작
시의 흡광도 (Ai)를 결정한다. 아래 식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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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움직인다. 세포 현탁액을 등장성 완충액

유핵세포 수 및 생존도 측정

또는 용혈성 완충액에 적절히 희석시킨다.
적절한 양의 희석액을 계수 챔버에 넣는다. 액체

세포 현탁액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포 농

는 커버슬립 가장자리에 놓은 후 모세관 현상을

도와 생존 세포 비율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이

통해 챔버 안쪽으로 배액시킨다. 혈구계를 현미경

런 데이터는 세포 검체를 준비하고 최적의 배양

아래 놓고 초점을 맞춘다. 격자 내의 세포 수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포 수

계수한다. 희석 검체와 원래 검체 내의 세포 농도

는 세포 현탁액 양 대비 세포 수로 계산하며, 세

를 계산한다.

포 생존도는 현탁액 양 대비 생존 세포 수로 계산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

한다. 세포 수는 혈구계 (haemocytomer)를 이용

적인 사항을 주의한다.

하여 수기로 셀 수도 있고 자동화 기기를 (예, 입

1) 적당한 두께의 커버슬립을 사용한다.

자수 측정기 (particle counter), 유세포 분석기

2) 가능한 한 세포를 100 개 이상 계수한다.(필

(flow cytometer))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아래에 서술하는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요하면 더 넓은 영역을 센다)
3) 세포 뭉침이 보인다면 (세포 현탁액이 홑세

세포 수

포가 아닌 경우) 샘플링 전에 세포를 재현탁하고

1. 수기 측정법

다시 계수한다.

1.1 기구 및 시험 원칙에 대한 설명
(i) 혈구계: 특화된 계수용 현미경 챔버로 그 설
계는 다양하다. 혈구계는 두꺼운 슬라이드와 설계

4) 챔버가 덜 차거나 너무 차면 측정 부피가 부
정확하므로 이를 피한다.
2. 자동화된 계수 방법

에 따른 챔버의 한계 수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커

(1) 전도성 변화에 따른 입자 수 측정

버슬립으로 구성된다. 혈구계의 두꺼운 슬라이드

전자 입자수 측정기는 용액 내 입자의 크기와

는 넘침을 방하기 위해 깊은 홈으로 분리된 챔버
로 구성된다. 계수 챔버는 유리에 조각되어 있으

개수를 측정한다.
입자수 측정기는 사용하기 전에 농도와 크기를

며 모델별로 정해진 격자를 갖추고 있다.

알고 있는 입자의 용액 이용해 교정 (calibration)

(ii) 광학 현미경: 10 x 부터 40 x 배율의 저출

한다. 입자가 큰 경우, 입구의 크기를 이에 맞춘

력 현미경

다른 관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입자수 측정

(iii) 적절한 부피 범위의 피펫

기는 사멸 세포와 생존 세포를 구분하지 못한다.

혈구계는 아래 공식에 따라 밀리밀터 당 세포 농

세포 조각은 파동을 발생시켜서 오류가 생길 수

도 (C)를 계산하여 주어진 용액 내의 세포 수를

있기 때문에 입자수 측정기는 큰 입자만 계수하도

정량화한다.

록 한계점을 설정한다.

a= 계수된 세포 수
d= 희석 인자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입자수 측정기는 (선형성, 정확도 등의 측면에
서) 세포 계수력을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n= 혈구계 챔버 부피에 따른 변수

(2) 유세포 분석에 기반한 입자수 측정기

세포들이 섞여있어도 그 크기와 착색 형태가 다

유세포 분석기는 농도와 크기가 알려진 입자를

르다면 구분이 가능하다 (예, 백혈구와 적혈구).

참고해 교정 (calibration)하여 부피당 정해진 세포

1.2 계수 챔버 준비 및 분석

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샘플링 챔버에 2

커버슬립을 (커버슬립 끝은 살짝 적셔둔다) 슬

개의 전극이 삽입된 분석기의 경우 정해진 부피만

라이드 위에 올리고 슬라이드에 밀착시킨 상태로

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샘플링 챔버의 크기와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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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극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교정 용액을

세포 현탁액을 정해진 수준으로 희석시켜 (보통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종류의 분석기는 처음

인산염 완충 식염수로 희석) 예를 들어 최종 농

세팅 후 다시 교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

도가 0.1-0.2 %인 트리판블루 용액으로 염색한

생존도

다. 부드럽게 섞어 실온에서 2-4 분 이내 보관한

세포 현탁액을 생존도 색소로 염색하고, 수기 또

다. 부드럽게 섞은 후 적절한 양을 계수 챔버에

는 자동 분석하며, 광학 현미경이나 유세포 분석

올려 놓은 후 신속하게 계수한다.

기를 이용하여 생존 세포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광학 현미경 상의 모든 세포 수 대비 염색되지

을 설명한다. 세포의 유형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

않은 세포의 비율을 계산하고 염색된 세포는 모

과는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멸 세포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 세포 비율

1. 수기 측정법_색소 배제법

을 측정한다. 생존도 (V)는 아래의 공식을 이용

(1) 시험 원칙

하여 비율로 계산한다.

이 방법은 사멸 또는 손상 세포의 경우 색소를

n: 염색되지 않은 (생존) 세포 수

흡수하여 염색되는데 반해 생존 세포는 색소를

N: 총 세포 수 (염색된 세포와 염색되지 않은 세

세포밖으로 밀어낸다(배제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포)

한다. 이 시험으로 세포질 막에 문제가 없는지 확

염색된 세포는 4 분이 지나면 급속히 증가하기

인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세포 기능을 반영하

때문에 배양 시간을 4 분 이내로 하는 것이 중요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트립신 처리되

하다. 따라서 새로 측정하고자 한다면 시험을 새

거나 해동시킨 생존 세포의 경우 막에 누출점이

로 실시해야 한다.

있어 색소를 흡수할 수도 있다.

2. 자동화 방법

(2) 색소

2.1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자동화 방법

생존 세포와 비생존 세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1) 시험 원칙

트리판블루(trypan blue) 염색이 가장 널리 이용

이 시험은 특정 색소는 손상된 막 안으로 침투

된다. 그러나 에리트로신 B (erythrosine B) 또

해 염기 간에 삽입되어 DNA에 부착할 수 있기

는 니그로신(nigrosin) 등 다른 적절한 색소도 사

때문에 그 결과 사멸 세포는 형광을 내고 유세포

용할

색소로

분석기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Mr961)단백질에 잘 부착하는 4 술폰산 그룹을

염색 양성 세포는 비생존 세포로, 염색 음성 세포

가진 음이온이다. 따라서 검체의 단백질 농도는

는

최대한 낮아야 한다.

7-AAD (7-aminoactionmycin D, 7-아미노악

(3) 시험 조건

티노마이신)나 PI (Propidium Iodide, 프로피디

색소 흡착은 pH 6.6-7.6범위에서 pH의 영향을

움 요오드화물)을 이용하여 시행하지만 다른 색

많이 받는다. 흡착에 가장 최적화된 pH는 7.5이다.

소도 사용할 수 있다.

색소 농도와 염색 시간 등 다른 조건들은 밸리데이

(2) 색소

션 한다.

세포막을 통과해 생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염색 색소

(4) 색소 보관 조건

에는 7-AAD와 PI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멸균 인산염 완충 식염수에 0.4 또는

7-AAD는 발색단 7번째 자리의 아미노 그룹이

0.5 %의 트리판블루 용액이 사용된다. 직사광선

대체된 악티노마이신 D의 유사체이다. 7-AAD는

이나 공기 접촉을 피해 보관한다.

시토신 (cytosine)과 구아닌 (guanine) DNA 염

(5) 시험 준비 및 분석

기 사이로 삽입된다. 7-AAD은 특히 유세포 분

수

있다.

트리판블루는

산성

생존

세포로

분류한다.

이

분석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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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적합한

분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 양성 대조로 사용할 수 있다.

7-AAD/DNA 복합체의 최대 흡광 영역은 녹색

2.2 염색 세포의 디지털 이미징

분광 영역이며 따라서 아르곤 레이저 분석기에

디지털 이미징을 이용해 색소 배제 방법을 자동

적합하다 (480 nm의 여기 파장). 7-AAD 생존

화할 수 있다. 세포 현탁액과 생존도 색소 용액은

도 염색 색소는 진한 붉은색의 형광 발광을 보이

기계로 직접 혼합한다. 샘플 추출, 시약 처리, 추

기 때문에 (635-675 nm) FITC (fluorescein

후 기구 세척은 완전 자동화한다. 세포 현탁액을

isothiocyanate,

플루오레신이소티오시아네이트)

색소 용액과 혼합한 후 이미징 기기에 넣고 스트

와 PE (phycoerythrin, 피코에리트린) 결합 항

로보스코픽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 촬영된 이

체와 함께 탐침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PI와는

미지는 디지털화시키고 사멸 세포와 생존 세포는

달리 7-AAD/DNA 복합체는 FITC 및 PE와 겹

소프트웨어로 계수한다.

치는 부분이 적다.
PI는 특정 시퀀스를 선호하지 않고 4-5 개 염기
쌍 당 1 개의 색소 분자의 화학량으로 염기간에
끼어들어 이중나선 DNA에 결합한다. 색소가 핵
산에 결합하면 형광은 20-30배 증폭된다. 형광
여기

(fluorescence

excitation)

최대치는

30-40 nm 정도 적색 쪽으로 옮겨가고 형광 발
광 (fluorescence emission) 최대치 (615 nm)
는 약 15 nm 정도 청색 쪽으로 옮겨간다. PI는
흡광도는 상당히 낮지만 스토크스 시프트(Stokes
shift)가 충분히 커서 적절한 광학 필터만 사용한
다면 핵산과 플로우레신 라벨링된 항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핵산 염색 용액의 보관 조건은
5±3 °C이다.
(3) 시험 준비 및 분석
조혈 세포의 경우 CD45 라벨링 후에 색소를 넣
어 SS (Side Scatter, 사이드 스캐터)/CD 45+게
이팅 (gating) 영역을 이용해 세포 조각이나 혈소
판으로부터 세포를 구분한다. 색소를 첨가한 세포
현탁액의 배양 조건은 사전에 밸리데이션 한다.
실온에서 배양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필요한 경
우 예를 들어 염화암모늄을 이용해 적혈구를 용
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완충액만 넣는다.
유세포 분석기의 경우 생존 세포 비율은 직접 구
할 수 있고 SS/7-AAD 또는 SS/PI cytogram
(점선도)의 양성 세포 (사멸 세포) 분석을 바탕
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신선 생존 세포와 안정화
세포 (사멸 세포)를 정해진 값으로 혼합해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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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다. 오염과 변색, 다수

점착력시험법

의 흠집이 보이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
운 시험판, 볼 및 프로브는 세척 용제로 적신 천

이 시험법은 첩부제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방법
이다. 첩부제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점착력시험법

등으로 충분히 닦아내고, 사용하기 전에 다시 위
의 세척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에는 박리접착력시험법, 경사식볼택시험법, 롤링
볼택시험법 및 프로브택시험법이 있다.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24 ± 2 ℃에서

3. 측정법
3.1. 박리접착력시험법

실시한다. 다만 온도가 24 ± 2 ℃의 허용 범위

박리접착력시험법은 시험판에 검체를 붙인 다음

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되도록

검체를 180° 또는 90° 방향으로 당겨 박리하

좁게 설정한다.

는 데 필요로 하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1.1. 장치

1. 검체 조제

장치는 압착장치, 인장시험기로 구성된다. 압착

검체 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에

장치(장치의 예, 그림 1a 및 그림 1b)는 검체를

따른다. 검체는 알루미늄 포장재 등의 습도의 영

압착할 때에 롤러 질량만이 압력으로 검체에 걸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포장한다. 24 ± 2 ℃에

리는 구조로 한다. 지름 85 ± 2.5 mm, 폭 45

서 12 시간 이상 방치한다. 또한 검체는 필요에

± 1.5 mm, 두께 약 6 mm의 공업규격에 규정하

따라 적절한 크기로 자를 수 있다. 또, 검체의 점

는 재질의 압착롤러용고무로 입혀진 강철의 롤러,

착면에는 먼지가 붙어 있지 않은지를 육안으로

또는 그것에 준한 롤러로 그 형상은 정확한 원기

확인하고 맨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이물질이 붙지

둥이고, 표면은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

않도록 조심한다.

롤러의 질량은 2000 ± 100 g 또는 1000 ±
50 g으로 한다.

2. 시험기구의 세척 방법
점착력시험용 시험판, 볼 및 프로브의 세척에는

점착력시험용시험판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공
업규격에 규정하는 것 또는 동등한 것을 쓴다.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에탄올(99.5), 아세트산에

인장시험기는, 상대지시오차 ±1.0 %의 것을

틸, 헵탄, 물 및 메탄올 등의 세척 용제를 쓴다.

쓴다. 측정값의 표시 방법은 아날로그 방식, 디지

세척에 쓰는 천 등은 쓰는 동안에 실 부스러기가

털방식, 디지털기록방식 및 차트기록방식의 어느

생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흡수성이 있고 세척 용

것을 써도 된다.

제에 녹아 나오는 첨가제를 함유하지 않는 거즈,

3.1.2. 조작법

탈지면과 걸레 등을 쓴다. 세척 용제를 깨끗한 포

검체는 한쪽 끝에 잡다 성을 낼 수 있게 조제하

등에 적셔 표면을 닦고 다시 새로운 천 등으로

다, 점착면을 낸 다음 5분 이내에 시험판에 압착

마를 때까지 반복하여 닦는다. 이 조작은 육안으

장치를 써서 첩부한다. 첩부에 있어서는 첨부하기

로 청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작을 반복한다.

전에 시험판과 검체가 닿지 않도록 시험판 위에

마무리로는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또는 다른 적절

검체를 느슨하게 하여 잡는 부분을 고정하고 롤

한 용제를 천 등에 스며들게 하여 표면을 닦고

러로 검체를 긴 가장자리 방향으로 압착하면서

다시 새로운 천 등으로 마를 때까지 반복하여 닦

시험판에 붙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체와 시험판

는다. 세척한 것은 10시간 이내에 시험에 쓴다.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공기가 들

또, 표면을 손가락으로 닿지 않도록 한다, 손상이

어간 경우에는 이 검체는 쓰지 않는다. 압착은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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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매초 약 10 mm의 속도로 두 번 왕복시키
든가, 매초 약 5 mm의 속도로 한 번 왕복하여
일정한 하중으로 압착한다. 검체는 롤러로 압착한
다음 소정의 시간 (예를 들어 30 ± 10 분)에
박리접착력시험을 한다. 너비 17 mm 이상의 검
체는 질량 2 kg의 압착롤러를 쓰고, 17 mm 미
만의 검체는 1 kg의 압착롤러를 쓸 수 있다.
3.1.2.1.

그림 1b 수동식 압착장치의 예

180° 박리점착력시험법

인장시험기의 상부와 하부에 시험판과 검체를
고정하는 부품으로서 상부 척과 하부 척을 준비
한다. 그림 2a에 180° 박리접착력시험 측정용
장치의 한 예를 보여준다. 검체를 박리할 때는 배
면이 겹치도록 검체의 잡는 부분을 고정하고
180°로 되접어 구부린다. 인장시험기의 하부 척
에 시험판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상부 척에 검체
의 잡는 부분을 고정한다. 다음에 인장시험기의

그림 2a 180° 박리점착력 측정 장치의 예

인장속도를 초당 5.0 ± 0.2 mm로 하여 움직이
고 측정을 시작한다. 측정을 시작한 다음 최초의
25%의 길이의 측정값은 무시한다. 그 다음 시험
판으로부터 인장 박리된 50 %의 길이의 점착력
측정값을 평균하여 박리점착력시험의 값으로 한
다. 단위는 N/cm로 표기한다.
3.1.2.2. 90° 박리점착력시험법
그림 2b에 90° 박리점착력시험 측정용 장치의
한 예를 보여준다. 검체의 잡는 부분을

상부 척

에 고정하고, 시료를 90°로 되접어 구부리는 것

그림 2b 90° 박리점착력 측정 장치의 예

이외에는 180° 박리점착력시험법과 같은 방법으
로 시험을 한다.
3.2. 경사식 볼택시험법
경사식 볼택시험법은 경사판에서 볼을 굴리고 멈
춰서는 볼의 최대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3 경사식볼택시험용 볼굴림 장치의 예
그림 1a 자동식 압착장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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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볼
3.2.1. 장치

시험용 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3.2.1.2.에 제

3.2.1.1. 볼굴림장치

시하는 점착력시험용 볼의 번호 14 (지름 7/16

경사각이 30°로 300 mm 이상의 경사면을 가진

인치)를 쓴다.

경사판을 쓴다. 그림 3에 그 한 예를 나타낸다.
3.2.1.2. 볼
점착력 시험용 볼은 번호 2 ~ 32의 것을 쓴다.
점착력 시험용 볼은 재질이 공업규격에 규정하는
고탄소크롬 베어링강 2종, 정밀도가 공업규격에
규정하는 굴림이 베어링용 볼의 등급 G40 이상
인 것을 쓴다. 볼의 번호 및 치수를 표 1에 나타
낸다.
3.2.2. 조작법
볼굴림장치를 측정대 위에 수준기를 써서 수평

그림 4 롤링볼택시험용 볼굴림장치의 예

으로 고정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너비 10
mm, 길이 70 mm 이상 되는 것을 검체로 한다.
검체를 경사판 위의 소정의 위치에 점착면을 위
로 하여 고정하고, 보조 주로용 종이 등을

검체

의 상단 위치에 붙인다. 보조 주로의 길이는 100
mm로 한다. 검체를 고정할 때 들뜨거나 주름지
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장자리가 구
부러지거나 들뜨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른 점
착테이프 등으로 판 위에 고정시킨다. 그 다음 중
앙에 50 ~ 100 mm의 점착 면을 남기고, 하단을
적당한 종이 등으로 덮는다. 점착면의 상단과 하
단을 덮는 종이 등은 공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
는 적절한 재질을 쓴다.

3.3.2. 조작법
검체는 평활하고 단단한 평면의 측정판 위에 점

볼을 경사판의 상단에서부터 굴리고, 점착면에서

착테이프 등을 써서 고정한다. 검체를 고정할 때

정지한 가장 큰 볼의 번호를 경사식 볼택시험의

들뜨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또는 휘어지지 않도록

측정값으로 한다.

주의하고, 가장자리가 활 모양으로 굽거나 들떠

3.3. 롤링볼택시험법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른 다른 점착테이프

롤링볼택시험법은 경사판에서 일정한 크기의 볼

등으로 판 위에 고정시킨다. 검체가 고정되어 있

을 시험 시작 위치에서 굴린 다음 볼이 멈출 때

는 측정대 위에 있는 수준기를 써서 볼굴림장치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를 수평으로 고정한다, 볼을 시험 시작 위치에 놓

3.3.1. 장치

고 굴린다.

3.3.1.1. 볼굴림장치
볼굴림장치는 각도 21.5°의 경사를 가진 구조
의 것으로 그림 4에 그 한 예를 나타낸다.

볼이 점착면에서 멈추었을 때의 거리를 측정한
다. 멈춘 거리는 경사면의 말단에서부터 점착제와
공이 접촉하고 있는 중심까지의 길이를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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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볼택시험의 측정값으로 한다. 단위는 mm로
표기한다.
3.4. 프로브택시험법
프로브택시험법은 첩부제의 점착면에 규정된 원
기둥 모양의 프로브를 단시간 접촉시킨 다음 당
겨서 떼어낼 때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4.1. 장치
장치는 프로브, 검체받침대, 응력검출기로 되어
있고, 웨이트 링 등에 의해 일정한 하중을 일정한
시간 가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진다. 점착력시험용
프로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질은 SUS304,
표면 거칠기는 제곱평균제곱근 거칠기 (Rq)가
250 ˜ 500 nm, 지름 5 mm의 것을 쓴다. 또
장치에는 첩부제의 점착면과 프로브와의 접촉 및
이탈을 일정한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해당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진다. 그림 5에 웨이트
링으로 하중을 주는 장치의 한 예를 나타낸다. 또
한 웨이트 링을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써도 된다.
3.4.2. 조작법
검체를 웨이트 링 등에 느슨하지 않도록 첩부하
여 검체받침대에 올려놓는다. 다음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초당 10 ± 0.01 mm의 속도로 프로브
와 검체의 점착면을 접촉시키고, 0.98 ± 0.01
N/cm2의 접촉 하중으로 1.0 ± 0.1 초 간 유지
한다. 그 다음 곧 초당 10 ± 0.01 mm의 속도로
프로브를 점착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당겨서
떼어낸다. 당겨서 떼어낼 때에 필요로 하는 최대
하중을 구하여 프로브택시험의 측정값으로 한다.
단위는 N/cm2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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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적용제제의 방출시험
이 시험법은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로부터 의약
품의 방출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방출
시험의 규격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들 제제에서 의약품의 유효성과 방출
성의 관계는 각각의 제제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
에 이 시험법은 각 제제의 품질관리에 유효한 시
험법이다. 특히, 경피흡수제제 등에서는 유효성분

숫자는 mm를 표시

의 방출 거동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

그림 2 패들과 용기의 설치 상태

요하다.
1.2 조작법
1. 패들오버디스크 법

디스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된 부피의 시

1.1 장치

험액을 용기에 넣고 시험액의 온도가 32 ± 0.

장치는 용출시험법의 패들법의 장치를 쓴다. 패
들과 용기 이외에 검체를 용기의 바닥에 가라앉
히기 위해서 보통 그림 1과 같은 스테인리스
(SUS316)제의 125 μm 망목이 있는 망으로 된
디스크를 쓴다. 필요에 따라 그림 1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다른 것과 형상이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분석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면 디스크 대신 그 밖의 적절한 부품을 써도
된다. 검체를 붙인 디스크는 패들의 교반날개의
바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패들의 교반날개의 바
닥과 디스크의 표면과의 거리는 따로 규정이 없
는 한 25 ± 2 mm로 한다(그림 2).
그 밖의 장치 적합성 및 시험액의 취급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출시험법에 따른다.

5℃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검체를 가능한 한 편
평하게 되도록 양면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등 적
절한 방법으로 방출면이 위로 오도록 디스크에
고정한다. 검체는 자름으로써 검체의 기능이 손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로 정확하게 계
산하여 자른 검체를 방출시험에 써도 된다. 필요
에 따라 제제의 형상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
공성의 막을 방출면에 붙일 수 있다. 쓴 막에 관
해서는 시험법에, 소수성, 친수성의 구별과 공경
등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막을 쓰는 경우에는 막
과 방출면 사이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
한다.
용기의 바닥에 디스크를 시료의 방출면이 위로
가도록 하고 패들날개의 바닥 및 시험액면과 평
행하게 설치한다. 설치한 다음 신속하게 규정된
회전수에서 패들을 돌리고 규정된 간격으로 또는
규정된 시간에 시험액의 윗면과 패들 교반날개의
윗면과 중간에서 용기 벽에서 10 mm이상 떨어
진 위치에서 시험액을 채취한다 (주: 시험액을 여

숫자는 mm를 표시

러 번 채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험에서는 채
취된 양과 동일한 부피의 32℃의 시험액을 보충

그림 1. 패들오버디스크의 설계 구조.

하든가 또는 시험액의 보충이 필요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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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산할 때 부피 변화를 보정한다. 시험하는 동
안에는 용기에 뚜껑을 덮고 적당한 간격으로 용
기 내의 시험액 온도를 확인한다). 규정된 분석법
을 써서 방출한 유효성분의 양을 측정한다.
검체를 가라앉히기 위한 부품의 형상과 소재가

최
대

최
대

그림 2와 다른 것을 써서 거의 같은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패들오버디스크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쓰는 부품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게 기록한다.

2. 실린더법

(A) 짧은 실린더

2.1 장치
장치는 용출시험법 패들법의 장치 가운데 용기
는 그대로 사용하고, 패들은 그림 3-1 및 그림
3-2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실린더회전 부품으로
바꾸어서 시험한다. 실린더는 화학적으로 불활성
성인 스테인리스 (SUS316) 등을 쓰고, 표면은
전해 연마한다. 그림 3-2(A)에 원통형의 추가
부품을 달아 그림 3-2(B)와 같은 크기로 한 것
도 쓸 수 있다. 용기 바닥과 실린더 하부와의 거
리는 25 ± 2 mm로 한다. 그 밖의 장치의 적합
성 및 시험액의 취급 등에 관해서는 용출시험법
에 따른다.

그림 3-2

(B) 긴 실린더

실린더외전부품의 성계 구조 예

2.2 조작법
규정된 부피의 시험액을 용기에 넣고 시험액의
온도가 32 ± 0.5 ℃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검
체에서 보호 시트를 제거하고 영면테이프 등을
쓰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방출면이 바깥쪽을

향

하도록 실린더에 검체를 고정한다. 필요에 따라
다공성 막을 방출면에 붙일 수 있다. 사용한 막에
관해서는 시험법에 소수성, 친수성의 구별, 공경
등을 분명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실린더를 용출시험장치에 장착하고, 신속하게 규
정된 회전수로 실린더를 회전시킨다. 규정된 간격

피치원직경

으로 또는 규정된 시간에 시험액의 윗면과 실린
더 바닥과의 중간에서 용기 벽으로부터 1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시험액을 채취한다 (주: 시
험액을 여러 번 채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험
에서는 채취된 양과 동일한 부피의 32℃의 시험
액을 보충하든가 또는 시험액의 보충이 필요 없
는 경우에는 계산할 때 부피 변화를 보정한다. 시
험하는 동안에는 용기에 뚜껑을 덮고 적당한 간
격으로 용기 내의 시험액 온도를 확인한다). 규정
숫자는 mm를 표시

된 분석법을 써서 방출한 유효성분의 양을 측정
한다.

그림 3-1

실린더회전부품의 상부구조의 설계
구조 예

3. 세로형 확산셀법
3.1 장치
장치는 두 개의 쳄버로 나누어진 세로형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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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로 구성되고 두 개의 쳄버는 클램프로 고정되

4. 시험액

어 있다. 세로형 확산셀의 예를 그림 4에 나타낸

시험액에는 보통 pH 5 ~ 7의 범위에서 임의의

다. 이들의 셀은 유리, 플라스틱 등의 화학적으로

완충액 (이온강도 0.05 정도)을 쓴다. 필요에 따

불활성이고, 분석을 방해하지 않는 재질을 쓴다.

라 계면활성제를 첨가하거나, pH 또는 이온강도
를 바꾸어도 된다. 검체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물, 물/알코올 혼합액, 유기용매 등을 쓸

얼라인먼트
링크

수 있다. 액량은, 200 mL, 500 mL,

글래스 서포트
클램프

데스크

900 mL로 하지만, 200 mL로 하는 경우에는 특
별한 용기와 미니패들 등을 쓴다.
5. 판정법

시료
컴파트먼트

의약품각조에는 시험액 채취 시간에 있어서 검
체로부터의 방출률에 대한 규격값을 기재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검체의 유효성분의 방출률
이 표 1의 판정기준을 만족할 때 적합하다. L1
또는 L2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L3까지 시
험을 한다. 각 시점의 방출률의 한도는 표시량에

세로형 확산셀
(리셉터 챔버
개구부
직경 15 mm,

리셉터 셀 믹서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한도값은 규정된 각 시
험액 채취 시간에서의 각각의 방출율 값이다. 둘
이상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위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그림 4

세로형 확산 셀의 예

수준
L1

시험
개수
6

3.2 조작법

모든 개개의 방출률이 규정된
범위 내 (한도값 포함)에 있다.
12개 (L1 + L2) 검체의

규정된 부피의 시험액을 미리 회전자를 넣은 리

평균방출률이 범위 내(한도값

셉터 쳄버에 넣고 시험액의 온도를 32 ± 1.0 ℃
으로 유지한다. 필요에 따라 다공성 막을 방출면

판정기준

L2

6

포함)에 있고 개개
검체로부터의 방출률은 규정된

에 붙일 수 있다. 쓴 막에 관해서는 소수성, 친수

범위로부터 표시량의 ±10

성의 구별 및 공경 등을 분명하게 기록할 필요가

%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
24개 (L1 + L2 + L3) 검체의

있다. 검체를 도너 측에 군일하게 설치하고 신속

평균방출률이 범위 내(한도값

하게 일정한 회전수에서 자석식 교반기로 회전자

포함)에 있고 규정된

를 회전시킨다. 규정된 간격으로 또는 규정된 시
간에 시험액을 채취한다. 검액을 채취할 때에는
시험액 속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규정
된 분석법을 써서 시험액 속에 방출한 유효성분
의 양을 측정한다. 그 밖의 검체에 대해서도 같은

L3

12

범위로부터 표시량의 ±10
%를 벗어나는 것이 24개
가운데 2개 이하이고, 또한
규정된 범위로부터 표시량의
20%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

조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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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에서 소모되는 유해용매를 저감화하거나 친환경용매로 대체하는 정책에 따라 무
기질 시험법을 개정하여 유해용매의 사용량을 줄이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으로 묶여있는 시험법을 각각 분리하여 75. 표준품, 76. 시약·시액, 77. 용량분석용표준액,
78. 표준액, 79. 색의 비교액, 80.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81. 계량기·용기, 82. 멸균법 및 무균
조작법 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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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기질시험법

10. 무기질시험법

확인시험

확인시험

1) 플루오르

1) 플루오르

(생략)

(현행과 같음)

2) 플루오르 및 요오드를 제외한 무기질 성분

2) 플루오르 및 요오드를 제외한 무기질 성분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1) 칼슘 다음 방법으로 검액을 만든다.

1) 칼슘 다음 방법으로 검액을 만든다.

제 1 법 이 약을 칼슘(Ca)으로서 약 0.3 g에 해당하는 양 제 1 법 이 약을 칼슘(Ca)으로서 약 0.3 g에 해당하는 양
을 정밀하게 달아 2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

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 15

100 mL, 6 mol/L 염산 25 mL 및 폴리소르베이트80

mL, 6 mol/L 염산 10 mL 및 폴리소르베이트80시액 1

시액 5.0 mL를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가열판 또는

mL를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가열판 또는 증기욕에

증기욕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하여 녹인다. 식힌 다

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하여 녹인다. 식힌 다음 물을

음 그 내용물을 1 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플라스크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

물로 씻는다. 씻은 액을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을 넣

한다. 처음 여액 3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10 mL를

어 정확하게 1 L로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처

취하여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50 mL로

음 여액 3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10 mL를 취하여

하고 이 액 1 mL를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1 mL 및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50 mL로 하고 이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

액 1 mL를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1 mL 및 0.125 mol/L

액으로 한다.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제 2 법

제 2 법

(생략)

(현행과 같음)

제 3 법 이 약을 칼슘(Ca)으로서 약 0.3 g에 해당하는 양 제 3 법 이 약을 칼슘(Ca)으로서 약 0.3 g에 해당하는 양
을 정확하게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을 넣어

을 정확하게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처음 여액 30 mL는 버리고 다음의 10 mL를 취하여

처음 여액 30 mL는 버리고 다음의 10 mL를 취하여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50 mL로 하고, 이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50 mL로 하고, 이

액 1 mL를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1 mL를 넣고 0.125

액 1 mL를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1 mL를 넣고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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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탄산칼슘을 미리 300 ℃에서 3 시간 건조하고 데시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칼슘표준액(1000 μg/mL)을 1

케이타에서 2 시간 식힌 다음 약 1.001ｇ을 정밀하게 달

% 질산으로 희석하여 100 μg/mL로 하여 표준원액

아 1 mol/L 염산 25 mL에 녹인다. 여기에 새로 끓여서

으로 한다. 이 액 1.0, 1.5, 2.0, 2.5, 3.0 mL를 각각

식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여 칼슘표준원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1 mL 및 1 % 질산을 넣어

액으로 한다. 이 액 25 mL를 취하여 0.125 mol/L 염산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칼슘표준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1.5, 2.0,

액 1.0, 1.5, 2.0, 2.5, 3.0 μg/mL).

2.5 및 3.0 mL를 각각 정확하게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염화란탄시액을 1 % 함유하는

1 mL 및 물을 넣어 각각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

1 % 질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

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칼슘표준액 1.0, 1.5, 2.0, 2.5

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

및 3.0 μg/mL).

선을 써서 검액 중 칼슘의 함량을 구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염화란탄시액을 0.1 % 함유하 사용기체： 용해아세틸렌 - 공기
는 0.125 mol/L 염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램프：칼슘중공음극램프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파장 : 422.7 nm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칼슘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 용해아세틸렌 - 산화질소
램프：칼슘중공음극램프
파장 : 422.7 nm
2) 구리(동) 이 약을 구리(Cu)로서 약 20 mg에 해당하는 2) 구리(동) 이 약을 구리(Cu)로서 약 9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

양을 정밀하게 달아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

만, 염화란탄시액은 사용하지 않으며 구리의 최종농도가

만, 염화란탄시액은 사용하지 않으며 구리의 최종농도가

약 2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구리

약 0.9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

1.0 g을 정밀하게 달아 50 % 질산 최소량을 넣어 녹이

자흡광광도용 구리표준액(1000 μg/mL)을 1 % 질산

고 1 % 질산을 넣어 정확하게 1 L로 하여 구리표준원

으로 희석하여 10 μg/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25

이 액 3.0, 6.0, 9.0, 12.0, 15.0 mL를 각각 취하여 1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1.0, 2.0, 4.0, 6.0 및 8.0 mL를 각각 정확하게 취하여

한다(칼슘표준액 0.3, 0.6, 0.9, 1.2, 1.5 μg/mL). 검

물을 넣어 각각 2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

한다(구리표준액 0.5, 1.0, 2.0, 3.0 및 4.0 μg/mL).

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25 mol/L 염산을 대조액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구리의 함량을

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

구한다.

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구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리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구리중공음극램프
파장 : 324.7 nm

램프：구리중공음극램프
파장 : 324.7 nm
3) 마그네슘 이 약을 마그네슘(Mg)으로서 약 0.2 g에 해 3) 마그네슘

이 약을 마그네슘(Mg)으로서 약 0.15 g에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

다. 다만, 마그네슘의 최종농도가 약 20 μg/mL가 되도

한다. 다만, 마그네슘의 최종농도가 약 15 μg/mL가 되

록 하고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도록 하고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화란탄시

1 mL 및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액 1 mL 및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마그네슘 약 100 mｇ을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마그

정밀하게 달아 6 mol/L 염산 50 mL를 넣어 녹이고 물

네슘표준액(1000 μg/mL)을 1 % 질산으로 희석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여 마그네슘표준원액

10 μg/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0.5,

으로 한다. 이 액에 0.125 mol/L 염산을 넣어 마그네슘

1.0, 1.5, 2.0, 2.5 mL를 각각 취하여 염화란탄시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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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가 약 20 μg/mL가 되도록 하고 이 액 1.0,

mL 및 1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

1.5, 2.0, 2.5 및 3.0 mL를 각각 정확하게 취하여 염화

준액으로 한다(마그네슘표준액 0.05, 0.1, 0.15, 0.2,

란탄시액 1 mL 및 0.125 mol/L 염산을 넣어 각각 정

0.25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염화란탄시액

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마

을 1 % 함유하는 1 % 질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

그네슘표준액 0.2, 0.3, 0.4, 0.5 및 0.6 μg/mL). 검액

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염화란탄시액을 0.1% 함유하는

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마그네슘의 함량을

0.125 mol/L 염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

구한다.

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마그네슘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마그네슘중공음극램프
파장 : 285.2 nm

램프：마그네슘중공음극램프
파장 : 285.2 nm
4) 망간

이 약을 망간(Mn)으로서 약 5 mg에 해당하는 4) 망간

이 약을 망간(Mn)으로서 약 3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

양을 정밀하게 달아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

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망간의 최종농도가

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망간의 최종농도가

약 1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망간

약 0.3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

약 1.0ｇ을 정밀하게 달아 질산 20 mL를 넣어 녹이고

자흡광광도용 망간표준액(1000 μg/mL)을 1 % 질산

6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망간표

으로 희석하여 10 μg/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액 1.0, 2.0, 3.0, 4.0, 5.0 mL를 각각 취하여 1 %

0.125 mol/L 염산을 넣어 각각 정확하게 100 mL로 하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

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망간표준액 0.5, 0.75,

다(망간표준액 0.1, 0.2, 0.3, 0.4, 0.5 μg/mL). 검액

1.0, 1.5 및 2.0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0.125 mol/L 염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

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

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망간의 함량을 구

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망간의 함량을 구한다.

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망간중공음극램프

램프：망간중공음극램프

파장 : 279.5 nm
5) 몰리브덴

파장 : 279.5 nm
5) 몰리브덴

제 1 법 이 약을 몰리브덴(Mo)으로서 약 1 mg에 해당하 제 1 법 이 약을 몰리브덴(Mo)으로서 약 1 mg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충분한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충분한

양의 물을 넣어 녹이고 6 mol/L 염산 50 mL 및 폴리소

양의 물을 넣어 녹이고 6 mol/L 염산 50 mL 및 폴리소

르베이트80시액 5 mL를 넣는다. 가열판 또는 증기욕에

르베이트80시액 5 mL를 넣는다. 가열판 또는 증기욕에

서 가끔 흔들어 섞으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가열한다.

서 가끔 흔들어 섞으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가열한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그 내용물을 100 mL 용량플라스크

실온으로 식힌 다음 그 내용물을 100 mL 용량플라스크

에 옮기고 물로 플라스크를 씻는다. 씻은 액을 플라스크

에 옮기고 물로 플라스크를 씻는다. 씻은 액을 플라스크

에 옮기고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에 옮기고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로 하여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처음 여액 30 mL는 버

로 하여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처음 여액 30 mL는 버

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몰리브덴 1.0 ｇ

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을 정밀하게 달아 질산 5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

몰리브덴표준액(1000 μg/mL)을 1 % 질산으로 희석

여 녹인다.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 L로 한다.

하여 100 μg/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5,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25 mL를 각각 취하여 1 % 질산을 넣어 100 mL

100 mL로 하고 이 액 2.0, 10.0 및 25.0 mL를 각각

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몰리브덴표준액 5,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의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은

10, 25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

다음 과염소산 5 mL를 넣고 15 분간 가볍게 끓인다. 실

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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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으로 식힌 다음 염화암모늄용액(1 → 50)을 넣어 각

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각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중 몰리브덴의 함량을 구한다.

(몰리브덴표준액 5.0, 10.0 및 25.0 μg/mL). 검액 및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산화질소
표준액을 가지고 염화암모늄용액(1 → 50)․과염소산 혼 램프：몰리브덴중공음극램프
합액(20：1)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 파장 : 313 nm
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몰리브덴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산화질소
램프：몰리브덴중공음극램프
파장 : 313 nm
제 2 법 이 약을 몰리브덴(Mo)으로서 약 40 μg에 해당하 제 2 법 이 약을 몰리브덴(Mo)으로서 약 40 μg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200 mL 비커에 넣고 질산 20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200 mL 비커에 넣고 질산 20

mL를 넣어 시계접시를 덮은 다음 가열기 위에서 서서히

mL를 넣어 시계접시를 덮은 다음 가열기 위에서 45분간

끊인다. 식힌 다음 과염소산 60 mL를 넣어 다시 시계접

서서히 끊인다. 식힌 다음 과염소산 6 mL를 넣어 다시

시를 덮고 액의 색이 연한 노란색이거나 무색이 될 때까

시계접시를 덮고 액의 색이 연한 노란색이거나 흰색이

지 계속하여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과 과염소산을 더

될 때까지 계속하여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과 과염소

넣어 분해시킨다. 이 액을 날려보내고 물로 비커 기벽과

산을 더 넣어 분해시킨다. 이 액을 날려보내고 물로 비커

시계접시를 씻는다. 씻은 액에 물을 넣어 약 50 mL로 하

기벽과 시계접시를 씻는다. 씻은 액에 물을 넣어 약 50

고 2˜3분간 가열한 다음 실온으로 식힌다. 여기에 메틸

mL로 하고 2˜3분간 가열한 다음 실온으로 식힌다. 여

오렌지시액 2방울을 넣고 수산화암모늄용액(1 → 2)을

기에 메틸오렌지시액 2방울을 넣고 수산화암모늄용액

넣어 중화시킨 다음 염산 8 mL를 넣는다. 이 액을 100

(1 → 2)을 넣어 중화시킨 다음 염산 8 mL를 넣는다. 이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비커를 물로 씻는다. 씻은 액

액 및 비커를 물로 씻은 액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을 각각의 플라스크에 옮기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옮기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흔들어 섞는

mL로 하고 흔들어 섞는다. 이 액 50 mL를 정확하게 취

다. 이 액 5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분액깔대기에 옮기

하여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플루오르화나트륨 포화용액

고 플루오르화나트륨 포화용액 1 mL, 황산제일철용액

1 mL, 황산제일철용액0.5 mL, 티오시안산칼륨용액(1

0.5 mL, 티오시안산칼륨용액(1 → 5) 4 mL, 20% 염화

→ 5) 4 mL, 20% 염화주석시액 1.5 mL 및 이소아밀알

주석시액 1.5 mL 및 이소아밀알코올 15 mL를 넣어 1분

코올 15 mL를 넣어 1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하여

간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물층은 버

층을 분리한다. 물층은 버리고 묽은염화주석시액 25 mL

리고 묽은염화주석시액 25 mL를 분액깔대기에 넣고 15

를 분액깔대기에 넣고 15초간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초간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하고 층을 분리하여

방치하고 층을 분리하여 물층은 버린다. 유기용매층을

물층은 버린다. 유기용매층을 원심분리관에 넣고 2000

원심분리관에 넣고 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취하

다음 위의 맑은 액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몰리브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몰리브덴산암모늄사수화물 약

덴산암모늄사수화물 약 92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

92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0

어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하고 이 액 20 mL를 정확

mL로 하고 이 액 2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몰리브덴

으로 한다(몰리브덴표준액 20 μg/mL). 이 액 2 mL를

표준원액 20 μg/mL).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정확하게 취하여 200 mL 비커에 넣고 검액과 같은 방법

200 mL 비커에 넣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조

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

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이소

고 이소아밀알코올을 대조액으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

아밀알코올을 대조액으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46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

법에 따라 파장 46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 를 측정

를 측정한다

한다
몰리브덴(Mo)의 양(mg)

몰리브덴(Mo)의 양(mg)

T

= 표준품(몰리브덴으로서)의 양(mg)×  × 
S 

= 표준품(몰리브덴으로서)의 양(mg)×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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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루오르

6) 플루오르

제 1 법

제 1 법

(생략)

(현행과 같음)

제 2 법

제 2 법

(생략)

(현행과 같음)

7) 셀레늄 ※주의：금속셀레늄은 독성이 있으므로 주의하 7) 셀레늄 ※주의：금속셀레늄은 독성이 있으므로 주의하
여 시험한다.

여 시험한다.

제 1 법 이 약을 셀레늄(Se)으로서 약 0.1 mg에 해당하 제 1 법 이 약을 셀레늄(Se)으로서 약 0.5 mg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약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약

12 mL를 넣어 흔들어 섞어 완전히 녹인다. 계속하여 약

12 mL를 넣어 흔들어 섞어 완전히 녹인다. 계속하여 약

15 분간 서서히 끊이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과염소산 8

15 분간 서서히 끊이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과염소산 8

0 mL를 넣고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다. 이 조작

mL를 넣고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다. 이 조작을

을 연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되풀이하고 실온으로

연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되풀이하고 실온으로 식

식힌다. 이 액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염화암

힌다. 이 액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염화암모

모늄용액(1 → 50) 으로 비커를 씻고 씻은 액 및 염화

늄용액(1 → 50) 으로 비커를 씻고 씻은 액 및 염화암

암모늄용액(1 → 50)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모늄용액(1 → 50)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

검액으로 한다. 따로 셀레늄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액으로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셀레늄표준액(1000

질산 최소량을 넣어 녹이고 날려보낸다. 이어서 물 2 m

μg/mL)을 1 % 질산으로 희석하여 100 μg/mL로 하

L를 넣고 증발건조한다. 이 조작을 3회 되풀이한 다음

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5, 10, 15 mL를 각각 취

3 mol/L 염산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 L로 하고 흔들어

하여 1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

섞어 셀레늄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

액으로 한다(셀레늄표준액 5, 10, 15 μg/mL). 검액

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5, 10 및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3개의 100 mL 용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

량플라스크에 각각 넣고 과염소산 5 mL씩을 넣어 15

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셀레늄의 함량을

분간 가볍게 끊이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염화암모늄용

구한다.

액(1 → 5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량선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용 표준액으로 한다(셀레늄표준액 5.0, 10.0 및 25.0 μ 램프：셀레늄중공음극램프
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염화암모늄용액(1 → 파장 : 196 nm
50)․과염소산 혼합액(20：1)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
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셀레늄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셀레늄중공음극램프
파장 : 196 nm
제 2 법 이 약을 셀레늄(Se)으로서 약 0.1 mg에 해당하는 제 2 법 이 약을 셀레늄(Se)으로서 약 0.02 mg에 해당하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10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10

mL를 넣어 가열판 위에서 서서히 가열한다. 처음에 넣은

mL를 넣어 가열판 위에서 서서히 가열한다. 처음에 넣은

질산의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가열한 다음 과

질산의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가열한 다음 과

염소산 3 mL를 주의하면서 넣는다. 과염소산의 반응이

염소산 3 mL를 주의하면서 넣는다. 과염소산의 반응이

격렬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주의한다. 과염소산의

격렬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주의한다. 과염소산의

흰색 연기가 나타나거나 분해물이 흑색으로 변하기 시작

흰색 연기가 나타나거나 분해물이 흑색으로 변하기 시작

할 때까지 계속하여 가열한다. 여기에 질산 0.5 mL를 넣

할 때까지 계속하여 가열한다. 여기에 질산 0.5 mL를 넣

고 다시 가열한다. 분해물이 흑색일 때에는 질산 0.5 mL

고 다시 가열한다. 분해물이 흑색일 때에는 질산 0.5 mL

를 되풀이하여 넣어 가열한다. 과염소산 연기가 처음 나

를 되풀이하여 넣어 가열한다. 과염소산 연기가 처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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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다음 약 10분간 가열하거나 또는 분해물이 무색으

타난 다음 약 10분간 가열하거나 또는 분해물이 무색으

로 될 때까지 가열한다. 플라스크를 식히고 염산용액 2.5

로 될 때까지 가열한다. 플라스크를 식히고 염산용액 2.5

mL를 넣은 다음 잔류되어 있는 질산을 다시 가열판 위에

mL를 넣은 다음 잔류되어 있는 질산을 다시 가열판 위에

서 날려보낸다. 끓기 시작할 때부터 3 분간 가열한다. 실

서 날려보낸다. 끓기 시작할 때부터 3 분간 가열한다. 실

온으로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약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온으로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약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제1법의 표준원액을 가지고 0.125 mol/L 염

한다. 따로 제1법의 표준원액을 가지고 0.125 mol/L 염

산을 넣어 셀레늄의 농도를 2.0 μg/mL로 한다. 이 액

산을 넣어 셀레늄의 농도를 2.0 μg/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유리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옮기고 과염소산

10 mL를 유리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옮기고 과염소산

1 mL, 희석시킨 염산(1 → 10) 1 mL 및 물을 넣어 약

1 mL, 희석시킨 염산(1 → 10) 1 mL 및 물을 넣어 약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과염소산 1 mL, 희석시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과염소산 1 mL, 희석시

킨 염산(1 → 10) 1 mL 및 물을 넣어 약 20 mL로 하여

킨 염산(1 → 10) 1 mL 및 물을 넣어 약 20 mL로 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공시험액에 시액

공시험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공시험액에 시액

(1) 5 mL를 넣고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암모

(1) 5 mL를 넣고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암모

늄용액(1 → 2) 을 넣어 pH를 1.1 ± 0.1로 맞춘다. 여기

늄용액(1 → 2) 을 넣어 pH를 1.1 ± 0.1로 맞춘다. 여기

에 시액 (2) 5 mL를 각각 넣어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에 시액 (2) 5 mL를 각각 넣어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50 ℃의 수욕에서 차광하여 30 분간 방치한다. 실온으로

50 ℃의 수욕에서 차광하여 30 분간 방치한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시클로헥산 10 mL를 넣

식힌 다음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시클로헥산 10 mL를 넣

어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물층은 버린다. 시클로헥산

어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물층은 버린다. 시클로헥산

층을 취하여 원심분리관에 넣고 1000 rpm으로 1 분간

층을 취하여 원심분리관에 넣고 1000 rpm으로 1 분간

원심분리하여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한다. 검액 및 표준액

원심분리하여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한다. 검액 및 표준액

을 가지고 공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을 가지고 공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정법에 따라 파장 380 nm 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

정법에 따라 파장 380 nm 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

한다.

한다.
셀레늄(Se)의 양(mg)

셀레늄(Se)의 양(mg)

T

= 표준품의(셀레늄으로서)의 양(mg)×  × 
S 

T

= 표준품의(셀레늄으로서)의 양(mg)× 

S

◦ 시액 (1)：에데트산나트륨 4.5 ｇ에 물 400 mL를 넣 ◦ 시액 (1)：에데트산나트륨 4.5 ｇ에 물 400 mL를 넣
어 녹이고 염산히드록실아민 12.5 ｇ을 넣은 다음 물을

어 녹이고 염산히드록실아민 12.5 ｇ을 넣은 다음 물을

넣어 500 mL로 한다.

넣어 500 mL로 한다.

◦ 시액 (2)：2, 3-디아미노나프탈렌 0.2 g을 250 mL ◦ 시액 (2)：2, 3-디아미노나프탈렌 0.2 g을 250 mL
분액깔대기에 넣고 0.1 mol/L 염산 200 mL를 넣어 녹

분액깔대기에 넣고 0.1 mol/L 염산 200 mL를 넣어 녹

이고 시클로헥산 40 mL씩으로 3 회 씻고 시클로헥산층

이고 시클로헥산 40 mL씩으로 3 회 씻고 시클로헥산층

은 버리고 남은 액을 여과한다. 여액을 갈색병에 보관하

은 버리고 남은 액을 여과한다. 여액을 갈색병에 보관하

고 시클로헥산을 1 cm 두께로 덮는다. 이 액은 냉장보

고 시클로헥산을 1 cm 두께로 덮는다. 이 액은 냉장보

관하며 약 1 주일간 안정하다.

관하며 약 1 주일간 안정하다.

8) 아연 이 약을 아연(Zn)으로서 약 0.2 g에 해당하는 양 8) 아연

이 약을 아연(Zn)으로서 약 45 mg에 해당하는

을 정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는다. 여기에 충

양을 정밀하게 달아 1 L 용량플라스크에 넣는다. 여기

분한 양의 물을 넣어 녹이고 6 mol/L 염산 25 mL 및

에 충분한 양의 물을 넣어 녹이고 6 mol/L 염산 25 mL

폴리소르베이트80시액 5 mL를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

및 폴리소르베이트80시액 5 mL를 넣어 완전히 녹을 때

지 가열기 또는 증기욕상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하

까지 가열기 또는 증기욕상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

여 녹인다. 식힌 다음 그 내용물을 1 L 용량플라스크에

하여 녹인다.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

옮기고 플라스크를 물로 씻고, 씻은 액 및 물을 넣어 정

로 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처음 여액 30 mL

확하게 1000 mL로 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는 버리고 다음 여액 1 mL를 취하여 0.125 mol/L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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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여액 3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적당량을 취하여

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0.125 mol/L 염산을 넣어 아연의 최종농도가 2.0 μ

로 원자흡광광도용 아연표준액(1000 μg/mL)을 1 %

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산화아연 약

질산으로 희석하여 10 μg/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0.311 g을 정밀하게 달아 5 mol/L 염산 80 mL를 넣고

한다. 이 액 1.5, 3.0, 4.5, 6.0, 7.5 mL를 각각 취하여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인 다음 식힌다. 여기에 적당량의

1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

물을 넣고 흔들어 섞어 아연의 최종농도가 약 100 μ

로 한다(아연표준액 0.15, 0.30, 0.45, 0.60, 0.75 μ

g/mL가 되도록 하여 아연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적

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을 대조액으

당량에 0.125 mol/L 염산을 넣어 아연의 최종농도가

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약 50 μg/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1, 2, 3, 4 및 5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아연

mL를 각각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의 100 mL 용량플라

의 함량을 구한다.

스크에 옮기고 0.125 mol/L 염산을 넣어 각각의 100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mL로 한 다음 흔들어 섞어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 램프：아연중공음극램프
(아연표준액 0.5, 1.0, 1.5, 2.0 및 2.5 μg/mL). 검액 파장 : 213.8 nm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25 mol/L 염산을 대조액으로하
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
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아연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아연중공음극램프
파장 : 213.8 nm
9) 요오드

9) 요오드

(생략)

(현행과 같음)

10) 인 이 약을 인(P)으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10) 인 이 약을 인(P)으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25 mL를 넣

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25 mL를 넣

어 가열판에서 약 30 분간 가열한 다음 염산 15 mL를 넣

어 가열판에서 약 30 분간 가열한 다음 염산 15 mL를 넣

고 갈색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플라

고 갈색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플라

스크의 내용물을 소량의 물을 넣어 50 mL 용량플라스크

스크의 내용물을 소량의 물을 넣어 50 mL 용량플라스크

에 옮기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고 흔들어 섞

에 옮기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고 흔들어 섞

는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

는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고 흔들어 섞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

게 100 mL로 하고 흔들어 섞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

리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인

리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인

산이수소칼륨일수화물 4.395 ｇ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산이수소칼륨일수화물 4.395 ｇ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진한 황산 6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1

넣어 녹인 다음 진한 황산 6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1

L로 하여 인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을 물로 희석하여

L로 하여 인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을 물로 희석하여

인의 최종농도를 20 μg/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3

인의 최종농도를 20 μg/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3

개의 용량플라스크에 검액, 표준액 및 물 각각 5 mL씩을

개의 용량플라스크에 검액, 표준액 및 물 각각 5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히드로퀴논시

정확하게 취하여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히드로퀴논시

액 및 아황산수소나트륨용액(1 → 5) 1 mL씩을 각각 넣

액 및 아황산수소나트륨용액(1 → 5) 1 mL씩을 각각 넣

어 흔들어 섞는다. 여기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어 흔들어 섞는다. 여기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 다음 30 분간 방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공

한 다음 30 분간 방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공

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650 nm 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파장 650 nm 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인(P)의 양(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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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표준품(인으로서)의 양(mg) ×  × 


S

T

= 표준품(인으로서)의 양(mg) × 

S

11) 철 이 약을 철(Fe)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11) 철 이 약을 철(Fe)로서 약 3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정밀하게 달아 사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칼슘의 검액

밀하게 달아 사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칼슘의 검액과

과 같이 조작한다. 다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않으

같이 조작한다. 다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며 철의 최종농도가 5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철의 최종농도가 1.5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철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6 mol/L 염산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철표준액(1000 μg/mL)

25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을 1 % 질산으로 희석하여 100 μg/mL로 하여 표준

하여 철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2, 4, 5 및 8 mL를 정

원액으로 한다. 이 액 0.5, 1.0, 1.5, 2.0, 2.5 mL를 각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

각 취하여 1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용

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철표준액 2.0, 4.0, 5.0, 6.0

표준액으로 한다(철표준액 0.5, 1.0, 1.5, 2.0, 2.5 μ

및 8.0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25

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을 대조액으

mol/L 염산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

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철의

량선을 써서 검액 중 철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철중공음극램프

램프：철중공음극램프

파장 : 248.3 nm

파장 : 248.3 nm

12) 칼륨

이 약을 칼륨(K)으로서 약 0.2 g에 해당하는 12) 칼륨 이 약을 칼륨(K)으로서 약 0.12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사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칼슘의

양을 정밀하게 달아 사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칼륨의 최종농도가 1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

않으며 칼륨의 최종농도가 0.6 μg/mL가 되도록 하여

액으로 한다. 따로 미리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고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칼륨표준액(1000

식힌 염화칼륨 약 0.1907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μg/mL)을 1 % 질산으로 희석하여 10 μg/mL로 하

녹여 정확하게 1 L로 한다. 이 액을 0.125 mol/L 염산

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2.0, 4.0, 6.0, 8.0, 10.0

을 써서 칼륨의 최종농도가 10 μg/mL가 되도록 하고

mL를 각각 취하여 1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이 액 5, 10, 15, 20 및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칼륨표준액 0.2, 0.4, 0.6,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

0.8, 1.0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

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칼륨표준액 0.5, 1.0, 1.5,

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

2.0 및 2.5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

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

검액 중 칼륨의 함량을 구한다.

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중 칼륨의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칼륨중공음극램프
파장 : 766.5 nm

램프：칼륨중공음극램프
파장 : 766.5 nm
13) 크롬 이 약을 크롬(Cr)으로서 약 0.2 mg에 해당하는 13) 크롬 이 약을 크롬(Cr)으로서 약 0.2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자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칼슘의

양을 정밀하게 달아 자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칼슘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다만, 염화란탄시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크롬의 최종농도가 약 2 μg/mL가 되도록 하여

않으며 크롬의 최종농도가 약 2 μg/mL가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크롬산칼륨을 120 ℃에서 4 시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크롬표준액(1000

간 건조하고 식힌 다음 약 2.829ｇ을 정밀하게 달아 물

μg/mL)을 1 % 질산으로 희석하여 100 μg/mL로 하

을 넣어 녹여 크롬의 농도가 1000 μg/mL가 되도록 하

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0, 2.0, 3.0, 4.0 mL를

여 크롬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

각각 취하여 1 % 질산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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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6 mol/L 염산 50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1 L

용 표준액으로 한다(크롬표준액 1.0, 2.0, 3.0, 4.0 μ

로 한 다음 이 액 10 및 2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 % 질산을 대조액으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따

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로 10 mL 및 20 mL를 정확하게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칼륨

취하여

0.125

mol/L 염산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각각 검량

의 농도를 구하여 정량한다.

선용 표준액으로 한다(크롬표준액 1.0, 2.0, 3.0 및 4.0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μg/mL).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25 mol/L 염산 램프：크롬중공음극램프
을 대조액으로하여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 파장 : 357.9 nm
라 시험하여 표준액의 흡광도에서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 중 칼륨의 농도를 구하여 정량한다.
사용기체：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크롬중공음극램프
파장 : 357.9 nm
시액

시액

1) 시트르산나트륨시액 : 시트르산나트륨 222 ｇ에 물 1) 시트르산나트륨시액 : 시트르산나트륨 222 ｇ에 물
250 mL를 넣어 녹이고 과염소산 28 mL 및 물을 넣어

250 mL를 넣어 녹이고 과염소산 28 mL 및 물을 넣어

녹여 1 L로 한다.

녹여 1 L로 한다.

2)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 몰리브덴산암모늄 12.5 ｇ에 2)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 몰리브덴산암모늄 12.5 ｇ에
물 150 mL를 넣어 녹이고 황산용액 100 mL를 넣어

물 150 mL를 넣어 녹이고 황산용액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는다.

흔들어 섞는다.

3) 플루오르화나트륨 포화용액 : 플루오르화나트륨 약 10 3) 플루오르화나트륨 포화용액 : 플루오르화나트륨 약 10
ｇ에 물 200 mL를 넣고 포화용액이 될 때까지 흔들어

ｇ에 물 200 mL를 넣고 포화용액이 될 때까지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폴리에틸렌용기에 보관한다.

섞은 다음 여과한다. 폴리에틸렌용기에 보관한다.

4) 브롬수 : 브롬 약 20 mL를 유리마개가 달린 병에 넣고 4) 브롬수 : 브롬 약 20 mL를 유리마개가 달린 병에 넣고
물 100 mL를 넣는다. 마개를 닫고 흔들어 섞는다. 30

물 100 mL를 넣는다. 마개를 닫고 흔들어 섞는다. 30

분간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쓴다.

분간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쓴다.

5) 20 % 염화주석시액 : 염화주석 40 ｇ에 염산․물혼합액 5) 20 % 염화주석시액 : 염화주석 40 ｇ에 염산․물혼합액
(1：1.85) 20 mL를 넣고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1：1.85) 20 mL를 넣고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6) 묽은염화주석시액 : 20 % 염화주석용액 4 mL에 물을 6) 묽은염화주석시액 : 20 % 염화주석용액 4 mL에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쓸 때 만든다.

넣어 100 mL로 한다. 쓸 때 만든다.

7) 염화란탄시액 : 염화란탄육수화물 26.7 ｇ에 0.125 7) 염화란탄시액 : 염화란탄칠수화물 26.7 ｇ에 0.125
mol/L 염산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mol/L 염산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8) 3 mol/L 아세트산나트륨시액 : 아세트산나트륨 408 8) 3 mol/L 아세트산나트륨시액 : 아세트산나트륨 408
ｇ에 물 약 600 mL를 넣어 녹이고 실온에서 방치한 다

ｇ에 물 약 600 mL를 넣어 녹이고 실온에서 방치한 다

음 물을 넣어 1 L로 하여 흔들어 섞고 아세트산 2 ~ 3

음 물을 넣어 1 L로 하여 흔들어 섞고 아세트산 2 ~ 3

방울을 넣어 pH 7.0으로 조정한다.

방울을 넣어 pH 7.0으로 조정한다.

9) 폴리소르베이트80시액：폴리소르베이트80 100 mL에 9) 폴리소르베이트80시액：폴리소르베이트80 100 mL에
에탄올을 넣어 1 L로 한다.

에탄올을 넣어 1 L로 한다.

10) 황산제일철용액 : 황산제일철수화물 0.498 g에 물을 10) 황산제일철용액 : 황산제일철수화물 0.498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11) 황산용액 : 물 100 mL에 진한 황산 37.5 mL를 주의 11) 황산용액 : 물 100 mL에 진한 황산 37.5 mL를 주의
하면서 넣어 흔들어 섞는다.

하면서 넣어 흔들어 섞는다.

12) 히드로퀴논시액 : 히드로퀴논 0.5ｇ에 물 100 mL를 12) 히드로퀴논시액 : 히드로퀴논 0.5ｇ에 물 100 mL를
넣어 녹이고 황산 1 방울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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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75. 표준품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76. 시약·시액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77. 용량분석용표준액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78. 표준액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79. 색의 비교액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80.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81. 계량기·용기

(생 략)

(생 략)

75.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82.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생 략)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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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1부 신설(안) - 의견수렴용
국내 의약품의 유통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처방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나테글리니드 등 20 품목에 대한 의약품 각조 신설(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의약품각조의 규격에 대하
여 제약업계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2) 유연물질

나테글리니드

이 약 0.25 g을 아세토니트릴 20 mL

에 녹인다. 이 액 4 mL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Nateglinide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5 mL에 이동
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 2 mL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
의 나테글리니드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C19H27NO3 : 317.42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N-[trans-4-(1-Methylethyl)cyclohexanecarbonyl

조작조건에 따른다.

]-D-phenylalanine [105816-04-4]

시스템적합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나테글리니드

(C19H27NO3 : 317.42) 98.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탄올과 에탄올(99.5)에 잘 녹으며 아세토
니트릴에 조금 녹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에 녹는다.
이 약은 결정형이 있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의 메탄올

용액(1 → 1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
약 이 약과 표준품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으면 각각
재결정하여 결정을 여과하고 건조하여 그 결정으로
측정한다.
비선광도


D : +36.5 ∼ +40.0° (건조한 다음

0.2 g,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 20 mL, 100 mm).
순도시험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나테글리니드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1.2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나테글리니드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나테글리니드의 유
지시간의 약 4 배의 범위
건조감량 0.2 % 이하 (1 g, 105 ℃, 2 시간)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

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나테글리니드표준품
을 건조하여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에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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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QT 및 QS를 구한다.

라 매 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후
정해진 시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나테글리니드 (C19H27NO3)의 양 (mg)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

T
= 나테글리니드표준품 취한 양 (mg) ×  × 2
S

액 5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나테글리니드

(C19H27NO3) 약 33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용액 (1

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500)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을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여

조작조건

약 33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정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험하여 각 액의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 AT 및 AS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시액에 인산

를 측정한다. 이 약의 30 mg 정제의 45 분간의 용

을 넣어 pH를 2.5으로 조정한다. 이 액 550 mL에

출률 및 90 mg 정제의 30 분간의 용출률은 각각

아세토니트릴 450 mL를 넣는다.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유

량 : 나테글리니드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
나테글리니드 (C19H27NO3)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도록 조정한다.

(%)

시스템적합성

=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의 양(mg) ×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T

′
×  ×  × 90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나테글리니드의 순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9 이상이다.

S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C : 1 정 중 나테글리니드 (C19H27NO3)의 표시량

크면적에 대한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

(mg)

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조작조건
저 장 법 밀폐용기

정량법의 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나테글리니드 정
Nateglinid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6.0 ∼ 104.0 %에 해당
하는 나테글리니드 (C19H27NO3 : 317.42)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나테글리니드｣를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나테글

리니드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20 mL
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할 때 파장 246 ∼ 250 nm, 251 ∼ 255 nm, 257
∼ 261 nm 및 262 ∼ 26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
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2 액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

건으로 조작할 때 나테글리니드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8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나테글리니드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
을 가지고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시액에 인산
을 넣어 pH 2.5로 맞춘 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어 붕해시키고 초음파 처리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
시킨다. 내부표준액 3V/50 mL를 정확하게 넣고 아
세토니트릴 3V/5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어
1 mL 중에 나테글리니드 (C19H27NO3) 약 0.6 mg
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V
mL로 한다. 이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
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는 버리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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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액 8 mL에 이동상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을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여 그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
토니트릴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6

1 정 중 나테글리니드 (C19H27NO3)의 양 (mg)

T



=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의 양 (mg) ×  × 
S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3 mL를 정확하
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내부표준액

8 mL에 이동상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액 (3 → 125)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조작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

칼

비 QT 및 QS를 구한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아세토니트릴용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나테글리니드 (C19H27NO3)의 양 (mg)

T

= 나테글리니드표준품의 양 (mg) ×  × 
S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시액에 인산
을 넣어 pH를 2.5으로 조정한다. 이 액 550 mL에
아세토니트릴 450 mL를 넣는다.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아세토니트릴용

유

량 : 나테글리니드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

액(1 → 250)

도록 조정한다.

조작조건

시스템적합성

정량법의 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적합성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나테글리니드 피크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9 이상이다.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나테글리니드의 순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9 이상이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
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크면적에 대한 나테글리니드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
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정 량 법

저 장 법 기밀용기

이 약 20 정을 취하여 0.05 mol/L 인산이

수소나트륨시액 V/5 mL를 넣고 인산을 넣어 pH를
2.5로 조정하고 흔들어 섞어 붕해시키고 초음파 처

라베탈롤염산염

리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시킨다. 아세토니트릴 V/2

Labetalol Hydrochloride

mL 및 내부표준액을 정확하게 V/10 mL를 넣고 10
분간

흔들어

섞는다.

1

mL

중에

나테글리니드

(C19H27NO3) 약 6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아
세토니트릴을 넣어 V mL로 한다. 이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여 처음 여
액 5 mL를 버리고 다음 여액 4 mL에 이동상을 넣
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리 105 ℃
에서 2 시간 건조한 나테글리니드표준품 60 m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넣은

및 거울상이성질체

다음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10 mL로 한다. 이 액 4
mL에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염산라베탈롤

C19H24N2O3·HCl : 364.87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2-Hydroxy-5-{(1RS)-1-hydroxy-2-[(1RS)-1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나테글리니드의 피

-methyl-3-phenylpropylamino]ethyl}benzamide

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monohydrochloride
2-Hydroxy-5-{(1RS)-1-hydroxy-2-[(1S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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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3-phenylpropylamino]ethyl}benzamide

칼럼온도 : 290 ℃ 부근의 일정온도

monohydrochloride [32780-64-6].

검체도입부온도 : 350 ℃ 부근의 일정온도
검출기온도 : 350 ℃ 부근의 일정온도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라베탈롤염산염
(C19H24N2O3·HCl : 364.87) 98.5 ∼ 101.0 %를 함

운반기체 : 헬륨

유한다.

유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

량 : 라베탈롤의 2 개의 피크 중 먼저 유출하는

피크의 유지시간이 약 9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탄올에 잘 녹으며 물과 에탄올(99.5)에 조금 녹는다.

시스템의 성능 : 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이 약은 0.05 mol/L 황산시액에 녹는다.
융점 : 약 270 ℃ (분해)

로 조작할 때 두 라베탈롤 피크의 분리도는 1.5 이

확인시험 1) 이 약 및 라베탈롤염산염표준품의 0.05

상이다.

mol/L 황산시액용액(1 → 20000)을 가지고 자외가

시스템의 재현성 : 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라베탈롤의 유지시간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이 작은 피크면적에 대한 유지시간이 큰 피크면적비

2) 이 약 및 라베탈롤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부스펙트럼측정법의 염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건조감량 0.2 % 이하 (1 g, 105 ℃, 3 시간)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열잔분 0.1 % 이하 (1 g)

3) 이 약의 수용액(1 → 5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정 량 법

2)를 나타낸다.
pH

아

이 약 0.5 g을 물 50 mL에 녹인 액의 pH는 4.0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3 g을 정밀하게 달

아세트산탈수물·아세트산(100)혼합액(7

:

3)

100 mL에 녹여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 5.0이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20 ppm 이하).
2) 유연물질

0.1 mol/L 과염소산 1 mL
= 36.49 mg C19H24N2O3·HCl

이 약 0.8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

저 장 법 기밀용기

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

라푸티딘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2-프로판

Lafutidine

올·물·암모니아수(28)혼합액(25 : 15 : 8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이것을 요오드증기 중에서 30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2
개 이하이고,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

및 거울상이성질체

다.
이성체비

이 약 5 mg을 정밀하게 달아 n-부틸보론산

의 무수피리딘용액(3 → 250) 0.7 mL에 녹이고 20

C22H29N3O4S : 431.55

분간 방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 μL를 가지고

2-[(RS)-Furan-2-ylmethylsulfinyl]-N-{4-[4-

다음 조작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piperidin-1-ylmethyl)pyridin-2-yl]

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

but-2-en-1-yl}acetamide [206449-93-6]

할 때 인접한 두 피크 Aa와 Ab의 피크면적의 비 Ab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oxy-(2Z)
때

라푸티딘

/ (Aa + Ab)는 0.45 ∼ 0.55이다.

(C22H29N3O4S : 431.55) 99.0 ∼ 101.0 %를 함유한

조작조건

다.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성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25 m인 모

세관칼럼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메틸실리콘을 5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성 가루이
다.
이 약은 아세트산(100)에 잘 녹고 메탄올에 녹고 에

μm의 두께로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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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99.5)에 조금 녹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라푸티딘표준품의 메탄올용액(1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3 g을 정밀하게 달아

→ 2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아세트산(100)에 녹인 다음에 0.1 mol/L 과염소산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

흡수를 나타낸다.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2) 이 약 및 라푸티딘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0.1 mol/L 과염소산 1 mL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 21.58 mg C22H29N3O4S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저 장 법 기밀용기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2)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1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라푸티딘 정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Lafutidine Tablets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라푸티딘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85의 피크
면적은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의 3/10 보다 크
지 않다. 검액의 라푸티딘 및 위 피크 이외의 피크면
적은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의 1/10 보다 크지
않다. 또한 검액의 라푸티딘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의 2/5 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0.87 g을 묽은 인산(1
→ 1000)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850 mL
에 아세토니트릴 150 mL를 넣는다.
유

량 : 라푸티딘의 유지시간이 약 1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측정범위 : 라푸티딘의 유지시간의 약 6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5 μL에서
얻은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
크면적의 3.5 ∼ 6.5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라푸티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
는 각각 8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0.5 % 이하 (1 g, 감압·0.67 kPa 이하, 산

화인(V), 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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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
당하는 라푸티딘 (C22H29N3O4S : 431.55)을 함유한
다.
제

법

이 약은 ｢라푸티딘｣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라푸티딘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5 mL
에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자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1 ∼ 275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 10 정을 취하여 이동상

4V/5 mL를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붕해시키고 30 분
이상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1 mL 중에 라푸티딘
(C22H29N3O4S) 약 1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이
동상을 넣어 V mL로 한다. 이 액을 원심분리하여 위
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
액의 라푸티딘 및 라푸티딘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85의 피크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의 1/5 보다 크지 않다. 또한 검액의 라푸티
딘 및 라푸티딘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85의 피크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크면
적의 3/5 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건에 따
른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측정범위 : 라푸티딘의 유지시간의 6 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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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푸티딘 (C22H29N3O4S) 2 mg을 함유하도록 내부표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준액 V mL를 넣고 초음파로 처리하여 붕해시키고 30

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5 μL에서

분간 세게 흔들어 섞는다. 이 액을 원심분리하여 위의

얻은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라푸티딘의 피

맑은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

크면적의 3.5 ∼ 6.5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과하고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산화인(V)을 건조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제로 써서 4 시간 감압 (0.67 kPa 이하) 건조한 라푸

로 조작할 때 라푸티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

티딘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을

는 각각 8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라푸티딘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라푸티딘 (C22H29N3O4S)의 양 (mg)

T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 라푸티딘표준품의 양 (mg) ×  × 
S


2 액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15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내부표준액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합액(4 : 1)용액(3 → 10000)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정 량 법

아미노벤조산에틸의 아세토니트릴·물혼

이 약 20 정을 취하여 내부표준액 4V/5 mL

mL 중에 라푸티딘 (C22H29N3O4S) 약 5.6 μg을 함

를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붕해시키고 30 분 이상 세게

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

흔들어 섞는다. 1 mL 중에 라푸티딘 (C22H29N3O4S)

으로 한다. 따로 산화인(V)을 건조제로 4 시간 감압

약 2 mg을 함유하도록 내부표준액을 넣어 정확하게

(0.67 kPa 이하) 건조한 라푸티딘표준품 약 25 mg을

V mL로 한다. 이 액을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고 여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산화인(V)을 건조제로 써서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감압 (0.67 kPa 이하) 건조한 라푸티딘표준품 0.1 g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라푸티딘의 피크면적 AT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75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라푸티딘
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라푸티딘 (C22H29N3O4S)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T
′

= 라푸티딘표준품의 양 (mg) ×  ×  ×  ×
S



1 정 중 라푸티딘 (C22H29N3O4S)의 양 (mg)

T

C : 1 정 중 라푸티딘 (C22H29N3O4S)의 표시량 (mg)



= 라푸티딘표준품의 양 (mg) ×  × 
S


18

내부표준액

아미노벤조산에틸의 아세토니트릴·물혼

합액(4 : 1)용액(3 → 10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5 nm)

시스템적합성

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럼 : 안지름 약 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으로 조작할 때 라푸티딘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계수는 각각 7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0.87 g을 묽은 인산 (1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라푸티딘의 피크면적

→ 1000)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850 mL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에 아세토니트릴 150 mL를 넣는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1 mL 중에

유

량 : 라푸티딘의 유지시간이 약 1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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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

유 량 : 레보플록사신의 유지시간이 약 22 분이 되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록 조정한다.

로 조작할 때 라푸티딘,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

시스템적합성

하고 분리도는 6 이상이다.

시스템의 성능 : 오플록사신 10 mg을 달아 물·메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올혼합액(1 : 1) 20 mL에 녹인다. 이 액 1 mL에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물·메탄올혼합액(1 : 1)을 넣어 10 mL로 한다. 이

적에 대한 라푸티딘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레보플

2.0 % 이하이다.

록사신과 레보플록사신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약 1.2
인 피크의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저 장 법 기밀용기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

다.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무균시험

Levofloxacin Ophthalmic Solution

한다.

이 약은 수용성 점안액이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7.0 %에 해
당하는 레보플록사신수화물 (C18H20FN3O4·1/2H2O :
370.38)을 함유한다.
법 이 약은 ｢레보플록사신수화물｣을 가지고 점안

제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 ∼ 노란색의 맑은 액이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레보플록사신수화

성
다.

물 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0.01 mol/L 염산시
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취하여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25 ∼ 229 nm 및
292 ∼ 29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레보플록사신수화물 5 mg

정 량 법

멤브레인필터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레보플록사신수화물

(C18H20FN3O4·1/2H2O) 약 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레보플록사신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
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레보플록사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를 구한다.
레보플록사신수화물 (C18H20FN3O4.1/2H2O)의 양 (mg)

T

= 레보플록사신표준품의 양 (mg) ×  ×  ×
S

1.025

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물·메탄올혼합액(1 : 1) 5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보플록사신표
준품 10 mg을 물·메탄올혼합액(1 : 1) 10 mL에 넣
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
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4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황산구리(II)오수화물 1.25 g, L-발린 1.76
g과 암모늄아세테이트 7.71 g을 물에 녹이고 물을 넣
어 1000 mL로 한 액에 메탄올 250 mL를 넣는다.

KP Forum Vol.13 No.2 (2016)

내부표준액

나파졸린염산염의 이동상용액 (3 →

5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3.61 g과 암모늄아세테이트
0.77 g을 물 900 mL에 녹이고 1 mol/L 염산을 넣어
pH를 3.0으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다. 이 액 900 mL에 아세토니트릴 100 mL를 넣는
다.
유 량 : 레보플록사신의 유지시간이 약 17 분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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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정한다.

3) 이 약의 수용액(1 → 5)은 타르타르산염의 정성반

시스템적합성

응 1)을 나타낸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pH

유출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이 약 1.0 g을 물 10 mL에 녹인 액의 pH는 6.0

∼ 7.0이다.

으로 조작할 때 레보플록사신,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순도시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면적에 대한 레보플록사신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2) 유연물질 이 약 0.1 g을 메탄올 5 mL에 녹여 검

차는 1.0 % 이하이다.

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메토프롤롤타르타르산염

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

Metoprolol Tartrate

에 점적한다. 다음에 박층판을 전개용매가 담긴 전개
조와 암모니아수(28)가 담긴 유리용기에서 포화시킨
다음 에틸아세테이트·메탄올혼합액(4 : 1)을 전개용
매로 하여 약 12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이것을 요오드증기 중에서 반점이 명확하게 나
타날 때까지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3 개 이하이고,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
하지 않다.

및 거울상이성질체

건조감량 0.5 % 이하 (1 g, 진공, 60 ℃, 4 시간)
강열잔분 0.1 % 이하 (1 g)

(C15H25NO3)2·C4H6O6 : 684.81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100) 50 mL에 녹여 0.1 mol/L 과염소산으

(2RS)-1-[4-(2-Methoxyethyl)phenoxy]-3-[(1

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

-methylethyl)amino]propan-2-ol hemi-(2R,3R)-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tartrate [56392-17-7]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메토프롤롤타르타르

0.1 mol/L 과염소산 1 mL = 34.24 mg

산염 [(C15H25NO3)2·C4H6O6 : 684.81] 99.0 ∼

(C15H25NO3)2·C4H6O6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

에 썩 잘 녹고, 메탄올, 에탄올(95) 및 아세트산(100)

저 장 법 밀폐용기

에 잘 녹는다.
비선광도 
D : +7.0 ∼ +10.0 ° (환산한 건조물

발사르탄 정

로서 0.2 g, 물, 10 mL, 100 mm)

Valsartan Tablets

이 약은 결정형이 있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메토프롤롤타르타르산염표준품의
에탄올(95)용액 (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발사르탄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C24H29N5O3 : 435.52) 95.0 ∼ 105.0 %를 함유한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

다.

2) 이 약 및 메토프롤롤타르타르산염표준품을 건조하

제

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페이스트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약

법

이 약은 ｢발사르탄｣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제제균일성시험의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이 약과 표준품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으면 이 약을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20 ∼ 350 nm

아세톤용액(23 → 1000)에서 재결정하여 결정을 여

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

과하고 건조하여 그 결정으로 측정한다.

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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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

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발사르탄 (C24H29N5O3) 약

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규정된 시간 후에 용출액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60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5 μm 이하의 멤브레인

mL에 녹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

하게 100 mL로 하고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5

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3 mL를 정확하게

에 발사르탄 (C24H29N5O3) 약 22 μg을 함유하도록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

시험액을 넣어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발

로 한다. 따로 발사르탄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사르탄표준품 약 22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3 mL를 정확하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

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0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nm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20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발사르탄의 피

mg 정, 40 mg 정 및 80 mg 정의 30 분간의 용출률

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이 각각 75 % 이상, 75 % 이상 및 80 % 이상이고,
발사르탄 (C24H29N5O3)의 양 (mg)

160 mg 정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5 % 이상일 때

T

적합하다.

= 발사르탄표준품의 양 (mg) × 

S

발사르탄 (C24H29N5O3)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T
 ′

= 발사르탄표준품의 양(mg) ×  ×  ×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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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표준액

디클로페낙나트륨의 이동상용액 (1 →

1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C : 1 정 중 발사르탄 (C24H29N5O3)의 표시량 (mg)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취하여 물 V/10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이 액에

이동상

메탄올 V/2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1 mL

(500 : 500 : 1)

중에 발사르탄 (C24H29N5O3)이 20 mg 정 및 40 mg

유 량 : 발사르탄의 유지시간이 약 5 분이 되도록 조

정은 약 0.4 mg을, 80 mg 정 및 160 mg 정은 약

정한다.

0.8 mg을 함유하도록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V mL

시스템적합성

:

물・아세토니트릴・아세트산(100)혼합액

로 하고 원심분리한다. 발사르탄 (C24H29N5O3) 0.8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mg에 해당하는 위의 맑은 액 V’mL를 취하여 메탄올

으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출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다.

발사르탄표준품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mL 및 메탄올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면적에 대한 발사르탄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1.0 % 이하이다.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0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발사르탄 (C24H29N5O3)의 양 (mg)

T
 ′

= 발사르탄표준품의 양 (mg) ×  ×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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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바카인염산염수화물

4) 유연물질 이 약 50 mg을 물 2.5 mL에 녹이고 2

Bupivacaine Hydrochloride Hydrate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2.5 mL 및 내부표준액 5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아래층을 여과하여 검액
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
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및 거울상이성질체
염산부피바카인

시험하여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

C18H28N2O·HCl·H2O : 342.90

(2RS)-1-Butyl-N-(2,6-dimethylphenyl)piperidin
e-2-carboxamid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14252-80-3]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부피바카
인염산염

(C18H28N2O·HCl

:

324.89)

98.5

∼

라 측정할 때 검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부피바카인 이외의 피크면적비는 표준액의 내부표준물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부피바카인의 피크면적비 보다
크지 않다.
내부표준액

메틸베헤네이트의 디클로로메탄용액(1 →

20000)

101.0 %를 함유한다.

조작조건

성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아세트산(100)에 잘 녹고 물, 메탄올 및 에탄

칼

올(99.5)에 녹는다. 이 약은 0.01 mol/L 염산시액에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 % 페닐·95 %

녹는다. 이 약 0.5 g을 에탄올(99.5)·물·5 mol/L

메틸폴리실록산을 0.25 μm 두께로 피복한다.

수산화나트륨시액혼합액(34 : 15 : 1) 50 mL에 녹인

칼럼온도 : 180 ℃에서 230 ℃ 까지 매분 5 ℃씩 상

용액은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승시킨 다음 230 ℃로 5 분간 유지한다.

융점 : 약 252 ℃ (분해)

검체도입부온도 : 250 ℃ 부근의 일정온도

확인시험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석영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온도

1) 이 약 및 부피바카인염산염표준품의

0.01 mol/L 염산시액용액 (1 → 2000)을 가지고 자

운반기체 : 헬륨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유 량 : 부피바카인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조정한다.

2) 이 약 및 부피바카인염산염표준품을 적외부스펙트

분할비 : 1 : 12

럼측정법의 염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

측정범위 : 부피바카인의 유지시간의 약 1.5 배 범위

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검액 1 mL에 내부표준액을 넣어 정

3) 이 약의 수용액(1 → 5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을

확하게 100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시험용용액으로

나타낸다.
pH

한다. 시스템적합성시험용용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이 약 1.0 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100 mL에 녹인

조건으로 조작할 때 부피바카인,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액의 pH는 4.5 ∼ 6.0이다.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물 50 mL에 녹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시험용용액 1 μL씩

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조작

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부피바카인의 피크면적비

다 (20 ppm 이하).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3) 2,6-디메틸아닐린 이 약 0.50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인다. 이 액 2 mL에 쓸 때 만든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의

메탄올용액(1

→

100) 1 mL 및 아세트산(100) 2 mL를 넣어 10 분

수

분

4.0 ∼ 6.0 % (0.25 g, 용량적정법, 직접적

정)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

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 보다 진하지 않

(100) 20 mL에 녹이고 아세트산탈수물 50 mL를 넣

다.

어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

비교액

:

2,6-디메틸아닐린의

메탄올용액(1

200000) 2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

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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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ol/L 과염소산 1 mL = 32.49 mg

측정범위 : 용매 피크 다음부터 심바스타틴의 유지시
간의 약 2.5 배

C18H28N2O·HCl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저 장 법 기밀용기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에
서 얻은 심바스타틴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심바스타
틴의 피크면적의 14 ∼ 26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심바스타틴 정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Simvastatin Tablets

으로 조작할 때 심바스타틴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3.0 ∼ 107.0 %에 해
당하는 심바스타틴(C25H38O5 : 418.57)을 함유한다.
제

이 약은 ｢심바스타틴｣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

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심바스타

틴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아세토니트릴 25
mL를 넣고 15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원심분리한
다. 위의 맑은 액 2 mL에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2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29 ∼ 233 nm,
236 ∼ 240 nm 및 245 ∼ 249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

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심바스타틴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

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 200 mL를 넣고 15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아
세토니트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
혼합액(4 : 1)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하여 원심
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5 mL에 아세토니트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을 넣
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토니트릴·0.05 mol/L 아
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을 넣어 정확하

계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0.9 ∼ 1.1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심바스타틴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폴리소르베

이트 80 3 g에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액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
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 1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
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심바스타틴 (C25H38O5) 약 5.6 μg을 함유하도록 물
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심바스타틴표준품 (미리 심바스타틴과 같은 조건에서
건조감량을 측정하여 둔다.) 약 22 mg을 정밀하게 달
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심바스타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심바스타틴 (C25H38O5)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심바스타틴표준품의 양 (mg) ×

게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T
 ′


×××

S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
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심바스타틴에 대한 상대
유지시간 약 0.5에 해당하는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심

C : 1 정 중 심바스타틴 (C25H38O5)의 표시량 (mg)

바스타틴 피크면적의 1.6 배 보다 크지 않고, 검액의
심바스타틴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2.0에 해당하는

조작조건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심바스타틴 피크면적 보다 크지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8 nm)

않다. 또한 검액의 심바스타틴 이외의 피크의 합계면

칼

적은 표준액의 심바스타틴 피크면적의 4 배 보다 크지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

않다.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조작조건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온도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이동상 : 메탄올·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혼

조작조건에 따른다.

합액(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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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 심바스타틴의 유지시간이 약 4 분이 되도록

조작조건

조정한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8 nm)

시스템적합성

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

으로 조작할 때 심바스타틴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계수는 각각 3000 단 이상, 2.0 이하 이다.

칼럼온도 : 45 ℃ 부근의 일정온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수화물 3.90 g을 물 900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심바스타틴의 피크면

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시액 또는 인산을 넣어 pH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4.5로 맞춘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다. 이 액 700 mL에 아세토니트릴을 1300 mL를 넣

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물 V/20

는다.

mL를 넣고 초음파로 처리한 다음 아세토니트릴·0.05

유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을 넣

조정한다.

어 정확하게 3V/4 mL로 하여 15 분간 초음파로 처리

시스템적합성

량 : 심바스타틴의 유지시간이 약 9 분이 되도록

한다. 식힌 다음 1 mL 중에 심바스타틴 (C25H38O5)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약 0.1 mg을 함유하도록 아세토니트릴·0.05 mol/L

으로 조작할 때 심바스타틴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을 넣어 정확

칭계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0.9 ∼ 1.1 이다.

하게 V mL로 한다. 이 액을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심바스타틴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심바스타틴 (C25H38O5)의 양 (mg)

T



= 심바스타틴표준품의 양 (mg) ×  × 
S

정 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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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 장용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심바스타틴 (C25H38O5) 약

Omeprazole Enteric-Coated Tablets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
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 200 mL를 넣어 15 분간 초음파로 처리한다. 식
힌 다음 아세토니트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
(pH 4.0)혼합액(4 : 1)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하여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토니트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
(pH 4.0)혼합액(4 : 1)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심바스타틴표준품 (미리 심
바스타틴과 같은 조건에서 건조감량을 측정하여 둔
다.)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0.05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혼합액(4 : 1)에 녹
여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심바스타틴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심바스타틴 (C25H38O5)의 양 (mg)

T

= 심바스타틴표준품의 양 (mg) ×  × 
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
당하는 오메프라졸(C17H19N3O3S : 345.42)을 함유한
다.
제

법

이 약은 ｢오메프라졸｣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오메프라

졸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95) 10 mL
를 넣고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한다. 위
의 맑은 액 1 mL에 인산염완충액(pH 7.4)을 넣어
5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73 ∼ 277 nm
과 299 ∼ 303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1 액 및 제 2 액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
작 20 분 및 15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
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오메프라졸
(C17H19N3O3S) 약 11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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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산화인(Ⅴ)을

넣은

건조제로 50 ℃에서 2 시간 감압건조한 오메프라졸표

→ 5000)혼합액(19 : 1)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준품 약 22 m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에 녹여 정확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

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

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오메프라졸의 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액을 대조로

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다음

에탄올(95)·사붕산나트륨수화물용액(19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액
으로 용출시험 제 1 액으로 쓴 것은 파장 323 nm에
서, 용출시험 제 2 액을 쓴 것은 파장 293 nm에서 각
각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시험액으로 용출시

1 정 중 오메프라졸 (C22H29N3O4S)의 양 (mg)

T



= 오메프라졸표준품의 양 (mg) ×  × 
S


험 제 1 액을 쓴 약의 120 분간의 용출률은 5 % 이
하일 때 적합하고,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2 액을 쓴

내부표준액

약의 20 분간의 용출률은 8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 400)

1,2-디니트로벤젠의 에탄올(95)용액(1

조작조건
오메프라졸 (C17H19N3O3S)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오메프라졸표준품의 양(mg) ×

T

 ′
×  ×  × 45

S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C : 1 정 중 오메프라졸 (C17H19N3O3S)의 표시량

이동상 : 인산수소이나트륨십이수화물 2.83 g과 인산

(mg)

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0.21 g을 물에 녹여 1000 mL
로 하고, 희석시킨 인산(1 → 100)으로 pH 7.6으로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조정한다. 이 액 290 mL에 아세토니트릴 110 mL를

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사붕산나트

넣는다.

륨십수화물용액(19 → 5000) V/20 mL를 넣고 흔들

유

어 붕해시킨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조정한다.

량 : 오메프라졸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시스템적합성
오메프라졸 (C17H19N3O3S)의 양 (mg)

T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 오메프라졸표준품의 양 (mg) ×  × 
S


로 조작할 때 오메프라졸,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
출하고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내부표준액

1,2-디니트로벤젠의 에탄올(95)용액(1

정 량 법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오메프라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 400)
이 약 20 정을 취하여 사붕산나트륨십수화물

1.0 % 이하이다.

용액(19 → 5000) V/20 mL를 넣고 흔들어 붕해시킨
다. 이 액에 에탄올(95) 3V/5 mL를 넣고,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1

mL

중

저 장 법 기밀용기

오메프라졸

(C17H19N3O3S) 약 0.4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에탄올(95)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원심분리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한다. 위의 맑은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

Quetiapine Fumarate

준액 4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에탄올(95)·사붕
산나트륨십수화물용액(19 → 5000)혼합액(19 : 1)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

N
N

리 산화인(Ⅴ)을 건조제로 하여 2 시간 감압건조한 오
메프라졸표준품 약 20 mg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
(95)·사붕산나트륨십수화물용액(19 → 5000)혼합액
(19 : 1)에 녹이고 내부표준액을 정확하게 20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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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H25N3O2S)2·C4H4O4 : 883.09

T

각 유연물질의 양 (%) ＝  × 

S

2-[2-(4-Dibenzo[b,f][1,4]thiazepin-11-ylpipera
zin-1-yl)ethoxy]ethanol hemifumarate
[111974-72-2]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로서 쿠에티아핀푸

AS : 표준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
AT : 검액의 쿠에티아핀 이외의 피크의 피크면적

마르산염 ((C21H25N3O2S)2·C4H4O4 : 883.09) 98.0
∼ 102.0 %를 함유한다.

조작조건

성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탄올에 조금 녹고 물과 에탄올(99.5)에

조작조건에 따른다.

매우 녹기 어렵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쿠에티아핀의 유지

확인시험

1) 이 약 및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의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용액(3 → 200000)

시간의 약 1.8 배의 범위
시스템적합성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50 μL에

나타낸다.

서 얻은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쿠에티아

2) 이 약 및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을 가지고

핀의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으로 조작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다.

칭계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3) 이 약 40 mg 및 푸마르산 10 mg을 달아 각각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메탄올 10 mL에 녹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면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나) 이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용 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

물·이동상혼합액(2 : 1 : 1) 30 mL에 넣어 초음파

한다.

이소프로필에테르·포름산·물혼합액

처리하여 녹이고 아세토니트릴·물·이동상혼합액(2 :

(90 : 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1 : 1)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토니트릴·물·이동상혼

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

합액(2 : 1 : 1)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다음에

점의 Rƒ 값은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토니트릴·물·이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동상혼합액(2 : 1 : 1)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2) 유연물질

가) 이 약 20 mg을 달아 이동상 30

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

mL에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하고 다음 식에 따라 각 유연물질을 계산할 때 그 양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

은 0.10 % 이하이다. 쿠에티아핀에 대한 상대유지시

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간이 1.9인 피크의 면적에 상대반응계수 0.8을 곱한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면적으로 계산한다.

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 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T

각 유연물질의 양 (%) ＝  × 

S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
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각 유연물질을
계산할 때 그 양은 0.10 % 이하이다. 쿠에티아핀에

AS : 표준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각각 0.5와 0.9인 피크의 면적에

AT : 검액의 쿠에티아핀 이외의 피크의 피크면적

각각 0.6과 0.9의 상대반응계수를 곱한 면적으로 계산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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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

칼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인산수소이암모늄용액(33 →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12500)·아세토니트릴혼합액(70 : 21 : 9)

이동상 : 메탄올·인산수소이암모늄 2.6 g을 물에 녹

유

여 1000 mL로 한 다음 인산으로 pH를 6.5로 맞춘

량 : 쿠에티아핀의 유지시간이 약 3.5 분이 되도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록 조정한다.

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54 : 39 : 7)

측정범위 : 쿠에티아핀의 유지시간의 약 1.2 배부터

유 량 : 쿠에티아핀의 유지시간이 약 15 분이 되도록

쿠에티아핀의 유지시간의 8배 범위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토니트릴·물·이동상혼합액(2 : 1 : 1)을 넣어 정확

으로 조작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50 μL에서 얻은 쿠에티

칭계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아핀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으로 조작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칭계수는 각각 3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저 장 법 기밀용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정

다) 가) 및 나)에서 구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0.5 %

Quetiapine Fumarate Tablets

이하이다.
수

분

0.5 % 이하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원심분리관에 넣고 수분측정용 메탄올 4 mL를
정확하게 넣어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매분
2000 회전으로 5 분간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한다. 따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전량적정법).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 및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 (따

로 수분을 측정해 둔다.) 2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 60 mL를 넣어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하게 25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C21H25N3O2S)2·C4H4O4)의
양 (mg)

T
=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의 양 (mg) × 
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
당하는 쿠에티아핀 (C21H25N3O2S : 383.51)을 함유한
다.
법 이 약은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을 가지고 정

제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쿠에티아핀

(C21H25N3O2S) 12.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 6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물·아세토니트
릴혼합액(1 : 1)을 넣어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3 mL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25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90 ∼ 296 nm
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1) 유연물질

이 약 10 정을 취하여 물 10

mL를 넣어 15 분간 방치하고 2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4 시간 섞고 15 분간 방치한 다음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 mL 중 쿠에티아핀
(C21H25N3O2S) 약 0.15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이동상을 넣어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를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

조작조건

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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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2 × 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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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
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쿠에티아핀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6의 피크면적은

C

표준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의 1/5 보다 크지 않

(mg)

: 1 정 중 쿠에티아핀 (C21H25N3O2S)의 표시량

고, 검액의 쿠에티아핀 및 위의 피크 이외의 피크면적
은 표준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의 1/10 보다 크지

조작조건

않다. 또한, 쿠에티아핀 및 쿠에티아핀에 대한 상대유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지시간 약 0.6의 피크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8 cm인 스테인레

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의 1/5 보다 크지 않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실리

조작조건

카겔을 충전한다.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조작조건에 따른다.

이동상

측정범위 : 푸마르산의 피크 다음부터 쿠에티아핀의

12500)·아세토니트릴혼합액(54 : 39 : 7)

유지시간의 약 2.3 배의 범위

유

시스템적합성

조정한다.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

메탄올·인산수소이암모늄용액(33

→

량 : 쿠에티아핀의 유지시간이 약 4 분이 되도록

시스템적합성

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50 μL에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서 얻은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쿠에티아

으로 조작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핀의 피크면적의 7∼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칭계수는 각각 14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으로 조작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면

칭계수는 각각 7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면

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가지고 물 5 mL를 넣어 15 분간 방치한 다음 25 분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

간 흔들어 섞고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 30

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 20

(1 : 1)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을 4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

시간 동안 흔들어 섞고 15 분간 방치한 다음 이 액 8

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mL를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C21H25N3O2S) 약 0.16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쿠에티아핀(C21H25N3O2S) 약 14 μg을 함유하도록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고 공경 0.45 μ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

다. 따로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

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쿠에티아

정해 둔다.)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60

핀푸마르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mL를 넣어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

18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60 mL를 넣어 초음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8 mL를 정확하게 취

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다.

정확하게

취하여

1

mL

중

쿠에티아핀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쿠에티아핀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쿠에티아핀(C21H25N3O2S)의 양 (mg)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

=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의 양 (mg) ×

다.

T



×  × 0.869

S


쿠에티아핀 (C21H25N3O2S)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정 량 법

이 약 20 정을 가지고 물 20 mL를 넣어 15

=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의 양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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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방치한 다음 2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아세

펙소페나딘염산염

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Fexofenadine Hydrochloride

하고 이 액을 4 시간 동안 흔들어 섞는다. 15 분간 방
치한 다음 이 액 4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 mL 중
쿠에티아핀 (C21H25N3O2S) 약 0.16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한다.
이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
하여 처음 여액 5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18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60 mL를 넣어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거울상이성질체

및 표준액 5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쿠
에티아핀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C32H39NO4·HCl : 538.12

염산펙소페나딘

2-(4-{(1RS-Hydroxy-4-[4-(hydroxydiphenyl
1 정 중 쿠에티아핀(C21H25N3O2S)의 양 (mg)

methyl)piperidin-1-yl]butyl}phenyl)-2-methylpr

=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표준품의 양 (mg) ×

opanoic acid monohydrochloride

T



×
× 0.869

S 


[153439-40-8]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로서 펙소페나딘염
산염 (C32H39NO4·HCl : 538.12) 98.0 ∼ 102.0 %

조작조건

를 함유한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30 nm)

성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탄올에 썩 잘 녹고 에탄올(99.5)에 녹고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

물에 녹기 어렵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약의 메탄올용액(3 → 100)은 선광성을 나타내지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않는다.

이동상 : 메탄올·인산수소이암모늄 2.6 g을 물에

이 약은 결정다형을 나타낸다.

녹여 1000 mL로 한 다음 인산으로 pH를 6.5로 맞춘

확인시험

1) 이 약 및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의 메

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54 : 39 : 7)

탄올용액(1 → 25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유 량 : 쿠에티아핀의 유지시간이 약 15 분이 되도록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

조정한다.

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시스템적합성

2) 이 약 및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으로 조작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

칭계수는 각각 7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약 이 약과 표준품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으면 각각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재결정하여 결정을 여과하고 건조하여 그 결정으로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쿠에티아핀의 피크면

측정한다.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3) 이 약의 물·메탄올혼합액(1 : 1)용액(3 →
20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를 나타낸다.

저 장 법

기밀용기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4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2) 유연물질

이 약 25 mg을 달아 인산이수소나트

륨이수화물 7.51 g 및 과염소산나트륨 0.84 g을 물
1000 mL에 녹이고 인산으로 pH를 2.0으로 맞춘
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25 mL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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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이동상 :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7.51 g 및 과염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소산나트륨 0.84 g을 물 1000 mL에 녹이고 인산으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

로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350 mL 및 트리에틸아민 3 mL를 넣는다.

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유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펙소페나딘 이외의 피크의 면

조정한다.

적은 표준액의 펙소페나딘의 피크면적 보다 크지 않

시스템적합성

pH를 2.0으로 맞춘 액 650 mL에 아세토니트릴
량 : 펙소페나딘의 유지시간이 약 9 분이 되도록

다. 다만, 펙소페나딘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1.8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및 3.3의 피크면적은 자동적분법에 따라 구한 면적

건으로 조작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에 각각 상대반응계수 1.5 및 0.9를 곱한 값으로 계

대칭계수는 각각 8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산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조작조건에 따른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펙소페나딘의 유지

저 장 법 밀폐용기

시간의 약 6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펙소페나딘염산염 정

건으로 조작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Fexofenadine Hydrochloride Tablets

대칭계수는 각각 8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수

분

0.5 % 이하 (0.25 g, 전량적정법)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 및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따로 수

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각
각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7.51 g 및 과염소산나
트륨 0.84 g을 물 1000 mL에 녹이고 인산으로 pH
를 2.0으로 맞춘 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각각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펙소페나딘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의 양 (mg)

T
=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페닐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
당하는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 : 538.12)
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펙소페나딘염산염｣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펙소페나딘염산염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0 mL를 넣어 흔
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를 버리고
다음 여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57 ∼ 261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
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
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 약 30 μg
을 함유하도록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3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을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펙소페나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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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

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출률이 8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의 양 (mg)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의 표시량에

=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T

× 

S


대한 용출률 (%)
=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의 양 (mg)×

T
′

×  ×  × 90




S

정 량 법

이 약 20 정을 취하여 희석시킨 아세트산

(100)(17 → 10000) V/5 mL를 넣어 붕해될 때

C : 1 정 중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의

까지 흔들어 섞는다. 아세토니트릴 3V/5 mL를 넣고

표시량 (mg)

잘 흔들어 섞은 다음 1 mL 중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 약 1.2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

조작조건

도록 아세토니트릴·희석시킨 아세트산(100)(17 →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10000)혼합액(3 : 1)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한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0 cm인 스

다. 이 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공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이동상 :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1.1 g, 인산 0.3

여액 2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

mL 및 과염소산나트륨 0.5 g을 물 300 mL에 녹이

로 펙소페다딘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

고 아세토니트릴 700 mL를 넣는다.

다.) 약 45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희석

유

시킨 아세트산(100)(17 → 10000)혼합액(3 : 1)에

량 : 펙소페나딘의 유지시간이 약 3.5 분이 되도

록 조정한다.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정

시스템적합성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건으로 조작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대칭계수는 각각 3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펙소페나딘의 피크면적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AT 및 AS를 측정한다.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
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펙소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의 양 (mg)

T



= 펙소페나딘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 
S


가지고 희석시킨 아세트산(100)(17 → 10000) V/5
mL를 붕해될 때 까지 흔들어 섞는다. 아세토니트릴

조작조건

3V/5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1 mL 중 펙소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페나딘염산염 (C32H39NO4·HCl) 약 0.3 mg을 함유

칼

하는 액이 되도록 아세토니트릴·희석시킨 아세트산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페

(100)(17 → 10000)혼합액(3 : 1)을 넣어 정확하게

닐실리카겔을 충전한다.

V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공경 0.45 μm 이

이동상 : 희석시킨 아세트산(100)(17 → 10000)

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2 mL는 버

1000 mL에 트리에틸아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리고 다음 여액으로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펙소페나딘

1) 15 mL를 넣고 인산으로 pH를 5.25로 맞춘다.

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50 mg

이 액과 아세토니트릴을 16 : 9로 섞는다.

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희석시킨 아세트산

유

(100)(17 → 10000)혼합액(3 : 1)에 녹여 정확하게

조정한다.

200 mL로 한다. 이 액 6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시스템적합성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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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조작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이하).

대칭계수는 각각 7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3) 황산염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이 약 1.0 g을 달아 시험한다. 비교액에

는 0.005 mol/L 황산 0.35 mL를 넣는다 (0.017 %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펙소페나딘의 피크

이하).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4)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

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
저 장 법

는다 (20 ppm 이하).

기밀용기

5) 유연물질

이 약 20 mg을 메탄올·물혼합액(7 :

3) 2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

플루복사민말레산염

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넣어 정

Fluvoxamine Maleate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
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플루복사민 피크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76, 약 0.82, 약 0.89, 약 1.58
및 약 1.66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플루복사민 피크
면적의 각각 1/5, 3/10, 7/10, 1/10 및 1/10 보다
크지 않다. 또한, 검액의 플루복사민 이외의 피크면
적의 합은 표준액의 플루복사민 피크면적의 1.5 배
보다 크지 않다. 다만, 플루복사민에 대한 상대유지

C15H21F3N2O2·C4H4O4 : 434.41
5-Methoxy-1-[4-(trifluoromethyl)phenyl]
pentan-1-one(E)-O-(2-aminoethyl)oxime
monomaleate [61718-82-9]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로서 플루복사민말
레산염 (C15H21F3N2O2·C4H4O4 : 434.41) 98.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에탄올(99.5)에 잘 녹고 물에 조금 녹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10 mg을 물 5 mL에 녹이고, 묽

은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한 다음 닌히드린시액
1 mL를 넣고 수욕에서 60 ∼ 70 ℃로 5 분간 가온
할 때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및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의 수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
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을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4) 이 약의 수용액(1 → 500)에 과망간산칼륨시액
1 방울을 넣을 때 시액의 빨간색은 곧 사라진다.
융

점

순도시험

120 ∼ 124 ℃
1) 용해상태

이 약 0.5 g을 물 50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이고 투명하다.
2) 염화물

이 약 1.0 g을 달아 시험한다. 비교액에

는 0.01 mol/L 염산 0.25 mL를 넣는다 (0.009 %

시간 약 0.76, 약 0.89, 약 1.58 및 약 1.66의 피크
면적은 자동적분법에 따라 구한 면적에 각각 상대반
응계수 0.87, 2.00, 0.67 및 2.76을 곱한 값으로 한
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암모늄 12.67 g 및 1-헵탄설폰
산나트륨 0.85 g을 물 900 mL에 녹이고 인산으로
pH를 2.0으로 맞춘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다. 이 액 300 mL에 메탄올 700 mL를 넣는다.
유

량 : 플루복사민의 유지시간이 약 9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측정범위 : 말레산의 피크 다음부터 플루복사민의 유
지시간의 약 2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
탄올·물혼합액(7 : 3)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10 μL에서 얻은 플루복사민의 피크면
적이 표준액의 플루복사민의 피크면적의 3.5 ∼ 6.5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플루복사민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5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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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플루복사민의 피크

플루복사민말레산염 정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0.1 % 이하 (1 g, 감압, 50 ℃, 4 시간)

강열잔분

0.1 % 이하 (1 g, 백금도가니)

정 량 법

이 약 및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따로

건조감량을 측정하여 둔다.) 약 2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 10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씩을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플루복사민말레산염의 피크면
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플루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의 양
(mg)

T
=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S
내부표준액 디페닐아민의 메탄올용액(7 → 2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암모늄 3.8 g 및 1-헵탄설폰산
나트륨 0.8 g을 물에 녹여 300 mL로 하여 메탄올
700 mL를 넣은 다음 인산으로 pH를 3.5로 조정한
다.
유

량 : 플루복사민의 유지시간이 약 9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Fluvoxamine Maleat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
당하는 플루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 :
434.41)을 함유한다.
제

이 약은 ｢플루복사민말레산염｣을 가지고 정

법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플루복사민말레산염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물 50 mL를 넣어 흔
들어 섞고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여액 0.5 mL
에 물 50 mL를 넣은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43
∼ 247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물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
시험 시작 후 정해진 시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
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플루
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 약 20 μ
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45 nm에서
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20 분간
의 용출률은 8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플루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건으로 조작할 때 플루복사민,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8 이상이다.

T
′

×  ×  × 90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S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플루복사민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
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밀폐용기

C

:

1

정

중

플루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의 표시량 (mg)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 또는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가지고 물 4 mL를 넣어 초음파 처리하여 입자
를 작게 분산시킨 다음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여과한다. 플루복사민
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 약 6 mg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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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용량의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

% 이하이다.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
액(7 : 3)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저 장 법

기밀용기

한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플루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의 양

플루코나졸

(mg)

Fluconazole

=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T

×



S

내부표준액 디페닐아민의 메탄올용액(3 → 1000)
정 량 법

이 약 10 정을 가지고 물 20 mL를 넣어

초음파 처리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시킨 다음 메탄
올·물혼합액(7 : 3)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하
고

여과한다.

플루복사민말레산염

(C15H21F3N2O2·C4H4O4) 약 6 mg에 해당하는 용
량의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액(7 : 3)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따로 건조감량을 측정

C13H12F2N6O : 306.27
2-(2,4-Difluorophenyl)-1,3-bis(1H-1,2,4-triazo
l-1-yl)propan-2-ol [86386-73-4]
이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플루코나졸

(C13H12F2N6O : 306.27) 99.0 ∼ 101.0 %를 함유한
다.
성

하여 둔다.)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물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성 가

루이다.

혼합액(7 : 3)에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이 약은 에탄올(99.5)에 녹고 물에 녹기 어렵다.

액 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
확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액(7 : 3)을 넣어

약을

이 약은 묽은 염산에 녹는다.
확인시험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1) 이 약 0.1 g을 묽은 염산 10 mL에 녹

이고 라이넥케염시액 1 mL를 넣을 때 연한 빨간색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침전이 생긴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

2) 이 약 및 플루코나졸표준품의 0.01 mol/L 염

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플루복사민의 피크면적

산·메탄올시액용액(1 → 4000)을 가지고 자외가시

비 QT 및 QS를 구한다.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
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1 정 중 플루복사민말레산염

3) 이 약 및 플루코나졸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

(C15H21F3N2O2·C4H4O4)의 양 (mg)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같

= 플루복사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T

×

S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융

점

순도시험

137 ∼ 141 ℃
1) 용해상태

이 약 0.10 g을 물 50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내부표준액 디페닐아민의 메탄올용액(3 → 1000)

2) 중금속

조작조건

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

플루복사민말레산염의 정량법의 시험조건에 따른다.

는다 (20 ppm 이하).

시스템적합성

3) 유연물질

이 약 1.0 g을 달아 제 4 법에 따라 조

이 약 3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1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건으로 조작할 때 플루복사민,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8 이상이다.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에 대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한 플루복사민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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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플루코나졸에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60인 유연물질 Ⅰ의 피크면

Pioglitazone Hydrochloride

적은 표준액의 플루코나졸의 피크면적의 6 배 보다
크지 않다. 검액의 플루코나졸 및 유연물질 I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플루코나졸의 피크면적보다 크
지 않다. 또한 검액의 플루코나졸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플루코나졸의 피크면적의 8 배 보다

및 거울상이성질체

크지 않다.
조작조건

C19H20N2O2S·HCl : 392.90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5RS)-5-{4-[2-(5-Ethylpyridin-2-yl)ethoxy]b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enzyl}thiazolidine-2,4-dione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112529-15-4]

monohydrochloride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99.0 ∼

칼럼온도 : 40℃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물·아세트니트릴혼합액(4 : 1)

101.0

유

(C19H20N2O2S·HCl : 392.90)을 함유한다.

량 : 플루코나졸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

성

록 조정한다.

%에
상

해당하는

피오글리타존염산염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플루코나졸의 유지

이 약은 N,N-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메탄올에 녹고

시간의 약 3 배의 범위

에탄올(99.5)에 녹기 어려우며 물에는 거의 녹지 않

시스템적합성

는다.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이 약은 0.1 mol/L 염산시액에 녹는다.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에

이 약의 N,N-디메틸포름아미드용액(1 → 20)은 선

서 얻은 플루코나졸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플루코나

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졸의 피크면적의 35 ∼ 65 %가 되는 것을 확인한

확인시험

1) 이 약 및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의

0.1 mol/L 염산시액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

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건으로 조작할 때 플루코나졸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대칭계수는 각각 4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2) 이 약 및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플루코나졸의 피크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3) 이 약 50 mg을 질산 1 mL에 녹인 다음 묽은 질

건조감량

1.0 % 이하 (1 g, 105 ℃, 4 시간)

산 4 mL를 넣은 액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를 나타

강열잔분

0.2 % 이하 (1 g)

낸다.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25 g을 정밀하게 달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4 법에

3)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회화한 다음 염산 3 mL 대

100 mL에 녹인 다음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

신 브롬화수소산 3 mL를 쓴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

1.0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2) 유연물질

아

아세트산탈수물·아세트산(100)혼합액(7

:

이 약 20 mg을 메탄올 20 mL에 녹

이고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 15.31 mg C13H12F2N6O

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 4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저 장 법

기밀용기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
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피오글리타존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7, 약 1.4 및 약 3.0인 피크
면적은 표준액의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의 2/5 보
다 크지 않고 검액의 피오글리타존 및 위의 피크 이
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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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5 보다 작다. 또한 검액의 피오글리타존 이외의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

이동상 : 아세트산암모늄용액(77 → 10000)·아세

보다 크지 않다.

토니트릴·아세트산(100)혼합액(25 : 25 : 1)

조작조건

유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록 조정한다.

조작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량 : 피오글리타존의 유지시간이 약 7 분이 되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피오글리타존의 유
지시간의 약 4 배의 범위

건으로 조작할 때 피오글리타존, 내부표준물질의 순

시스템적합성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40 μL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에서 얻은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피오

크면적에 대한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

글리타존의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

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벤조페논의 메탄

저 장 법

밀폐용기

올용액(1 → 750) 10 mL에 녹이고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
어 20 mL로 한다. 이 액 4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피오글리타존염산염 정

건으로 조작할 때 피오글리타존, 벤조페논의 순서로

Pioglitazone Hydrochloride Tablets

유출하고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4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오글리타존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수

분

0.2 % 이하 (0.5 g, 전량적정법). 다만, 수

분측정용양극액은 수분측정용양극액A를 쓴다.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 및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50 mg씩을 정밀하게 달
아 각각 내부표준액 10 mL씩을 정확하게 넣고 메탄
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씩
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의 양 (mg)

T
=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의 양 (mg)× 
S
내부표준액 벤조페논의 메탄올용액(1 → 75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9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
당하는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

:

392.90)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피오글리타존염산염｣을 가지고 정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피오글리타존염산염

2.8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1 mol/L 염산시액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여액을 가지고 자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67 ∼ 271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2 mol/L

염산시액 50 mL에 염화칼륨용액(3 → 20) 150 mL
및 물을 넣어 1000 mL로 하고 5 mol/L 염산시액으
로 pH를 2.0으로 맞춘 액을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
에 따라 매 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 1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
시량에

따라

1

mL

중에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 약 18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
도록 시험액을 넣어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23 mg을 정미랗게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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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올 45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9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

넣는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

를 측정한다.

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의 양(mg) ×

T
′

×  ×  × 72

S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의 양 (mg)

T

C

:

1

정

중

피오글리타존염산염

=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의 양(mg) × 

S

(C19H20N2O3S.HCl)의 표시량 (mg)
내부표준액 벤조페논의 메탄올용액(1 → 750)
제제균일성시험 질량편차시험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조작조건

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9 nm)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 10 mL를 넣어 붕해시

칼

키고 메탄올 70 mL를 넣어 10 분간 세게 흔들어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섞은 다음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여

이동상 : 아세트산암모늄용액(77 → 10000)·아세

1

mL

중에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C19H20N2O3S.HCl) 약 26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

토니트릴·아세트산(100)혼합액(25 : 25 : 1)

도록 메탄올·0.1 mol/L 염산시액혼합액(9 : 1)을

유

넣어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피오글리

록 조정한다.

타존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을 측정하여 둔다.) 약

시스템적합성

량 : 피오글리타존의 유지시간이 약 7 분이 되도

33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 10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mL에 녹이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건으로 조작할 때 피오글리타존, 내부표준물질의 순

다. 이 액 4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0.1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mol/L 염산시액혼합액(9 : 1)을 넣어 정확하게 50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고 메탄올·0.1 mol/L 염산시액혼합액(9 : 1)을 대

크면적에 대한 피오글리타존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

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파장 269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저 장 법 밀폐용기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의 양 (mg)
=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의 양(mg)×

T
′

××

S


정 량 법
하게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달아

가루로

한다.

피오글리타존염산염

(C19H20N2O3S·HCl)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45 mL를 넣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어 초음파 처리하여 분산시킨 다
음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2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피오글리타존염산염표준품(따로 수분
을 측정하여 둔다.)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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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개정(안) - 의견수렴용
미생물 유래 의약품 기준규격에 관한 개정으로 겐타마이신황산염, 겐타마이신황산염 이식제, 네오마이신황산염,
네오마이신황산염·폴리믹신B황산염 점안액, 니스타틴·네오마이신황산염·폴리믹신B황산염 좌제, 디클록사실린나
트륨·암피실린 캡슐, 바시트라신, 바시트라신아연, 세파만돌나페이트, 센텔라정량추출물·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
트·네오마이신황산염 연고, 스피라마이신·메트로니다졸 정, 시소마이신황산염, 아미카신 주사액, 암피실린·클록
사실린나트륨 캡슐,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 외용겔, 에리트로마이신락토비온산염, 에리트로마이신스티노프레이
트, 에리트로마이신에틸숙시네이트, 에리트로마이신에틸숙시네이트 주사액,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에리트
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정, 에코나졸질산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클로베타솔프로피
오네이트·네오마이신황산염·니스타틴 연고, 피마리신점안액 등 24품목을 개정하였으며, 그 외 제약업계의 개정의
견을 반영하여 L-글루탐산나트륨수화물, L-류신,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라빈,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
수화물, 아목시실린수화물,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주사액, 펜톡시필린 등 9품목을 개정하였
다. 유연물질시험에 쓰이는 표준품 등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벤지다민염산염,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발사르탄, 니페디핀, 페니토인나트륨, 글리클라지드, 니모디핀,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옥살리플라틴 등 9품목의
순도시험항을 개정하였다.

현

성

행

개 정 안

겐타마이신황산염

겐타마이신황산염

Gentamicin Sulfate

Gentamicin Sulf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겐타마이신 성분함량비 (생 략)

겐타마이신 성분함량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 정 량 법

한천배지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

한천배지

펩톤

6.0 g

포도당

1.0 g

효모엑스

3.0 g

염화나트륨

고기엑스

1.5 g

한천

10.0 g
15.0 g

펩톤

6.0 g

포도당

1.0 g

효모엑스

3.0 g

염화나트륨

고기엑스

1.5 g

한천

10.0 g
15.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 후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 후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가)(2)(나)②㉯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가)(2)(나)②㉯의 배지를 쓴다.
ATCC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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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3) 이 약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

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

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

액(pH 8.0)으로 1 mL 당 4.0 μg 및 1.0 μg (역가)을

액(pH 8.0)으로 1 mL 당 4.0 μg 및 1.0 μg (역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

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을 건조한 다음 약

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을 건조한 다음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을 함유하

(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을 함유하

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15 ℃ 이하에서 저

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15 ℃ 이하에서 저

장하며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

장하며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당 4.0 μg 및 1.0 μg (역가)을 함유하

8.0)으로 1 mL 당 4.0 μg 및 1.0 μg (역가)을 함유하

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

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겐타마이신황산염 이식제

겐타마이신황산염 이식제

Gentamicin Sulfate Implant

Gentamicin Sulfate Implant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천배지

천배지

펩톤

6.0 g

펩톤

포도당

1.0 g

포도당

1.0 g

효모엑스

3.0 g

효모엑스

3.0 g

염화나트륨

10.0 g

육엑스

염화나트륨

1.5 g

10.0 g

육엑스

13.0 ∼ 20.0 g

한천

6.0 g

1.5 g
13.0 ∼ 20.0 g

한천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한 다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한 다

음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음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가)(2)(나)②㉯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가)(2)(나)②㉯의 배지를 쓴다.
ATCC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5 개를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3) 이 약 5 개를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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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8.0) 80 mL를 넣어 블렌더에 넣고 고속으로 혼합하여

8.0) 80 mL를 넣어 블렌더에 넣고 고속으로 혼합하여

균질한 현탁액으로 한 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균질한 현탁액으로 한 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8.0)을 넣어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및 1.0 μg (역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및 1.0 μg (역

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

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

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을 건조한 다음 약

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을 건조한 다음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

(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

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및 1.0 μg (역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1 mL 중 4.0 및 1.0 μg (역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

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

험한다.

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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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인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 Ⅰ은 0.0002
% (2 pp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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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물질의 양(%) =  ×  × 



AT : 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유연물질Ⅰ의 피크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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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메
틸설폭시드.물혼합액(1 : 3)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로 한다. 이 액 10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의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칭계수는 각각 20000 단 이상, 0.8 ∼ 1.2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면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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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액 (3)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3)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Ⅱ에
해당하는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3)에서 얻은 주피크
의 면적보다 크지 않고 (0.1 %), 주피크 및 유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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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 피크면적
rf : 글리클라지드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
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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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크 이외 각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1)에서 얻은

글리클라지드 유연물질 Ⅱ : 2.25

주피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으며 (0.1 %), 이들 피크

기타 유연물질 : 1.00

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1)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0.2 %). 표준액 (1)에서 얻은 주
피크면적의 0.2 배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실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

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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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조건으로 조작할 때 두 개의 주피크의 높이가 기록장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치 풀스케일의 50 %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두 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의

크의 분리도는 1.8 이상이다.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
칭계수는 각각 18000 단 이상, 0.8 ∼ 2.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글리클라지드 피크면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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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마이신황산염

네오마이신황산염

Neomycin Sulfate

Neomycin Sulf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금속성이물시험 (생 략)

금속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한천배지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

한천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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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톤

6.0 g

염화나트륨

2.5 g

펩톤

6.0 g

염화나트륨

2.5 g

효모엑스

3.0 g

포도당

1.0 g

효모엑스

3.0 g

포도당

1.0 g

고기엑스

1.5 g

한천

15.0 g

고기엑스

1.5 g

한천

15.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1 mol/L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멸균후의 pH가 7.8 ~ 8.0이 되도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멸균후의 pH가 7.8 ~ 8.0이 되도

록 한다.

록 한다.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다만, 시험용균액

ATCC 6538 P 또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

은 흡광광도계를 써서 파장 6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

다. 다만, 시험용균액은 흡광광도계를 써서 파장 650 nm

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부유액을 만든다.

에서 투과도를 측정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부유액

(3) 이 약을 건조하여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

을 만든다.

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3) 이 약을 건조하여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

당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한다. 이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당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당 80.0 및 20.0 μg

한다. 이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당 80.0 및 20.0 μg

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

취하여 건조한 다음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mL 당 1

취하여 건조한 다음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mL 당 1

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

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당 80.0 및 20.0 μg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

(역가) 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

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당 80.0 및 20.0 μg

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

(역가) 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

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

저 장 법 (생 략)

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네오마이신황산염·폴리믹신 B 황산염

네오마이신황산염·폴리믹신 B 황산염

점안액

점안액

Neomycin Sulfate·

Neomycin Sulfate·

Polymyxin B Sulfate Ophthalmic Solution
제

법 (생 략)

Polymyxin B Sulfate Ophthalmic Solution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네오마이신황산염

표준곡선법

(1) 배지 정 량 법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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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2)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

(2)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

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6.5

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6.5

~ 6.6이 되도록 한다.
(3) 시험용균

~ 6.6이 되도록 한다.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3)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4) 이 약의 네오마이신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

(4) 이 약의 네오마이신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

확하게 취하여 분액깔대기에 넣고 0.1 mol/L 인산염완충

확하게 취하여 분액깔대기에 넣고 0.1 mol/L 인산염완충

액(pH 8.0)으로 1 mL 중 1.00 μg (역가)이 함유되도

액(pH 8.0)으로 1 mL 중 1.00 μg (역가)이 함유되도

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

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

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0 mg (역가)을 함유하는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0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

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

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0.64, 0.80, 1.00, 1.25 및 1.56 μg

8.0)으로 1 mL 중 0.64, 0.80, 1.00, 1.25 및 1.56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중 1.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

중 1.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

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

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

다

다

2) 폴리믹신 B 황산염 표준곡선법 (1) 배지 (가) 시험

2) 폴리믹신 B 황산염 표준곡선법 (1) 배지 (가) 시험

균이식용한천배지

균이식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③㉮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6.5 ~ 6.6으

가)(2)(가)③㉮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6.5 ~ 6.6으

로 한다.

로 한다.

(나) 기층용한천배지

(나) 기층용한천배지

카제인의 판크레아틴 소화물

17.0 g

카제인의 판크레아틴 소화물

17.0 g

인산이수소칼륨

2.5 g

인산이수소칼륨

2.5 g

파파인소화대두

3.0 g

파파인소화대두

3.0 g

포도당

2.5 g

포도당

2.5 g

염화나트륨

5.0 g

한천

20.0 g

염화나트륨

5.0 g

한천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 후의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 후의

pH가 7.3이 되도록 한다.

pH가 7.3이 되도록 한다.

(다) 종층용한천배지

(다) 종층용한천배지

(나)의 기층용한천배지에 한천

(나)의 기층용한천배지에 한천

12.0 g 및 폴리소르베이트 80(끓여서 넣는다.) 10.0 g을

12.0 g 및 폴리소르베이트 80(끓여서 넣는다.) 10.0 g을

더 넣는다. 멸균 후의 pH가 7.3이 되도록 한다.

더 넣는다. 멸균 후의 pH가 7.3이 되도록 한다.

(2) 시험용균 Bordetella bronchiseptica ATCC 4617

(2) 시험용균 Bordetella bronchiseptica ATCC 4617

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시험균액 (가)의 배지에 보존하고 매주 1 회씩 새로

(3) 시험균액 (가)의 배지에 보존하고 매주 1 회씩 새로

운 사면배지에 옮긴 시험용균을 새로운 사면배지에 심고

운 사면배지에 옮긴 시험용균을 새로운 사면배지에 심고

37 ℃에서 24 시간 배양한 다음 이 배지에서 성장한 균

37 ℃에서 24 시간 배양한 다음 이 배지에서 성장한 균

을 멸균생리식염 주사액 3 mL에 씻어 모으고 이 현탁액

을 멸균생리식염 주사액 3 mL에 씻어 모으고 이 현탁액

을 (가)의 배지 300 mL를 넣은 배양병에 옮기고 멸균

을 (가)의 배지 300 mL를 넣은 배양병에 옮기고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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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구를 써서 균등하게 퍼지도록 한 다음 37 ℃에서 24

유리구를 써서 균등하게 퍼지도록 한 다음 37 ℃에서 24

시간 배양한다. 한천 표면에 발육한 균을 멸균 생리식염

시간 배양한다. 한천 표면에 발육한 균을 멸균 생리식염

주사액 500 mL로 씻어 모으고 이 부유액을 적당한 분광

주사액 500 mL로 씻어 모으고 이 부유액을 적당한 분광

광도계를 써서 파장 580 nm에서 투과도가 25 %가 되도

광도계를 써서 파장 580 nm에서 투과도가 25 %가 되도

록 한다. 정량할 때 이 조절된 균부유액 0.1 mL를 (다)

록 한다. 정량할 때 이 조절된 균부유액 0.1 mL를 (다)

의 한천배지 100 mL에 넣어 시험균액으로 한다.

의 한천배지 100 mL에 넣어 시험균액으로 한다.

(4) 이 약의 폴리믹신 B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

(4) 이 약의 폴리믹신 B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

확하게 취하여 10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희석하

확하게 취하여 10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희석하

여 1 mL 중에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도록 하여 검

여 1 mL 중에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도록 하여 검

액으로 한다. 따로 폴리믹신 B 황산염표준품 약 50 mg을

액으로 한다. 따로 폴리믹신 B 황산염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멸균정제수 20 mL를 넣어 녹이고 10 %

정밀하게 달아 멸균정제수 20 mL를 넣어 녹이고 10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중에 10000 단위 (역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중에 10000 단위 (역

가)를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가)를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 이하에서 저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0 % 인산염완충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0 % 인산염완충

액(pH 6.0)으로 1 mL 중 6.4, 8.0, 10.0, 12.5 및 15.6

액(pH 6.0)으로 1 mL 중 6.4, 8.0, 10.0, 12.5 및 15.6

단위 (역가)를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단위 (역가)를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중에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

mL 중에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

희석액으로 한다. 다만, 검체를 1 mL 중 폴리믹신 B를

희석액으로 한다. 다만, 검체를 1 mL 중 폴리믹신 B를

10.0 단위 (역가) 함유하는 용액으로 만들 때 함유되는

10.0 단위 (역가) 함유하는 용액으로 만들 때 함유되는

네오마이신의 역가만큼 네오마이신을 각각의 표준액에

네오마이신의 역가만큼 네오마이신을 각각의 표준액에

더 넣는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

더 넣는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

다.

다.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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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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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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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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물질의 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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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AS : 표준액에서 얻은 니모디핀 피크면적

험하여 검액의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T 및 표준액

rf : 니모디핀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자

(4)의 유연물질 Ⅰ의 피크면적 AS를 구할 때 유연물

니모디핀유연물질 Ⅰ : 1.76

질 Ⅰ의 양은 0.1 % 이하이고 이외 유연물질의 양은

기타 유연물질 : 1.00

0.2 % 이하이며 총 유연물질의 양은 0.5 % 이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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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cm인 스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실릴실리카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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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Ⅰ 피크 및 니모디핀 피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크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약 0.9 및 1.0이며 이들 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니모디핀의 피크

크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4) 20 μL씩을 가지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니모디핀 피크

으로 조작할 때 니모디핀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수는 각각 4500 단 이상, 0.8 ∼ 2.0 이다.

측정범위 : 니모디핀 유지시간의 4 배 범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니모디핀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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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니스타틴·네오마이신황산염·

니스타틴·네오마이신황산염·

폴리믹신B황산염 좌제

폴리믹신B황산염 좌제

Nystatin·Neomycin Sulfate·

Nystatin·Neomycin Sulfate·

Polymyxin B Sulfate Suppositories
제

법 (생 략)

Polymyxin B Sulfate Suppositories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 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개 이상을 취하여 그 질량을 정밀하게 정 량 법 이 약 20 개 이상을 취하여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필요하면 작은 조각으로 하고 균일하게 섞어 1), 2)

달아 필요하면 작은 조각으로 하고 균일하게 섞어 1), 2)

및 3)의 검체로 한다.

및 3)의 검체로 한다.

1) 니스타틴 표준곡선법 (생 략)

1) 니스타틴 표준곡선법 (현행과 같음)

2) 네오마이신황산염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

2) 네오마이신황산염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

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펩톤

6.0 g

펩톤

6.0 g

염화나트륨

2.5 g

염화나트륨

2.5 g

효모엑스

3.0 g

효모엑스

3.0 g

포도당

1.0 g

포도당

1.0 g

1.5 g

육엑스

육엑스
한천

15.0 ∼ 20.0 g

한천

1.5 g
15.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1 mol/L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멸균후의 pH가 7.8 ∼ 8.0이 되도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멸균후의 pH가 7.8 ∼ 8.0이 되도

록 한다.

록 한다.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다만, 시험용균액

ATCC 6538 P 또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

은 흡광광도계를 써서 파장 6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

다. 다만, 시험용균액은 흡광광도계를 써서 파장 650

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부유액을 만든다.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부

(3) 이 약의 네오마이신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

유액을 만든다.

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3) 이 약의 네오마이신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

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여과 또는 원심분리하여 1 mL

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여과 또는 원심분리하여 1 mL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8.0)으로 1 mL 중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8.0)으로 1 mL 중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취하여 건조한 다음

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약 2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취하여 건조한 다음

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

약 2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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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

저장하며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

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저장하며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

8.0)으로 1 mL 중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8.0)으로 1 mL 중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

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가)(8)에 따라 시험한다.

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3) 폴리믹신 B 황산염 원통평판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가)(8)에 따라 시험한다.
3) 폴리믹신 B 황산염 원통평판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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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7) 유연물질

이 조작은 차광한 용기를 써서 신속하게

한다. 이 약 25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올 25 mL

한다. 이 약 25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올 25 mL

를 넣어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회석하여 정확하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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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1 mL 중 0.3 mg을 함유

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하는 용액을 만들어 니페디핀표준액으로 한다. 또한

25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니페디핀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표준품 적당량을 정밀

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

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mL 중 1 mg을 함유하는

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

용액을 만든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액에서 얻은 니페디핀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8인

상을 넣어 1 mL 중 0.6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

니페디핀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와

어 표준액 (1)로 한다.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

0.9인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사체는 각각 0.2

사체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

mL 중 1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적당

다.

상대유지시간이

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1 mL 중 0.6 μ
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 (2)로 한다. 표준
액 (1) 및 표준액 (2) 5 mL씩을 정확하게 용기에 취





유연물질의 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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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동상 5 mL를 정확하게 넣어 만든 용액을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다음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니페디핀 피크면적

액의 니페디핀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

rf : 니페디핀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자

하여 니페디핀유연물질의 양을 구한다. 니페디핀니트

니페디핀니트로페닐피리딘유사체 : 1.77

로페닐피리딘유사체 및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

니페디핀니트로소페닐피리딘유사체 : 1.50

사체는 0.2 % 이하이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 측정파장 265 nm )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 측정파장 235 nm )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보조칼럼에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50 : 25 : 25)

이동상 : 물·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50 : 25 : 25)

유 량 : 1 mL/분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니페디핀표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2)를 같은 용량 섞어 만든 혼합액 25 μL를 가지고 위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5 μL를 가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니트로페닐피리딘, 니트로소페닐

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니페디핀의 피크의

피리딘, 니페디핀의 순서로 유출하고 니트로페닐피리딘과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니트로소페닐피리딘의 분리도는 1.5 이상이고 니트로소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페닐피리딘과 니페디핀의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로 조작할 때 니페디핀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시스템의 재현성 : 혼합액 2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각각 13000 단 이상, 0.8 ∼ 2.0 이다.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니페디핀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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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디클록사실린나트륨·암피실린 캡슐

디클록사실린나트륨·암피실린 캡슐

Dicloxacillin Sodium·Ampicillin Capsules

Dicloxacillin Sodium·Ampicillin Capsules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 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의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의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잘 섞어 필요하면 가루로 하여 1) 및 2)의 검체로

달아 잘 섞어 필요하면 가루로 하여 1) 및 2)의 검체로

한다.

한다.

1) 디클록사실린나트륨수화물

원통평판법

(1)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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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가)(2)(가)⑥㉮의 배지를 쓴다.

시험법 가)(2)(가)⑥㉮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의 디클록사실린나트륨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

(3) 이 약의 디클록사실린나트륨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

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을 넣

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을 넣

어 잘 흔들어 섞어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

어 잘 흔들어 섞어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

액을 만들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액을 만들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

(pH 6.0)으로 1 mL 중 10.0 및 2.5 μg (역가)이 함유

(pH 6.0)으로 1 mL 중 10.0 및 2.5 μg (역가)이 함유

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

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

로 디클록사실린나트륨표준품 약 40 mg (역가)을 정밀

로 디클록사실린나트륨표준품 약 40 mg (역가)을 정밀

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을 넣어 녹여 1

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중 10.0 및 2.5 μg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중 10.0 및 2.5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

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2) 암피실린 원통평판법 (생 략)

2) 암피실린 원통평판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바시트라신

바시트라신

Bacitracin

Bacitracin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바시트라신 성분함량비 (생 략)

바시트라신 성분함량비

정 량 법
배지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 정 량 법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

배지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

⑥㉮의 배지를 쓴다.

⑥㉮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Micrococcus luteus ATCC 10240을 시

(2) 시험용균 Micrococcus luteus ATCC 10240 또는

험용균으로 한다.

NCCP 15695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400 단위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

(3) 이 약 약 400 단위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

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 및 0.5 단위 (역

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 및 0.5 단위 (역

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

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

액으로 한다. 따로 바시트라신표준품 약 400 단위 (역

액으로 한다. 따로 바시트라신표준품 약 400 단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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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가)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5 단위(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mL 당 5 단위(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10 ℃ 이하에서 저장하며 2 일 이내에 쓴다.

표준원액은 10 ℃ 이하에서 저장하며 2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 및 0.5 단위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 및 0.5 단위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

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

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

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성

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바시트라신아연

바시트라신아연

Bacitracin Zinc

Bacitracin Zinc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바시트라신 성분함량비 (생 략)

바시트라신 성분함량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바시트라신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 정 량 법 1) 바시트라신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및 기층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⑥㉮의 배지를 쓴다.

가)(2)(가)⑥㉮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Micrococcus luteus ATCC 10240을 시

(2) 시험용균 Micrococcus luteus ATCC 10240 또는

험용균으로 한다.

NCCP 15695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

(3)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

으로 1 mL 당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으로 1 mL 당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

액(pH 6.0)으로 1 mL 당 1.00 단위 (역가)가 함유되도

액(pH 6.0)으로 1 mL 당 1.00 단위 (역가)가 함유되도

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바시트라신표준품 적당

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바시트라신표준품 적당

량을 정밀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으로 1 mL 당

량을 정밀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으로 1 mL 당

100 단위(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

100 단위(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0.64, 0.80, 1.00, 1.25 및 1.56 단

6.0)으로 1 mL 당 0.64, 0.80, 1.00, 1.25 및 1.56 단

위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위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당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

mL 당 1.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

석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

석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

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

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

험한다.

험한다.

2) 아연 (생 략)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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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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테트라졸-5-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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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셀룰로오스트리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셀룰로오스트리

스-3,5-디메틸카르바메이트코팅된다공성실리카겔을 충

스-3,5-디메틸카르바메이트코팅된다공성실리카겔을 충

전한다.

전한다.

이동상 : 헥산·2-프로판올·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합

이동상 : 헥산·2-프로판올·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합

액(85 : 15 : 0.1)

액(85 : 15 : 0.1)

유 량 : 0.8 mL/분

유 량 : 0.8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μL를 가지고 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와 발사르탄유연물

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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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르탄유연물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 피크면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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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Ⅰ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 시스템적합성용액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발사르탄표준품 및 발사르탄유연

물질Ⅰ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각
각 1 mL 당 0.04 mg을 함유하도록 한다.
나) 발사르탄유연물질Ⅱ, 발사르탄유연물질Ⅲ 및 기타 나) 발사르탄유연물질Ⅱ, 발사르탄유연물질Ⅲ 및 기타
유연물질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유연물질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발사르탄유연물질Ⅱ{S-N-부티릴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N-(2'-(1 H-테트라졸-5-일)비펜-4-일]메틸)-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발린}표준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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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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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탄유연물질Ⅱ의 양은 0.2 % 이하, 발사르탄유연물

이하이고,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을 제외한 총 유연물

질Ⅲ의 양은 0.1 % 이하이고,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을

질의 양은 0.3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제외한 기타 개개 유연물질의 양은 0.1 % 이하이며,

피크는 제외한다.

발사르탄표준품,

발사르탄유연물질Ⅰ을 제외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0.3



% 이하이다.



유연물질의 양(%)  ×  × 




S



T

S

유연물질의 양 (%) = 100 ×  ×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발사르탄 피크면적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rf : 발사르탄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정인자

CS : 표준액 중 각 발사르탄유연물질의 농도 (mg/mL)

발사르탄유연물질 Ⅱ : 1.21

(기타 개개 유연물질 계산할 경우에는 표준액 중 발사르

발사르탄유연물질 Ⅲ : 1.28

탄표준품의 농도 (mg/mL))

기타 유연물질 : 1.00

Ai : 검액에서 얻은 각 발사르탄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각 발사르탄유연물질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기타 개개 유연물질 계산할 경우에는 표준액에서 얻은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발사르탄의 피크면적)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조작조건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의 피크의

시스템적합성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 및 발사르탄유연물질Ⅱ의 분리

로 조작할 때 발사르탄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도는 1.8 이상이다.

각각 5200 단 이상, 0.7 ∼ 2.0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유연물질Ⅱ 피크면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발사르탄 피크면적의 상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0 % 이하이고 발사르탄 피크면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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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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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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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1)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Ⅰ (3-디메틸아미노프로필2-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물혼합액(1 :

벤질아미노벤조산염산염) 표준품 5 mg 및 벤지다민염

1)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Ⅱ [3-(1,5-디벤질-1H-인다졸-3-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정

일)옥시프로필디메틸아민염산염] 표준품 12.5 mg을

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메탄올·물혼합액(1 : 1)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하고 이 액 1.0 mL에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

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Ⅲ (1-벤질-1H-인다졸-3

검액에서 얻은 벤지다민염산염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올) 표준품 2.5 mg을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

1.2인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Ⅰ은 0.2 % 이하이고,

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상대유지시간이 1.7인

메탄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0.5 % 이하이며, 상대유지시간이 0.5인 벤지다민염산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0.1 mL에 메탄

염유연물질 Ⅲ 및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이하

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이고 총 유연물질은 1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산염유연물질

벤지다민염산염유연물질 Ⅱ는

표준액 (2) 각 1.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섞어 표
준액 (4)로 한다. 검액 및 각 표준액 20 μL씩을 가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유연물질의 양(%) =  ×  × 




험하여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한다.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Ⅰ 또는 유연물질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Ⅱ의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 (1)에서 얻은 해당하는 피

AS : 표준액에서 얻은 벤지다민염산염 피크면적

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고 (유연물질 Ⅰ : 0.2 % 이하,

rf : 벤지다민염산염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유연물질 Ⅱ : 0.5 % 이하) 유연물질 Ⅲ의 피크면적

보정인자

은 표준액 (2)에서 얻은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으며

벤지다민염산염 유연물질 Ⅰ : 1.76

(0.1 %)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3)에서 얻은 피

벤지다민염산염 유연물질 Ⅱ :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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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면적보다 크지 않고 (0.1 %) 이들 피크의 합계

벤지다민염산염 유연물질 Ⅲ : 0.58

면적은 1 %보다 크지 않다.

기타 유연물질 : 1.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단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단

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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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상 B
(vol%)
50
50 → 70
70
50

유 량 : 1.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4)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으로 조작하여 벤지다민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

올·물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록 조정할 때 벤지다민과 인접한 두 피크의 분리도는 2.5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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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만돌나페이트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Cefamandole Nafate

상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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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정 량 법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역가시험 가)(2)(가)③㉮ 및 ㉯의 배지를 쓴다.

역가시험 가)(2)(가)③㉮ 및 ㉯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

(3)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

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약 1 mg (역가)을

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약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간 가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간 가

수분해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

수분해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

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0 μg (역가)이

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만돌표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만돌표준

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의 표준원액을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의 표준원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간 방치한다. 이 표준원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간 방치한다. 이 표준원

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 일 이내에 쓴다. 이 표준

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 일 이내에 쓴다. 이 표준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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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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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당 2.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

당 2.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

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

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

다.

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센텔라정량추출물·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센텔라정량추출물·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네오마이신황산염 연고

네오마이신황산염 연고

Centella Titrated Extract, Hydrocortisone

Centella Titrated Extract, Hydrocortisone

Acetate and Neomycin Sulfate Ointment

Acetate and Neomycin Sulfate Ointment

제

법 (생 략)

제

확인시험 (생 략)
정 량 법 1) 센텔라정량추출물 중 아시아티코시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생 정 량 법 1) 센텔라정량추출물 중 아시아티코시드 (현행과

략)
2)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생 략)
3) 네오마이신황산염

같음)
2)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현행과 같음)
3) 네오마이신황산염

◦ 원통 평판법 및 표준곡선법(검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원통 평판법 및 표준곡선법(검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제 1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네오마이신황산염 약

제 1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네오마이신황산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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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역가)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분액깔때기에 넣고

0.1 g(역가)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테르 50 mL를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0.1

에테르 50 mL를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25 mL 씩으로 3 회 추출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25 mL 씩으로 3 회 추출

하여 추출액을 모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

하여 추출액을 모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

로 적당한 농도의 용액을 만든다.

로 적당한 농도의 용액을 만든다.

제 2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네오마이신황산염 약

제 2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네오마이신황산염 약

10 mg(역가)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블렌더에 넣고

10 mg(역가)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블렌더에 넣고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60 mL를 넣어 3 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60 mL를 넣어 3 분

간 고속으로 혼합한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간 고속으로 혼합한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용액으로 한다.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용액으로 한다.

제 3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네오마이신황산염 약

제 3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네오마이신황산염 약

10 mg(역가)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유리마개 원심분

10 mg(역가)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유리마개 원심분

리관에 넣고 희석시킨 염산(1 → 100) 50 mL를 정확하

리관에 넣고 희석시킨 염산(1 → 100) 50 mL를 정확하

게 넣은 다음 가온하여 잘 흔들어 섞는다. 식힌 다음 클로

게 넣은 다음 가온하여 잘 흔들어 섞는다. 식힌 다음 클로

로포름 50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

로포름 50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

고 위의 맑은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수산화나트

고 위의 맑은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수산화나트

륨용액(1 → 5)을 써서 pH 8.0로 한 다음 0.1 mol/L 인

륨용액(1 → 5)을 써서 pH 8.0로 한 다음 0.1 mol/L 인

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용

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용

액으로 한다.

액으로 한다.

제 1 법, 제 2 법 또는 제 3 법의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제 1 법, 제 2 법 또는 제 3 법의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희석하여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희석하여

가)(3) 및 나)(3)의 농도로 각각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가)(3) 및 나)(3)의 농도로 각각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가) 원통평판법

가)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펩
톤
효모엑스
육 엑 스

펩
톤
효모엑스
육 엑 스

6.0 g
3.0 g
1.5 g

염화나트륨
2.5 g
포 도 당
1.0 g
한천
15.0 ∼ 20.0 g

6.0 g
3.0 g
1.5 g

염화나트륨
2.5 g
포 도 당
1.0 g
한천
15.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수산화나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수산화나

트륨시액으로 멸균 후의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트륨시액으로 멸균 후의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다만, 시험용균에서

ATCC 6538P 또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균액은 흡광광도계를 써서 파장 650 nm에서 투과도를

다만, 시험용균에서 균액은 흡광광도계를 써서 파장 650

측정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부유액을 만든다.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부유

(3)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역가)에 해당하

액을 만든다.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3)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역가)에 해당하

8.0)을 넣어 녹여 mL 당 1 mg(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

8.0)을 넣어 녹여 mL 당 1 mg(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

80 및 20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 및

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저농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

80 및 20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 및

당량을 취하여 0.7 kPa, 60 ℃에서 3시간 건조시킨 다음

저농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네오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

약 2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당량을 취하여 0.7 kPa, 60 ℃에서 3시간 건조시킨 다음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mL 당 1

약 2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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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mL 당 1

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mg(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80 및 20 μg(역가)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 및 저농도 표준액으로 한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80 및 20 μg(역가)

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 및 저농도 표준액으로 한

가시험법 가) (8)에 따라 시험한다.

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나) 표준곡선법 (1)배지 정량법 가)(1)에 따른다.

가시험법 가) (8)에 따라 시험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나) 표준곡선법 (1)배지 정량법 가)(1)에 따른다.

시험용균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3) 정량법 가)(3)의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3) 정량법 가)(3)의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

10.0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따로 정량법 가)(3)의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10.0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따로 정량법 가)(3)의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6.4, 8.0, 10.0, 12.5 및 15.6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mL 당 10.0 μg(역가)을 함

6.4, 8.0, 10.0, 12.5 및 15.6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mL 당 10.0 μg(역가)을 함

액,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

역가시험법 나) (4)에 따라 시험한다.

액,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저 장 법 (생 략)

역가시험법 나) (4)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스피라마이신·메트로니다졸 정

스피라마이신·메트로니다졸 정

Spiramycin and Metronidazole Tablets

Spiramycin and Metronidazole Tablets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 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스피라마이신 가) 원통평판법

정 량 법 1) 스피라마이신 가)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가)③㉮의 배지에 따른다. 다만, pH은 7.8 ∼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가)③㉮의 배지에 따른다. 다만, pH은 7.8 ∼

8.0 으로 한다.

8.0 으로 한다.

(2) 시험용균 Bacillus subtilis ATCC 6633을 시험용

(2) 시험용균 Bacillus subtilis ATCC 6633을 시험용

균으로 한다.

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75000 단위(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

(3) 이 약 약 75000 단위(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

게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이고 0.1 mol/L 인산염완충액

게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이고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mL 당 120 및 30 단위(역가)가 함유되도

(pH 8.0)으로 mL 당 120 및 30 단위(역가)가 함유되도

록 희석시켜 고농도 및 저농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피

록 희석시켜 고농도 및 저농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피

라마이신표준품 약 75000 단위(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라마이신표준품 약 75000 단위(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 mL 에 녹이고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메탄올 5 mL 에 녹이고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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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을 넣어 mL당 7500 단위(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액

8.0)을 넣어 mL당 7500 단위(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액

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

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120 및 30 단위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

당 120 및 30 단위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

도 및 저농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도 및 저농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에 따른다.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에 따른다.

나) 비탁법 (1) 배지 역가시험법 다)(2)(나)의 배지에

나) 비탁법 (1) 배지 역가시험법 다)(2)(나)의 배지에

따른다.

따른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75000 단위(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3) 이 약 약 75000 단위(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하게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이고 0.05 mol/L 인산염

하게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이고 0.05 mol/L 인산염

완충액(pH 7.0)으로 mL 당 11.7 단위(역가)가 함유되

완충액(pH 7.0)으로 mL 당 11.7 단위(역가)가 함유되

도록 희석시켜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피라마이신 표준

도록 희석시켜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피라마이신 표준

품 약 75000 단위(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

품 약 75000 단위(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이고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

mL에 녹이고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

어 mL 당 7500 단위(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

어 mL 당 7500 단위(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

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7 일 이

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7 일 이

내에 써야한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

내에 써야한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

게 취하여 0.05 mol/L 인산염완충액 (pH 7.0)으로

게 취하여 0.05 mol/L 인산염완충액 (pH 7.0)으로

mL 당 17.5, 14.3, 11.7, 9.59 및 7.86 단위(역가)가

mL 당 17.5, 14.3, 11.7, 9.59 및 7.86 단위(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에 따라 시험한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에 따라 시험한

다.

다.

2) 메트로니다졸 (생 략)

2) 메트로니다졸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소마이신황산염

시소마이신황산염

Sisomicin Sulfate

Sisomicin Sulf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가)③㉮의 배지를 쓴다. 다

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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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가)③㉮의

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가)③㉮의

배지를 쓴다.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

(3)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

완충액(pH 8.0) 25 mL에 녹여 1 mL 당 1 mg(역가)을

완충액(pH 8.0) 25 mL에 녹여 1 mL 당 1 mg(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액원액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당 1.00 및 0.25 μg(역가)이 함유되도

8.0)으로 1 mL 당 1.00 및 0.25 μg(역가)이 함유되도

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소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시소마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

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이 표

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이 표

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

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

충액(pH 8.0)으로 1 mL 당 1.00 및 0.25 μg (역가)이

충액(pH 8.0)으로 1 mL 당 1.00 및 0.25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

한다.

한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아미카신 주사액

아미카신 주사액

Amikacin Injection

Amikacin Injection

제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비탁법 (1) 배지 시험균부유용액체배지 항생물 정 량 법 비탁법 (1) 배지 시험균부유용액체배지 항생물
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2)의 배지를 쓴다.

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2)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AT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AT
CC 6538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정량할 때 조절된 균부

CC 6538P 또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정

유액 0.1 mL를 시험균부유액체배지 100 mL에 넣어 시

량할 때 조절된 균부유액 0.1 mL를 시험균부유액체배지

험용균액으로 한다.

100 mL에 넣어 시험용균액으로 한다.

(3) 이 약을 정밀하게 달아 멸균정제수를 넣어 적당한 농 (3) 이 약을 정밀하게 달아 멸균정제수를 넣어 적당한 농
도의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도의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여 멸균정제수로 1 mL 중 10.0 μg (역가)가 함유되도

여 멸균정제수로 1 mL 중 10.0 μg (역가)가 함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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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미카신황산염표준품

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미카신황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충분한 양의 멸균정제수로 녹여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충분한 양의 멸균정제수로 녹여

1 mL 중 1 mg (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1 mL 중 1 mg (역가)를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4 일 이내에

이 표준액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14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여 멸균정제수로 1 mL 중 8.0, 8.9, 10.0, 11.2 및 12.5

여 멸균정제수로 1 mL 중 8.0, 8.9, 10.0, 11.2 및 12.5

μg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μg (역가)가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

(6)에 따라 시험한다.

(6)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암피실린·클록사실린나트륨 캡슐

암피실린·클록사실린나트륨 캡슐

Ampicillin·Cloxacillin Sodium Capsules

Ampicillin·Cloxacillin Sodium Capsules

제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 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정 량 법

분 (현행과 같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을 정밀하게 달아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

을 정밀하게 달아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

200 mL를 넣어 세게 교반하여 녹이고 0.05 mol/L 인산

200 mL를 넣어 세게 교반하여 녹이고 0.05 mol/L 인산

염완충액 (pH 7.0)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하고 필

염완충액 (pH 7.0)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하고 필

요하면 여과한다. 이 액을 암피실린 및 클록사실린으로서

요하면 여과한다. 이 액을 암피실린 및 클록사실린으로서

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05

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05

mol/L 인산염완충액 (pH 7.0)으로 각각 1 mL 중 1 mg

mol/L 인산염완충액 (pH 7.0)으로 각각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1) 암피실린 원통평판법 (생 략)

1) 암피실린 원통평판법 (현행과 같음)

2) 클록사실린나트륨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2) 클록사실린나트륨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기층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⑥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⑥의 배지를 쓴다.

epidermidis

ATCC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위의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05 mol/L 인

(3) 위의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05 mol/L 인

산염완충액(pH 7.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

산염완충액(pH 7.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

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

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

로 한다. 따로 클록사실린나트륨표준품 약 20 mg (역가)

로 한다. 따로 클록사실린나트륨표준품 약 20 mg (역가)

을 정밀하게 달아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을 정밀하게 달아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

을 만든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을 만든다. 정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으로 1 mL 중

취하여 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

KP Forum Vol.13 No.2 (2016)

158

현

행

개 정 안

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

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

다.

다.

저 장 법 (생 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 외용겔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 외용겔

Erythromycin and Tretinoin Topical Gel

Erythromycin and Tretinoin Topical Gel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에리트로마이신

정 량 법 1) 에리트로마이신

1) 역가시험 가) 원통평판법

1) 역가시험 가) 원통평판법

⑴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⑵㈎

⑴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⑵㈎

②㉯의 배지에 따른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②㉯의 배지에 따른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⑵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⑵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⑶ 상용표준액

⑶ 상용표준액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40 mg(역가)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40 mg(역가)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100 mL가 되게 한 다음 잘 흔들어 섞고 상용표준원액으

100 mL가 되게 한 다음 잘 흔들어 섞고 상용표준원액으

로 한다. 이 상용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7

로 한다. 이 상용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고 7

일 이내에 써야한다. 정량할 때 이 상용표준원액 적당량

일 이내에 써야한다. 정량할 때 이 상용표준원액 적당량

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 당 20.0 및 5.0

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 당 20.0 및 5.0

μg(역가)이 함유하도록 희석시켜 상용표준액으로 한다.

μg(역가)이 함유하도록 희석시켜 상용표준액으로 한다.

⑷ 검 액 이 약 약 4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

⑷ 검 액 이 약 약 4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

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100 mL가 되게 한 다음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100 mL가 되게 한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

당 20.0 및 5.0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검액

당 20.0 및 5.0 μg(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검액

으로 한다.

으로 한다.

나) 표준곡선법 (생 략)

나) 표준곡선법 (현행과 같음)

2) 트레티노인 (생 략)

2) 트레티노인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락토비온산염

에리트로마이신락토비온산염

Erythromycin Lactobionate

Erythromycin Lactobion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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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

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0

(3) 이 약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녹이고 여기에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mL를 넣어 녹이고 여기에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량을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mL 당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리트로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리트로

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50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가 되게 하여 표준원액으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가 되게 하여 표준원액으

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

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

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

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

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20.0

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

및 5.0 μg (역가)이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

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

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

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스티노프레이트

에리트로마이신스티노프레이트

Erythromycin Stinoprate

Erythromycin Stinoprate

상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생 략)

pH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수

수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및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가)씩을

(3) 이 약 및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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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액원액 및 표준액원액으로 한다. 이 액들 적당량

하여 검액원액 및 표준액원액으로 한다. 이 액들 적당량

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

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

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하도록 희

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하도록 희

석하여 고농도검액, 저농도검액 및 고농도표준액, 저농도

석하여 고농도검액, 저농도검액 및 고농도표준액, 저농도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

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에틸숙시네이트

에리트로마이신에틸숙시네이트

Erythromycin Ethylsuccinate

Erythromycin Ethylsuccin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발열성물질 (생 략)

발열성물질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

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0

(3) 이 약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녹이고 여기에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mL를 넣어 녹이고 여기에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량을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mL 당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리트로

각각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리트로

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50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

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20.0 및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mL 당 20.0 및

5.0 μg (역가)를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

5.0 μg (역가)를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

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

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

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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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로마이신에틸숙시네이트 주사액

에리트로마이신에틸숙시네이트 주사액

Erythromycin Ethylsuccinate Injection

Erythromycin Ethylsuccinate Injection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배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배

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3)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 mL 중 1 mg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메탄올을 넣어 1 mL 중 1 mg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5 mg (역가)를 정밀하게

로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5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

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가 되게 하

염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가 되게 하

여 잘 흔들어 섞고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여 잘 흔들어 섞고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

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

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

액(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를 함

액(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를 함

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

유하도록 희석하여 각각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

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성

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Erythromycin Propionate

Erythromycin Propionate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함량 (생 략)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함량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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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40

(3) 이 약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40

mL를 넣어 녹여 15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인산염

mL를 넣어 녹여 15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인산염

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48 시

완충액(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48 시

간 방치한다.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간 방치한다.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1 mL 중 20.0 및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검액 및 저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검액 및 저

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5

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

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정확

고 다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가 되게 하여 잘 흔들어 섞고 표준원액으로

하게 100 mL가 되게 하여 잘 흔들어 섞고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

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1 mL 중

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

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

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

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

다.

다.

저 장 법 (생 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정

에리트로마이신프로피오네이트 정

Erythromycin Propionate Tablets

Erythromycin Propionate Tablets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 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②㉯의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배지를 쓴다. 다만, pH는 7.8 ~ 8.0으로 한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3)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

가루로 한 다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

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00 mL를

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0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인산

넣어 흔들어 섞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인산

염완충액 (pH 8.0)을 넣어 500 mL로 한다. 이 용액 적

염완충액 (pH 8.0)을 넣어 500 mL로 한다. 이 용액 적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되도

록 희석시켜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 희석시켜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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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

에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

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

아 메탄올 25 mL를 넣어 녹이고 다시 0.1 mol/L 인산염

완충액 (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가 되게 하여

완충액 (pH 8.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가 되게 하여

잘 흔들어 섞고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잘 흔들어 섞고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

이하에서 저장하며 7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

(pH 8.0)으로 1 mL 중 20.0 및 5.0 μg (역가)이 함유

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

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

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다. 이 액들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에코나졸질산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에코나졸질산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Econazole Nitrate, Triamcinolone Acetonide Econazole Nitrate, Triamcinolone Acetonide
and Gentamicin Sulfate Cream
제

법 (생 략)

and Gentamicin Sulfate Cream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1) 에코나졸질산염 (생 략)

1) 에코나졸질산염 (현행과 같음)

2)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생 략)

2)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현행과 같음)

3) 겐타마이신황산염 1) 가)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3) 겐타마이신황산염 1) 가)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펩톤
효모엑스
육엑스

6.0 g
3.0 g
1.5 g

포도당
1.0 g
염화나트륨
10.0 g
한천 13.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 후

펩톤
효모엑스
육엑스

6.0 g
3.0 g
1.5 g

포도당
1.0 g
염화나트륨
10.0 g
한천 13.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 후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나) 시험균 이식용 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나)②

(나) 시험균 이식용 한천배지 역가시험법 가)(2)(나)②

㉯의 배지에 따른다.

㉯의 배지에 따른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12228 또는 NCCP 1476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표준액 겐타마이신표준품 적당량을 달아 감압하

(3) 표준액 겐타마이신표준품 적당량을 달아 감압하

(0.67 kPa 이하) 110 ℃에서 3 시간 건조한 다음 약 5

(0.67 kPa 이하) 110 ℃에서 3 시간 건조한 다음 약 5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mL당 1mg (역가)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mL당 1mg (역가)

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4.0 및 1.0 μ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4.0 및 1.0 μ

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4) 검 액 이 약 약 25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4) 검 액 이 약 약 25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

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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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mL당 1 mg (역가)에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여 mL당 1 mg (역가)에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4.0 및 1.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4.0 및 1.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한다.

나) 표준곡선법 (생 략)

나) 표준곡선법 (현행과 같음)

2) 겐타마이신C1 등의 함량 (생 략)

2) 겐타마이신C1 등의 함량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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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유연물질 Ⅰ의 양 (%) = 10 ×  × 
 
S





유연물질의 양(%) =  ×  × 



C : 표준액 중 유연물질 Ⅰ의 농도 (μg/mL)



W : 검체 채취량 (mg)

AT : 검액에서 얻은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유연물질
Ⅰ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면
적
0.13 :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에 대한 각 온단
세트론염산염수화물유연물질Ⅰ 피크의 보정인자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8 nm)

조작조건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28 nm)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0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니

칼

트릴화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니트릴화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80

: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KP Forum Vol.13 No.2 (2016)

165

현

행

개 정 안

20)

이동상

유 량 : 1.5 mL/분

20)

시스템적합성

◦ 인산염완충액

시스템의 성능 : 온단세트론유연물질 Ⅰ 표준품 6

: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80

: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

에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를 5.4로 조

mg 및 온단세트론유연물질 Ⅱ (1,2,3,9-테트라히드

정한다.

로-9-메틸-4H-카르바졸-4-온) 표준품 10 mg을

유 량 : 1.5 mL/분

이동상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에 이

시스템적합성

동상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Ⅰ 피크 및 유연물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0.05 %). 이 액

질 Ⅱ 피크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약 1 및 0.8이고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온단

이들 피크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또 표준액 20 μ

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

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이론단수는 400

인한다.

이상이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으로 조작할 때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피크의 이론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온단세트론 피크면적

단수 2500 단 이상이다.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인산염완충액

시스템의 재현성 :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온단세트론염산염수

에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를 5.4로 조

화물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정한다.
2) 기타유연물질 (생략)
수

2) 기타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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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옥살리플라틴

옥살리플라틴

Oxaliplatin

Oxaliplatin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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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연물질 Ⅱ

이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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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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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1R,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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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녹을 때 까지 초음파 처리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이 액 3.0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Ⅱ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에 대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다

한 상대유지시간이 0.4인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Ⅱ는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크는 제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Ⅱ의 피크면적은

외한다. 검액 조제 후 20 분 내에 검액을 주입한다.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4 배 보다 크지 않다



(0.15 % 이하). 검액 조제 후 20 분 내에 검액을 주



유연물질의 양(%) =  ×  × 



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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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염기불활성화옥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염기불활성화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pH 3.0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8 :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pH 3.0)·아세토니트릴혼합액(9

2)

: 1)

유 량 : 2 mL/분

◦ 인산염 완충액(pH 3.0) : 인산이수소칼륨 1.36 g 및

시스템적합성

데칸설폰산나트륨 1.2 g에 물 1000 mL를 넣어 녹이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용액 50.0 mL에 0.02 % 수산화나

인산으로 pH를 3.0 ± 0.05로 조정한다.

트륨용액을 넣어 pH를 6.0으로 조정한다. 이 액을 70 ℃

유 량 : 1 mL/분

에서 4 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식힌다 (유연물질 Ⅴ 생

시스템적합성

성).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

검출의 확인 : 표준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연물질 Ⅱ 피크와 유연물질 Ⅴ 피크의 분리도는 7 이상이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다. 또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유연물질 Ⅱ 피크의 신호대 잡음비는 10 이상이다.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상대유지시간 : 유연물질 Ⅱ와 유연물질 Ⅴ의 상대유지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간은 각각 약 4.3 및 6.4이다.

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측정범위 : 유연물질 Ⅱ 유지시간의 2.5 배 범위

수는 각각 10000 단 이상, 0.8 ∼ 1.2 이다.

◦ pH 3.0인산염 완충액 인산이수소칼륨 1.36 g 및 헵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탄설폰산나트륨 1 g에 물 1000 mL를 넣어 녹이고 인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의

으로 pH를 3.0 ± 0.05로 조정한다.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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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OC-6-33)-[(1R,2R)-시클로헥산-1,2-디아민-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정확하게

κN,κN'][에탄디오아토(2-)-κO,κO2]디히드록시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

라티눔}표준품 5.0 mg 및 옥살리플라틴표준품 5.0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

mg을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1)로 한다. 표준액 (1) 1.0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

한다.

따로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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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옥살리플라틴

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에 대

표준품 50.0 mg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

한 상대유지시간이 0.5인 옥살리플라틴 Ⅲ은 0.15 %

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디클로로디아미노시클

이하이고,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며,

로헥산플라티늄표준품 5 mg을 표준액 (3)에 녹여 정

개개 피크의 합계면적은 0.15 % 이하이다. 다만, 표준

확하게 50 mL로 한 액을 표준액 (4)로 한다. 표준액

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과 유지시간 2 분

(4) 5 mL에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

이내의 피크는 제외한다. 검액 조제 후 20 분 내에 검

액 (5)으로 한다. 이 약 0.10 g에 표준액 (1) 1 mL

액을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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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물질의 양(%) =  ×  ×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유연물질 Ⅲ
피크면적은 표준액 (6)에서 얻은 유연물질 Ⅲ 피크면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적의 3/4 배 보다 크지 않고 (0.15 %) 이외 개개 유

AS : 표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

연물질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2)에서 얻은 옥살리플라

rf : 옥살리플라틴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보

틴 피크면적의 2 배 보다 크지 않으며 (0.1 %) 개개

정인자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유연물질 Ⅲ : 0.24

피크면적의 3 배 보다 크지 않다 (0.15 %). 다만, 표

기타 유연물질 : 1.00

준액 (2)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과 유지시간
2 분 이내의 피크는 제외한다. 검액 조제 후 20 분 내
에 검액을 주입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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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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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디아미노시클로헥산플라티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피크와 옥살리플라틴 피크의 분리도는 2 이상이다. 또 표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의 피크의

준액 (2)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연물질 Ⅲ 피크의 신호 대 잡음비는 50 이상이고 옥살리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플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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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 30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탄 4) 유연물질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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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연물질 Ⅳ

살리플라틴유연물질 Ⅳ {(SP-4-2)-[(1S,2S)-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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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O ,κO ]플라티눔} 표준품 5 mg을 정확하게 달아 메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건으

한다. 표준액 (1) 15.0 mL에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5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옥살리플라틴표준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옥살리플

품 75 mg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라틴유연물질Ⅳ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옥살

표준액 (3)으로 한다. 표준액 (3) 5.0 mL에 메탄올을

리플라틴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1.2인 옥살리플라틴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4)로 한다.

유연물질Ⅳ는 0.1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표준액 (3) 40 mL에 표준액 (2) 1.0 mL를 넣고 메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5)로



한다. 표준액 (1) 4.0 mL에 표준액 (4) 5.0 mL를 넣



유연물질의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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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 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유연물질Ⅳ의 피크면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Ⅳ의 피크높

적

이는 표준액 (5)에서 얻은 유연물질 Ⅳ 피크높이의 3

AS : 표준액에서 얻은 옥살리플라틴 피크면적

배 보다 크지 않다 (0.15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학분리용실리카겔 OC를

스강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광학분리용실리카겔 OC를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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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의 확인 : 표준액 3.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 피크와 유연물질 Ⅳ 피크

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

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또 표준액 (5) 20 μL를 가

지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옥살리플라틴의 피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Ⅳ 피크의 신호

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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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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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네오마이신황산염·니스타틴 연고

네오마이신황산염·니스타틴 연고

Clobetasol Propionate, Neomycin Sulfate

Clobetasol Propionate, Neomycin Sulfate

and Nystatin Ointment

and Nystatin Ointment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생 략)

정 량 법 1)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현행과 같음)

2) 네오마이신황산염

2) 네오마이신황산염

◦ 원통평판법 및 표준곡선법 (검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원통평판법 및 표준곡선법 (검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 약을 네오마이신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 mg (역가)

이 약을 네오마이신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 mg (역가)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테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테

르 50 mL를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1 % 인산염

르 50 mL를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1 % 인산염

완충액 (pH 8.0) 25 mL씩으로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완충액 (pH 8.0) 25 mL씩으로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위의 완충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

합하고 위의 완충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

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희석하여 역가시험 가)(4) 및 나)(4)의 농도로 각각 만

희석하여 역가시험 가)(4) 및 나)(4)의 농도로 각각 만

들어 검액으로 한다.

들어 검액으로 한다.

가) 원통평판법

가)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펩톤 6.0 g, 염화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천배지 펩톤 6.0 g, 염화

나트륨 2.5 g, 효모 엑스 3.0 g, 포도당 1.0 g, 육엑스

나트륨 2.5 g, 효모 엑스 3.0 g, 포도당 1.0 g, 육엑스

1.5 g, 한천 15.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5 g, 한천 15.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멸균 후의 pH가

1000 mL로 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멸균 후의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7.8 ∼ 8.0이 되도록 한다.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2) 시험용균 및 시험용균액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다만, 시험용균에서

ATCC 6538P 또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균액은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다만, 시험용균에서 균액은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6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할 때 80 %가 되도록 시험균

라 시험하여 파장 6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할 때 80

부유액을 만든다.

%가 되도록 시험균부유액을 만든다.

(3) 표준액

(3) 표준액

네오마이신표준품 적당량을 취하여 0.67

네오마이신표준품 적당량을 취하여 0.67

kPa, 60 ℃에서 3 시간 건조시킨 다음 20 ∼ 100 mg

kPa, 60 ℃에서 3 시간 건조시킨 다음 20 ∼ 10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

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mL당 1 mg(역가)을 함유

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mL당 1 mg(역가)을 함유

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

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하에서 저

장하고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

장하고 30 일 이내에 쓴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

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80.0 및 20.0

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4) 검 액 이 약 20 ∼ 10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

(4) 검 액 이 약 20 ∼ 10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

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mL당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넣어 녹여 mL당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위의 완충액으로

mL당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mL당 80.0 및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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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곡선법 (1)배지 역가시험 가)(1)에 따른다.

나) 표준곡선법 (1)배지 역가시험 가)(1)에 따른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또

시험용균으로 한다.

는 NCCP 10172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표준액 역가시험 가)(3)의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

(3) 표준액 역가시험 가)(3)의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

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mL

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mL

당 6.4, 8.0, 10.0, 12.5 및 15.6 μg (역가)이 함유되도

당 6.4, 8.0, 10.0, 12.5 및 15.6 μg (역가)이 함유되도

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mL당 10.0 μg (역가)을

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mL당 1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 으로 한다.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 으로 한다.

(4) 검 액 역가시험 가)(4)의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4) 검 액 역가시험 가)(4)의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mL당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으로 mL당

1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1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3) 니스타틴 (생 략)

3) 니스타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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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메

탄올 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탄올 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로피도그렐황산수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소염표준품,

Ⅰ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S)-(o-클로로페닐)-6,7-디하이드로티에노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3,2-c]피리딘-5(4H)-아세트산} 표준품, 클로피도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그렐유연물질 Ⅱ {메틸(±)-(o-클로로페닐)4,5-디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하이드로티에노[2,3-c]피리딘-6(7H)-아세테이트,염

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

산염}

{메틸

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

(-)-( R )-( o -클로로페닐)-6,7-디하이드로티에노

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에 대한 상대유지시

[3,2-c]피리딘-5(4H)-아세테이트,황산수소염} 표준

간이 0.4인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Ⅰ은 0.2 % 이하이

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단계적으로

고, 상대유지시간이 0.8인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

희석하여 1 mL 중 각각 20 μg, 40 μg, 120 μg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는 0.3 % 이하이며, 상대유지

및 200 μg이 되도록 한다. 이 액 5 mL에 이동상을

시간이 2.0인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Ⅲ은 1.0 % 이하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1 mL 중 각각 0.5 μ

이고, 나머지 개개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며, 총 유

g, 1 μg, 3 μg 및 5 μg이 되도록 하여 표준액으로

연물질은 1.5 % 이하이다. 다만, 0.05 %보다 작은 피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크는 제외한다.

표준품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및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Ⅲ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검액
중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상





유연물질의 양(%) =  ×  × 




대유지시간 약 0.5의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Ⅰ은 0.2
% 이하이고, 약 2.0의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Ⅲ은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1.0 % 이하이고, 약 0.8의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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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은 0.3 % 이하이며, 개개

AS : 표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면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의 양은 1.5

적

rf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 이하이다.

피크의 보정인자
유연물질 Ⅰ 및 유연물질 Ⅲ의 양 (%)

A

U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유연물질 Ⅰ : 1.03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유연물질 Ⅱ 첫 번째 이

=  ×  × 100
T
S

성질체 : 1.13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유연물질 Ⅲ : 1.02

CA : 표준액 중 각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의 농도

기타 유연물질 : 1.00

(mg/mL)

CT : 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mg/mL)

AU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각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의 피크
면적
유연물질 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의 양 (%)

B

U

=  ×  × 100×0.5
T
S

CB : 표준액 중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mg/mL)

AU : 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번
째 거울상이성질체의 피크면적
0.5 : 클로피도그렐유연물질 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
체 보정계수



U

기타 유연물질의 양 (%) =  ×  × 100


T

S

C : 표준액 중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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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관
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카이랄-인식 단백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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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뮤코이드가 결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인 오보뮤코이드가 결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충전한다.

겔을 충전한다.

유 량 : 1.0 mL/분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시스템적합성용액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78 : 22)

시스템적합성

○ 인산염완충액 : 인산이수소칼륨 2.72 g을 물 500 mL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μL를 가지고 위

에 녹이고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클로피도그

유 량 : 1.0 mL/분

렐유연물질Ⅱ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 클로피도그렐유연

시스템적합성

물질Ⅱ 두 번째 거울상이성질체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약 0.8, 약 1.2 이고 클로피도그렐 피크 및 클로피도그렐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

유연물질Ⅱ의 첫 번째 거울상이성질체 피크의 분리도는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

2.5 이상이다.

염의 피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개개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

로 조작할 때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2700 단 이상, 0.8 ∼ 1.2 이다.

편차는 15 %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피크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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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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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

준품 약 0.9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조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의 각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고 각 유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

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에서 얻은 페니토인나트

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륨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5인 페니토인유연물질Ⅰ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페니토인유연물질 Ⅰ 과 페

은 0.9 % 이하이고, 상대유지시간이 0.7인 페니토인

니토인유연물질 Ⅱ 의 양은 각각 0.9 % 이하, 벤조페

유연물질Ⅱ는 0.9 % 이하이며, 상대유지시간이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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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은 0.1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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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T

S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유연물질의 양 (%) = 100 ×  × 







유연물질의 양(%) =  ×  × 



CS : 표준액 중 각 유연물질의 농도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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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T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페니토인나트륨의 피크면적

또한 이외의 개개 유연물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할 때 벤조페논을 제외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0.9 % 이

rf : 페니토인나트륨 피크에 대한 각 유연물질 피크의

하이다.

보정인자
페니토인 유연물질 Ⅰ : 1.13







i
S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100 ×  ×  × 

페니토인 유연물질 Ⅱ : 1.43
벤조페논 : 1.24
기타 유연물질 : 1.00

274.25 : 페니토인나트륨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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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스강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상온

칼럼온도 : 상온

이동상 :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한 0.05 mol/L 인산

이동상 :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한 0.05 mol/L 인산

이수소암모늄완충액·아세토니트릴·메탄올혼합액(45 :

이수소암모늄완충액·아세토니트릴·메탄올혼합액(45 :

3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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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의 확인 :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녹이고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한 0.05 mol/L 인산이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

수소암모늄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45 : 35)을 넣

고 위의 조작조건으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나트륨의 피

어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

크의 S/N비가 10 이상 임을 확인한다.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따로 페니토인표준품 10.0 mg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을 이동상 100 mL에 녹인 액을 넣어 10 mL로 하여 시

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나트륨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

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시스템적합성용액을 가지고 위

계수는 각각 13500 단 이상, 0.8 ∼ 1.5 이다.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과 벤조인의 상대유지시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간은 각각 1.0 및 1.3 이고 그 분리도는 1.5 이상이고, 페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페니토인나트륨 피크면적

니토인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9400 단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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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피마리신 점안액

피마리신 점안액

Pimaricin Ophthalmic Solution

Pimaricin Ophthalmic Solution

제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한천배지 항생물 정 량 법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한천배지 항생물
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④㉮의 배지를

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가)④㉮의 배지를

쓴다.

쓴다.

(2) 시험용균 Saccharomyces cerevisiae ATCC 9763

(2) 시험용균 Saccharomyces cerevisiae ATCC 9763

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또는 NCCP 32558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시험용균액

(3) 시험용균액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4)(다)에 따라 만든다. 다만, 종층용한천배지 100

가)(4)(다)에 따라 만든다. 다만, 종층용한천배지 100

mL에 넣는 시험용균액의 양은 0.8 mL로 한다.

mL에 넣는 시험용균액의 양은 0.8 mL로 한다.

(4) 원통한천평판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4) 원통한천평판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1)에 따른다. 다만, 기층용한천배지는 분주하지 않

나)(1)에 따른다. 다만, 기층용한천배지는 분주하지 않

고, 종층용한천배지의 양은 8 mL로 한다.

고, 종층용한천배지의 양은 8 mL로 한다.

(5)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밀하게 취하여

(5)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밀하게 취하여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녹여 1 mL 중 100 μg (역가)을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녹여 1 mL 중 1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2 mol/L 인산염완충액(pH 10.5)으로 1 mL 중

취하여 0.2 mol/L 인산염완충액(pH 10.5)으로 1 mL 중

5.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5.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피마리신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설

따로 피마리신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설

폭시드를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폭시드를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쓸 때 만든다. 정

표준액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원액은 쓸 때 만든다. 정

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2

량할 때 이 표준액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2

mol/L 인산염완충액(pH 10.5)으로 1 mL 중 3.20,

mol/L 인산염완충액(pH 10.5)으로 1 mL 중 3.20,

4.00, 5.00, 6.25 및 7.81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

4.00, 5.00, 6.25 및 7.81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

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중 5.00 μg (역가)을 함

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중 5.00 μg (역가)을 함

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유하는 용액을 표준중간희석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및 표준중간희석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 략)

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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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2부 신설(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 각조 첨가제에 다음과 같이 3 품목의 신설(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의약품각조의 규격에 대하
여 제약업계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에틸바닐린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Ethyl Vanillin

전호화전분
Pregelatinized Starch
이 약은 전분 가루 또는 덩어리에 물을 넣어 화학적
C9H10O3 : 166.17
3-Ethoxy-4-hydroxybenzaldehyde [121-32-4]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에틸바닐린

(C9H10O3) 98.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의 결정으로 바

닐린과 유사한 냄새 및 맛이 있다.
이 약은 빛에 민감하다.
이 약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이 약은 에탄올, 클로로포름, 에테르 또는 알칼리성
용액에 잘 녹고, 50 ℃ 물에 조금 녹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에틸바닐린표준품의 메탄올용

액 (1 → 1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에틸바닐린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점 76 ∼ 78 ℃

융

건조감량 1.0 % 이하 (오산화인, 4 시간)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300 m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50 mL에 녹인 다음 티몰블
루시액을 넣고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액으로 적
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또는 기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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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녹고 에탄올에 거의 녹지 않는
다.
확인시험

이 약 1 g에 물 50 mL를 넣어 1 분간 끓

여 식힌 뿌연 점액 1 mL에 희석시킨 요오드 시액
0.05 mL를 넣을 때 적황색 ∼ 어두운 청색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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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도시험

1) 철

강열잔분 시험 후 검체 전량에 염산

8 mL을 넣어 천천히 가열하면서 녹인 다음 물을 넣
어 100 mL로 한다. 이 용액 25 mL를 정확히 취하
여 물을 넣어 47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철표준액(10 μg/mL) 1 mL에 물을 넣어 45 mL로
하고 염산 2 mL를 넣어 섞은 액은 비교액으로 한다.
검액 및 비교액을 가지고 퍼옥시황산암모늄 50 mg
및 티오시안산암모늄시액 3 mL를 넣어 흔들어 섞었
을 때 검액의 색은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20 ppm
이하).
2) 이산화황

이 약 20 g을 무수황산나트륨액(1 →

5) 200 mL에 넣어 흔들어 섞고 여과 한다. 여액

하여 보정한다.

100 mL에 전분시액 3 mL를 넣고, 0.01 mol/L 요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액 1 mL
= 16.62 mg C9H10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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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액 를 사용하여 파란색이 지속될 때 까지 적정한
다. 소비량은 2.7 mL를 넘지 않는다 (80 pp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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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3) 산화성물질

이 약 5 g을 달아 메탄올·물혼합액

(1 : 1) 20 mL에 넣고, 6 mol/L 아세트산시액 1
mL를 넣은 다음 현탁액이 균질해질 때까지 교반한
다. 새로 제조한 요오드화칼륨포화용액 0.5 mL를 넣
고, 5분 동안 방치할 때 파란색, 갈색 또는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건조감량 14.0 % 이하 (1 g, 120 ℃, 4 시간)
강열잔분 0.5 % 이하 (2 g)
미생물한도시험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

기성미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며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다. 또한 살모넬라 및 대장균은 검
출되지 않아야 된다.
저 장 법 밀폐용기.

디아세틸레이티드모노글리세리드
Diacetylated Monoglycerides
이 약은 식용 지방산과 아세트산의 에스테르화 반응
을 통한 글리세린으로서 분자량에 따라 촉매 하에서 식
용 기름과 트리아세틴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하여 제
조되거나 식용 모노글리세라이드에 촉매 없이 직접 아
세트산무수물을 이용하여 아세틸레이션 반응으로 제조
될 수 있다.
성
상 이 약은 투명한 액체이다.
이 약은 80 %(w/w) 에탄올, 식물유, 광유에 썩 잘
녹으며 70 %(w/w) 에탄올에 조금 녹는다.
확인시험

이 약 (건조하지 않은 것) 및 디아세틸레이

티드모노글리세리드표준품을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산

가 3 이하

수산기가 15 이하
비누화가 365 ∼ 395
순도시험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1.0 mL
를 넣는다 (10 ppm 이하).
강열잔분 0.1 % 이하 (1.0 g)
저 장 법 차광된 기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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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신설(안) - 의견수렴용
바이오의약품의 제품 품질관리에 기여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공정서들과
비교를 통한 국제조화된 대한민국약전 바이오의약품분야 일반정보 수재(안)을 마련하였다.

당쇄 및 트립토판 인돌 고리의 C2 탄소에 α-만노

당쇄분석법

피라노오스를 첨가한 C-당쇄 등 세 가지 주요 효소
적 당쇄화가 있다. 그리고 당화반응(glycation)이라

서 론
당쇄 분석법은 당단백질의 당쇄 부위를 분석하는
시험법으로 총 당단백질 분석법, 단백질로부터 당쇄
의 분리와 검출법, 당단백질의 효소 처리 후 얻어진
당펩티드 분석법 및 당단백질의 효소나 화학적 처리
후 얻어진 유리 당쇄 분석법 등이 있다. 단당류 분
석은 당쇄 분석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단백질의 당쇄화는 생물의약품의 기능, 약물동력학,
약력학, 안정성 및 면역원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당쇄화는 전사와 달리 주형을 바
탕으로 작동하는 효소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쇄
의 불균일성을 가져오며 제조공정도 당쇄의 불균일
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당단백질의 당쇄 분석법
은 당단백질 당쇄 형태의 가변성을 확인하고 생산
공정 중의 일관성을 조사하는 중요한 시험법이다.
당쇄 분석법은 얻어진 정보를 유사하게 처리된 표준
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일관성을 입증하는 대비분석
법이다.
여기에서는 당단백질의 당쇄 분석에 이용되는 접근
법과 이 방법들의 적용과 검증에 대한 요건들을 설
명한다.
1. 단백질 당쇄화
단백질에는 아스파라긴의 말단 아미드기의 질소에
올리고당을 첨가한 N-당쇄, 세린, 트레오닌 및 히
드록시 프롤린의 수산화기에 올리고당을 첨가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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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효소적 첨가는 단백질이 환원당과 함께 반응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당단백질 의약품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
는 N-당쇄와 O-당쇄에 대한 분석 방법들을 설명
한다.
1.1 N-당쇄화
당단백질에서 N-당쇄의 생합성은 네 단계 과정으로
기술 될 수 있다.
(1) 지질에 결합된 당쇄 사슬의 개시 및 신장
(2) 단백질 또는 초기 폴리펩티드 사슬로 올리고당
의 전달
(3) 특정 글루코스와 만노스 잔기의 제거에 의한
N-당쇄 사슬의 처리
(4) 당쇄 사슬의 비환원 말단에 잔기의 첨가로 인
한 N-당쇄 사슬의 변형
N-당쇄는 가공의 정도 <그림 1.>에 따라 하이만노
스, 하이브리드 또는 컴플렉스로 분류 될 수 있다.
하이만노스 구조(첨부 1)에서는 사슬의 말단 가지인
안테나에

갈락토스

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GlcNAc) 잔기가 부족하다. 컴플렉스 구조가 안테
나에 GlcNAc 부분으로 치환된 ɑ1,6과 ɑ1,3 만노스
잔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구조에서는
대체된 GlcNAc 잔기 및 터미널 만노스 잔기가 존재
한다. 하이브리드와 컴플렉스 당쇄는 둘 이상의 안테나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쇄는 예를 들어, 바이안테나
리(biantennary), 트리안테나리(triantennary) 및 테트
라안테나리(tetraantennary)라고 칭한다. 모노안테나리

178

(monoantennary) 및 펜타안테나리(pentaantennary)

도 빈번하다.

N-당쇄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는 컴플

O-당쇄화는 일반적으로 분비된 당단백질의 세포 외

렉스 당쇄에서 터미널 시알산(뉴라민산) 잔기를 빈번하

기질 표면의 일부를 형성하는 점액형인 클러스터 형

게 운반한다. 시알산화는 많은 당단백질 치료제의 약동

태로 발생할 수 있다. O-GlcNAc과 같은 기타 O-

학 및 약물 동력학 모두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당쇄화는 많은 핵세포질 단백질에서 발견되며, O만노스가 연결된 당쇄화는 일부 근육과 신경 당단백
질과 효모에서 발견된다. O-Fuc 및 O-Glc에 연결
된 당쇄화 형태는 노치(Notch) 신호 전달 경로와
관련된 많은 표피 성장 인자와 같은 단백질에서 발
견된다.

<그림 1. N-당쇄의 일반적인 유형>

1.2 O-당쇄화
O-당쇄는 세린, 트레오닌 및 티로신뿐만 아니라
덜 일반적인 아미노산인 하이드록시 프롤린 및 하이
드록시 리신에 연결된 초기의 GalNAc 잔기를 통해

<그림 2. O-당쇄의 공통 핵심 구조>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다중 당쇄 코어 구조는 잘 알
려져 있다. 단당류의 순서와 이성체 결합은 N-당쇄
에서보다 더 큰 다양성을 보여주고, 적어도 여덟 가
지 유형(그림 2)이 확인되었다. O-당쇄화에 대한
공통된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쇄화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잔기 앞 또는 세 개의
잔기 뒤의 당쇄화 부위에 프롤린이 존재하는 경우와
하전된 세린 또는 트레오닌에 인접한 아미노산 잔기
가 없는 경우에 선호된다. 이당류 단위 N-아세틸락
토사민, Galβ1 및 4GlcNAc은 사슬이 신장되는 가
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시알산과 갈락토스의 터미널
캡핑과 사슬에 따르는 푸코실화를 포함한 추가 변형

2. 당단백질의 불균일성
당쇄의 불균일성 정도의 차이는 당단백질 생산과정
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일성은 당쇄의 점유(완
전, 부분 또는 비점유), 당쇄화(N-결합 또는 O-결
합), 올리고당의 구조(연장, 가지, 연결) 등의 가변
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당쇄화에서 불균일성
은 한 특정 당단백질에서도 다양한 당쇄 형태들을
초래한다. 전사나 번역과 달리 당쇄화는 주형에 의
존하지 않는 번역 후 수식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변성이 발생한다. 주어진 위치에서의 당쇄화는 세
포 특이적, 그리고/또는 성장 의존적인 골지체 및
소포체 내 당전위효소나 당외분해효소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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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

요한 것은 일반 제품 특성, 공정 검증, 비교 평가,

서 단백질 당쇄화는 단백질구조, 생산 공정, 숙주-

안정성 시험, 모니터링 제조 공정의 일관성 및 유리

벡터 발현계 및 세포배양조건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시험이다. 제품 개발과 정기적인 생산에 있어서 분

받는다.

석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의 선택은 당단백질의 복잡

당쇄화 된 생물의약품의 당쇄 분석

성, 당쇄화와 안전성 및 유효성 간의 관계의 이해

단백질의 당쇄화는 직간접적으로 생물학적 활성에

및 제조공정 제어를 위한 절차의 전반적인 설계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쇄화의 가변성은 세포 다

같은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당쇄화의

양성과 더불어 제조 공정으로 인해 나타난다. 따라

생물학적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당쇄 분석은

서 당쇄화 패턴은 공정의 일관성을 보증하는 특성분

제조 일관성 측정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석 연구의 일부로서 중요하며 시장 진입 후 제품의

<그림 3A>흐름도는 당쇄 분석을 위한 응용 분야의 선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 생물학 및

택을 지원하며 <그림 3B>는 이용 가능한 분석 기술

물리 화학적 시험을 지원하는 데 배치 간 일관성을

및 장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특성화된 표준품이 필요하다.
당쇄화 분석은 다음에 적합하다.
(1) 신규 제품의 구조 및 안정성의 특성화와 공정
및 저장의 안정성
(2) 배치 방출 시험 및 프로세스 제어 시험
(3) 제품 간의 비교 평가(예, 하나 이상의 프로세
스가 변경되었을 경우)
당쇄 구조와 생물학적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해는 각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의사 결
정을 뒷받침한다. 생물/생명공학 의약품의 경우 배
치 방출에 대한 특성 기준 및 규격은 일반적으로 가
이드라인 ICH Q6B(생명공학생물의약품에 대한 시
험절차 및 판정기준) 및 ICH Q5E(제조공정 변경

<그림 3A. 당쇄 분석을 위한 옵션의 선택을 지원하는 흐름도>

대상 생명공학/생물학적 제품의 동등성 비교)에 명
시되어 있다. 매우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론이 당쇄
지도 작성에 적용된다. 이 다양함은 당쇄 구조의 다
양성 및 복잡성과 사용 가능한 기술 및 검출 시스템
의 결과이다.
당쇄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검출 시스템
과 기술이 향상되고 가용성이 증가하므로 분석법들
은 광범위하다. 단계별 절차를 지원하는 다른 방법
들은 당단백질, 장비의 가용성, 과학자 개인과 그룹
의 전문 지식 및 정보에 의존한다. 생체 활성에 영
향을 미치는 단백질의 당쇄화 유형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은 N- 및 O-당쇄화이다.
당쇄 분석은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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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쇄 분석 절차
당쇄화의 불균일성은 원 당단백질의 분석, 당펩티
드의 분석, 유리된 당쇄 분석 및 단당류 분석 등 네

대량의 원액 의약품이나 분석을 간섭하는 부형제를
포함한 제형의 분석에서는 당단백질의 분리와 정제
가 필요하다.

가지 별개의 보완적인 접근법에 의해 평가된다. 여
기에서는 N- 및 O-당쇄를 가진 당단백질의 당쇄

1. 원(intact) 당단백질 분석법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들과 일반적인 요건들을 설명

원 당단백질의 분석법은 당단백질의 당쇄화에 대한

한다. 당쇄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과정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을 거치며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런 방법의 다양

여러 당쇄화 위치를 가진 큰 분자에서는 제한된 정

성은 당쇄 구조의 다양성, 복잡성, 활용 가능한 기

보만을 제공한다.

법, 검출 시스템 및 요구되는 정보 수준에 따른 광

당단백질 분석법에는 CE와 MS 등을 사용할 수 있

범위한 접근법에 기인한 결과이다.

으며,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법이나 SDS-PAGE

<그림 4>는 전반적인 당쇄 분석법과 선택된 접근법

와 같은 분자크기 차이를 이용한 분석법들은 단백질

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석조작법들을 보여준

의 당쇄화 상태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 시알산화

다. 당쇄 구조와 기원에 따라 동일 기법과 조건을

정도가 당단백질의 생물학적 역가에 상당한 영향을

다양하게 변형 할 수 있다.

준다면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법, IEF 또는 CE로
시알산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방법의 선택
은 시알산화 정도와 생물학적 역가 간 상관관계를
얼마나 신뢰할만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2. 당펩티드 분석
당펩티드 분석은 부위 특이적인 당쇄화 특성, 점유
정도 및 올리고당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
펩티드 분석은 당단백질의 분해를 포함하며, 단백질
골격의 부위 특이적인 절단법은 펩티드 지도 작성법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당단백질의 절단 후 다음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
2.1 직접 질량분석법
당펩티드 신호가 다른 펩티드의 존재 때문에 억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펩티드가 전체 펩티드

CE : 모세관전기영동법
HPAEC-PAD : 높은 pH의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와 연계한 펄스형 암페어측정법
IEF : 등전점전기영동법
LC :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혼합물의 작은 부분일 경우나 당쇄화 되지 않은 펩
티드의 신호 강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2.2 질량분석 전 분리
다음의 추가적인 단계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MS : 질량분석법

해결할 수 있다.

PGC : 다공성 흑연크로마토그래피법

농축 또는 분획화 방법은 직접 분석에 동시 또는 순

SDS-PAGE : 도데실황산나트륨-폴리아크릴아미드겔

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LC와 CE와

전기영동법

같은 분리 방법들이 적합하며 온라인 MS 측정을 위

<그림4. 당쇄 분석 절차의 개요>

해 MS와 접속시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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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펩티드의 당쇄 제거
원 당단백질을 단백질 분해해서 얻어진 펩티드 지
도와 당단백질이 단백질 분해 전후에 당쇄가 제거되

<표 1. 당쇄 절단에 이용되는 효소절단제들>
작용제

었을 때 얻어진 펩티드 지도를 비교함으로써 당단백
질의 당쇄화 부위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펩티드 질량은 원 당펩티드와 당쇄가 제거된 펩티드

펩티드-N4-(N-아세틸β-글루코사미닐)-아스파
라긴 아미다제

사이의 질량차이를 계산함으로써 당쇄화 부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며 결합된 당쇄의 조성과 불균일성
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단백질 골격의 당쇄를
제거시키는 방법들은 2-3-1항에 나와 있다. 분리
단계는 당쇄를 제거시키기 전후에 실행될 수 있다.

특이성

N-결합 당쇄 유리

펩티드 N-글리코시다제 F
(PNGase F)

글루코사민 잔류가 더
당화될 때 N4–아세틸β-D-글로코사미닐)
아스파라긴 잔류의 가수
분해
N-아세틸--β-D-글
로코사미닐아미드와 아
스파테이트를 함유하는
펩티드
(α-1-3)-연결된 프
코스를 함유하는 N-당
쇄고리 유리는 제외한
N-당쇄고리유리

펩티드 N-글리코시다제 A
(PNGase A)

(α-1-3)연결된 프코
스를 함유하는 N-당쇄
유리

만노실 당단백질
엔도-β-N-아세틸
글루코사이다제

고 만노스함유 당 펩티드들
[Man(GlcNAc)2 Asn 구
조를 함유하는 당단백질에
서 N, N4-디아세틸키토바
이도실 단위의 가수분해

엔도-β-N-아세틸
글루코사이다제 F
(endo F)

고 만노스, 하이브리드
와 단당류복합체의 유리

부터 당쇄의 유리와 정제를 포함한다. 필요하다면

엔도-β-N-아세틸
글루코사이다제 H
(endo H)

고 만노스, 하이브리드
와 단당류의 유리

당쇄를 표지/유도체화하며 분석은 그 후에 이루어진

O-결합 당쇄 유리

3. 유리된 당쇄 분석
유리된 당쇄 분석은 단백질에 있는 다양한 당쇄 집
단(두 개, 세 개 및 네 개로 연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편리하게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시알산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선택된 방법에 따라 당쇄 검출
을 위해 분석 사전에 유도체화/표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당쇄 분석은 일반적으로 반응 혼합액으로

다.
3.1 당쇄 유리
분석하고자 하는 당 단백질에 따라 당쇄 유리에 사
용되는 방법이 선택된다. 적용되는 절단제는 필요한

말단 D-갈락토실-N아세틸-α-D-갈락토
사미니딕잔류의 가수분
해
이 효소는 높은 기질 특이성 태문에 사용이 제한된
다.
당 펩티드
α-N-갈락토사미니다제

절단 형태와 요구되는 정보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

택 가능한 효소이다. 몇 가지 곤충 세포 및 식물 당

다. 효소적 또는 화학적 절단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단백질에서의 chitobiosyl 코어에 연결된 Fuc-1,3

<표 1>은 효소적 절단제와 특이성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갖는 N-당쇄 사슬은 PNGase A에 의해서

목록을 보여준다.

만 당펩티드로부터 절단될 수 있다. 무수 히드라진

분해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내 당쇄의 접근성

에 의한 화학적 유리는 일반적이지 않다. 사용되는

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표면에 노출된 당쇄와 숨겨

시약이 주로 유해한 화학물질로 간주되어 가용성이

진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치 않는 한 단백질은 당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히드라진 분해는 탈

쇄화 부위의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변성될 수 있

-N-아세틸화 N-당쇄를 생성한다.

다. 예를 들어 히드라진(hydrazine) 또는 알칼리성

3.1.2 O-당쇄의 화학적 또는 효소적 유리

수소화 붕소(alkaline borohydride)와 같은 화학적

현재는 하나의 효소, 즉 Diplococcus pneumoniae

절단제가 사용될 수 있다.

에서 추출된 O-당쇄 분해효소(O-glycanase)만

3.1.1 N-당쇄의 화학적 또는 효소적 유리

O-당쇄를 유리 할 수 있다. 이 효소는 기질 특이성

PNGase F(Flavobacterium meningosepticum)는

이 높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 효소는 Gal

대부분의 당단백질에서의 N-당쇄를 유리할 경우 선

β1,3GalNAcα1-세린/트레오닌만 절단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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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화학 절차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세린

다른 신호들의 반응인자들은 다른 올리고당 구조에

과 트레오닌에 결합된 O-당쇄는 일반적으로 환원성

대해 동일하지 않다.

알칼리에 촉매 되는 β-제거 반응(알칼리 붕수소화

당쇄의 절대적인 정량은 올리고당 표준라이브러리가

반응)에 의해 유리 될 수 있다. 유리된 당쇄는 박리

있어야만 가능하다.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의 특성이

에 의한 분해물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분해되는 즉

잘 알려진 표준품과 비교하거나 각 당쇄의 피크 면

시 환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특정되어 있지

적과 지도에 있는 모든 당쇄의 전체 피크 면적을 비

않으며, 이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약 10 %∼20 %의

교함으로써 정량할 수 있다.

N-당쇄 또한 유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된

PGC는 전형적인 비극성 칼럼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선

당쇄는 환원성 아민화에 의한 형광 라벨의 부착에

택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쇄 자체를 분리하는 데 사용될

사용되는 환원성기가 부족하다. 다행히, MS가 고감

수 있다. 다공성 흑연 크로마토그래피-전기스프레이-

도로 발전하여 환원된 당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온화ㆍ질량분석(PGC-electrospray-ionisationㆍ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환원 O-당쇄는 에틸아민 및

MS)을 이용한 방법도 당쇄 자체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

히드라진과 같은 1차 아민을 사용한 알칼리 촉매인

될 수 있다.

β-제거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시약은 박

3.2.2 표지된 당쇄 분석

리 분해물을 생산할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에틸아

1) 당쇄 표지

민에 의한 O-당쇄 유리는 정량적이지 않다. 히드라

유도체화의 유형은 자외선 또는 형광과 같은 당쇄

진은 에틸아민보다 사용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를 검출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형광 표지 유도체화

반응 조건 및 취급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는 환원 말단에 있는 당쇄를 환원성 아민화로 표지

3.2 당쇄 분석

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유리된 당쇄는 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전기영동법

한 개의 표지가 모든 한 개의 단당 그리고 올리고당

과 질량분석법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

에 붙어서 몰 양을 결정하게 한다. <표 2>는 가장

들을 혼합하여 분석 또는 프로파일 조사를 할 수 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광 표지와 적절한 분석 기법

다. 당쇄 특성과 필요한 정보수준에 따라서 방법을

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쇄 분석은 단백질 내

질량분석기로만 검출 시 올리고당의 메칠화에 기초

존재하는 다양한 군(하이만노스, 하이브리드 및 합

하여 당쇄 메칠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성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지 구조의 상대적

2) 표지된 당쇄 분석

인 양에 대한 정보는 시알산을 제거한 당쇄 분석으

표지된 당쇄들은 LC, CE 및 MS 같은 분석 방법

로 얻어질 수 있다.

을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당쇄의 분리특성에 따

분리 단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중간단계의 분석에서

라 적절한 표지를 사용하여 여러 LC 시스템을 사용

LC와 CE가 사용될 수 있다. 모아진 각각의 분획물

하여 정량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상(소수성에 의

은 LC를 통해 분석하거나 LC와 MS를 연속적으로

한 분리)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순상(크기에 의한 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리)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양이온-교환(극성에 의

3.2.1 표지되지 않은 당쇄 분석

한 분리)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이 있다.

당쇄 자체는 펄스 전류 검출과 연결된 높은 산도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HPAEC-PAD), 다공
성 흑연 크로마토그래피(PGC) 및 질량분석법을 이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HPAEC-PAD는 민감도가
높으며 일부 결합 이성질체들을 분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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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형광표지와 적합한 분석방법의 예>

CE 같은 고해상도 분리 시스템은 잘 특성화된 표준
품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MS 없이 당쇄 구
조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온라인 CE-MS 시
스템의 개발은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당쇄 분석
을 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3.2.4 마이크로 효소 서열분석(Micro-Enzyme
Sequencing) 및 질량 분석에 의한 구조 확인
전통적으로, 상세한 구조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일반
적으로 마이크로 효소 서열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이
수행된다. 이 과정은 사용되는 효소의 특이성과 품
질에 크게 의존적이다. 최근에는 탠덤 MS가 알려져
있거나 새로운 당쇄 구조를 확인 및 판별하고 서열
을 밝히는 데 더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

3.2.3 HPLC 및 전기영동 및 MS에 의한 당쇄의

법은 당쇄가 잘 알려진 당단백질과 생산원에서 유리

프로파일

될 때 특히 실현 가능하다.

HPLC로 형광 표지된 당쇄를 프로파일하는 방법은

4. 단당류 분석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하나의 표지는 자신의

단당류 분석은 당 단백질의 단당류 조성에 관한 정

환원 말단에서 환원성 아민화에 의해 각각의 단당이

보를 준다. 단당류 분석은 비색법 또는 분리 방법을

나 올리고당에 부착되며 몰 양의 결정이 가능하다.

이용하여 실행된다.

적절한 표지를 함으로써 역상, 순상 및 음이온 교환

4.1 비색법

HPLC를 사용하여 고감도로 당쇄를 프로파일 할 수

화학적 염색에 기준하는 비색법은 시알산, 중성 당

있다. 일상적으로, 분석가들은 분리능을 증가시키고

및 헥소사민(hexosamine) 같은 특정 당들의 양에

당쇄 구조를 더 차별화하기 위해 이 방법들을 함께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한다. 당쇄 규명의 정확성은 당쇄 표준품 또는

4.2 분리법

HPLC-MS 시스템에 의해 검증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법은 전체적인 단당류 구성에 관한 정량적 정

음이온 교환, 순상 및 역상 HPLC-ESI-MS-MS의

보를 제공한다. 이 방법은 분석 전에 원 당단백질

결합은 강력하다. 인라인(in-line) 분석이 가능하다

또는 유리된 당쇄의 올리고당 사슬의 산 가수분해

면 단일수행에 상대적 정량 프로파일 및 당쇄 구조

전처리를 요구한다. 시알산을 유리하기 위하여 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머무름 시간을 통하여 피크를

산 가수분해 또는 효소 처리가 사용될 수 있다. 가

식별하는 것은 이전에 상보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

수분해 단계는 주요 변동 요인이며 생성물 특이적인

거나 피크 균일성이 보장될 경우에 허용 가능하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생체 분자의 반감기는 종종 시알산화에 의해 정해지

단당류를 분리하고 정량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기 때문에 당쇄 사슬의 시알산화 정도는 임상적 효능

(1) 단당류 자체(시알산, 중성 당 및 알코올 당)의

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음이온 교환 HPLC는

몰 양을 결정하게 해주는 HPAEC-PAD와 PGC-MS

시알산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의 사용

며, 전하에 따른 당쇄 구조는 MS로 확인할 수 있다.

(2) 단당류의 형광 표지 후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이온화 인터페이스가 저염 시료만 흘리도록 설계된

또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및 CE와 같은 분리

경우에는 MS 분석 전에 각 분획을 탈염해야 한다.

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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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료 준비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당류는 모두 산에 불안정하며,

단당류 분석을 위해 당단백질 시료에는 염, 부형제

가수분해 단계 후에 첨가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량은 화

및 기타 전달 물질이 없어야 한다(저분자량의 당은

학량론적 가수분해 및 가수분해 중 단당류 생성물의 분

종종 의약품 부형제로 사용됨). 이는 다음과 같은

해에 의해 결정된다.

다수의 방법에 의해 달성 될 수 있다.

4.6 총 시알산의 결정

1) 적절한 막을 사용하여 물 또는 휘발성 완충액
을 투석 및 동결 건조한다.

시알산은 일반적으로 뉴라민산(Neu5Ac 및 Neu5Gc)
의 N-아세틸 N-글리콜릴 유도체와 같은 세균성 다당

2) 물 또는 휘발성 완충액으로 용출되는 적절한 겔

류 및 당단백질에서 발생한다. 시알산은 구성성분 단

투과 칼럼에서 HPLC는 UV흡광도 또는 굴절 지수에

당을 유리시키기 위하여 산 가수분해를 포함하는 과

의해 모니터링하고, 잇달아 시료를 동결 건조한다.

정에 의해 다른 단당을 포함하는 것과 잇달아 적절

3) C18 또는 C8 SPE(Solid Phase Extraction)

한 표준품 혼합물을 사용한 HPLC 분석에 의해 결

시스템과 같은 통상적인 역상 SPE 카트리지에 시료

정될 수 있다. 다르게는 총 시알산 함량은 가수분해

를 가두고, 연달아 염 및 부형제를 세정하며 필요한

없이 비색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워

시료를 희석한다.

렌(Warren)법이라 일컫는 이 방법은 당단백질로부

4.4 정량화

터 유리된 뉴라민산의 과옥소산염 산화물에 대한

당단백질에 있는 중성 당을 정량하는 일반적인 방법

TBA의 반응에 기초한다. 대안으로 뉴라민산과 함께

은 수용성 페놀의 존재 하에서 진한 황산에 당단백

레조르시놀의 반응에 의해 발색 될 수 있다. 표준품 시

질의 당쇄를 가열하여 나타나는 색에 따른다. 많은

료는 정확한 정량을 위해 각각의 측정에 포함되어 있다.

경우에, 이 반응에 필요한 열은 물에서 당단백질-페

4.6.1 시알산의 선택적 유리

놀 혼합물에 진한 황산을 첨가하여 생성된다. 일관

약한 산 가수분해 또는 효소적 분해는 크로마토그

성 있는 결과를 위해 이 용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

래피 방법에 의한 정량 및 Neu5Gc 같은 원치 않는

로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량적 결과는 당의 양

형태를 정량하기 위해 당단백질의 당쇄 사슬로부터

이나 분석 중인 제품의 표준시료에 대한 흡광도의

선택적으로 시알산을 유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준 곡선을 생성하기 위해 표준품을 동시 분석하여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전에 중성당과 아미노당을 유

얻는다.

리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산성 조건이 필요하다. 각

4.5 다당류 및 당단백질 당쇄 사슬의 가수분해 과정

각의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수율

단당류 구성 요소의 확인 및 정량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과 당 분해에 대해 최적화 해야 한다.

방법은 분석 전에 시료를 가수분해해야 한다. 부형제 또

4.6.2 원 당단백질으로부터 시알산의 유리를 위한

는 공정 관련 불순물이 당류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뉴라미니데이즈 소화

시료 준비가 필요하며, 잔류 염은 가수분해 또는 후속

여러 종류의 뉴라미니데이즈가 분리 및 연구되어왔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및 형광 표지를 방해 할 수 있다.

다. Clostridium perfringens 유래의 효소는 가장

시알산 잔기는 펩티드 골격에 부착된 다른 당 잔기를

일반적으로 당단백질의 시알산 분리에 사용되는 효

떨어뜨리는 약한 산 가수분해 또는 효소 처리에 의해

소이다. 재조합 효소는 상용 공급 업체로부터 사용

유리될 수 있다. 존재하는 당의 양을 정량하는 것은 내

가능하다. 다른 특이성을 가진 또 다른 효소를 사용

부 표준물질의 첨가 또는 가수분해에 기초한다. HPAEC

할 수 있으며 다른 결합 유형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

를 이용한 시알산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품은

용될 수 있다. 다른 결합 및 Neu5Ac 및 Neu5Gc를

3-deoxy-D-glycero-D-galacto-2-nonulosonic

위한 운동 매개 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수분

acid(KDN)이고, 2-deoxyglucose는 중성 당 분석에

해 조건은 각 제품에 최적화 되어야 한다. 절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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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쇄에서 Neu5Acα2→,6-의 선택적 제거는 결합

장 일반적이지만 산화 생성물은 전극 표면을 오염시

을 정의하는 편리한 수단이다. 정량 분석을 위해 주

키며 더이상의 산화를 억제한다. 높은 양 및 음 전

로 가수분해 및 산의 제거 후에 2-데옥시글루코오

위 사이의 주기적인 펄스로 안정한 활성 전극 표면

스와 같은 적절한 내부 표준물질을 알고 있는 양만

이 유지된다. 상이한 전위의 시계열은 파형으로 나

큼 첨가한다.

타나고 파형의 반복은 전류 펄스의 기초가 된다. 다

4.7 표지되지 않은 단당류의 분리 및 정량

른 파형은 다른 HPAEC-PAD 방법과 다른 작동

본질적으로 HPAEC-PAD는 가수분해물에 표지되

전극에 사용된다. 일회용 금 전극은 빠른 사중 파형

지 않은 단당을 동시에 식별 및 정량 분석하는 유일

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른 금 전극은 넓

한 방법이다. HPAEC-PAD 법은 올리고당 분리에

은 범위의 파형이 전극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

도 적용 가능하며 하나의 기기적 접근법은 두 경우

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회용 전극 및 빠른 파형은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정량적 단당류 애플리케이션 감도 및 정밀도에 전극

HPAEC-PAD는 단당류 및 유도체가 없는 모든 유

의 휴식시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형의 올리고당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탄수화물은

4.8 분리 및 정량화 전의 단당류 형광 표지 부착

다가 화합물이기 때문에 12-14의 pKa 값을 갖는

가수분해물에서 단당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량하기 위

약산이다. 높은 pH에서 이온 교환기에 의해 중성

한 대안은 검출이 용이한 형광 라벨로 환원성 아민화 하

탄수화물이 이온화되고 산소 음이온으로 분리 될 수

여 단당류를 변성시키는 것이다. 고감도 검출이 가능하며

있더라도, 탄수화물은 물질 전달 문제의 결과로서

단당류의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를 향상시킨다. 동일한 표

넓은 피크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마이크로 비드

지 접근법이 올리고당 절단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착 음이온 교환 칼럼 충진물은 작은 기능성 라텍

표준 HPLC 장비가 사용될 수 있고 일관된 분석 방법을

스 비드(<0.1 μm 직경)보다 큰(<10 μm 직경)

적용할 수 있다. 형광 표지는 단당류 식별 및 정량에 있

균일한 무공성 비드에 부착된다. 탄수화물 분석물은

어서 HPAEC-PAD보다 훨씬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시

라텍스 마이크로 비드 표면의 작용기와 상호 작용하

알산 유도체의 표지는 대개 1,2-phenylenediamine(또

면서 기공이 안과 밖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 피크

는 DMB, 4,5-4,5-methylenedioxy 유도체)과 함께 사

가 넓어지는 것을 막는다.

용하고 생성된 물질은 C-18 칼럼에서 형광 검출을 사용

PAD는 HPAEC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H가 높은

하여 분리된다.

용액에 의존하므로 HPAEC에서 탄수화물의 검출을

자료 분석과 평가

위한 선택적인 방법이다. 전류 검출은 작동 전극의

당쇄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표면에 분석물 분자의 산화 또는 환원으로 인한 전

세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분석 및 평가될 수 있다.

류 또는 전하를 측정한다. 전자는 산화 반응 시에

(1) 각 구조들 또는 구조 군들의 규명 확인

전기 활성화된 검체로부터 전극까지 전송되며 환원

(2) 시험하는 물질의 정성적 요건 준수 확인

반응 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송된다. 이 과정은 산

(3) 시험하는 물질의 정량적 요건 준수 확인

화 또는 환원될 수 있는 분석물을 민감하고 매우 선

1. 각 구조들 또는 구조 군들의 규명 확인

택적으로 검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 활성 없는

당쇄 분석법에서의 분석 표적은 각 단당류(즉 시알

간섭 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금 및 백

산 및 푸코스), 밝혀진 올리고당 구조(즉 4개의 시

금 전극과 높은 pH에서 쉽게 산화되며 발생한 전류

알화된 4개의 안테나리 당쇄) 또는 일반적인 분석

는 탄수화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특징을 공유하는 구조 군(즉 4개의 시알화 당쇄, 3

전형적인 전류 측정 검출 시스템은 작동 전극과 기

개의 안테나리 당쇄 및 같은 전하를 갖는 당단백질

준 전극을 포함한다. 금 전극은 탄수화물 분석에 가

이성체)일 수 있다. 분석 표적의 규명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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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시험하는 물질의 표준품을

단계이며 물질 구조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표준품과

함께 사용하여 얻어진 데이터와 비교한다.

비교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이 필요하다.

1.1 온전한 규명 확인

1) 표준품을 사용하여 얻어진 분석 결과가 시스템

당쇄 구조 규명을 완전히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

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상된 결과와 전반적

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늘 분석의 표적

으로 비교할 만한지 규명하기 위함. 예를 들어 당쇄

이 될 필요는 없다. 분석 표적의 규명은 물질의 알려

지도 작성 절차에서의 평가는 표준품을 규명하는 동

진 특성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각 구조

안 제공된 견본 지도와 표준품에서 얻어진 지도를

의 온전한 규명은 효소적과 화학적 반응, 분리 기술,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명시된 시스템 적합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검출 방법을 이용하는 여러

기준 준수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계를 요구하며 물질 이온의 전하-질량 비를 가장

2) 각조의약품에 명시된 특정 준수 기준을 사용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구조 지정을 위하여 최종 근거

여 표준품과 시험 물질에서 얻어진 지도의 유사성

로서 적절한 질량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을 증명하기 위함.

1.2 규명의 비교 확인
분석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동안 분석 표적

3. 시험하는 물질의 정량적 요건 준수 확인
3.1 분석물 수준의 정량적 측정과 결과 표현

의 규명은 공정 또는 시스템 적합성 표준품으로 비

시알산 또는 다른 단당류를 측정하는 경우 데이터

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표준품은 알려져 있고

는 시알산과 당단백질의 몰비를 얻기 위하여 표현될

잘 특성화된 당단백질에서 생산되며 시험되는 제품

수 있다. 데이터는 시알산에 대한 표준품과 단백질을

과 같은 일반적인 종류(예, 컴플렉스 N-연결 당단

결정하기 위한 확인된 방법을 참조하여 계산된다. 내

백질인 페투인)에 속하거나 시험되는 제품의 알려져

부적 또는 외부적 표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있으며 잘 특성화된 배치로부터 유래되어 표준품으

3.2 분리 프로파일의 정량적 표현

로 확립된다.

프로파일 또는 분포 패턴은 정규화 절차를 포함하

다음 고려사항들을 구조적 규명의 비교를 통한 지정

여 여러 방법을 통해 수적으로 표현된다. 각 분석

에 적용한다.

표적의 퍼센트 함량, 즉 당쇄 개체는 용매 또는 첨

1) 높은 재현성이 확인된 머무름 시간의 경우 정확

가물 및 무시한계 미만의 것들을 제외하고 당쇄 개

한 지정을 위하여 절대적인 머무름 시간을 사용할

체의 반응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개체의 전체 반응

수 있다.

퍼센트로 산출된다. 추가적으로 방법 특이적이고 제

2) 대안으로 당쇄 마커가 시험하는 시퀀스의 시작

품 특이적이며 각조의약품에 규정된 Z 번호 같은

과 끝에 주입될 수 있으며 머무름 시간 내 어떤 이

숫자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동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크로마토그램에

표준품

기준하여 검체의 당쇄가 지정될 수 있다.
3) 어떤 기준도 없을 경우 모든 당쇄 피크를 지정

당쇄 분석을 위하여 표준품들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 시스템의 적합성 확인 및 시험되는 조항이 특

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또는 정규화된 머무름 시간이

정한 요건을 따르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이 있다.

규명되지 않은 당쇄 피크를 조사하고 표지하기 위

시스템 적합성에 사용되는 표준품은 다음과 같다.

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시험되는 물질을 위한 표준품

2. 시험하는 물질의 정성적 요건 준수 확인

(2) 시험되는 물질의 완전히 특성 지어진 표준품으

평가 단계에서는 시험하는 제품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가 규정에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결과

로부터 유리된 당쇄 부분
(3) 당단백질로 유리된 잘 특성 지어진 당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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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페투인 및 IgG)

응은 시알산 잔기 같은 당쇄 구성성분을 변화시켜서

(4) 규명과 순도를 위하여 특성 지어진 당쇄 마커

는 안된다. 한 개 이상의 당쇄화 부위가 있는 단백

시험 중에 있는 당단백질의 규정에 사용되는 표준품

질 안에서는 효소적 처리를 구조와 각 위치에 관계

은 시험 받는 물질조제이다. 각조의약품에 서술된

없이 단백질에 부착된 모든 올리고당에 비례해서 유

당쇄 분석 절차는 시험되는 물질과 당쇄 분석 절차

리시켜야 한다. 반응 혼합물로부터 모든 당쇄의 회

의 확인을 위하여 표준품의 사용을 규정한다.

수율이 재현 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분석법 개발시 고려사항

3. 유리된 당쇄의 유도체화

이 절은 개발하는 동안에 분석법의 전반적인 실행을

유도체화는 늘 비개요적 프로토콜에 준하여 실행된

측정하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분석법 개발과 분석적

다. 그러므로 모든 당쇄의 재현 가능한 유도체화는

인증의 정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적합성에 기초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도체와 시약, 반응 온도

선택된다. 선택된 방법에 따라 당쇄 분석을 위해 여

및 시간 같은 반응조건의 최적화를 통해 이루어진

러 단계가 필요하다.

다. 유도체와 반응은 시알산 잔기 같은 당쇄 구성성

예를 들면,

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1) 당단백질의 분리와 정제(또는 탈염)

4. 분리, 규명 및 시스템 적합성

(2) 단백질 골격으로부터 N-또는 O-당쇄를 선택

당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들은 신뢰성 있

적으로 방출하기 위한 당단백질의 효소적(또는

는 규명과 정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쇄들을

화학적) 처리

발견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시스템

(3) 유리된 당쇄의 분리와 정제

적합성을 위한 수용 기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

(4) 유리된 시알산과 단당류 잔기의 확인

한 시험 변수들에 의존하며 당쇄 절단 및 회수와 분

(5) 유리된 당쇄의 발색단 표지

석을 다루기도 한다.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시

(6) 자체 또는 형광 표지된 당쇄의 분리

험 물질의 당쇄 지도와 표준품의 당쇄 지도 비교는

(7) 당쇄 규명과 정량

분석 순서의 실행을 평가하는 지침이기도 하다. 얻

(8) 당쇄화 및 비당쇄화 펩티드의 상대적 양에 기

어진 결과들을 더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은 정투영법

초한 부위 점유 결정
1. 단백질 분리와 정제
매트릭스로부터 당단백질의 분리와 정제는 모든 방

으로 반복해야 한다. 표준품(시험하는 제품 및 시스
템 적합성 당쇄 마커)을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적정
변수와 분석 절차의 확인에 중요하다. 당쇄 프로파

해하는 물질(예, 첨가제 및 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의 정량적 표현의 재현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각조의약품에서 자세히 언급

5. 당쇄화와 비당쇄화 펩티드의 상대량에 기준한

될 것이다. 이것은 단백질의 정량적 회수를 보장하

부위 점유 결정

기 위하여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 올리고당의 유리와 분리
당쇄 유리를 위하여 선택된 방법은 시험하는 단백

부위 점유가 효소적으로 분해된 당단백질 당쇄화와
비당쇄화 펩티드의 비교에 의하여 측정되는 곳에서
는 펩티드의 두 형태의 재현 가능한 절단이 입증되

질에 따라 다르며 당쇄화의 형태(예 N-또는 O-당

어야 한다.

쇄화)에 기초한다. 당쇄 유리를 위한 비개요적 접근

당쇄 분석 체계

법들은 모든 당쇄들의 정량적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이러한 결정 체계는 정보를 위하여 주어지며 약전

위하여 최적화되어야 한다. 효소와 단백질 농도 비

의 강제적 부분은 아니다. 당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율, 온도, 반응시간 경로 및 분해 전 단백질 변성 같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은 당단백질의 품질을 보장하

은 요소들은 최적화되어야 한다. 효소적/화학적 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수준에 의하여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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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립된다. <그림 5>는 당쇄

바이러스안전성시험법

분석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의
지침을 제고한다.

세포주로부터 유래한 모든 생물의약품의 공
통 과제는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성이다. 이러
한 오염은 심각한 임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는데, 근원 세포주 자체(세포기질) 또는 생산
과정에서 외래 바이러스의 유입에 의해 오염이
발생한다. 바이러스 오염과 관련한 이들 의약
품의 안정성은 바이러스 시험계획을 적용하고
제조공정에서 이루어진 바이러스 제거와 불활
성화 평가를 통해서만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상호보완적인 세가지 주요 접근법들이
생물의약품의 잠재적인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을 제어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그림 5. 당쇄분석이 필요할 때 분석법 선택에 대한 지침>

(1)사람에게 감염성이 있거나 또는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 제어를 위해 세포주와 기타 배
지 성분을 포함한 원료들을 선택하고 시험하는
것 (2)감염성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생산
공정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 (3)감염성 바이러
스의 오염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의 적절
한 단계에서 생산품을 시험하는 것
바이러스의 정량적 분석이 갖고 있는 고유 한
계 때문에 모든 시험법들은 어려움이 있다. 즉
통계적 이유로 인해 저농도 바이러스를 측정하
는 능력은 시료 크기에 달려있으므로, 단 한
번의 검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다. 감염성 바이러스가 완제품에 존재하지 않
는다는 확신은 이들 존재의 직접 시험 뿐만 아
니라, 정제 과정의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성화
능력의 입증으로부터 얻어진다. 각 생산 단계
에 필요한 바이러스 시험법과 제거시험법의 형
태와 범위는 여러 요소에 의존하며 사항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세포은행의 특성화와 적격성, 발
견된 바이러스의 성상, 배양배지 조성, 배양 방
법, 시설과 장치설계, 세포배양 후 바이러스 시
험결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공정능력, 의약품
의 형태와 임상 용도가 있다. 여기에서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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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시험의 일반적 체계, 바이러스제거 평가

않는다. 세포배양 인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이

시험, 그리고 바이러스시험 및 바이러스제거시

러한 외래 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을 조기 검출하

험을 고안하기 위한 추천 접근법 등을 서술한

는데 도움이 된다.

다. 이 항목에서 바이러스라 함은 광우병이나

세포주의 적정성시험: 바이러스 검사

스크래피와 연관된 비전형전염원들을 제외한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주의 적정성

다. 제조생산자는 여기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시험에서는 바이러스 존재에 대한 시험이 중요

특정 의약품과 이의 생산공정에 적용해야 한

하다.

다. 제공되는 상세 자료 이외에도 바이러스 안

1.생산에 사용되는 마스터세포은행, 작업세포은

전성 평가의 전체 요약은 감독기관에 의한 평

행과 시험관내 한계수명에 도달한 세포를 위해

가를 용이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바이러스 안

제안된 바이러스 검사법 표 1은 생산에 사용되

전성 연구와 바이러스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

는 마스터세포은행, 작업세포은행 및 시험관내

되는 것들을 간단히 기술한다.

한계수명에 도달한 세포를 포함하여, 여러 세

바이러스 오염의 잠재 요인들

포단계에서 한번씩 실시되어야 하는 바이러스

생물의약품들의 바이러스 오염은 세포주 자체

검사법들의 예를 제시한다.

또는 생산공정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에 의해 발
생한다.
1.마스터세포 은행(MCB)에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표 1. 여러 세포 단계에서 한번씩 실시되는 바이
러스시험법들의 예

잠복상태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헤르페스바
이러스 등의 바이러스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

마스터 세포은행
레트로 바이러스와 다른

대로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내인성 레트로바이

내인성 바이러스들 검사

러스 등 세포 내 바이러스 유전체가 지속적으

감염성
전자 현미경3
역전사 효소4
다른 바이러스

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지속적으로 발현되거나
예기치 않게 감염성 바이러스로 발현될 수 있
다. (1)감염된 동물로부터의 세포주 제작; (2)

특이성 검사5
비 내인성 또는

세포주 확립을 위한 바이러스 이용; (3)동물

우발적인 바이러스

혈청성분 같은 오염된 생물학적 시약의 사용;

검출법
생체의 실험
생체 내 실험
항체 생산 검사7
다른 바이러스8

(4)세포 취급시 오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마
스터세포은행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2.생산 공정 중 유입될 수 있는 우발적 바이러스
(1)동물항체 성분과 같은 오염된 생물학적 시
약의 사용; (2)목적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사
용; (3)단클론항체 친화성 칼럼과 같은 오염된
시약의 사용; (4)제형화 과정에서 오염된 부형
제의 사용; (5)세포 및 배지취급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외래 바이러스
가 완제품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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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세포은행1
레트로 바이러스와 다른
내인성 바이러스들 검사
감염성
전자 현미경3
역전사 효소4
다른 바이러스 특이성
검사5
비 내인성 또는

8.인체, 인체 영장류 또는 적합한 다른 세포주로
부터 유래된 세포주의 검사.
1.1 마스터세포은행

-

마스터세포은행에서는 내인성 그리고 비내인
성 바이러스 오염 모두를 심도있게 검사해야

-

한다. 하나 이상의 짝이 인체 또는 기타 영장
류에서 유래된 이형잡종세포주에 대해서는 이

우발적인 바이러스
검출법
생체의 실험
생체 내 실험
항체 생산 검사7
다른 바이러스8

항체 생산- 보통 설치류 세포주에 적용된다.

들 세포로부터 야기된 오염이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체 또는 기타 영장류 유

-6
-6
-

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한
다. 비내인성 바이러스 시험은 가능한 오염 바
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세포주의 계대 이력에
세포

수명한계2

바이러스 검출법
생체의 실험
생체 내 실험
항체 생산 검사7
다른 바이러스8

산과 같은 종특이적 시험을 포함하여, 시험관
내 또는 체내 접종시험과 기타 특이적인 시험

레트로 바이러스와 다른 내인성
바이러스들 검사
감염성
전자 현미경3
역전사 효소4
다른 바이러스 특이성 검사5
비 내인성 또는 우발적인

기초한 적절한 방법, 즉 마우스 단클론항체 생

이 포함된다.
+
+3
+4
적합5

1.2 작업세포은행
의약품생산을 위한 시작 세포기질로서 각 작
업세포은행은 직접시험 또는 시험관내 한계수
명에 도달한 세포시험을 통해 외래성 바이러스

+
+
+8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마스터세포은행에서 적
절한 비내인성 바이러스시험이 실시되고, 세포
주를 시험관내 한계수명까지 또는 이를 넘어
배양한 후 외래성 바이러스시험에 사용된다면,
초기 작업세포은행에 유사한 시험을 실시할 필

1.작업세포은행 항

요가 없다. 항체생산시험은 작업세포은행을 위

2.수명한계 세포 : 생산에 사용되는 체외세포 수

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접근으로

명한계
3.다른 감염성 물질을 검출할 수 있다.
4.레트로바이러스 감염성 시험에 양성이면 필요치
않다.
5.그러한 감염성 물질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
려진 세포주에 적합할 때

마스터세포은행보다는 작업세포은행에서 모든
시험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1.3 시험관내 한계수명에 도달한 세포
생산에 사용되는 시험관내 한계수명에 도달한
세포는 파이롯트 생산규모나 상업적 생산규모
조건하에서 제안된 시험관내 세포수명 또는 그

6.처음 작업 세포주를 위해 이 시험은 처음 작업

이상으로 증식시킨 생산세포로부터 유래한 자

세포주로부터 유래된 체외세포수명한계 세포에

료를 기초로 한다. 보통 마스터세포은행은 생

서 실시된다.

산세포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생산세포는 작업

7.예, 단 클론 항체 생산, 쥐 항체 생산, 햄스터

세포은행의 증식에 의해 얻어진다. 시험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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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되는 시험법들의 제한과 사용 예
시험

시험항목

검출능력

검출 제한

세포 용해물과 세포
배지

특유 바이러스
항원들

동물 시험시스템에 대한 감염성
없는 항원

세포 용해물과
세포배지

사람에게
병원성인 광범한
바이러스

시험시스템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증식을 하지 않는
물질

사람에게
병원성인 광범한
바이러스

시험시스템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증식을 하지 않는
물질

바이러스
유사입자

동정시험을 포함한 정량 시험법

세포배양 상층액

레트로
바이러스와
발현된 레트로
바이러스 역전사
효소

선호하는 조건에서 최적의 활성을
갖는 효소만 측정. 세포 내
효소의 존재로 인해 해석이
어려울 수 있음. 일부 농축된
검체에서는 background가 있을
수 있음.

레트로 바이러스
감염력

세포배양 상층액

감염성
레트로바이러스

선택된 시험 시스템에서 증식을
못하거나 분리된 병소나 플라그를
형성 못하는 레트로 바이러스

동시배양

살아있는 세포들

감염성 레트로
바이러스

증식을 못하는 레트로 바이러스

항체생산
생체 내 바이러스
검사
생체 외 바이러스
검사

1. 세포 뱅크 특성화

세포 용해물과
세포배지 (동시
배양을 위해 온전한
세포는 시험 규정
내에 있어야한다.)

2. 생산 스크리닝

진행되지 않은 원액
수확 또는 세포
용해물과 생산
반응기로 유래된
세포배지

투과전자현미경
1. 세포기질

살아있는 세포들

2. 세포배양 상층액

세포배양 상층액

역전사 효소

1. 위 레트로 바이러스 감염성
참조

1. 감염력 종결점
2. 전자현미경 종결점

2. 위 전자현미경 참조

3. 역전사 종결점

3. 위 역전사 효소 참조

중합효소 반응

KP Forum Vol.13 No.2 (2016)

세포, 배양액, 다른
물질들

특별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프라이머 서열은 반드시 있어야
함. 바이러스가 감염성인지를
나타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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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명에 도달한 세포는 마스터세포은행이나

유사입자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비감염성인 레

작업세포은행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내

트로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위해 역전사효소시험

인성 바이러스에 대해 한번 평가되어야 한다.

이나 그 외 적절한 시험을 실시한다.

생산에 사용된 시험관내 한계수명에 도달한 세

2.2 시험관내시험법

포는 최소한 한번 시험관내 또는 체내시험을

시험관내시험은 광범위한 인체바이러스 또는

실시하면, 생산공정이 외래성 바이러스오염에

유관 동물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민감한

취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여러 지표세포배양에 표 2. 시험항목을 접종하

외래성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면 오염원을 알아

여 수행한다. 시험에 사용될 세포의 선택은 시

내기 위해 공정을 주의깊게 점검해야 하며, 필

험대상 세포은행의 기원 종에 따라 좌우되지만

요시 공정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인체바이러스에 취약한 인체 세포주나 기타 영

2. 권장 바이러스검출법과 동정시험법

장류 세포주를 포함해야 한다. 분석법과 시험대

내인성 그리고 외래성 바이러스 검출에 여러

상 시료의 속성은 세포의 기원 또는 취급방법

시험법이 사용되며, 표 2는 이러한 시험법의

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에 의해

예를 보여주는데, 이 시험법은 현시점에서 권

좌우된다. 세포병리성이며 혈구흡착성인 바이러

장하는 시험방법으로만 간주되어야 한다. 모든

스는 모두 찾아야 한다.

적절한 기술은 과학발전과 더불어 변하기 때문

2.3 체내시험법

에 적절한 뒷받침 자료가 수반된다면, 대체기

표 2. 의 세포 배지에서 자랄 수 없는 바이러

법에 대한 제안은 받아질 수 있다. 경우에 따

스를 찾아내기 위하여 젖 먹이 쥐와 성체 쥐를

라 다른 시험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시

포함한 동물이나 부화계란에 접종해야 한다. 시

험에는 적절한 민감도와 특이성을 보장할 수

험대상세포주의 특성이나 근원에 따라서 추가

있는 적절한 대조군을 포함해야 한다. 세포기

적인 동물 종들이 사용될 수 있다. 동물의 건강

질의 기원 종에 따라 특정 바이러스의 존재 가

은 관찰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것은 병의 근

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특

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적인 시험법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생

2.4 항체생산시험법

산에 사용되는 세포주가 인체 또는 기타 영장

설치류 세포 주에 있는 종 특이적인 바이러스

류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는 검사 대상(표 2 참조)을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 면역결핍증이나 간염 등을 유발하는 인

동물에 접종하거나, 혈청 항체 농도 또는 특정

체바이러스들에 대한 추가시험이 수행되어야

기간 뒤 효소 활성을 조사함으로서 발견할 수

한다.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기타 특정 바이러

있다. 이러한 검사로는 마우스 항체생성(MAP)

스나 그 밖의 인체 바이러스의 서열을 검출하

검사, 쥐 항체생성(RAT) 검사, 햄스터 항체생성

는데 적절하다.

(HAP) 검사 등이 있다. 항체생성 검사에서 현

2.1 레트로바이러스시험법
마스터세포은행이나 생산에 사용된 시험관내
한계수명 또는 그 이상의 세포들에 대해 감염
에 민감한 세포배양에서의 감염성시험과 전자
현미경관찰법 등 레트로바이러스시험을 실
시 한다. 감염여부가 발견되지 않거나 전자현

재 선별된 바이러스들은 표 3. 에 나타나 있다.
1.사람 또는 영장류에 감염력이 있다고 밝혀진
바이러스
2.사람에 감염력이 없다고 밝혀진 바이러스
3.사람 또는 영장류에서 기원된 세포에서 증식
할 수 있는 바이러스

미경으로 레트로바이러스 또는 레트로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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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항체 생산 시험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

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이외의 바이러스를
지닌 세포주의 수용여부는 의약품의 수혜성과

MAP
에트로멜리아 바이러스2,3
한탄 바이러스1,3
K 바이러스2
젖산 디히드로게네이드 바이러스1,3
맥락수막염 바이러스1,3
생쥐 미뉴트 바이러스2,3
생쥐 아데노 바이러스2,3
생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2,3
생쥐 뇌염 바이러스2
생쥐 감염 바이러스2
생쥐 로타 바이러스2,3
생쥐 폐렴 바이러스2,3
폴리오마 바이러스2
레오 바이러스 3형1,3
센다이 바이러스1,3
흉선 바이러스2

체에의 감염 가능성 또는 질병유발 가능성, 바
이러스제거 평가자료 등 의약품의 정제공정,
그리고 정제원액에서 수행된 바이러스시험법의
범위 등을 바탕으로 한 위험성/수혜성 분석결
과를 감안하여 감독기관에 의해 사안별로 고려
해야 한다.

비공정 원액의 바이러스 검사
비공정 원액은 1 회이상 모은 세포회수액 및
배양배지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쉽게 이용 가
능하지 않을 경우(즉, 속이 빈 섬유 또는 비슷한
시스템) 비공정원액은 발효조로부터 모아진 액
체를 포함 한다. 적절한 바이러스 검사는 바이러
스 검사가 최초 부분 공정에 의하여 더 민감해

HAP
맥락 수막염 바이러스

1,3

2,3

생쥐 폐렴 바이러스
레오 바이러스

의도된 임상적 용도, 오염바이러스의 성상, 인

1,3

센다이 바이러스

지지 않는다면 비공정원액 수준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즉, 부분적으로 처리된 원액은 독성이 없
는 반면, 비공정 원액은 검사 세포 배양에서 독

1,3

원숭이바이러스 5형
RAP
한탄 바이러스1,3
킬함 쥐 바이러스2,3
생쥐 뇌척수염 바이러스2
생쥐 폐렴 바이러스2,3
쥐 코로나 바이러스2
레오바이러스 3형1,3
센다이 바이러스1,3
타액선염 바이러스2
투란 바이러스2,3

성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연 상태의 세포와 파괴된 세포
그리고 추가 공정 전 생산 반응 조에서 유래된
세포 배양 상층액으로 되어있는 혼합물을 검사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제조자는 생산 배치에 외래성 바이러스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공정원액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의 범
위, 규모 및 빈도는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세포주의 속성, 세포 주, 배양
방법, 그리고 원재료 근원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동안 실행되는 바이러스 검사의 결과와 범위,

3. 세포주의 수용여부
의약품생산에 사용되는 세포주들은 내인성 레
트로바이러스나 기타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
서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제조생산자에게 권장되는 행동계획은
다음의 “바이러스제거 행동계획”항에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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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이러스 제거 시험의 결과 등 여러 요
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한 개 또는 여
러 개의 세포 주를 사용하는 체외 스크리닝 검
사는 일반적으로 비공정 원액을 검사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유전자증폭시험법이나 다른 적절
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외래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회수물은 최종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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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생산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포 주와 비공정 원액에 대한 검사 결과에 의하

정제원액에 대한 바이러스제거연구와 바이러스

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4. 는 정제된 원액에서 바이러스제거와 바이

시험법에 대한 실행계획
마스터세포은행으로부터 여러 의약품 생산단계

러스 시험평가과정에 대한 수행계획을 보여준

를 거쳐 최종 의약품을 만들기까지, 비공정원액

다. 이러한 모든 경우 비특이적 “모형” 바이

의 바이러스제거에 대한 평가와 특성분석을 화

러스를 사용하는 제거의 특성조사를 실시해야

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바이러스시험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사례 A와 B다. 설

획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바이러스 제거

치류 레트로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로

평가와 특성분석은 바이러스 시험계획에서 중요

오염된 생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

한 역할을 한다. 목표는 제품에 바이러스 오염

는다. 사례 C, D, 또는 E로부터의 세포 주를

이 없다는 가장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이다.

사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확실하고 정당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위한 공정 평가의

된 논리가 있다면 규제 당국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성과, 비특이적 ‘모형’ 바이러스의 제거

사례 C, D, E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

를 특성 조사함으로서 공정의 견고하게 할 수

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제거하는 단계를 거치는

있다. 공정 평가는 비공정 원액 같은 공정에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
품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제

1. 진행되지 않은 원액 수준에서 세포 기질에

거되어야 하는지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불활

대한 바이러스 시험 결과들 바이러스가 오염

성화 처리 시간에 대한 지식은 불활성 공정의

된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 배양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알려진

허용되지 않는다. 내인성 바이러스 (예, 레트

오염원의 제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불활성 처리

로바이러스)나 마스터 세포뱅크에 절대적인

시간 연구, 불활성화 및 제거의 재현성 확인

부분인 바이러스는 적절한 바이러스 제거평

그리고 공정 기준의 평가 등이 제공되어야 한

가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허용될 수 있다.

다. 바이러스 제거 특성조사 연구의 범위는 세

2. 바이러스가 오염된 원료 물질의 사용은 매우

표 4. 정제된 원액에서 바이러스 제거와 바이러스 시험 평가과정에 대한 수행계획

상태
바이러스 존재
바이러스 유사입자
레트바이러스 유사입자
확인 된 바이러스
사람에 병원성인 바이러스
작용
비 특이적 “ 모형” 바이러스의
제거를 특성 조사
관련된 또는 특이적 “모형” 바
이러스의 제거를 평가과정
정제된 원액에서 적용되지 않을
바이러스실험

사례 A

사례 B

사례 C2

사례 D2

사례 E2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

+
-

+
-

(+)3
(+)3
(+)3

+

+

+

-

-4

-4

+

알려지지
않음

예5

예5

예5

예5

예7

아니오

예5

예5

예6

예7

적용되지
않음

예8

예8

예8

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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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만 오직 허용될 것이다.
3. 바이러스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관찰되어 진다.

터의 자료를 제공한다. 중국햄스터난소(CHO),
C127, 새끼햄스터신장(BHK), 쥐류 하이브리
도마 세포 주는 제품의 바이러스 오염과 관련

4. 비 병원성으로 관주된다.

된 보고된 안전성 문제가 없는 의약품 생산 기

5. 비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제거

질로 종종 사용되었다. 내인성 입자들에 대한

하는 특성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6. 관련된 또는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를 제
거하는 평가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심도 있는 특성조사 이루어졌고 아울러 제거가
이루어진 이러한 세포 주에 대해서는 정제된
원액에 비감염성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

7. 사례 E의 내용을 참조한다.

가 늘 필요하지는 않다. 사례 A 같은 비특이적

8. 정제된 원료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검증

“모형” 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가 적절하다.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이러스 검출에 높은

사례 C

특이성과 민감성을 지닌 방법을 사용한다. 판

세포 또는 비공정 원액이 설치류 레트로바이

매 허가 목적을 위해서는 파이롯트 생산규모

러스가 아니며 사람을 감염할 가능성의 증거가

나 상업적 생산 규모에서 최소한 3 롯트의

없는(사례 B의 설치류 레트로바이러스를 제외

정제된 원료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햄스

하고 표 3 주석 2에 표시된 것 같은) 다른 바

터 난소 세포와 같은 세포주는 내인성 입자

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바이러스 제거와

의 특성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적합하

불활성 평가 연구는 규명된 바이러스를 사용해

게 제거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야 한다. 규명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

정제된 원료에서 비 감염성 입자의 존재를

능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이러스

확인하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제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관련된” 또는 특이

사례 A

적인 “모형”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중요한

세포 또는 비공정원액에서 바이러스, 바이러스

불활성 단계에 있는 규명된 (또는 “관련된”

유사 입자 또는 레트로바이러스 유사 입자가

또는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에 대한 불활

세포 또는 비공정 원액에서 나타나지 않는 곳

성화처리 시간은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대한 공

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특이적

정 평가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정제된 원액

“모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 제거 및

은 의문시 되는 바이러스 발견을 위하여 높은

불활성 연구를 실행한다.

특이성과 민감도를 갖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

사례 B

여 검사 한다. 판매 허가 목적을 위하여 파이

설치류 레트로바이러스 만(또는 설치류 A-

롯트생산 규모 또는 상업적 생산 규모에서 제

와 B-형 입자 같은 비병원성으로 여겨지는 레

조된 최소 세로트의 정제 원액으로부터 나온

트로바이러스 유사 입자) 존재하는 경우 쥐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백혈병바이러스(murine leukemia virus) 같은

사례 D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공정 평

표 3 주석 1에서 표시된 것 같은 알려진 인체

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정제된 원액은 의심 되

병원균이 규명된 곳에서는 제품이 특별한 상황

는 바이러스 발견을 위하여 높은 특이도와 민

에 한하여 수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규명

감도를 갖는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한다. 판매

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제거와 불활성 평가

허가를 위하여 파이롯트생산 규모 또는 상업적

연구가 사용되고, 의문시 되는 바이러스 발견을

생산규모에서 최소 정제된 세 개의 로트로 부

위하여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가 있는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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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규명된 바이러스

소 수준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

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된”

은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원 물질

그리고/또는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를 사용

과 여러 공정 단계에서 얻어진 다른 분획에 첨

해야 한다. 정제와 불활성 과정 동안 선택된 바

가(“스파이킹”)함으로서, 아울러 다음 단계

이러스의 제거와 불활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동안 바이러스 제거 또는 불활성된 것을 보임

것을 공정 과정에 보여야 한다. 공정 평가의 부

으로서 이룰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제거가 몇

분으로 중요한 불활성 단계(들)에 대한 불활성

개 안되는 단계를 사용하여 입증된다면 제조

처리 시간 자료는 얻어져야 한다. 정제된 원액

공정의 모든 단계를 평가하고 특성조사를 할

은 의문시되는 바이러스 발견을 위하여 높은

필요는 없다. 공정의 다른 단계들이 얻어진 바

특이성과 민감도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

이러스 불활성/제거에 간접적 효과를 가질 수

사한다.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하여 파이롯트 생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조자는 바이러

산 규모 또는 상업적 생산 규모에서 제조된 최

스 제거를 평가하는 조사에 사용되는 방법을

소 세로트의 정제된 원액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설명하고 타당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시한다.
사례 E

바이러스 감염성의 감소는 바이러스 입자를
제거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성을 불활성 시킴으

현재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바

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된 각 생산 단계에

이러스가 세포나 비공정원액에서 검출되면 바

대하여 바이러스 감염성이 없어지는 기작이 바

이러스가 병원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의

이러스 불활성 때문인지 아니면 제거되어 그런

약품은 수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

건지 서술해야 한다. 불활성화 단계를 위한 조

주 드문 경우지만 반드시 문제의 세포주를 사

사는 검체가 다른 시간대에 취해지고 불활성

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해야하는 확실하고 정당

곡선이 만드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화된 이유가 있다면 규제 당국과 논의해야 한
다.

바이러스 제거 절차의 평가와 특성분석

바이러스 제거 평가 조사는 마스터세포뱅크
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의 제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발견될 수 없거나 또는 생산

적절한 바이러스 제거 또는 불활성 절차의 평

공정에 접근이 가능한 외래성 바이러스가 제거

가와 특성조사는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성을 확

된 것을 어느 수준에서 입증하기 위하여 실행

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많은

한다. 감소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로그 스케일

오염 발생 경우는 존재가 알려지지 않거나 또

로 표현되며, 이것은 잔여 바이러스 감염도가

는 의심조차하지 않은 병원균 때문에 발생했

제로 지점으로 감소되지 않지만 수리적으로 크

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오염은 완전히 특성조

게 감소되는 되는 것을 암시한다. 존재하는 것

사가 이루어진 세포주 보다는 다양한 근원 물

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 조사 말고

질로부터 유래된 생물학적 제품에 발생했지만,

도 다른 바이러스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불활성

바이러스 제거 평가는 해로운 바이러스가 제거

화 시키는 능력을 특성 짓는 조사가 이루어져

된다는 확신의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 조사는

야 한다. 바이러스를 불활성 시키거나 또는 제

자료 정리와 통제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

거하는 생산 공정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바람

행한다. 바이러스 제거 조사의 목적은 바이러

직하다. 이러한 조사는 특별한 안전성 위험요

스 불활성/제거에 효과적인 공정 단계를 평가

소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되지는 않는다. 그

하고, 공정에서 얻어진 전반적인 바이러스 감

러므로 특별한 제거값은 필요하지 않다.

KP Forum Vol.13 No.2 (2016)

197

1. 바이러스 제거의 평가와 특성분석를 위한
바이러스의 선택
바이러스제거 평가와 공정특성조사 연구를

력이 있는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쥐에
서 만들어진 세포의 경우 특이적 “모델” 바
이러스인

쥐백혈병바이러스를

사용함으로서

위한 바이러스는 제품을 오염될 수 있는 바이

가능하다. 단클론항체를 분비하는 인체 세포주

러스와 유사하고, 바이러스 제거계의 능력을

가 엡스테인바 바이러스(EBV)에 의한 B 림프

시험하기 위해 보통 광범위한 물리화학적 특

구의 불멸화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 제조 공정

성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불활성

제조자는 선택한 바이러스가 평가와 특성조사

할 수 있는

연구의 목적과 이 논문에 제시된 지침서에 부

병바이러스(pseudorabies virus)도 특이적 "

합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모델” 바이러스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

1.1 "유관”바이러스와 "모델" 바이러스

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가성광견

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또는 불활성 시키

바이러스 제거 연구를 실행하는 주요 이슈

는 능력 즉 제거공정의 견고함을 특성 조사하

는 어떤 바이러스가 사용될 것인지 결정하는

기 위한 제조공정의 성능을 특성 조사하는 것

것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세 범주에 속한

이 목적이라면 바이러스 제거 특성조사 연구

다: "유관" 바이러스, 특이적 "모델" 바이러스

는 다른 특성을 갖는 비특이적 “모델” 바이

그리고 비특이적 "모형" 바이러스.

러스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적절한” 또는

"유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제거 연구의 공정

비특이적 “모델” 바이러스를 가지고 조사한

평가에 사용되는 바이러스며 이러한 바이러스

자료는 이러한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는 규명된 바이러스, 알려진 바이러스와 같은

형태의 바이러스를 검사할 필요는 없다. 물리적

종, 세포 기질을 오염할 수 있는 것, 또는 생

또는 화학적 처리에 큰 저항을 보이는 바이러

산 공정에 사용되는 다른 시료 또는 물질일

스를 선택한다. 이러한 바이러스에서 얻어진 결

수 있다. 정제 그리고/또는 불활성 공정은 이

과는 공정과정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

러한 바이러스 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불활성

하거나 불활성 시키는 능력에 관한 유용한 정

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바이러스

보를 제공한다. 사용되는 바이러스의 선택과 수

가 없을 경우 또는 바이러스 제거 조사의 공

는 세포 주와 생산 공정의 질과 특성에 영향을

정 평가 잘 적응하지 않을 경우 (즉 시험관에

받게 될 것이다.

서 충분한 역가로 자랄 수 없을 때), 특이적

1.2 다른 고려사항

“모델” 바이러스가 기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특이적 “모델” 바이러스는 관찰된
또는 의심 가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물리화학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비록 늘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높은 역가로 증
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좋다.

적 특성을 갖는(같은 속 또는 과) 흡사한 바

2) 검사되는 모든 제조 공정에 대해서 사용

이러스 일 수 있다. 설치류에서 유래한 세포

되는 각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효율적이

주는 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입자 또는 레

고 확실한 검사방법이 있어야 한다.

트로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포함하며, 이것들은
감염성(C형 입자) 또는 비감염성(세포질 A와

3) 제거 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
는 건강 위험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R형 입자)일 수 있다. 제조 공정이 이러한 세

2. 바이러스 제거 평가와 특성분석의 설계와 영향

포에서 얻어진 제품으로부터 설치류 레트로바

2.1 시설과 인력

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또는 불활성 시키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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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의약품 생산시설로 유입되는 것은

정평가의 부분으로 실행될 수 있다. 검사 받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바이러스제거 시험은 바이

각 단계 전과 후 바이러스 역가는 결정되어야

러스 작업시설이 갖추어진 분리된 실험실에서

한다. 정량적 감염성 시험법은 적절한 민감도와

수행돼야 하며, 정제공정의 규모축소를 설계하

재생현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결과의 적절한

고 준비하는 생산인력과 연계된 바이러스 전문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반복

인력에 의해 수행한다.

실행을 해야 한다. 감염성과 관련이 없는 정량

2.2 생산계의 규모축소
규모축소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축소규모
된 버전의 정제 수준은 생산 절차와 거의 비슷
해야 한다. 크로마토그래픽 장비를 위하여 칼럼

시험법은 정당화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 방법의
민감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바이러스
컨트롤은 모든 감염도 시험법에 포함된다.
2.4 물리적인 제거 또는 불활성의 결정

베드 높이, 직선상의 유속, 흐름대 베드 용적

바이러스 감염성의 감소는 바이러스 제거 또

비율 (즉 접촉 시간), 완충액과 겔 형태, pH,

는 불활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되

온도, 단백질, 염 그리고 제품의 농도 등 모든

는 각 생산 단계에 대하여 바이러스 감염성이

것이 상업적 규모의 제조와 상충해야 한다. 비

없어지는 것이 불활성 때문인지 아니면 제거

슷한 용리 프로파일이 나와야 한다. 다른 절차

때문인지를 설명 가능한 기작이 제시되어야 한

를 위하여 비슷한 교려를 해야 한다. 회피할 수

다. 생산 공정에 의하여 감염성이 별로 사라지

없는 편차가 나을 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

지 않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제품의 안정성

려하여 논의해야 한다.

의 중요한 요소라면, 특이적 또는 추가적인 불

2.3 바이러스의 단계별 제거 분석

활성/제거 단계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단

바이러스 제거 검사가 실행될 때 바이러스 제

계를 위하여 제거와 불활성을 구분한 필요가 있

거에 한 개 이상의 생산 단계가 미치는 기여를

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제거 단계에서 사용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러스를 제거할

된 완충액이 각 단계 동안 불활성에 기여할 때,

것 같은 단계들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불활성

즉 여러 크로마토그래피분석 단계에서 사용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각각 평가되어야 하며 각

완충액에 의한 불활성에 대한 기여와 이러한 각

단계의 정확한 정의에 주의 깊은 고려가 있어야

크로마토그래피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진 제거는

한다. 충분한 바이러스가 검사할 각 단계의 물

구분한다.

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단계의 효율성의

2.5 불활성 평가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불활성 평가를 위하여 비공정 미가

검사 받을 각 단계의 제조과정 물질에 바이러스

공 물질 또는 중간 처리된 물질은 감염성 바이

를 첨가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제되지 않은 원

러스로 스파이크되어야(spiked) 하며 감소 요

액에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단순히 첨가하고

인이 밝혀져야 한다. 바이러스 불활성은 간단한

단계 마다 바이러스 농도를 테스트하면 충분하

일차 반응이 아니며 늘 빠른 “1 단계”와 늦

다. 바이러스 제거가 분리 절차로부터 이루어지

은 “2 단계”로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는 곳에서는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분획에

한다. 그러므로 검사는 검체가 다른 시간대 별

있는 바이러스 함량의 분포를 조사할 필요가 있

로 채취되고 불활성 곡선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다. 바이러스 박멸 완충액이 제조공정의 여러

계획한다. 불활성 검사는 최소 노출 시간 말고

단계에서 사용될 때 박멸효과가 적은 완충액에

최소 노출 시간보다는 작지만 0 보다는 큰 최

있는 평행 스파이킹 같은 대체 전략이 전체 공

소 한 번의 시간 지점을 더 포함할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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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이러스가 인체 병원균으로 알려진 “유

않기 위하여 바이러스 “스파이크"를 작은

관” 바이러스이며 효과적인 불활성 공정이 설

부피의 제품에 첨가해야 한다. 희석된 테스

계된 곳에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특히 중요하

트 단백질 검체는 상업적 생산 규모에서

다. 그러나 비특이적 “모형” 바이러스가 사용

얻어진 제품과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되는 불활성 검사 또는 특이적 “모형” 바이러

5) 예를 들어 완충액, 배지 또는 시약에서의

스가 CHO 세포질내 레트로바이러스 유사 입자

작은 차이들이 바이러스 제거에 영향을 준다.

같은 것이 바이러스 입자 대용물로 사용될 때는

6) 바이러스 불활성은 시간에 의존한다. 그

제거가 최소 두 개의 독립적인 검사를 통하여

러므로 스파이크 제품이 특별한 완충액 용

입증한다. 가능할 때마다 최초 바이러스 주입은

액 또는 특별한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에 남

스파이크 시작 물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바이러

아 있는 시간의 양은 상업적 규모 공정 조

스로부터 결정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 바이러스 첨가 양은 스파이킹 바이러스 준비

7) 완충액과 제품은 바이러스 역가를 결정

물의 역가로부터 산출한다. 불활성이 너무 빨라

하는데 사용하는 시험법 안에 존재하는 독

서 공정 조건을 이용하여 불활성 곡선을 그릴

성 또는 방해물을 위하여 완충액과 제품을

수가 없다면, 감염성이 불활성에 의하여 소실되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

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적절한 컨트롤을 실

표 세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행한다.

다. 만약 용액이 지표 세포에 독성이 있다

2.6 칼럼의 기능과 재생
시간의 흐름 및 다회사용에 따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정제 과정에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

면 희석, pH 조정 또는 스파이크 바이러스
를 함유하는 완충액의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

피 칼럼과 기타 장치들의 성능은 변한다. 다회

8) 많은 정제 방법들은 같거나 비슷한 완충

사용 후에 바이러스 제거의 안정성이 확인된다

액 또는 칼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러

면 이러한 칼럼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

한 접근법들은 자료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다. 생산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바이러

한다. 특별한 과정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의

스가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적절히 파

효율성은 사용되는 제조 단계마다 다를 수

괴되거나 제거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있다.

2.7 특별 주의사항

9) 생산 조건 또는 완충액들이 너무 세포독

1) 물리적 제거를 향상시키고 불활성화를 감소

성이 있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

시켜서 실제 생산과의 연관성에 피해를 줄 수

는 곳에서는 전체적인 감소 요인들이 과소

있는 응집 현상을 피하기 위한 높은 역가 바이

추정될 수 있고, 사안 별로 논의한다. 바이

러스를 준비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러스 제거 검사가 갖고 있는 제한 또는 부

2)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바이
러스 양을 확보하도록 한다.

적절한 설계로 인하여 전체적인 감소 요인
은 과대 평가될 수도 있다.

3) 검사는 희석, 농축 그리고 적정하기 전
검체의 여과 또는 저장 같은 이유로 바이
러스 감염성이 손실되는지 알아내기기 위
하여 컨트롤 검사와 같이 진행한다.
4) 제품의 특징을 희석하거나 변화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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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러스 제거 시험의 해석: 허용성
바이러스 불활성화 및 제거를 평가하는 목적
은 바이러스를 불활성 시키고 제거하는데 효과
적일 수 있는 공정 단계들을 평가하고 특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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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것이며 아울러 제조 과정에서 생긴 전

은 당화 같은 표면 특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할

체적인 바이러스 감소 수준을 정량적으로 산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변수들이 있음

하는 것이다. 사례 B 〜 E에 있듯이 바이러스

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인 분리 단계들의 결

오염물을 위하여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불활

합 또는 불활성과 분리 단계들의 결합에 의하

성 되었을 뿐 아니라, 최종 생성물의 적절한 안

여 효과적인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로

전성 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제 과정에 수반

마토그래피 과정, 여과 단계, 추출 같은 잘 설

되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성능이 충분히 있

계된 분리 단계는 적절히 조절된 조건에서 이

는지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산과정에서 제

루어진다면 효과적인 바이러스 제거 단계가 될

거되거나 불활성 되는 바이러스의 양은 비공정

수 있다. 효과적인 바이러스 제거 단계는 바이

원액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과 비교

러스 로드의 재현성 감소를 최소 두 개의 독립

한다.

적 검사에서 보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비공정 원액에

전반적인 감소 요인은 일반적으로 각 변수들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산출하는 것은 중요

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1 log10 단위 또는

하다. 이러한 산출은 감염성 시험법이나 또는

이하로 바이러스 역가가 감소하는 것은 정당화

투과형전자현미경(TEM)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되지 않는다면 무시해도 된다.

가능하다. 전체적인 정제 과정은 비공정 원액의

만약 생산 과정에 의하여 감염성 감소가 별

일 회량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 제거

러스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제품의 안전성에 주된 요소로 간주된다면

제조자는 제거 기작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불활성/제거 단계 또는 단계가 있어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이러스 불활성

한다. 모든 바이러스에 대하여 제조자는 얻어진

/제거 과정의 효율성을 지지하는 자료를 판단할

감소 요인들의 허용성의 타당함을 보여주어야

때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

한다. 결과는 위에 언급된 요소들을 기초하여

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평가한다.

(1)사용되는 테스트 바이러스의 적합성 (2)
제거 검사의 설계 (3)얻어진 로그 감소 (4)불

4. 바이러스 제거 시험의 한계

활성의 시간 의존성 (5)바이러스 불활성/제거

바이러스 제거 시험은 그 자체가 안전도를 확

에 미치는 공정 요소의 다양성의 잠재적 효과

보해주지는 않지만 최종 생성물의 안전성을 확

(6)시험법 민감도의 제한 (7)어떤 종류의 바이

인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러스에 대한 불활성/제거 과정의 가능한 선택성

제거 시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효과적인 제거는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요소들이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는 과정의 성

있다. 다수의 불활성 단계, 다수의 상호보완적

능을 잘못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인 단계, 또는 불활성과 분리 단계들의 결합.

은 다음과 같다

분리 방법들이 겔 매트릭스와 침전 특성에 영

1) 생산 과정을 위한 제거 시험에 사용되는 바

향을 주는 아주 특별한 바이러스의 물리 화학

이러스 준비물은 조직 배양을 통해 생산될 수 있

적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형” 바이러스

다. 예를 들어 천연 바이러스와 배양된 바이러스

는 목표 바이러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분리되어

가 정제도와 응집도가 다르다면 생산 단계에 있

야 한다. 분리에 영향을 주는 제조 기준들은 적

는 조직배양 바이러스의 성향은 천연 바이러스

절히 규정되어야 하고 조절되어야 한다. 차이들

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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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러스 감염성의 불활성은 빠른 초기 단계 뒤

할 때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바이러스 제

에 느린 단계가 나타나는 두 개의 상을 갖는 곡선이

거에 미치는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고려해야

나타나게 한다. 첫 번째 불활성 단계를 탈출하는 바이

하며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재평가해야 한다.

러스는 다음 단계들에 대하여 더 저항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저항성을 갖는 바이러스 분획이 바이러
스 응집 형태를 취한다면 감염성은 일정 범위의 다
른 화학적 처리와 열에 저항력을 보일 수 있다.

요약
이 문서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의 평가와 생성
물에서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

3) 감염성을 없애는 전체 과정의 능력은 각 단

여 동물 또는 인체 세포 주에서 유래된 안전한

계에서 감소 로그의 합으로 표현된다. 여러 단

생명공학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많

계 특히 약간의 감소가(즉 <1 log10) 있는 단계

은 전략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들의 감염 요소들의 합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실제 잠재력을 과대 추 정하게 된다. 더욱이 동
일하거나 거의 같은 과정들의 반복을 통하여 얻
어진 감소 값은 정당화되지 않는 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4) 감소 요소를 역가의 로그 감소로 표현하는

1) 바이러스 오염이 존재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세포 기질 시작 물질의 완전한 특성조사/검사
2) 오염물질의 인체 굴성의 결정에 의한 위험
평가
3) 비공정 원액에 있는 외래성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수립

것은 남아있는 바이러스 감염성이 많이 감소되기

4) 최대한의 바이러스 제거를 이루기 위하여 같

는 하지만 감염성이 결코 영으로 감소되지 않는

은 공정 과정에서의 바이러스 활성 또는 다른 방

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8 log10/mL 감

법을 이용한 바이러스 제거 검사의 신중한 설계

염 단위를 포함하는 준비물의 감염성이 8 log10

5) 바이러스 불활성과 제거를 평가하는 검사의

인자로 감소하면 0 log10/mL 또는 1 감염 단위

실행

/mL가 되며, 이 수치는 시험법의 발견 최소 수
치로 여겨진다.
5) 파이롯트 생산 규모 공정은 규모를 축소한
공정 설계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
하고 상업적 규모 공정과는 다르다.
6) 제조 과정에서 비슷한 불활성 기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바이러스 감소요인들을 추가하면 전
체 바이러스 제거를 과대 추정하게 될 수 있다.

용어설명
세포 기질(Cell Substrate)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

불활성(Inactivation)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형에 의하여 야기된 바
이러스 감염성의 감소

시험관내 세포수명(In Vitro Cell Age)
5. 통계
바이러스 감염 검사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검사 결
과는 얻어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으
로 타당해야 한다.

배양의 시간대별 측정된 마스터세포뱅크 바이
알의 해동, 세포의 수가 배가 되고, 배양의 희
석을 위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준 배양 될
때 세포의 계대 수위와 생산 용기의 수거 사이
의 기간의 측정

마스터 세포 은행 (Master Cell Bank:MCB)
6. 바이러스 제거의 재평가
생산이나 정제 과정에서 현저한 변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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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정된 조건에서 선택된 세포 클
론으로부터 준비되고, 여러 용기에 넣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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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건에 저장된 세포의 단일세포집단의 분배,

용되는 EBV 또는 이 부류에 속하는 소유두종바

새로운 마스터세포뱅크(전 최초 세포 클론, 마

이러스 같은 의도적으로 유입되었고 통합되지

스터세포뱅크 또는 작업세포뱅크로부터)에 실

않은 바이러스

행된 테스트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원래 마스
터세포뱅크에서 한 테스트와 같아야 함
최소 노출 시간(Minimum Exposure Time)
처리 단계가 유지되는 가장 짧은 시간

바이러스

제거의

공정

특성분석(Process

비내인성 바이러스(Nonendogenous Virus)
마스터세포뱅크에 존재하는 외래성 바이러스

비특이적 모형 바이러스(Nonspecific Model
Virus)
보통 바이러스를 제거 또는 불활성화하는 제조

Characterization of Viral Clearance).

공정의 성능의 특성ㄹ화, 즉 정제공정의 확고성

바이러스를 이동하고 불활성 시키기는 제조 공

을 특성화할 목적인 경우 공정의 바이러스 제

정의 견고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특이적 “모

거 특성화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형” 바이러스가 사용되는 바이러스 제거 검사

유관 바이러스(Relevant Virus)

바이러스

제거의

공정

평가

검사(Process

규명된 바이러스, 또는 알려진 바이러스와 같은

Evaluation Studies of Viral Clearance)

종, 또는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세포 기질이나

이러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불활성 시키는 제

다른 시약 또는 물질을 오염할 것 같은 공정

조 공정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있

평가 검사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는” 또는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가 사용되
는 바이러스 제거 검사

생산세포(Production Cells)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포 기질

비공정 원액(Unprocessed Bulk)
한 번 또는 여러 번 수확한 세포와 배양 배지,

특이적 모형 바이러스(Specific Model Virus)
관찰된 또는 추정되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알려져 있거나 또
는 같은 속이나 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와 아
주 흡사한 바이러스

바이러스 제거(Viral Clearance)

세포가 쉽게 얻을 수 없을 경우 비공정 원액은

바이러스 입자를 제거하거나 또는 바이러스 감

발효조로부터 수확한 액체를 포함

염성을 불활성 시킴으로서 목표 바이러스를 제

바이러스(Virus)
병원성 잠재력이 있으며 한 종류의 핵산(리보

거하는 것

바이러스 유사 입자(Virus-like Particles)

핵산 RNA 또는 DNA)만을 갖고 있으며, 자신

전자현미경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와 형태적으로

의 유전 물질의 형태로 성장하거나 이분열 되

흡사하게 보이는 구조

거나 증식할 수 없는 세포내에서 복제하는 감
염성 인자

우발적 바이러스(Adventitious Virus)
의도하지 않게 유입된 오염 바이러스

내인성 바이러스(Endogenous Virus)
유전체가 세포주의 근원 종의 생식계열의 일부
분이며 부모 세포주가 유래된 동물의 유전체로

바이러스 제거(Virus Removal)
의도된 제품으로부터 바이러스 입자를 물리적으
로 분리하는 것

작업 세포 은행(Working Cell Bank:WCB)
작업세포뱅크는 규정된 배양 조건에서 마스트
세포뱅크를 배양하면서 얻어진 동질적인 세포
부유물에서 준비

공유결합으로 통합된 바이러스 유전체의 부분.
이 문서에서는 세포 기질을 불멸화시키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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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있거나 측정 자료의 기본적 특성 상 이항

생물학적 시험 결과의 통계분석법

분포 등과 같이 전혀 다른 확률분포를 따르는 다
양한 일반적인 경우에도 통일된 접근법을 제공하
는 일반화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

생물학적 시험 결과의 통계분석법은 생물학적

을 사용하는 것이다. R에서는 일반화선형모델의

관측값(이하

적용을 위한 기본 함수로서 glm()을 활용할 수

“자료(data)”)을 대상으로 적절한 통계학적 방

있다. 즉, 일반화선형모델의 범주는 다음의 그림

법(이하 “통계법”)의 적용에 의해 생물학적 시

과 같이 다양한 시험의 방법들을 포괄하게 된다.

험법(bioassay)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

일반화선형모델은 종속변인의 자료 분포 특성에

칭)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법｣과 결합하여 생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회귀분석법을 통합하

물학적 제제 표준품의 주어진 양, 즉 그 주어진

는 효과가 있다. 일반선형모델에서는 종속변인의

역가 단위(unit)와 동등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져

오차항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귀모델을 얻는 최

오는 검체의 역가 단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소제곱법이 적용되지만 일반화선형모델의 경우에

통계분석법이다. 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해석하여

는 최우도법이 적용된다. 최우도법은 주어진 독립

적절한 생물학적인 의미의 정량적 정보에 얻는

변인의 값으로 그 종속변인의 값을 설명할 수 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학적 도구는 회귀

는

분석 및 그 관련 통계분석법이다. 이러한 통계분

likelihood)를 가지는 모델식의 근사를 얻는 방법

석법의 적용방법 및 계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

을 의미하며, 최우도를 위한 식은 선택된 오류항

현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자료가 정규분포

소프트웨어에 작동 원리도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한다면, 최우도법은 최소제곱법과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은 특정 생물학적 시험법의 적용에

가져오게 된다.

시험에서

얻어지는

측정값

또는

가장

높은

확률인

최우도(maximum

있어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분석자의 전문성

생물학적 시험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생물학적

및 활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여

물질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역가가 일반적인 화

기에서는 생물학적 시험에 활용되는 통계 분석법

학적 분석 또는 물리적 분석을 통해서는 적절하

의 계산식들의 적용 방법을 일정하게 나타내기

게 보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적절한 분석을 위

위해 통계 연산 및 그래픽을 위한 언어인 R(The

해 활용되는 것이며, 그 분석의 기본 원리는 생물

R Foundation, http://www.r-project.org)을 사

학적 제제 표준품의 주어진 양, 즉 그 주어진 역

용한다.

가 단위(unit)와 동등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져 오

생물학적 시험 결과의 해석을 위한 통계학적 도

는 검체의 역가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로서의 회귀분석의 경우 보통 두 가지의 접근

표준물질과 분석대상물질에 대한 분석은 동일한

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생물학적

시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이 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구성하는 자료들이 가지는 오차항이

시험법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생물학적 시험법으

정규분포하거나 적절한 자료 변환에 의해 오차항

로부터 산출되는 역가의 추정값에는 생물학적 반

이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응이 가지는 고유의 변동성으로 인한 임의오차가

할

Linear

포함되므로 가능하다면 각 분석으로부터의 결과

Model)을 사용하는 것이다. R에서는 일반선형모

로부터 오차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델의 적용을 위한 기본 함수로 lm()을 활용할 수

를 위한 분석법의 설계 및 그 오차에 대한 계산

있다. 두 번째는 오차항이 정규분포에 현저하게

법이 제시된다. 모든 경우에 특정 통계법을 채택

수

있는

일반선형모델(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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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횟수의 분석을 실시하여

물학적 표준품과 미지 검체가 동등한 역가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그 통계법의 적용성을

를 나타내는 용량의 비율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산출된 역가에 대한 신
뢰구간은 분석법으로 추정되어진 역가의 정밀도



“추정역가(estimated potency)”: 분석 자
료로부터 계산된 역가

를 나타내게 되며, 이는 실험 설계 및 표본의 크
기(관측수)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생
물학적 시험법에서는 95 % 신뢰구간(이하 “95
% 신뢰구간”)이 채택된다. 95 % 신뢰구간이란,
실험으로 자료를 얻는 단계부터 수리 통계학적
방법으로 자료의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과정을 여
러 번 반복한다고 할 때, 그 반복의 95 %의 경우
(예를 들어, 해당 과정을 20번 반복한다면 그 19
번의 경우)에 산출된 신뢰구간의 범위 안에 실제
역가의 값이 포함되게 된다는 의미이다. 95 % 신
뢰구간의 형태로 표시되는 추정 역가의 정밀도가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 의약품 각조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값” 및 “표준편차” 등은
일반적인 통계학 교과서 등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평균값”은
사용되는 통계법의 종류 또는 자료변환의 방법에
따라 “산술평균값”, “조화평균값” 또는 “기
하평균값” 등으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표시역가”, “기준역가”, “가정역가”, “역
가비” 및 “추정역가” 등의 용어는 다음과 같
은 의미로 사용된다.


“표시역가(labelled potency)”: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 물질의 역가를 바탕으로 지정
한 명목상 역가이고, 원료 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자에 의해서 추정되어진 역가



“기준역가(assigned potency”: 생물학적
표준품의 역가



“가정역가(assumed potency)”: 생물학적
표준품의 사용될 용량과 동등한 역가를 가
지는 용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분석대상 생물학적 제제의 잠정적인 기준
역가



“역가비(potency ratio)”: 미지 검체에 적
용되는 것으로, 주어진 분석 조건 하에서 생

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법
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법은 생물학적 시험
에서 얻어지는 측정값 또는 관측값(이하 “자료
(data)”)을 대상으로 적절한 통계학적 방법(이
하 “통계법”)의 적용에 의해 생물학적 시험법
(bioassay)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택된
통계법의 적용에 적합한 형태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의 모음이다. 생물학적 분석법이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의 역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시험의 방법으로
그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 실험설계기법에 따른
실험 계획이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자료에 대한
엄밀한 통계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통계 전문가가 아니지만 생물학적 시험
법에 따른 실험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석법의
적용 결과를 해석하는 책임을 가진 실무자에 의
해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관련 자
료 전처리법을 다룬다. 생물학적 시험법의 시행에
있어서 그 통계학적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
결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적절한 실험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실험
의 대상이 되는 표본 집단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자료의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법의
기본 가정으로서의 특정 확률 분포 모델을 따라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분석 대상이 되
는 자료에 대한 자료 변환의 방법을 적용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실험 자료에 이상값(outliers)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통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시험의 특성상 드물지 않게 실험동물의 유실, 피
험자의 탈락, 실험 실패 등과 같이 자료의 누락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누락되는 자료(이하
“결측값”)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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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시험에 활용되

험 단위들(실험동물, 시험관, 웰플레이트의 위

는 통계 분석법의 계산식들의 적용 방법을 통계

치 등)에 개별 처치들을 지정하기 위해 보통

연산

다음 방법을 쓴다.

및

그래픽을

위한

언어인

R(The

R

Foundation, http://www.r-project.org)을 사용

1.1 완전확률화설계

하여 나타낸다. 이 계산의 방법은 의무적인 것은

실험 단위들 전체가 특정 인지 가능한 세부

아니며 해당 통계법에 대한 검증된 소프트웨어라

군집들 내에서 반응의 변동성이 더 작다는 징

면 활용할 수 있다.

후 없이 적절하게 균일하다면 개별 처치에 대
한 개별 실험 단위들의 지정은 확률화에 따라

1. 실험 설계

이루어진다. 물리적 위치 또는 실험 일자 등과

개별 실험 단위들(실험동물, 시험관, 웰플레이

같은 세부 군집들의 실험 단위들이 실험 단위

트의 위치 등)에 개별 처치들을 지정하는 것은

들 전체보다 더 균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험

적절한 확률화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설계에 추가적인 제한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

또한 실험 설계에서 특별히 다루어지지는 않는

물학적 시험법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실험 조건들에 대한 선택들도 확률화가 이루어

실험 일자 등과 같은 추가 제한 요소를 기준으

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 조건들의 사례는 실험

로 하여 실험 단위들을 적절하게 확률화하여

실에서의 실험동물장의 위치 선택이나 특정 처

지정하면 변동성의 부적절한 원인들을 제거하

치를 투여하는 순서와 같은 것이다. 특히, 처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6개의 처치

와 관련한 변동성(투여 시점 사이 및 처치 장

(S1, S2, S3의 표준품 3개, T1, T2, T3의 검

소 사이의 변동성)의 원인이 무시할 수준이라

체 3개)가 4회에 걸쳐 시험되는 경우에 다음의

는 확고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특정 생물학적

예시와 같이 확률화에 의해서 선택되는 순서

제제의 동일한 용량이 투여되는 실험동물의 한

또는 위치에 각각을 배치하여 실험하는 것이

군집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된다.

처치해서는 안 된다. 확률화에 의한 순서의 지
정은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난수 생성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되, 해당 난수 생성 기능
을 사용할 때마다 전혀 다른 일련의 번호들이
생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각
실험단위에 지정되는 생물학적 제제는 가능한
한 독립적이어야 한다. 각 실험 군에서 각 처치
에 대해 할당되는 희석 배율은 하나의 용량에
서의 분할이 아닌 각기 개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물학적 제제에 내
재된 변동성이 실험의 오차 분산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분석 결과는 잔류 오차
에 대한 과소 추정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
로 분산분석 검정의 엄밀성이 부적절하게 증가
하게 되며, 잔류 오차로부터 계산되는 신뢰구간
에 대한 과소 추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개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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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Sampling <- function(Treatments,
nExp=1) {
if (is.null(Treatments)) Treatments =
c('S1','S2','S3','T1','T2','T3')
if (is.null(nExp)) nExp = 1
if (ceiling(nExp) < 1) nExp = 1
nTreat=length(Treatments)
Experiments = matrix(0,nExp,nTreat)
for (ndx in c(1:nExp))
Experiments[ndx,]=sample(Treatments)
return(Experiments)

Treatments =
c('S1','S2','S3','T1','T2','T3')
Experiments = RandomSampling(Treatments,4)
print(Experiments)

Treatments =
c('S1','S2','S3','S4','T1','T2','T3','T4')
Experiments = RandomSampling(Treatments,5)
print(Experiments)

1.3 라틴방격설계
처치에 대한 반응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변동

1.2 확률화블록설계
변동성의 확인 가능한 원인들을 분리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설계법이다. 예를 들어
한 배의 실험동물들과 다른 배의 실험동물들 사
이의 감도 변동성이나 미생물학적 역가 시험에
사용되는 페트리 접시들 사이의 변동성과 같은
것을 분리할 수 있다. 이 설계에서는 개개의 처
치를 각 블록(한 배의 실험동물 또는 페트리 접
시)에 동일한 횟수를 적용하게 되므로 하나의
불록이 모든 처치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만
큼 커야 한다. 반복수에 대해서도 확률화 설계
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 블록 내에서의 각 처치
의 할당을 확률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4개

성 원인에 의해 영향 받을 때 적절한 설계이며,
각 변동성 원인에 대해 각기 개의 다른 수준
또는 위치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항생물질의 역가시험을 평판법으로
하는 경우, 큰 평판에 처치들을  ×의 배열로
위치시키되, 각 처치는 각 행과 각 열에서 한
번씩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 개
의 평판에서 6 개의 처치(S1, S2, S3의 표준
품 3 개, T1, T2, T3의 검체 3 개)가 시험되
는 경우(    )에 다음과 같이 처치를 각 평판
에 확률화에 의해 할당하는 것이 된다. 이 설계
는 처치의 수와 배열의 행 및 열의 수가 동일
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의 행 및 개의 열

의 용량의 표준품(S1, S2, S3, S4) 및 검체

에서의 반응의 차이로 인한 변동성이 분리되므

(T1, T2, T3, T4)들에 대해 5개의 페트리 접

로 오차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시들(5개의 블록)에서 실험한다면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 실험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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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두 시점 사이에서 표준품과 검체 또한
서로 교차시키게 된다.

2. 자료변환
install.packages('magic')
library(magic)
LatinSquare <- function(Treatments,nExp=1)
{
if (is.null(Treatments)) Treatments =
c('S1','S2','S3','T1','T2','T3')
nTreat=length(Treatments)
if (nTreat < 2) {
Experiments = Treatments
else {
Experiments =
matrix(Treatments[rlatin(nTreat)],nrow=nTr
eat)
return(Experiments)

생물학적 시험법에서는 (가칭)생물학적 시험
결과의 통계분석법에서의 적용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응값
의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변환을 사용한다. 자료
변환의 방법으로는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1 로그 변환
자연로그 또는 상용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 로
그 변환은 분산의 균일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자료가 양의 왜도를 가
지는 우비대칭 분포를 하는 경우에 로그 변환

Treatments =
c('S1','S2','S3','T1','T2','T3')
Experiments = LatinSquare(Treatments)
print(Experiments)

1.4 교차설계

은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로그 변환:   ln  또는 log 
R 프로그램 예시 – 로그 변환
(반응값들의 벡터를 y 라고 할 떄)

자연로그: eta=log(y)
상용로그: eta=log10(y)

실험이 블록들로 나누어지되 각 블록마다 단
2 개의 처치만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실험설
계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품의 2 개 용량(S1 및

2.2 제곱근 변환

S2)과 검체의 2 개 용량(T1 및 T2)을 2 개의

관측값이 계수에 의해서 얻어져서 푸아송 분

시점에서 분석하는 경우에 쌍체 교차시험이라

포하는 경우에 유용한 자료 변환 방법이다. 또

고 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실험설계가 이루

한 로그 변환이 너무 과도해서 변환된 자료가

어진다. 이 설계에서는 첫 번째 시점에서 낮은

오히려 반대로 음의 왜도를 가지는 좌비대칭

용량으로 처치된 군집의 경우는 두 번째 시점

분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곱근 변환을 사

에서는 높은 용량으로 처치되고, 반대로 첫 번

용하면 자료 분포의 정규성이 적절하게 향상되

째 시점에서 높은 용량으로 처치된 군집의 경

게 할 수 있다.

우는 두 번째 시점에서는 낮은 용량으로 처치

KP Forum Vol.13 No.2 (2016)


제곱근 변환:   

208

한 정규분포)의 누적확률함수값( )으로 간주하
y
eta=sqrt(y)

고,

그

비율( )에

해당되는

z-스코어,

즉

   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노밋(normit)
이라고 한다. 이 노밋에 5를 더한 값을 프로빗

2.3 제곱 변환

(probit)이라고 한다. 이렇게 5를 더하는 것은

제곱 변환은 예를 들어 미생물학적 역가 시험

과거에 계산기 없이 손 계산을 하는 경우 음수

의 경우처럼 용량이 저해환의 측정된 직경보다

를 계산에서 다루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

는 그 면적에 비례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일

이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를

수 있다. 또한 자료가 음의 왜도를 가지는 좌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노밋을 사용하는 것이 일

대칭 분포를 하는 경우에 제곱 변환은 자료 분

반화 되기는 했지만 이 경우에도 노밋 변환이

포의 정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 하지 않고 프로빗 변환이라 한다. 이 5를 더


제곱 변환:   

R 프로그램 예시 – 제곱근 변환
(반응값들의 벡터를 y 라고 할 떄)

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역가의 계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프로빗 변환:   

 

제곱: eta=y^2
p

한편, 반응이 각 실험 단위에서의 측정값으로

노밋: eta=qnorm(p)
프로빗:eta=qnorm(p)+5 또는 ta=qnorm(p)+5

얻어지지 않고 각 처치 군집에 대해 반응하는
실험 단위의 부분으로만 계수되어 얻어지는 경
우에는 프로빗(probit) 변환, 로짓(logit) 변환,
곰핏(gompit) 변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용량
-반응 관계를 직선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량
-반응 관계를 실무형(quantal) 용량-반응 관
계라고 한다. 이는 단 2 개의 명목척도에 의한
값만으로 측정되어 그 값들이 이항분포하는 경
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특정 용량의 약물로

2.5 로짓 변환
로지스틱

분포의

해당되는

로짓

(logit) 함수의 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실무
형 용량-반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로짓 변환, logit 은 ln   로 나타
낼 수 있다.
로짓 변환:   logit   ln   

처치된 실험 단위의 군집에서 약물 효과의 여
부가 “예” 또는 “아니오”만으로 판정되는

역함수에

p

로짓 eta=log(p/(1-p))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는 특정 용량에 따른
반응이 “생존” 또는 “사망”의 2가지로만
판정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2.6 곰핏 변환
프로빗 변환 및 로짓 변환은 용량(dose)의 로

2.4 프로빗 변환
실험 단위의 수가 인 각 처치 군집에서 특정

그값, ln dose을 반응에 대해 도시하였을 때
대칭이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변환

양성 반응을 보인 실험 단위의 수가 이라고

의 방법이며, 이 도시가 대칭이 되지 않는 경우

했을 때 그 비율, (  )을 표준정규분포(평

에는

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z-스코어로 표시

곰핏

변환을

사용한다.

이는

곰핏

(gompit) 함수를 써서 반응을 변환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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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상보

단 또는 한쪽 극단의 이상값 후보에 대해 전체

로그-로그

측정값들의 범위(range,      )에 대한

변환(cloglog,

complementary

log-log transformation)이라고도 한다.
곰핏 변환:   gompit   ln ln    
p
eta=log(-log(1-p))

이상값 후보와 인접하는 측정값 사이의 간극
(gap,        또는      )의 비율
(   )을

딕슨이

제시한

 임계값

(  )과 비교하여 이상값의 여부를 판정한
다. 즉,    이면, 이상값으로 판정하

자료 변환의 방법은 의약품 각조에 적용되는 회

게 된다. 범위와 간극 사이의 비율인  의 계

귀 모델의 종류 및 측정값 또는 관측값의 종류에

산식은 관측값의 개수 즉 표본의 크기(또는 계

따라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직선화할 수 있는

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것으로 선택한다.

관측수 ( ) 및
계산 유형(type)

3. 이상값의 검출
생물학적 시험법에 따른 측정값으로서의 어떤
반응이 분석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3 ˜ 7 (type=10)

        

8 ˜ 10

          

(type=11)
(type=12)

          

(type=20)

        

11 ˜ 13

          

분석법의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 있거나, 다른
측정값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분포로부
터 상당한 정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 이상값
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이상값 후보가 최솟값(  )인 경우

(type=21)
> 14 (type=22)

          

있다. 그러나 이상값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유지
하는 것은 심각한 계통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원인 규명에 의하거나 실
무적인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그 상대적인 크기만을 바탕으로 특정
이상값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상값으로 추정되는 측정값을 다

관측수 ( ) 및
계산 유형(type)
3 ˜ 7 (type=10)

          

8 ˜ 10

          

(type=11)
(type=12)

          

(type=20)

          

11 ˜ 13

          

음의 통계학적 검정들 중 한 가지를 써서 검출
하여 제거할 수 있다.

(type=21)

3.1 딕슨 Q-검정(Dixon’s Q-test)
동일한 용량이 사용된 실험동물들의 군집에서
는 동등한 반응의 측정값들이 얻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이상값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검정에서는 하나의 군집에 속하는 개의 측정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나열(   ⋯   , 즉

 은 최솟값,  은 최댓값)하였을 때, 양쪽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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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yp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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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nstall.packages('outliers')
library(outliers)

     

이상값 후보가 최댓값(  )인 경우: dixon.test(y)
경우:
이상값
후보가
최솟값(  )인
dixon.test(y,opposite=TRUE)
특정 계산 유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type=12): dixon.test(y,type=12)

   ∼ 
     
   ∼   

경우(예:

     
   ∼ 

3.2 그룹스 검정(Grubbs’ test)
동일한 용량이 사용된 실험동물들의 군집에서
는 동등한 반응의 측정값들이 얻어질 것이라는



가 따라 이상값을 검출하거나, 얻어진 선형 또
는 비선형 회귀 모델로부터의 잔차값이 일정한

     

분산을 가지는 경우에 잔차값들 중의 이상값을

   ∼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검정에서는 하나의 군집

     

에 속하는 개의 측정값들을 오름차순으로 나

   ∼   

열(   ⋯   , 즉  은 최솟값,  은 최댓

       

값)하였을 때, 양쪽 극단 또는 한쪽 극단의 이

   ∼   

 )과
상값 후보에 대해 전체 자료값들의 평균( 
표준편차(  )로부터

     )를

(      또는
얻고

그룹스가

제시한

y
install.packages('outliers')
library(outliers)

 과 비교하여 이상값의 여부를 판정한다.



즉,    이면, 이상값으로 판정하게

grubbs.test(y)

된다. 이러한 방법을 계산 유형 10(type=10)

grubbs.test(y,opposite=TRUE)



이라고 한다. 계산 유형 11(type=11)의 경우

grubbs.test(y,type=20)

에는 측정값의 범위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      )로 하며 양쪽 극단에서 이
상값 하나씩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대신

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상값 후보를


포함한 경우의 표본 분산(  )에 대한 이상값


후보를 제외한 경우의 표본 분산(  ∼  또는

 ∼    )의 비율(    ∼  또는

   ∼    )을

의미한다. 계산 유

형 20(type=20)의 경우에는 극단의 두 개의 값을
이상값 후보로 하여  를 산출하여 판정한다.

3.3 후버 검정(Huber’s test)
측정값들의 중앙값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중앙
값

절대

편차(MAD,

Median

Absolute

Deviation)를 기준으로 이상값을 검출하는 방
법이다. 이 검정에서는 하나의 군집에 속하는 개의
측정값들(  ⋯   )의 중앙값( )과 개
별 측정값들과의 차이의 절대값(     )
을 얻고, 그 중앙값( )을 얻고 여기에 확률분
포에 따른 일관성 상수(consistency constant),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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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해서 중앙값 절대 편차 (MAD,  × )을 얻

용하는 것이 더 권장된다. 결측값이 2 개 이상

는다. 일관성 상수는 보통     로 계

인 경우에도 동일한 식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산되는데   는 특정 확률분포에서의 75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결측값에 대해 대략적

% 백분위수를 의미하며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고, 일관성 상

수는 1.482602가 된다. 이제 측정값들( ) 중

추정값을 만들어 나머지 모든 값과 함께 식에
대입하여 하나의 결측값을 얻고 다른 결측값으
로 옮겨가서 같은 계산을 반복하는 식으로 진
행하여 2 회 연속 계산의 결과가 동일한 값을

에서    ≧  × ×에 해당되는

얻게 될 때, 이 순환 계산을 종료하도록 하는데

를 이상값을 판정하게 된다. 이 경우, 의 값

보통 빠르게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

으로는 판정의 신중한 정도에 따라 3(높음),

체 관측수에 비해서 대치되는 결측값의 수가

2.5(중간) 또는 2(낮음)를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작다면(이를테면 5 % 미만) 이러
한 대체나 자유도의 감소에 수반되는 근사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분

y
consistency.constant = qnorm(0.75)
print(y[abs(y-median(y)) / mad(y,
constant=consistency.constant) >= 3])
print(y[abs(y-median(y)) / mad(y,
constant=consistency.constant) >= 2.5])
print(y[abs(y-median(y)) / mad(y,
constant=consistency.constant) >= 2])

석은 상당히 주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하나의 처치 또는 블록에서 결측값이 집중된다
면 비정상적 특징이 대두된 것은 아닌지에 대
해 생물학적 분석법 전문 통계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반복수가 없는 시험에서
의 결측값 대치는 특히 주의해서 시행해야 한

4. 결측값의 처리법
생물학적 분석법의 시행 중에는 적용된 처치와
는 완전히 무관한 사고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
나 그 이상의 측정값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군집의 실험 동물 하나가 죽거

다.

4.1 완전확률화설계에서의 결측값 대치
결측값은 동일한 처치에 대한 다른 반응의 산
술평균값으로 대치할 수 있다.

나 실험 조작과정에서 검체를 하나를 잃어버리

′
′  


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에 해당 결측값의 발생이 투여되어진 생물학적
제제의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면
정확한 계산이 여전히 가능하며 계산에 사용되

4.2 확률화블록설계에서의 결측값 대치

는 식은 더 복잡해지고 일반선형모델(general

결측값은 다음의 식에 의한 값( ′ )으로 대치할

linear model)의 체제 내에서만 그 식이 주어

수 있다. 식에서  ′ 은 결측값을 포함하는 블록

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결측값을 적절하게 계

에서의 반응값들의 합이고  ′ 은 해당하는 모든

산된 값으로 대치하는 근사법을 사용하면 균형

처치들의 합이고,  ′ 는 분석에서 기록된 모든

실험설계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반응들의 합이며, 은 결측값이 포함된 블록의

경우에 총제곱합 및 잔차 오차에 대한 자유도

관측수이고, 는 해당 처치들의 수이다.

를 결측값의 개수만큼 줄이고 다음의 식을 적
용함으로써 정보의 소실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
나 이는 근사법에 해당되고 일반선형모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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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라틴방격설계에서의 결측값 대치

변인에

대해서는

MICE의

Mean

Matching),

이항

pmm(Predictive

변인들에

대해서는

결측값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한 값( ′ )으로

MICE의 logreg(Logistic Regression)을 사용

대치할 수 있다. 식에서  ′ 및  ′ 은 각각 결

한다. R의 MICE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MICE법

측값을 포함하는 행 및 열의 반응값들의 합이

은 결측값을 자료 변인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며, 이 경우   이다.

회귀 모델(pmm, logreg 등이며 패키지에 포함
된 mice() 함수가 자동적으로 인지하여 선정
함)을 써서 적절한 값으로 대치하여 유사 완결

 ′   ′   ′   ′
′ 
      

자료를 여러 개 (mice() 함수의 입력값 m에
의해서 그 수가 지정) 만들고, 각각의 유사완결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적 분석 결과를 결합

4.4 MICE법에 의한 결측값 대치
연쇄식

다변량

대치법

(Multivariate

Imputation via Chained Equations, MICE)법

(pool() 함수)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은 다중 대치법으로서 평균값과 같은 단일 대
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측값에서의 불확정
도를 더 고려하는 방법이다. MICE법에서는 결
측값이 되는 확률은 그 관측값에만 의존하며,

df.miss
df.miss

NA
iv

dv

해당 결측값은 관측값들을 사용하여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변인별로 대치 모델을
지정함으로써 변인 단위로 대치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예를 들어 개의 변인을 사용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변인(  )에 결측값이 있다면 다
른 변인들(   ⋯   )에 대한 첫 번째 변인
의 회귀식을 얻고 여기에서 추정값을 얻어 결
측값을 대치하도록 하고, 만일 두 번째 변인
(  )에

결측값이

있다면

다른

변인들

(   ⋯   )에 대한 두 번째 변인의 회귀식

install.packages('mice')
library(mice)
md.pattern(df.miss)
df.nomiss = mice(df.miss, m=5)
fit = with(df.nomiss, lm(dv
log(iv))
fit = with(df.nomiss, glm(dv
log(iv), family=binomial('logit')
fit = with(df.nomiss, glm(dv
log(iv), family=binomial('probit')
fit = with(df.nomiss, glm(dv
log(iv), family=binomial('cloglog')
print(pool(fit))
summary(pool(fit))

을 얻고 여기에서 추정값을 얻어 결측값을 대
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연속 결측값

정량적 반응에 기반한 생물학적 분석법

의 추정에는 선형 회귀가 사용되지만, 범주형

생물학적 시험법은 분석대상이 되는 미지 검체

결측값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가 사용된다.

가 표준품과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지

하나의 계산 주기가 완료되면 다수의 자료 세

만 활성 성분과 비활성 성분의 비율이 다르다

트가 생성되며, 이들 자료 세트는 대치된 결측

는 것을 전제로 하는 “희석 분석법”이라고

값만이 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론적으로 미지 검체는

세트들을 분리하여 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들을

표준품을 비활성 성분으로 희석함으로써 얻을

종합하는 것이 방법이 권장된다. 생물학적 시험

수 있다고 본다. 특정 생물학적 분석법을 희석

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변인들 중, 연속

분석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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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표준품과 검체의 용량-반응 관계를 비교
x

해야 하는데, 만일 표준품과 검체의 용량-반응
관계가 유의하게 다르다면 이론적인 희석 분석
법 모델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

ks.test(x,'pnorm')
shapiro.test(x)

적 제제의 표준품과 검체의 용량-반응 관계의
유의한 차이는 두 제제 중 하나에 활성 성분이
외에 측정되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비활성이

조건 3)은 Bartlett 검정 또는 Cochran 검정과

아닌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같은 분산의 균일도에 대한 검정을 적용하여

한다. 이론적인 희석 모델에서의 희석 효과를

검토한다. 또는 단순히 두 개의 정규분포하는

분명히 하려면 용량-반응 관계를 용량의 가능

자료 세트들 사이의 분산의 균일도를 시험하고

한 가장 넓은 범위에 대해서 선형 함수로 변환

자 한다면 F 검정을 실시하면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생물학적 분석법에서
는 평행선 모델 및 기울기비 모델의 두 가지
x

통계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모델들의 적

x

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

dt

grp
x

되어야 한다.
(1)조건 1 (확률화 실험설계) 서로 다른 처치

var.test(x,y)
bartlett.test(dt

들은 각기 실험 단위들에 확률화
에 의해 지정된다.

library(outliers);

(2)조건 2 (자료의 정규분포) 각 처치에 따른

y

grp, data=x)

cochran.test(dt

grp, data=x)

반응들은 정규분포한다.
(3)조건 3 (군집의 동일분산성) 생물학적 제제

자료를 도시하는 것을 통한 검토가 조건 (2)

의 표준품 및 미지 검체 양쪽의 각 처치 군집

및 조건 (3)의 검토 목적에 상당히 유용할 수

들 내에서의 반응들의 표준편차들은 서로 유의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작성하기도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다. 조건 (2) 및 조건 (3)이 충족되지 못하

조건 (1)은 ｢(가칭)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

는 경우에는 반응값의 자료에 대한 변환을 사

법｣의 실험 설계에 따른 확률화 기법을 적용함

용함으로써 이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료

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조건 (2)는 자료가 정

의 성격에 따라 ｢(가칭)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

규분포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이더라도 각 처

처리법｣의 자료 변환의 방법들 중에서 적절한

치별로 반복수를 확보하는 한 많은 경우에 분

것을 적용한다.

석 결과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생물학적 분석법의 통상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혹

Kolmogorov–

각 분석에 있어서 제한된 수의 관측만이 이루

Smirnov 검정 또는 Shapiro-Wilk 검정과 같

어지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위의 조건들을 체계

은 정규성에 대한 검정을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얻어지는 측

한다.

정값의 개수가 동일하게 되도록 실험을 설계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여 대칭적 균형 자료를 얻으면 자료 분포의 정
규성이나 동일분산성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분석의 결과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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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통계분석 모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

러한 조건들에 따른 유효성이 확립되면 표준품

건이 적용되는데, 평행선 모델 및 기울기비 모

에 대해 상대적으로 각 검체의 역가가 계산되

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

고 역가비 또는 국제단위와 같이 시험에서 사

어야 한다.

용된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되는 적절한 단위로

평행성 모델에 적용되는 조건

변환된다. 사용되는 모델에 따라 각기 제시된





생물학적

다섯 가지의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

제제의 용량의 로그값과 해당 용량으로부터

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방법은 유효하지

얻어지는 반응의 관계는 사용된 용량의 범위

않은 것이 되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분석 기법

에서 직선을 나타낸다.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건들이 충

조건 5A (평행선)

분석에서의 미지 검체에

족되지 못하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실

서 얻은 직선은 표준품에 대한 직선에 대해

험 조건의 전반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

평행하다.

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자료 변환의 방법을 채

조건 4A (로그용량-반응 관계)

기울기비 모델에 적용되는 조건

택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료 변환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에 앞서서 필요한



조건 4B (용량-반응 관계)

생물학적 제제

의 용량과 해당 용량으로부터 얻어지는 반

모든 통계 검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응의 관계는 사용된 용량의 범위에서 직선

하나의 단일 분석에서 모든 가능한 변동의 근

을 나타낸다.

원을 고려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분석에서의 미지

이런 경우에 동일한 검체에 대한 반복시험으로

검체에서 얻은 직선은 표준품에 대한 직선

얻어지는 신뢰구간들이 적절하게 겹쳐서지지

과 동일한 지점에서 세로축(용량이 0 인 경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개별 신뢰구간의 해석

우에 해당)을 교차한다. 즉, 분석에서의 모

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좀 다 신뢰할 수 있

든 검체들의 반응 함수들이 표준품의 반응

는 신뢰구간의 추정을 얻기 위해서 복수의 독

함수와 동일한 절편을 가져야 한다.

립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결과를 결합하여

조건 5B (동일한 절편)

이 조건들은 각 표준품 및 검체에 다여 최소한

하나의 추정 역가 및 신뢰구간을 얻는 것이 필

3 개의 희석배율이 시험되는 경우에만 검정될

요할 수 있다.

수 있으며 1 개 또는 2 개의 희석배율만을 사

계산의 편리성 및 정밀도의 측면에서 다음의

용하는 분석법의 사용은 경험적으로 직선성 및

세 가지 제한 요소를 적용하여 실험이 이루어

평행성 등이 일정하게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

지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첫째, 분석에서의

하다. 시험법에 따라 결과값들을 수집한 다음

각 제제들은 동일한 수의 희석배수들을 가지고

각 검체의 상대 역가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조

시험되도록 한다. 둘째, 평행성 모델에서는 분

건 4A, 4B 또는 조건 5A, 5B 등이 충족되는

석에서 사용되는 용량들이 서로 인접하는 용량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들 사이의 비율은 전체에 걸쳐서 일정하도록

Variance, ANOVA)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한다. 예를 들어 5 개의 용량이 사용되는 경우

총제곱합을 충족되어야 하는 각 조건들에 따른

에 그 용량의 크기가 순서대로 1, 2, 4, 8, 16

제곱합들로 분할한다. 제곱합의 남는 부분은 잔

의 비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울기비 모

차 실험 오류를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델의 경우에는 인접 용량들 사이의 간격이 일

변동의 해당 원인의 존재 또는 부재의 여부가

정하게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4 개의 용량들

일련의 F 비로서 계산되어 비교될 수 있다. 이

이 사용된다면 그 용량들은 2, 4, 6, 8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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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각 처치에 대

응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가정 역

하여 실험동물과 같은 실험단위들은 동일한 수

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실험을

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제한 요소가 적용되는

통해서 직선적인 그래프가 얻어질 수 있는 용

경우에 계산 방법 및 그에 따른 계산식이 상대

량의 범위를 확립하도록 한다. 미지 검체의 가

적으로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한 요소

정 역가에 가까워질수록 두 직선은 더욱 가까

를 고려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한 계산식을 활용

워지며 두 직선 사이의 수평 거리는 미지 검체

하는 것도 동일하게 유효한 방법이다.

의 가정 역가에 대비한 실제 역가를 나타낸다.

1. 평행선 모델

미지 검체의 직선이 표준품의 직선 오른쪽에

평행선 모델은 용량의 로그값을 가로축으로

위치하는 경우에 가정 역가는 과대추정된 것이

하되 가장 낮은 농도를 왼쪽으로 배치하고 가

며 계산의 결과는 추정 역가가 가정 역가보다

장 높은 농도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며, 세로축은

낮게 된다. 반대로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가

실험에서 얻은 반응의 값을 나타내는 다음과

정 역가는 과소추정된 것이며 계산의 결과는

같은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다. 각 처치에 대한

추정 역가가 가정 역가보다 높게 된다.

개별 반응은 검정색 점들로 나타낸 것이고 2

1.1 역가비 계산의 원리

개의 직선은 각각 표준품과 검체의 로그용량-

평행선 모델은 용량-반응 관계를 log(용량)-

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로

반응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직선화하여 표준품

축에 나타내는 용량(dose)의 로그값의 산출에

의 선형 회귀식과 검체의 선형 회귀식을 얻고

는 ln  로 표시하는 자연로그가 사용되지

이 두 직선의 각각의 선형성과 두 직선 사이의

만, log  로 표시하는 상용로그도 동일하

평행성을 검정한 다음, 선형성과 평행성이 확인

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역로그

(antilog)는 자연로그를 사용하는 경우는  을

의미하고, 상용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을

의미한다.

되면 두 직선 사이의 수평거리(그림에서 직선
들 사이에 그려진 양쪽 화살표의 폭)를 얻고
이로부터 표준품과 검체 사이의 역가비를 구하
여 검체의 역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우선
log(용량)-반응 관계를 직선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정하는 것이 된다. 식
에서 는 직선의 y-절편이 되고,  는 기울기
이며,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log    ⇒   ⋅  

표준품에서 얻게 되는 회귀식과 검체에서 얻는
회귀식은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y-절편과 기울
기가 얻어지게 되겠지만, 평행선 모델에서는 두
적절한 분석이 되려면 검체의 가정 역가는 검

회귀식의 기울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평행

체의 실제 역가에 가까워야 하며, 가정 역가 및

성에 대한 검정을 통해 공통의 기울기를 확인

표준품의 기준 역가를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표준품의 회귀식과 검

한 동등한 역가를 가지도록 희석한다. 즉 표준

체의 회귀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품과 미지 검체의 대응하는 용량은 동일한 반

다. 식에서 는 표준품과 검체 사이의 역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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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대해

표준품의 회귀식:      ⋅log   
⇒       ⋅  

계산된

확률(  )이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95
% 신뢰구간을 산출할 수 없다.


검체의회귀식:

각 회귀식들의 비선형성항이 유의하지 않아
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률

    ⋅log⋅   
⇒     ⋅log  ⋅  
⇒     ⋅  

(  )이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지 않아
야 한다. {  ≧    } 이것으로 평행선
모델의 조건 4A가 충족되는 것이다.

표준품의 회귀식과 검체의 회귀식 사이이 수평



표준품의 회귀식과 검체의 회귀식의 비평행

거리는 수치적으로 log , 즉 역가비의 로그값

성 항이 유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

에 해당되며 이는 두 직선의 y-절편 사이의 차

해서는 그에 대한 확률(  )이 (일반적으로

이와 공통 기울기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이 경

0.05)보다

우, 각각의 회귀식은 최소제곱법에 의한 최적의

{  ≧    } 이것으로 평행선 모델의

직선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R의 경우에 그

조건 5A가 충족되는 것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기본 함수인 lm()을 활용하여 각 표준품 및 검
체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분산분석표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아래의 식들에서



  
역가비:   antilog 




분석의 정밀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와 잔차 오류 사이의 비율은 가능한 한 클수록

은 반복수이며, 라틴방격계획을 사용하는 경
은
우에는 행의 개수 또는 열의 개수와 같다. 
모든 반응의 평균이며, 은 반복수, 는 용량의
개수,

는

시료(표준품

및

검체)의

개수,

며, 두 직선이 가능한 한 가까울수록 가정 역가

   ⋯


   ,   
, 


  

가 실제 역가에 대한 좋은 추정이 된다는 것을

등으로 정의한다.

좋으며, 용량의 범위도 가능한 한 클수록 좋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법의 완전확률화계획, 확률화블록계



획, 라틴방격계획, 교차시험계획 등에 따라 각
기 다른 처치에 대해 실험 단위들(실험동물, 시
험관 등)을 적절하게 할당하도록 한다.



⋯

⋯


1.2 유효성 검정
평행선 모델을 이용한 생물학적 분석법의 분
석결과가 통계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
려면 해당 회귀 모델에 대한 분산분석이 다음

      ⋯  
      ⋯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얻어진 회귀식의 선형회귀항이 유의한 것이
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형회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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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lock   ⋯ 





res  tot  treat



⋯

res  tot  treat
 block
res  tot  treat
 block  

⋯

      ⋯  

tot 

      ⋯   

  




 



위의 분산분석표의 각 제곱합(  )을 각각의 자
제곱합의 계산은 다음의 두 개의 표에 제시된

유도(  )로 나누어 평균제곱(  )을 구하고, 각

식에 따라 진행한다.

각의 평균제곱을 잔차오차(  )의 평균제곱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를 얻고 이 비에 대한  값






 ⊥         ⋯  

을 얻어 그 유의성을 판단한다.  값은 R의
pf() 함수를 써서 계산할 수 있다.



 reg         ⋯ 






 par       ⋯   reg

df1
    
  

 lin   treat   ⊥   reg   par
tr eat   ⋯    ⋯  ⋯  





f_calc

df2



pf(f_calc,df1,df2,lower.tail=FALSE)

여러 검체에 대한 분석에서 비평행성이 유의하
게 되는 경우는 실험 설계에 포함된 검체들 중
하나나 그 이상이 표준품 또는 다른 검체들의
회귀식의 기울기와는 다른 기울기를 보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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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며, 이런 경우 해당 분석 전체를 무효화하

자유도에 따른 Student  분포에 따른  -임계

기보다는 해당 검체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값(  )을 의미하며 R에서는 qt() 함수를

으로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반복하여 평행성이

써서 계산할 수 있다.

확보되는 검체에 국한해서 결과를 내도록 한다.



1.3 역가비의 산출

alpha


df



분산분석을 통해서 회귀식에 대한 유효성, 즉
qt(1-alpha,df)
qt(1-alpha/2,df)

유의한 직선회귀, 각 회귀식의 직선성 및 표준
품의 회귀식에 대한 각 검체의 회귀식의 평행
성 등이 확인되면 역가 및 그 신뢰구간(일반적
으로 95 %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 기울기비 모델

주어진 제제의 인접 용량 사이의 비율(용량들

기울기비 모델에서는 용량을 가로축에 낮은

사이의 비율을 일정하게 함)의 log 값을  라고

용량을 왼쪽으로 높은 용량을 오른쪽으로 하여

했을 때 각 제제 당 개의 용량을 가지고 시험

나타내고 그에 대해 얻어지는 반응은 세로축에

한 경우에 공통 기울기(  )는 다음의 식으로 계

나타낸다. 표준품 및 미지 검체에 대해 용량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은 용량이 영(0)인

산할 수 있다.

경우에 서로 교차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

    ⋯



된다. 이 경우에는 평행선 모델과는 달리 용량
에 대한 로그변환을 하지 않는다. 평행선 모델

이로부터 평행하는 각 검체의 역가비의 로그값
은 예를 들어 검체 의 경우라면 다음의 식으

의 경우처럼 가정 역가는 실제 역가에 가까워
서 가능하다면 표준품과 검체가 동등한 역가를
가지도록 희석한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비율은

로 계산할 수 있다.

가정 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나타낸 미지 검
체의 실제 역가를 나타내게 된다. 미지 검체에

  

′  

대한 기울기가 표준품에 대한 기울기보다 크면



역가는 과소평가된 것이며 계산 결과는 추정
각각의 검체에 대해서 계산되는 역가는 각 검
체의 “실제 역가”의 추정값, 즉 추정역가가
되며, 그 신뢰구간은 다음의 계산식의 역로그로

역가가 가정 역가보다 높게 나타나며, 미지 검
체에 대한 기울기 반대로 작으면 역가는 과대
추정된 것이면 계산 결과는 추정 역가가 가정
역가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기울기비 모델의

서 계산된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는
실험 단위들의 추가적인 군집(공시험군)에 대

′ ±    ′   

한 시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공시험
군을 공통으로 하고, 표준품과 검체에 대해 3개

reg

위 식에서   
이고,    
 


reg
 

씩의 용량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실험설계를

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는 (=0.05, 95 %

시험군까지 얻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험

신뢰구간을 얻고자 하는 경우) 및 잔차오차의

군을 제외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선정한 추가적

reg   

   -설계라고 한다. 그런데 선형관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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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량군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표준품에서 얻게 되는 회귀식과 검체에서 얻는

경우를  -설계라고 한다. 표준품에 대해서

회귀식은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y-절편과 기울

용량-반응 관계의 직선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기가 얻어지게 되겠지만, 기울기비 모델에서는

가장 높은 용량을 기준으로 영(0) 사이에서 일

두 회귀식의 절편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검

정한 간격으로 다른 용량들을 배치하고, 검체도

정을 통해 공통의 절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정 역가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용량으로

따라서 표준품의 회귀식과 검체의 회귀식은 각

준비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에도 또한 ｢(가칭)

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에서 는 표

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법｣의 완전확률화계

준품과 검체 사이의 역가비를 나타낸다.

획, 확률화블록계획, 라틴방격계획, 교차시험계

표준품:

획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처치에 대해 실험 단

    ⋅   ⇒      ⋅  

위들(실험동물, 시험관 등)을 적절하게 할당하
도록한다.

검체:     ⋅ ⋅  

⇒     ⋅⋅  
⇒     ⋅  
표준품의 회귀식과 검체의 회귀식의 기울기의
비율은 수치적으로  즉 역가비에 해당되며 이
는 두 직선의 y-절편의 일치할 때, 기울기들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회귀식
은 최소제곱법에 의한 최적의 직선으로서 얻어
지는 것이다. R의 경우에 그 기본 함수인 lm()
2.1 역가비 계산의 원리
기울기비 모델은 위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을 활용하여 각 표준품 및 검체의 회귀식을 얻
을 수 있다.

있는데 이 모델은 용량-반응 관계를 용량-반



역가비:   


응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직선화하여 표준품의



선형 회귀식과 검체의 선형 회귀식을 얻고 이
두 직선의 각각의 선형성과 두 직선의 절편의
일치성을 검정한 다음, 선형성과 절편의 일치성

2.2 유효성 검정
기울기비 모델을 이용한 생물학적 분석법의

이 확인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비율을 얻고
이로부터 표준품과 검체 사이의 역가비를 구하
여 검체의 역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우선 용
량-반응 관계를 직선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다
음과 같은 식을 가정하는 것이 된다. 식에서 
는 직선의 y-절편이 되고,  는 기울기이며,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분석결과가 통계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
으려면 해당 회귀 모델에 대한 분산분석이 다
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실험이    -설계에 따라 이루어진 경
우에 공시험으로 인한 변동이 유의하지 않
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시험에 대

    ⋅   ⇒   ⋅  

해 계산된 확률(  )이 (일반적으로 0.05)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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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시험의 반응이 공통 절편으로부터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선형관계가 용량 영






(0)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제제 당 최소 3 개 이상의 용량을 포함









⋯

⋯





      ⋯
 

  ⋯

      ⋯
 

  ⋯

   
 

  ⋯

     

  ⋯

    ⋯  

  ⋯

하는 분석에서 비선형성항이 유의하지 않아
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률
(  )이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지 않아

⋯

야 한다. 이것으로 기울기비 모델의 조건
4B가 충족되는 것이다.


교차항으로 인한 분산이 유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률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    } 이것으로 기울기 모델의
조건 5B가 충족되는 것이다.

   -설계의 분산분석표를 구성하기 위한 요
소들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




    





  



  ⋯

⋯


   
  ⋯  

제곱합의 계산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식에 따

          ⋯
  
          

           

라 진행한다.
다만 이 계산을 위해서

 

  
,
      


 

  

⋯ 

 

 

       


 

  
,
    

   ⋯
 
,
   

     ⋯

의 정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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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   treat   blank  



block   ⋯ 

col   ⋯  

  lin

 blank        


    






      ⋯       

res  tot  treat

 lin       ⋯

res  tot  treat
 block
res  tot  treat
 block  



 treat           ⋯  

tot 
-설계의 경우에는 공시험이 제외되므로 모
든 식에서 를 제외하고 blank를 분산분석에
서 제외하며  

   ⋯


의 식을 사

  



위의 분산분석표의 각 제곱합(  )을 각각의 자
유도(  )로 나누어 평균제곱(  )을 구하고, 각


용하고, 처치에 대한 자유도는    이 되며,
잔차 오차 및 총변동 그리고 그 자유도는 평행성
모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각의 평균제곱을 잔차오차(  )의 평균제곱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를 얻고 이 비에 대한  값
을 얻어 그 유의성을 판단한다.  값은 R의
pf() 함수를 써서 계산할 수 있다.


 
 
      

2.3 역가비의 산출
분산분석을 통해서 회귀식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역가 및 그 신뢰구간(일반적으로 95

   
      
    

%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설계를 사용한 경우에 시험 제제들의 공통 교
차점, ′ 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 

        
       

표준품에 대한 회귀식 및 각 검체에 대한 회귀
식의 기울기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 
′ 

     ′
    
     ′
    

검 검체의 역가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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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값에 검체의 가정역가,  를 곱해서 추정역
가,  를 구한다. 표준품 및 검체에서 인접 용
량들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추정역
가는   를 곱한 값으로 한다. 검체의 역가비

이 경우 가로축은 용량의 로그값으로 낮은 용

′ 에 대한 95 % 신뢰구간은 다음의 식으로

량을 왼쪽에, 높은 용량을 오른쪽에 배치하며

산출된다.

세로축은 그 용량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
러한 곡선은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 함수에

′   ′ ±   ′   ′  ′  ′ 


해당되며 표준품 및 검체에 대해 각각 계산된
로그(용량)-반응 곡선 관계를 나타낸다. 각 곡

위 식에

 ′



이고,  ′       으로
 
 ′      

산되며, 여기에서  및  은 추정 역가,

계

 의

분자 및 분모의 분산 및 공분산과 연관된 값으
로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신뢰구간은  를 곱해서 얻으며, 필요하다면

  를 곱하여 산출한다.
-설계의 경우에는    -설계를 사용한

선은 상부 점근선(top asymptote, ), 하부
점근선(bottom asymptote, , 힐 기울기 인자
(Hill slope factor,  ), 변곡점의 수평 위치
(horizontal location,  ) 그리고 비대칭 계
수(asymmetric coefficient,  )의 모수 5개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로그(용량)-반응 곡선
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5-모수 로
지스틱 모델이라 한다.

  

 

   

  



경우와 식은 거의 같지만, 다음과 같이 변형된
식을 사용한다.

대칭인 S-자 곡선 모델을 사용한다면 비대칭
계수는 1이 되고, 이 경우에는 4-모수 로지스
′  



틱 모델이 된다. 일반적으로 비대칭 계수가 1인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때,

유효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품 및 검체에 대한 곡선이 동일
한 기울기 인자 및 양 극단에서의 점근선에 해

3. 확장 S-자 용량-반응 모델
확장 S-자 용량-반응 모델의 경우는 일부 면

당되는 반응 수준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며,
수평 위치(  )의 값만이 두 곡선에서 차이가

역분석법과 같이 확장 S-자 용량-반응 곡선을

나타나야 한다. 두 곡선 사이의 수평 거리가 미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 검체의 “실제” 역가와 연관된 값이 된다.
이러한 시험법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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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석법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상부 및 하

수, 의 비율인 )을 기록하게 된다. 이 비율

부 점근선의 동일성을 검정할 수 있으며 그 이

을 로그(용량)을 가로축으로 하여 도시하면 S-

후에는 사용되는 시약이나 분석 조건이 변경되

자 곡선이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S-자 곡선을

는 경우 또는 적절한 간격으로 이 조건을 다시

나타내는 수학적인 함수를 용량-반응 곡선을

검정하도록 한다.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하는 방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함수로

법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양할 수

는 보통 누적 정규분포 확률함수가 사용된다.

있으나 R에서는 nplr() 함수를 사용하면 주어

용량-반응 곡선을 나타내는 회귀식은 최우도법

진 자료에 대한 5-모수 또는 4-모수 로지스틱

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R에서는 glm()

모델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대체 접근법으로서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리를

상부 점근선( ) 및 하부 점근선( )의 적절한

위하여 다음에 제시된 대체법을 활용할 수 있

추정값이 있다면, 반응(  )의 평균이 이들 점근

다. 이 대체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선의 범위의 약 20 %에서 80 %에 해당되는

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용량의 모든 반응을 다음의 식으로 변환하여



정규분포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평행선 모델에 따른 분석법을 사용할 수도 있


다.

용량의 로그값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누적

표준품과 검체의 곡선은 평행해서 동일한 형
태를 가지고 단지 수평 방향의 위치에서만


  log 
 





차이가 있다.


이론적으로 매우 낮은 용량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은 없으며, 매우 높은 용량에 대한 자연

또는 반응(  ) 또는 로그(반응) { log  }을

적인 비반응도 없다.

log  에 대해 도시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1. 프로빗 모델

직선을 나타내는 용량 범위를 선택하여 평행성

S-자 곡선은 각 용량에 대한 반응, 즉 각 군집

모델에 따른 분석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을 누적 표준 정규분
포의 해당되는 값으로 치환함으로써 직선화할

실무형 반응에 기반한 생물학적 분석법
일부 분석법의 경우에는 각 실험단위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인 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증세
또는 죽음 등과 같이 각 실험단위에서 발생했는
지의 여부로 그 영향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반응을 나타낸 실험 단위의 수에 따
라 결과가 좌우된다. 이러한 분석법을 실무형
(Quantal, all-or-none) 반응에 기반한 분석
법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특정 처치(용량)에
따른 개별 실험단위 개 각각의 반응을 기록하
기 보다는 특정한 기준에 따른 반응을 보인 단
위들의 비율( 의 단위 중 반응을 보인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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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치환은 ｢(가칭)생물학적 시험
자료 전처리법｣의 프로빗 변환에 해당한다. 프
로빗 변환에 의해서 반응이 직선화되면 평행선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각
용량에 대한 분산의의 균일성 즉, 동일분산성의
유효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분산은 노밋값
(혹은 프로빗값)이 0일 때 최소이고, 양 또는
음의 노밋값에 대해서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곡선의 중앙부분에 있는 반응에 대해 더 큰 가
중값을 적용하고 곡선의 양 극단 부분에서 대
해서는 더 작은 가중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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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 
 



14) 
 


1.1 실험결과의 정리
첫 번째 계산표

프로빗 모델에 따른 실험결과는 다음의 번호에
해당되는 위치에 자료를 입력하여 표를 정리한다.
1)표준품 또는 검체의 용량, 























































2)해당 처치가 이루어진 실험 단위의 수, 
3)처치에 대하여 양성 반응을 보인 실험 단위



의 수, 
4)용량의 로그값, 
5)각 군집별 양성반응의 비율,   



첫 번째 계산 주기의 시작점
6)첫 번째 주기에는  열을 영(0)으로 채움.
7)누적 표준 정규분포 함수의 해당하는 값

     을 계산


   
8)   



9)    





 
10)  
  


1)˜ 15)열은 ,  ,  ,  의 값으로



4), 9), 10) 열의  ,  , 로부터 계산하고
10) ˜ 15) 열 각각의 합(

)을 개별 제제에

대해 따로 계산
이 합계값들을 두 번째 표의 1) ˜ 6) 열로 이
동 배치한 다음 7) ˜ 12) 열을 다음과 같이
계산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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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성으로부터의 변이의 척도이고 대략  분

포하며 자유도는   가 된다. 이 값의 유의
성은   -임계값,     와 비교하거나,

     




그에 해당되는 확률,  를 얻어 그 값이 유의
수준,  (일반적으로 0.05로 함)와 비교한다.




이 경우 유의하면, 해당 분석결과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정으로 직선 회귀로부터 유의한
변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의   값
으로 자유도를   로 하여 평행성으로부터의
변이를 검정한다.
 

 











 












   
 


  
 

1.3 역가비의 산출



선형성과 평행성에 대한 유의한 변이의 징후
이제 공통 기울기  및 절편의 값은 다음의 식
으로 얻어지며, 검체에 대해서도 같은 요령으로

가 없으면 역가비의 로그값,   ′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계산할 수 있다.




  

 

 

 ′  



  ⋅ 




그리고 그 신뢰구간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이제 첫 번째 표의 6) 열의 값은     ⋅
의 값으로 치환한 다음 같은 주기를 반복한다.

 
  ±   
 ′     







 
  
  ′  



이러한 반복은 2 개 연속 주기 사이의 차이가
작아질 때까지, 예를 들어 2 개 연속 주기 사이


의  값의 최대 차이가 

보다 작아질 때까

   이고      이다.
식에서   


    




















지 계속된다.
이렇게 얻어진 값에 대해서 역로그값을 구해 최
1.2 유효성 검정

종적으로 역가비와 신뢰구간를 구한다. 직선성

역가 및 그 신뢰구간을 구하기 전에 분석의 유

의 유의한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

효성을 검정하도록 한다. 각 제제 당 최소 3 개

석결과를 기각하지만 이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의 용량이 사용되었다면 직선성으로부터의 변

있는 경우에는 수식을 약간 바꾸어 적용한다.

이는 위의 두 번째 표에 13 번째 열을 추가하

즉,  는 직선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자유도에


 


으로 한다. 이 열의 합은
고 그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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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값(    )으로 하고  은 같은 자

유도로 나눈   값으로 한다. 또한 평행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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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정도 약간 변형되는데 비평행성에 대한  

와 같이 정리하고 직선성에 대한 검정을 같은 방

값을 그 자유도로 나누고 그 결과 값을   

법으로 하되, 평행성에 대한 검정은 이런 경우 필

및   의 자유도를 가지는  비를 얻기 위

요하지 않다. 검체  및 다른 검체들에 대한


해서 위에서 계산된  으로 나누고, 일반적 경

  를 얻되 다음의 식을 써서 계산한다.
 

우처럼   의 유의 수준에서 검정한다.

 ′  


 ±   
 ′     


2. 로짓 모델 및 곰핏 모델
프로빗 모델 대신 로짓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며,

로짓

함수(logit





  
  ′  




식에서    이고 는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function)은 로지스틱 분포의 역함수이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프로빗 모델의 경우와 거의 같
지만  및  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의 것으
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 곡선이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곰
페르츠 분포(Gompertz distribution)에 기반한
곰핏 모델(gompit model)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및  의 계산을 위한 식은 다
음과 같다.

  

 

  

 

3. 중앙 유효 용량
일부의 분석법에서는 50 %의 실험단위들이 반
응을 보이는 용량을 중앙 유효 용량으로 산출하
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중앙 유효 용량
(   )은 프로빗법으로 산추할 수 있는데 표준품
에 대한 상대적 용량을 나타낼 필요가 없으므로
계산식이 약간 달라지게 된다. 분석법의 밸리데이
션을 위하여 표준품을 같이 분석하기도 하며 표
준품을 써서 계산된   가 지정   와 충분히
가까우면 분석법이 유효한 것으로 하나 “충분히
가까움”에 문맥상 의미는 각조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체에 대한 반응 및 필요한 경
우 표준품에 대한 반응을 프로빗 모델에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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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X 선 형광분석법

등의 분석법 검증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액체 시료를 적절한 농도로 하여 용액 표준품에

X 선 형광분석법 (X ray fluorescence, XRF)

섞을 수 있다.

은 일차 X 선에 의한 원자 내각 전자의 여기로

분말시료

준비된 분말시료를 액체시료 용기에

인한 특징적인 X 선 광자 측정을 기본으로 하는

서 직접 측정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압력을

기기분석법이다. X 선 형광분석법은 액체, 고체,

주어 펠렛 형태로 만들어 분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리고 분말시료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이

분말시료의 자체결합력이 약할 경우에는 왁스나

가능하다. X 선은 특징적인 양극 물질에 따른 선

에칠 셀룰로스와 같은 결합제를 사용할 수도 있

스펙트럼과 Bremsstrahlung이라 불리는 연속 스

다.

펙트럼을 발생한다. 두 가지 종류 X 선은 모두

또한 분말시료는 sodium tetraborate, lithium

원자를 여기시키고 2차 X 선을 유도하는데 사용

tetraborate, lithium metaborate와 같은 융제를

된다. X 선 형광분석기는 파장분산형 X 선 형광

사용하여 유리로 용융한 후 XRF로 분석할 수도

분석기 (WDXRF)와 에너지분산형 X 선 형광분

있다. 이 방법은 융제를 녹이고 시료를 녹이는데

석기 (EDXRF)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필요한 온도가 800-1300도 정도로 높으므로,

나누는 주요 요소는 시료의 원자로부터 방출되는

수은과 비소 같은 휘발성 원소를 분석할 때에는

스펙트럼을 분리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X 선 광

적절하지 않다.

자의 에너지는 각 원자의 전자전이에 의하여 각

분말시료를 적절한 양의 인증표준물질 (CRM)과

각 다르며, 정성적이다. 방출되는 X 선의 강도는

섞어서 분석하면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등의 분

시료에 있는 원자의 수를 나타내므로 정량적인

석법 검증을 수행하기 용이하다. 다른 방법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분말시료를 적절한 양의 용액기반 표준품에 섞고
건조한 후 필요에 따라 갈고 분석 전에 잘 섞는

시험방법
일반사항

대. 분말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으로 분석 반
분석자는 사용되는 방법의 모든 시약

응에 편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표준품 첨가를 할

과 재료의 오염에 대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수 있다.

한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소의 분석을 위해서

표준품

XRF 표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국표

는 최고 순도의 시약과 재료를 필요로 한다. 시료

준과학연구원(KRISS)의 표준물질 또는 이에 준

용기나 지지창은 분석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기

하는 적절한 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구성에도 적절하여야 한다. 시료의 교차오염을 피

분석

기기의 분석 조건은 각조의 조건을 따른

하기 위하여 XRF 시료 전처리에 사용되는 기구

다. 제조사에 따른 기기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의 청결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분석자는 제조사에서 제안하는 초기설정 조건을

시료

액체

단일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낮은 휘

사용해도 된다. 사용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기기

발성을 가지는 액체시료는 XRF 기기에 직접 적

를 반드시 표준화하여야 한다. 예상 농도 범위를

용할 수 있다. 액체시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특별

포함하는 검량선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출

한 액체시료 용기가 필요하고, 적절한 폴리머 필

한계나 그 주변 농도에서 분석할 때에는 검량선

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판 지지창이 필요하다.

표준품을 사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검출 반응에

다른 방법으로는 액체시료를 디스크 표면에 놓고

대한 직선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분석 전에 건조한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퍼지 가

사용하며, 각조에서 회귀선의 잔존오차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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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

시료전체를 분석하는 도중, 적절한 간격을 두고

허용한계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대표준편차가

시스템 초기 표준화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1.0% 이하, 완제의약품의 경우 2.0% 이하, 그리

초기 검량선에 사용했던 검량선 표준품을 다시

고 불순물 분석에서 20.0% 이하

분석한다. 독립적으로 준비한 표준품 사용도 가능

실험실내정밀성

다른 실험일, 다른 기기, 다른

하다. 각조에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재분석한 표

실험자에 의한 무작위 변동 요인에 대한 정밀성

준품은 함량결과에서 ± 2 % 안에 들어야 하고,

을 평가한다. 최소 2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총 6

불순물 분석에서는 ± 20 % 안에 들어야 한다.

번 실험을 수행한다.
허용한계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대표준편차가

밸리데이션 및 검증

1.0 % 이하, 완제의약품의 경우 3.0 % 이하, 그

XRF 시험이 비공식적인 제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리고 불순물 분석에서 25.0 % 이하

공식적인 제품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면 모두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검증

XRF 분석법 검증의 목적은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중 주성분 정량, 불순물 시험 또
는 한도 시험에서의 정량, 그리고 확인시험 등의

특이성

어느 매트릭스에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

는 성분의 존재에서도 명확하게 각 원소를 평가
한다.
허용한계
정량한계

정확성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정량한계는 공시험 검체를 6 회 이상

목적에 적합한지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분석법 검

측정한 후 표준편차를 구하고 10을 곱한다. 다른

증에는 직선성, 범위, 정확성, 특이성, 정밀성, 정

적절한 방법도 가능하다.

량한계, 완건성을 포함한다.

직선성

5 개 이상의 성분 농도와 XRF 반응 사

각 분석법 검증 요소에 대한 허용한계는 방법의

이에 직선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 최소좌승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분석법 검증에 필요한

과 같은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량선

시료는 검량선 시료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을 평가한다. 회귀선의 상관계수 (R), y 절편, 기

정확성

기지 농도의 원소를 섞은 매트릭스에

울기 값을 구한다. 성분 농도와 XRF 반응 사이에

대한 회수율을 수행하여 정확성을 확인한다. USP

직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적절한 통계적

에 의하여 인증된 적절한 표준품을 사용할 수도

방법을 적용한다.

있다. 또한 검증 과정의 XRF 방법으로 얻은 결과

허용한계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중 주

와 이미 확립된 분석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는

성분 분석의 경우 R이 0.995 이상, 불순물시험

것으로도 가능하다. 표준품 첨가법을 사용할 경우

또는 한도시험의 경우 0.99 이상

의 정확성 평가는 개개의 표준품 첨가의 회수율
이 아니라 y축 절편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허용한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경우

98.0 ∼ 102.0 %의 회수율, 불순물 분석에서는
70.0 ∼ 150.0 %의 회수율. 이 허용한계는 검증
된 농도범위 전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정밀성
반복성

범위

시료 중에 있는 분석 대상 성분 농도의

상한과 하한의 간격을 의미한다. 이 범위 내에서
정밀성, 정확성, 직선성이 적합하다. 범위는 직선
성과 정확성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한다.
허용한계

100 % 가운데 표시량의 경우 80.0

∼ 100.0 %, 가운데 표시가 아닌 경우 하한의
10 % 아래, 상한의 10 % 위, 함량균일성시험의

시험농도의 100 %에 해당하는 농도로

6 개의 표준품을 반복 분석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3 농도에 대하여 각 농도 3 회 반복 측정을 한

경우 70.0 ∼ 130.0 %, 불순물시험 또는 한도시
험의 경우 50.0 ∼ 120.0 %
완건성

실험 조건을 고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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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한다. XRF 분석에서는 특
정 보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의 안정성을 측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허용한계

표준품 또는 시료 분석 후 실험 조

건을 변화하여 동일한 시료를 측정할 때, 완제의
약품의 경우 ± 2.0 % 이하, 그리고 불순물 분석
에서 ± 2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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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의약품 품질분야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소개
양성준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는

｢폐흡입제 품질 가이드라인｣은 주성분을 국소적

의약품 품질심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하여 폐로 전달하는 의약품의

며, 품질심사 기준 표준화와 제약업계의 관련규정

제제개발 및 규격설정 시 품질평가 항목과 안정성시

이해편의를 제공하고자 매년 품질심사와 관련된 가

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서 폐흡입제 제네릭

이드라인을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

올해는 ｢유산균제제 품질확보를 위한 규격설정 가
이드라인｣을 비롯하여 5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

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품질요소별 고려사항, 안정
성시험 및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나 제정초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에 대한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이해를 높여 제약업계의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은 우수 원료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업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에게 개발 및 제조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과 국

유산균 확인 및 동정은 유산균 제제의 품질 및 유

제공통기술문서 제3부 3.2.S.2.2∼3.2.S.2.6 부분을

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

구하고 최근까지 유산균 원료 및 제제의 확인시험은

용으로는 ‘출발물질의 선정’, ‘품질위해요소를

주로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시험법에 한정하고 있어

고려한 제조공정개발’ ‘품질관리전략 및 전략개발

정확한 균주의 확인 및 동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

시 고려사항’ 및 ‘제조공정 개발 및 관련내용의

다.

따라서 ｢유산균제제 품질확보를 위한 규격설정

CTD 작성 시 고려사항’ 등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전자분석법에 의한 확인시험법

또한 아직 내·외부 의견조회 단계에 있는 ｢다회

을 설정하고, 여러 종류의 유산균에 공통적으로 적

용 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용할 수 있는 확인 및 정량법을 제시함으로서 우수

중에 있습니다.

한 의약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개봉된 이후 의약품 품질이 유

이 가이드라인은 시럽제 등 다회용

｢리포좀제제 규격설정 가이드라인｣은 주사용 리포

지되는 기간 및 보관조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

좀 제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품질 특성을 제시하

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치선

여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준규격 설정을 지원하

정, 안정성 평가시험 디자인 및 평가기준 등이 있습

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리포좀 제제의 특징을

니다.

반영한 주요품질 특성을 물리화학적 특성, 형태학적

제정이 완료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품의약품안

특성, 제조 특성 및 안정성 등으로 세분화 하고 각

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

각에 대한 품질평가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리포좀 제

보>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

제의 개발 및 품질평가 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

니다.

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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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The

International

Council

이 Q&A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출발 물질의 선택
및 정당성 확보에 대한 주의사항, 마케팅 허가 및

for Harmonization)

/또는 마스터 파일에 제공해야하는 정보에 대한
Q3C(R6) Impurities: Guideline for Residual
Solvents는 의약품 원료 및 제제의 제조시 독성
이 적은 용매의 사용을 권장하고 의약품의 잔류

고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자 한다. 이
Q&A 문서는 화학적 의약품 원료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매 (유기 휘발성 불순물)에 대한 의약품에서의
제한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 년 7 월
Step4에서 ICH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핵심이 완성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된 바 있다. 이후 용매에 대한 새로운 독성 데이
터가 공개됨에 따라 Permitted Daily Exposure
(PDE)를 개정하기 위한 유지 관리 프로세스가

포장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미국약전에서 제약, 바이오 활성 제약 성분

수행되었으며, 가장 최신의 버전인 Q3C (R6)에
서는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PDE가 개
정되었으며 트리에틸아민(TEA)가 새로운 용매로
추가되었다.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MIBK는
Class 3 (독성이 낮은 용매)에서 Class 2 (용매
가

제한적)로

옮겨졌다.

새로운

용매

인

Triethylamine이 Class 3 (독성이 낮은 용매)에

또한 지난 2012 년에 4 단계에 도달 한 이래
로 ICH Q11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Drug Substances (Chemical Entities and
Biotechnological/Biological Entities)의 이행 및
원료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에 대한 권장 사항으
로 인해 출발 물질의 선택 및 정당성 확보를 명
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ICH의
Q11 (IWG)은 2016 년 11 월 ICH 프로세스의
2b 단계에 도달한 질의응답 (Q&A) 문서로서
Q&AsQuestions

&Answers:

Selection

and Justification of Starting Materials for the
Manufacture of Drug Substances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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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성분의 품질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661.3> Plastic Components and Systems
Used in Pharmaceutical Manufacturing를 신규
로 수재하였다. 또한 <661.1> Plastic Materials
of

Construction를

“polyamide

포함되었다.

Q11

(API) 및 의약 제품 (DPS)의 제조에 사용되는

개정하여
6,

내용

중

polycarbonate,

poly(ethylene-vinyl acetate), and polyvinyl
chloride, plasticized”의 4가지 폴리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661.2> Plastic Packaging
Systems for Pharmaceutical Use를 개정하여
<671> Containers—Performance Testing에 있
던

Spectral

<661.2>로

Transmission에
옮겨오고

<87>

관한

시험을

Biological

Reactivity Tests, In Vitro과 <88> Biological
Reactivity Tests, In Vivo의 개정에 따라 경구
및 경피용 제제에 대한 packaging systems 요구
사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정보 <1661>
Evaluation of Plastic Packaging Systems and

232

Their Materials of Construction with Respect

또한 <371〉 Cobalamin Radiotracer Assay가

to Their User Safety Impact를 2개 섹션으로

각조에서 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시험법에서 삭

나누어 개정하였다. 첫 번째 섹션인, 플라스틱 포

제를 제안하였다.

장 시스템 및 그 구성물질들은 구성 및 포장시스

〈591〉 Zinc Determination을 개정하여 아연

템의 플라스틱 물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함유 의약품에서의 아연함량측정을 위한 이온크

섹션에서는

구성요소,

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661.1>의 활용에서 적용까지의 물질적 평가 프

같은 카테고리의 의약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개발

로세스를 포함하는 모든 플라스틱 물질들에 대해

하는 데에 크로마토그래프적인 방법을 제공함으

서술하고 있다. 이 챕터는 또한 포장시스템 평가

로써 의약품 함량시험이 용이해 질 것이며 개별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661.2>제조에 쓰는 플

의약품이 확인, 정량, 순도 또는 강도를 확인하기

라스틱 시스템 사용법을 적용가능하게 하는지 설

위한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하고 있다. 이 개정에서 <661.1>에 부합하는

의약품각조의 정량시험과 확인시험은 이 챕터의

네 개의 새로운 폴리머로서 “Polyamide 6;

방법을 통해 상호참조하여 현대화할 수 있도록

Polycarbonates;

하였다.

acetate);

<661.1> 플라스틱물질

Poly(ethylene-vinyl

and

Polyvinyl

chloride,

non-plasticized”가 챕터에 추가되었다. 두 번

Spectoscopy관련

째 섹션인,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

〈857〉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에

틱 구성요소 및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와 새 챕터

서는 이 챕터에 포함하는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

<661.3>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플라스틱 구성요

비 유형을 introduction에서 설명하였으며 파장

소 및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

제어, 흡광도 제어, 미광(stray light) 한계, 분해

급하였다.

능(resolution), 밸리데이션을 각각 개정하였다.

보관과 운송에 관한 기존의 일반정보에 대한
〈1079.1〉

보완으로서

또한

이에

관련된

Ultraviolet-Visible

일반정보로서

<1857>

Spectroscopy—Theory

Storage

and

Investigational

Drug

and Practice에서는 분석적 고려사항, 기기적 요

Products를 새로 제안하였다. 이 챕터에서는 의

소, 스펙트럼의 대역폭의 확인을 위한 중수소원자

약품

선을 사용하는 스펙트럼대역폭에 대해 개정을 제

Transportation

of

의료기기

병용

제품(drug

device

combination products) 및 비상업적 시험용 의

안하고

있으며

약품을 포함하는 시험용 의약품의 보관과 이동에

Sampling Factors, Cell Corrections 섹션의 제

관한 가이던스를 실었다.

목이 Cell Matching Corrections로 변경되었다.
또한

USP Modernization에 관한 사항

<197>

Considerations,

Spectrophotometric

Identification Tests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91> Calcium Pantothenate Assay와 <115>
Dexpanthenol Assay에 대하여

Analytical

챕터는

기존

<851>Spectrophotometry

and

더 이상 USP

light-scattering의 삭제와 연계하여 2010년에서

Monographs에서 참조하지 않는 미생물적 정량과

2015년 사이에 개정을 진행한 결과로 제안된 것

정을 삭제하고 여러 각조에서 크로마토그래프법

이며, 관련 테크닉들이 업데이트 되었다. 주요 변

에

경사항으로는

의해

정량되는

dexpanthenol

assay

및

제목을

<197>

Spectroscopic

calcium pantothenate assay를 각각의 general

Identification Tests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

chapter로 통합하였다.

며, 새로 introduction과 scop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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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섹션을 추가하였다.
Infrared

QUALITY TEST는 그 내용을 명확하도록 개정

Absorption섹션은

Infrared

하였다.

Spectroscopy로 변경되었으며 기술적인 사항이

〈771〉 Ophthalmic Products—Quality Tests

나 편집적인 사항이 개정되었다. 가장 기술적인

를 개정하였다. 안과용 제제의 확인시험은 비특이

개정사항은 실험 결과의 Spectrum을 미리 기록

적인 경우, 적어도 두 개의 직교하는 비특이적 시

된 USP Reference Standards의 Spectrum 과

험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균시험 내용 중 "안과 제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새

품에 대한 직접 접촉하는 용기는 봉인 및 변조

로운 섹션으로 NIR 및 Raman Spectroscopy가

방지한다."가 Container–Closure Integrity 서브

제안되었다.

섹션에 대한 상호 참조로 대체되었다. leachables
섹션은

와 extractables의 평가가 완료될 때에 관한 정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로 변경되었

보가 추가 되었으며 적합한 검증 절차에 의한

으며,

drop size의 측정이 정보에 추가되었다.

Ultraviolet

Absorption

X-ray

Powder

Diffraction

Spectroscopy와 Equivalent/Alternative Test가

〈1062〉

새로 제안되었다.

Characterization를 새로 제안하였다. 이 챕터에

Tablet

Compression

기존의 <856>Near-Infrared Spectroscopy과

서는 정제의 압축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와

<1856>Near-Infrared Spectroscopy-Theory

그 예시를 설명하였는데, 특히 관련 용어를 통일

and

Near-Infrared

하고 주로 정제를 압축하는 과정적 측면에서의

<858>Raman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시적인 정보를 제

<1858>Raman

공하고 제약산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싣고 있

Practice는

Spectroscopy로

<1119>
정리되었으며,

Spectroscopy와
Spectroscopy-Theory

and

Practice는

<1120> Raman Spectroscopy로 정리되었다.

다.
<1080> Bulk Pharmaceutical Excipients Certificate

Chromatography 관련

of

IPEC-Americas의

〈621〉 Chromatography에서는 그 시스템적

Analysis는
Certipicate

of

본래
Analysis

Guide for Bulk Pharmaceutical Excipient를 기

합성의 충전제의 입자도에 대하여 입자크기에 대

반으로

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L”로 정의된 높은 입

Analysis

도의 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정의하였던 문장을

Excipient가 2013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함께 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스템적합성에서 GC

정이 제안되었다.

개발되었던
Guide

것으로
for

Bulk

Certipicate

of

Pharmaceutical

의 Flow rate에 대하여 선속도(linear velocity)
물성 관련 시험

조절에 대한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781〉 Optical Rotation 에는 교정용 표준물
제제에 관한 사항

질의 이용에 관한 주석을 업데이트하였다.

<227> 4-Aminophenol

in

Acetaminophen

<785>

Osmolality

and

Osmolarity

의

-Containing Drug Products에서는 Solution A의

introduction에

제조방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4-Aminophenol표

추가하고 Osmolality를 osmolarity로 변환하는

준품을 추가하였고, <601> INHALATION AND

방법에 관한 예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Osmolality

NASAL

AEROSOLS,

의 측정에서 표준액의 유효기간 정보를 추가하고

SPRAYS, AND POWDERS-PERFORMANCE

Osmolality 제법 중 NaCl 량의 허용오차를 추가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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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삼투압계 측정에서의 반복성 평가방법에

PF 35(3)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이 챕터의 제

대한 소개를 업데이트 하였다.

목을 “경구고형제제 성능(Solid oral dosage
form performamce)”와 같이 챕터의 주요점이

생물학적 시험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126〉 Somatropin Bioidentity Tests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내용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생동시

Medium A와 Medium B에서 중탄산나트륨의 최

험면제(Biowaiver) 및 EMA(유럽의약품국)의 의

종농도를 0.075%가 되도록 조정하였고, 표준액,

약품 성능 용어의 정의에 관한 정보를 실었다.

시험액, 양성대조액의 제법을 명확하도록 개정하였

추가로, 이 개정으로 인해 각조의 적부 판정에 영

다.

향을 받을 수 있는 monographs 목록을 포럼에서

<161>

Medical

Devices

-

Bacterial

공시하고 있다.

Endotoxin and Pyrogen Tests 에서는 일부 장
치의 군비과정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먼저,

통계적 정보

샘플을 준비 동안의 추출 과정은 액체의료기기에

<1225>

는

적용되지

않으며,

추출은

일정

상온

Validation

Procedures와의

비교를

of

Compendial

목적으로

〈1210〉

(controlled room temperature)에서 수행한다.

Statistical Tools for Procedure Validation를

액체의료기기에

개정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특히 특이적 직선성 규

대한

엔도톡신

한도는

<85>

bacterial endotoxin test에서 정한 발열 임계값

정이 없는 동안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명확하도록

(threshold)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그 외 일부

하였다. 직선성은 정확도 또는 다른 적절한 것으

스타일 등 일부 사항이 업데이트 되었다.

로 보이는 통계적 방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503> Acetic Acid In Peptides에서는 제1법

이 챕터는 통계적 관점으로 정확도, 정밀도, 범위,

과 제2법의 검액 제조방법을 명확하도록 개정하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과 같은 분석적 성능

였으며 〈503.1〉Trifluoroacetic Acid (TFA)

특성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in Peptides 에서는 검액에 주의사항을 개정하여

통계적

시험법이 명확하도록 하였다.

one-sided

세포를 이용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할 때 그

interval), 예측구간(prediction interval)을 설명

숙주세포의 DNA가 잔존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있다.

힘(power),

통계적

test(TOST),

동등성의

two

허용구간(tolerance

하므로 시험 도중이나 릴리즈에서 숙주세포 DNA
감소 또는 제거를 증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새로이〈509〉 Residual DNA Testing를 제안
하여

대장균(E.

coli)이나

CHO(chinese

멸균법 관련 정보
〈1211〉

Sterilization

and

Sterility

Assurance of Compendial Articles

hamster ovary) 계열에서 생산한 재조합치료제

멸균되어야 하는 모든 의약품은 <71>Sterility

에서 잔존 숙주세포DNA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검

tests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반면, 멸균

증된 시험법을 제안하였다.

보증은 오직 확고하고(robust) 밸리데이션된 멸
Product

균공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이 챕터를 업데이트

Bioequivalence,

한 두가지 목적 중 하나는 현재의 정보를 정확하

and Dissolution에는 의약품의 상호교환성에 영

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의

향을 미치는 요일들에 관한 정보를 편입하도록

조직을 개선하여 정보에 대한 새로운 형식을 개

개정되었다. 새로 추가된 섹션은 지난 2009년의

발하는 것이었다. 개정의 초기에는 멸균 보증에

〈1090〉

Assessment

of

Performance—Bioavailability,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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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멸균에 관한 측면에 초점

개선하는 등 몇가지 관련 전략들을 설명하고 있

을

다.

두었다.

그러나

업데이트를

고려하면서

<1229>Sterilization of Compendial Articles로

THE EFFECT OF PRIMARY PACKAGING

멸균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였다. 남은 <1211>에

ON

남아있는 멸균 보증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METFORMIN,

목이 <1211> Sterility Assurance로 변경될 예

SIMVASTATIN

정이다.

PATIENT

<1229.14> Sterilization Cycle Development

THE

PHYSICAL

DEGRADATION

LISINOPRIL,
SOLID

USE

DIFFERENT

AND

DOSES

WHEN

OF

DURING

STORED

TEMPERATURE

AT
AND

는 멸귤방법에 대해 새로 제안하는 챕터이다. 멸

HUMIDITY CONDITIONS에서는 표준 rhalsf도

균에는 단순히 미생물(microorganisms)을 제거

폴리에틸렌(HDPE)병 및 폴리프로필렌(PP) 바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료를 대체하거나 충격 유

알에 제조되는 제품의 대표적인 처방전 사이클

용성, 안전성 또는 둘 모두를 변경할 수 있는 방

동안 가능한 의약품 효과감소에 대해 시중에 유

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챕터는 멸균의 개발이

통되는 세가지 약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나 이행에 포함되는 중요한 단계들과 멸균 사이

Future of Element-Specific Chapters in

클의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

the USP-NF에서는 앞으로 USP 의약품각조에

다.

서 원소특이적 챕터들과 한도시험들을 삭제하자

멸균공정은 크게 Autoclaving과 같이 미생물을
파괴하는 방법과 Sterilizing filtration과 같이 물

는 의견에 대한 평가를 알려주고 있다.
Rationale

for

the

Omission

of

the

리적으로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

Packaging

1229.15〉 Sterilizing Filtration of Gases는 하

USP-NF Monographs and the Omission of

나 또는 그 이상의 멸균등급의 멤브레인필터를

the

통과시킨 기체를 통해 멸균부품, 용기, 마개에 닿

Containers-Performance Testing <671>를 통

는 기체의 멸균과, 제품에 닿는 장비 표면의 멸균

해 <671> Containers-Performance Testing의

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이 챕터에서는 사용되는

개정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필터의 유형, 유지메커니즘 및 여과 과정의 밸리

and

Storage

Well-Closed

Analytical

Statement

Specification

Control

from

from

Strategy에서는

데이션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기체의 멸균필터에

Analytical Control Strategy에 관해 좀 더 깊이

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있는 정보로서 개발, 유지 및 ICH Q9의 QRM 과
정을 사용한 의사결정방법 개선을 설명하였다. 기

기타 참고 정보

본적인 사항은 2013년 PF 39(5)의 Stimuli

그 외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로서
Factors to
Overages

Consider in
of

Vitamins

Setting
and

Adequate

Minerals

in

articles를 참조하도록 한다.
Analytical Target Profile. Structure and
Application

Throughout

The

Analytical

Dietary Supplements 에서는 건강보조제에서 영

Lifecycle 관련 기본사항은 2013년 PF 39(5)의

양성분 감손, 분석적 시험,제조과정의 다양성과

Stimuli articles를 참조하도록 하며, 여기에서는

같은 건강보조제 제조자가 제품에서 영양성분의

분석목표프로파일(Analytical

과잉이 측정될 때 고려할 수 있는 factor들을 설

ATP)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그 분석과정에

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성분강도의 조정 체

서 관련하여 쓰이는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ATP

계화, 제조의 다양성을 최소화하도록 제조과정을

의 개발, Analytical Control Strategy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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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계, 품질관리, 성능검증의 분석학적 세
단계에 대한 적용을 설명하고 있다.
Applying

The

Uniformity

Zero

USP

2.6.16.
AGENTS

<905>

Content

TESTS
IN

FOR

VIRAL

EXTRANEOUS
VACCINES

FOR

HUMAN USE에서는 유럽의 실험용 척추동물 보

to

호협약에 따라 5.2.3. Cell substrates for the

Large Sample Sizes에서는 투약단위의 균일성

production of vaccines for human use와 “세

에 대한 시험에서 제로허용기준(ZTC)의 통계적

포은행과 생물학적제품의 바이러스적 오염 측정

표본크기 3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을 위한 in vitro / in vivo 외래 바이러스 정량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서

의 시스템적 평가에 관한 과학적 논의, R.L.

수재하였다.

Sheets et al., Vaccine 32 (24) (2014) p.

Tolerance

Criterion

이전 Stimuli article의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서 Responses to Stimuli Article, [Medicines
Marketed

Under

Administration

the

Food

and

Over-The-Counter

2916-2926”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 졌다.
5.2.14.

SUBSTITUTION

Drug

METHOD(S)

Drug

FOR

THE

BY

OF

IN VITRO

QUALITY

IN

VIVO

METHOD(S)

CONTROL

OF

Monograph System Regulations - Strategy

VACCINES에서는 약전 시험법에서 동물을 사용

for Developing Quality Standards] 및 USP

하는 방법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노력(3R원칙,

Responses to Comments On Stimuli Article,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의 일환

[Proposed

으로 이 챕터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법들을

New

Chapter.

USP

General

Tablet

Information
Compression

대체하거나 줄이는 등 재정리하였다.
또한, 포뮬레이션 및 분석학적 개발, 규격화된

Characterization <1062>]를 수재하였다.
for

의약품 품질 보증 및 관리, 의약품 제조환경에서

Particles in the Submicrometer Size Domain

의약품에 적용되는 화학적 이미징의 사용을 촉진

는 submicrometer particle analysis에 대한 유

하기 위해 5.24. CHEMICAL IMAGING를 새로

용한 기술들에 대하여 장점, 단점 및 각 기술들의

소개하였다.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harmeuropa 28.3에서는 2.4.31. NICKEL IN

Analytical

Gaps

and

Challenges

The Application of Abbreviated Impactor

HYDROGENATED

VEGETABLE

OILS의

Measurement and Efficient Data Analysis in

graphite furnace 온도 프로그램이 각 디바이스

the Lifecycle of an Orally-Inhaled Product:

마다 달라서 the spectrometer manufacturer에

A Roadmap에서는 사용자에게 하나 또는 두가지

의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권유하며 GFAA분석에

컨셉으로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드맵을 제공

대한 온도 프로그램은 예시로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약전의 컨셉에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고 있다.

3.2.3.

STERILE

PLASTIC

FOR

HUMAN

BLOOD

CONTAINERS
AND

BLOOD

COMPONENTS에서는 주사용수의 사용을 상수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의 사용으로 교체하였으며, 동물실험의 축소를 위
해 pyrogen을 bacterial endotoxin으로 변경하

Pharmeuropa 28.2에서는 General chapter중
2.4.2. ARSENIC에서 mercuric bromide paper
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였다. 그 외 포장이나 라벨링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3.2.9.

RUBBER

CLOSU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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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S

FOR

PARENTERAL

AQUEOUS
FOR

Alfuzosin hydrochloride외 37개 monographs

FREEZE-DRIED

가 개정되었으며 2.9.40. Uniformity of dosage

POWDERS에서는 시장의 마개 실정에 유연성을

units가 국제조화되었다. 그리고 의약품 각조 중

가질 수 있도록 chapter의 범위를 넓히고 IR,

Pholcodine의 명칭이 Pholcodine monohydrate

Total ash 등 명확한 identification 섹션을 제공

로 변경되었다. Ph.Eur. 9.1에서 2.2.60. Melting

하였다.

point – instrumental method가 삭제되어 2017

POWDERS

PREPARATIONS,

사용하는 생약명 등을 개정하였다.

AND

FOR

년 4월 1일부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기존 EDQM의 발간스케줄에 따라 2016년 7월
에 발간된 Ph.Eur. 9.0에 이어 10월에 추보로서
9.1이 발간되었다.

일본약전포럼

Ph.Eur. 9.0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화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의 표기 변경과 elemental impurity의 적용이다.
2014년 11월에 Ph.Eur.에서는 수화물에 관한
정책을

개정하였는데,

non-hydrates에

anhydrous 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의
약품의 제목, 화학식, 화학명 등에 수화물을 표기
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monographs에서는 아
직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으나 개별검토를 통해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를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각조에서 삭제
하고 5.20. Metal catalyst or metal reagent
residues를 개정하여 더 이상 Ph.Eur.에서 관리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ICH Q3D 가이드라인
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EDQM의 웹사이
트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assays가 새로운 general chapter로 추가되었으
며 생약 및 생약제제로서 andrographis herb 외
각조가

새로

추가되었고,

Gadodiamide hydrate가 일반 의약품각조로 추
가되었다.
2.2.14. melting point – capillary method,
2.7.5.

Assay

of

heparin,

2.9.14.

Specific

surface area by air permeability, 2.9.40.
Uniformity of dosage units가 개정되었으며 그
외 시약시액, 약전 조화사항, 중국 전통의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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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반시험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제제
중 흡입분말제와 흡입에어로솔제에 대한 시험법
이다.
일반시험법 외에도 Glass Impinger에 의한 흡입

ジャーによる吸入剤の空気力学的粒度測定法),

유

리 의약품 용기(ガラス製医薬品容器), 원료 의약
품 및 제제의 불순물 지침(原薬及び製剤の不純物
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및 프프로세스 분석 공학
에 의한 실시간 릴리즈 시험에 있어서의 함량 균
일성 평가를 위한 판정 기준(プロセス解析工学に
よるリアルタイムリリース試験における含量均一

Ph.Eur. 9.1에서는 2.6.34. Host-cell protein

의약품

법과 6.15 흡입제의 공기 역학적 입도측정법을

제의 공기 역학적 입도 측정법(ガラスインピン

또한 Ph.Eur. 9.0에서는 2.4.8. Heavy metals

3개

일본약전포럼 6.14 흡입제의 송달량 균일성 시험

性評価のための判定基準)를
소개하였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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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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알림 → 표준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의 표준품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

1. 의약품 표준품 현재 분양 목록
연번

품명(한글명)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

아세클로페낙
Aceclofenac

MFDS 13-08

일반

100 mg/vial

99.7 (as is)

60,000

2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MFDS 13-09

일반

100 mg/vial

99.9 (as is)

40,000

3

아세틸시스테인
Acetylcysteine

MFDS 14-05

일반

200 mg/vial

99.2 (as is)

200,000

4

아데포비어디피복실
Adefovir Dipivoxil

MFDS 15-06

일반

200 mg/vial

98.2 (as is)

200,000

5

알로푸리놀
Allopurinol

MFDS 13-10

일반

100 mg/vial

99.9 (as is)

60,000

6

구연산알베린
Alverine Citrate

MFDS 15-08

일반

200 mg/vial

98.6 (as is)

100,000

7

아라키드산
Arachidic Acid

MFDS 15-09

일반

200 mg/vial

99.8 (as is)

60,000

8

아스피린
Aspirin

MFDS 14-06

일반

200 mg/vial

99.6 (as is)

70,000

9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Atropine Sulfate Hydrate

MFDS 14-07

일반

200 mg/vial

97.4 (as is)

70,000

10

베헨산
Behenic Acid

MFDS 15-10

일반

200 mg/vial

90 3 (as is)

80,000

11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Berberine Chloride Hydrate

MFDS 14-08

일반

50 mg/vial

90.2 (as is)

700,000

12

베르베린탄닌산염
Berberine Tannate

MFDS 14-09

일반

200 mg/vial

95.6 (as is)

10,000

13

베타메타손
Betamethasone

MFDS 14-10

일반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4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Betamethasone Dipropionate

MFDS 13-11

일반

100 mg/vial

99.8 (as is)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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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Betamethasone Valerate

MFDS 13-12

일반

100 mg/vial

99.6 (as is)

80,000

16

부스피론염산염
Buspirone HCl

MFDS 14-11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7

카페인무수물
Caffeine Anhydrous

MFDS 13-13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18

칸데르탄실렉세틸
Candesartan Cilexetil

MFDS 13-14

일반

100 mg/vial

99.9 (as is)

400,000

19

카르베딜롤
Carvedilol

MFDS 13-15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20

케노데옥시콜산
Chenodeoxycholic Acid

MFDS 15-11

일반

200 mg/vial

98.3 (as is)

100,000

21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hlorpheniramine Maleate

MFDS 13-16

일반

100 mg/vial

99 9 (as is)

90,000

22

클로르족사존
Chlorzoxazone

MFDS 14-12

일반

200 mg/vial

99 9 (as is)

90,000

23

실니디핀
Cilnidipine

MFDS 15-12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24

실로스타졸
Cilostazol

MFDS 13-17

일반

150 mg/vial

99.9 (as is)

300,000

25

시메티딘
Cimetidine

MFDS 13-18

일반

100 mg/vial

99 8 (as is)

80,000

26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Ciprofloxacin HCl Hydrate

MFDS 14-13

일반

200 mg/vial

93.6 (as is)

300,000

27

시티콜린
Citicoline

MFDS 15-13

일반

200 mg/vial

90.9 (as is)

50,000

28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lopidogrel Bisulfate

MFDS 14-14

일반

200 mg/vial

99.6 (as is)

1,100,000

29

시타라빈
Cytarabine

MFDS 14-15

일반

200 mg/vial

99 3 (as is)

100,000

30

데속시메타손
Desoximetasone

MFDS 14-16

일반

200 mg/vial

99 9 (as is)

200,000

31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MFDS 14-17

일반

200 mg/vial

99 8 (as is)

200,000

32

D-만니톨
D-Mannitol

MFDS 13-19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80,000

33

도부타민염산염
Dobutamine HCl

MFDS 14-18

일반

200 mg/vial

98.4 (as is)

80,000

34

도데칸산
Dodecanoic Acid

MFDS 15-14

일반

200 mg/vial

99.5 (as is)

90,000

35

독사조신메실산염
Doxazosin Mesylate

MFDS 13-20

일반

100 mg/vial

99.8 (as is)

80,000

36

에날라프릴말레산염
Enalapril Maleate

MFDS 14-19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37

에페드린황산염
Ephedrin Sulfate

MFDS 12-08

원료물
질

100 mg/vial

99.7 (as is)

400,000

38

에텐자미드
Ethenzamide

MFDS 14-20

일반

200 mg/vial

99.8 (as is)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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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파모티딘
Famotidine

MFDS 14-21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40

플루오시노니드
Fluocinonide

MFDS 14-22

일반

200 mg/vial

99.0 (as is)

300,000

41

플루오로메톨론
Fluorometholone

MFDS 14-23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42

플루르비프로펜
Flurbiprofen

MFDS 13-21

일반

100 mg/vial

99.5 (as is)

80,000

43

폴산
Folic Acid

MFDS 14-24

일반

200 mg/vial

91 2 (as is)

70,000

44

푸르설티아민염산염
Fursultiamine HCl

MFDS 13-22

일반

100 mg/vial

99.6 (as is)

90,000

45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abexate Mesilate

MFDS 14-25

일반

200 mg/vial

99.8 (as is)

3,200,000

46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Gallamine Triethiodide

MFDS 14-26

일반

200 mg/vial

96 8 (as is)

200,000

47

게피티니브
Gefitinib

MFDS 15-15

일반

200 mg/vial

97.4 (as is)

50,000

48

글리메피리드
Glimepiride

MFDS 13-23

일반

100 mg/vial

99.4 (as is)

100,000

49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MFDS 14-27

일반

200 mg/vial

99.4 (as is)

200,000

50

헵타데칸산
Heptadecanoic Acid

MFDS 15-17

일반

200 mg/vial

98.3 (as is)

60,000

51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Hydrochlorothiazide

MFDS 13-24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52

히드로코르티손
Hydrocortisone

MFDS 14-28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53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Hydrocortisone Acetate

MFDS 14-29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54

이부프로펜
Ibuprofen

MFDS 13-25

일반

100 mg/vial

99.9 (as is)

30,000

55

이노시톨
Inositol

MFDS 14-30

일반

500 mg/vial

99.9 (as is)

70,000

56

이오프로미드
Iopromide

MFDS 13-26

일반

100 mg/vial

99.0 (as is)

40,000

57

케토프로펜
Ketoprofen

MFDS 13-27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58

락티톨수화물
Lactitol Hydrate

MFDS 13-28

일반

150 mg/vial

99.8 (as is)

200,000

59

란소프라졸
Lansoprozole

MFDS 13-29

일반

150 mg/vial

99.9 (as is)

100,000

60

L-시스테인
L-Cysteine

MFDS 15-18

일반

200 mg/vial

98.8 (as is)

290,000

61

레르카니디핀염산염
Lercanidipine HCl

MFDS 15-19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62

레보도파
Levodopa

MFDS 13-30

일반

100 mg/vial

99.8 (as is)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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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히스티딘염산염수화물
L-Histidine HCl Hydrate

MFDS 15-20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64

리도카인
Lidocaine

MFDS 14-31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65

리그노세르산
Lignoceric Acid

MFDS 15-21

일반

200 mg/vial

96.5 (as is)

100,000

66

리토콜산
Lithocholic Acid

MFDS 15-22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00,000

67

록소프로펜
Loxoprofen

MFDS 15-23

일반

200 mg/vial

99 9 (as is)

300,000

68

L-피로글루탐산
L-Pyroglutamic Acid

MFDS 15-24

일반

200 mg/vial

98.9 (as is)

50,000

69

염화리소짐
Lysozyme Chloride

MFDS 15-25

일반

200 mg/vial

93.6 (as is)

90,000

70

마데카신산
Madecassic Acid

MFDS 15-26

일반

200 mg/vial

85.7 (as is)

50,000

71

멜록시캄
Meloxicam

MFDS 13-31

일반

100 mg/vial

99.9 (as is)

60,000

72

메로페넴수화물
Meropenem Hydrate

MFDS 13-32

일반

100 mg/vial

99.0 (as is)

60,000

73

메트포르민염산염
Metformine HCl

MFDS 13-33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90,000

74

메토카르바몰
Methocarbamol

MFDS 13-34

일반

200 mg/vial

99.4 (as is)

200,000

75

메토트렉세이트
Methotrexate

MFDS 14-32

일반

200 mg/vial

89.6 (as is)

70,000

76

메트로니타졸
Metronidazol

MFDS 13-35

일반

100 mg/vial

99 9 (as is)

100,000

77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ometasone Furoate

MFDS 14-33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78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Mosapride Citrate Dihydrate

MFDS 13-36

일반

100 mg/vial

99 9 (as is)

700,000

79

나부메톤
Nabumetone

MFDS 14-34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80

나프록센
Naproxen

MFDS 14-35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81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Neostigmine Methylsulfate

MFDS 14-36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82

니카르디핀염산염
Nicardipine HCl

MFDS 13-37

일반

100 mg/vial

99.2 (as is)

80,000

83

니세르골린
Nicergoline

MFDS 13-38

일반

100 mg/vial

99.3 (as is)

100,000

84

니코란딜
Nicorandil

MFDS 13-39

일반

100 mg/vial

99.6 (as is)

100,000

85

니코틴산아미드
Nicotinamide

MFDS 13-40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30,000

86

니모디핀
Nimodipine

MFDS 13-41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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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니자티딘
Nizatidine

MFDS 13-42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88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수화물
Norepinephrine Tartrate
Hydrate

MFDS 13-43

일반

100 mg/vial

99.9 (as is)

90,000

89

오메프라졸
Omeprazole

MFDS 14-37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90

p-아미노페놀
p-Aminophenol

MFDS 15-27

일반

200 mg/vial

99.5 (as is)

300,000

91

피록시캄
Piroxicam

MFDS 14-38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92

프랄리독심염화물
Pralidoxime Chloride

MFDS 14-39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93

프라노프로펜
Pranoprofen

MFDS 14-40

일반

200 mg/vial

99.5 (as is)

200,000

94

프레가발린
Pregabalin

MFDS 15-28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30,000

95

프리미돈
Primidone

MFDS 14-41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96

프로카인염산염
Procaine HCl

MFDS 13-44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80,000

97

프로피베린염산염
Propiverine HCl

MFDS 15-29

일반

200 mg/vial

99.6 (as is)

70,000

98

수도에페드린염산염
Pseudoephedrin HCl

MFDS 14-03

원료물
질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99

라니티딘염산염
Ranitidine HCl

MFDS 13-45

일반

100 mg/vial

99.8 (as is)

200,000

100

레바미피드
Rebamipide

MFDS 15-30

일반

200 mg/vial

98.5 (as is)

90,000

101

리보플라빈
Riboflavin

MFDS 14-42

일반

200 mg/vial

98.5 (as is)

70,000

102

리팜피신
Rifampicin

MFDS 13-46

일반

100 mg/vial

98.5 (as is)

50,000

103

리스페리돈
Risperidone

MFDS 13-47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104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Sarpogrelate HCl

MFDS 13-48

일반

100 mg/vial

99.8 (as is)

60,000

105

셀레길린염산염
Selegiline HCl

MFDS 14-43

일반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06

심바스타틴
Simvastatin

MFDS 13-49

일반

100 mg/vial

99.5 (as is)

80,000

107

솔리페나신숙신산염
Solifenacin Succinate

MFDS 15-31

일반

200 mg/vial

99 8 (as is)

100,000

108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MFDS 14-44

일반

200 mg/vial

99 9 (as is)

200,000

109

텔미사르탄
Telmisartan

MFDS 13-50

일반

200 mg/vial

99 8 (as is)

200,000

110

티아민염산염
Thiamine HCl

MFDS 14-45

일반

200 mg/vial

99.2 (as is)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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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티페피딘히벤즈산염
Tipepidine Hibenzate

MFDS 14-46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0,000

112

톨나프테이트
Tolnaftate

MFDS 14-47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13

트라마돌염산염
Tramadol HCl

MFDS 13-51

일반

100 mg/vial

99.7 (as is)

100,000

114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

MFDS 14-48

일반

200 mg/vial

97.6 (as is)

200,000

115

트리메부틴말레산염
Trimebutine Maleate

MFDS 13-52

일반

100 mg/vial

99.9 (as is)

700,000

116

발사르탄
Valsartan

MFDS 13-53

일반

100 mg/vial

98 9 (as is)

50,000

117

2씨-아이염산염
2C-I HCl

MFDS 08-02

향정

100 mg/vial

99.0 (as is)

1,000,000

118

5-메오-딥트염산염
5-MeO-Dipt HCl

MFDS 08-05

향정

100 mg/vial

99.0 (as is)

1,000,000

119

알펜타닐염산염
Alfentanil HCl

MFDS 13-01

마약

100 mg/vial

97.2 (as is)

3 00,000

120

알프라졸람
Alprazolam

MFDS 13-02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6 00,000

121

암페타민
Amphetamine

MFDS 10-09

향정

100 mg/vial

99.9 (as is)

5,900,000

122

암페타민황산염
Amphetamine Sulfate

MFDS 10-10

향정

100 mg/vial

99.9 (as is)

1,000,000

123

벤질피페라진염산염
Benzylpiperazine HCl

MFDS 09-05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 00,000

124

브로마제팜
Bromazepam

MFDS 13-03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200,000

125

부프레노르핀염산염
Buprenorphine HCl

MFDS 15-01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126

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Butorphanol Tartrate

MFDS 13-04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4 00,000

127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MFDS 03-05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50,000

128

클로르디아제폭시드
Chlordiazepoxide

MFDS 12-13

향정

100 mg/vial

99.9 (as is)

6 00,000

129

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Chlordiazepoxide HCl

MFDS 05-02

향정

100 mg/vial

99.7 (as is)

3 00,000

130

클로바잠
Clobazam

MFDS 08-01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700,000

131

클로나제팜
Clonazepam

MFDS 13-05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6 00,000

132

클로라제페이트칼륨염
Clorazepate Dipotassium

MFDS 12-12

향정

100 mg/vial

98.9 (as is)

9 00,000

133

클로티아제팜
Clotiazepam

MFDS 12-14

향정

100 mg/vial

99.6 (as is)

1,700,000

134

코데인인산염수화물
Codeine Phosphate Hydrate

MFDS 10-04

마약

100 mg/vial

99.8 (as is)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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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명(한글명)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35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
산염수화물
Dextromethorphan HBr
Hydrate

MFDS 14-01

향정

100 mg/vial

95.1 (as is)

4 00,000

136

디아제팜
Diazepam

MFDS 07-12

향정

200 mg/vial

99.8 (as is)

1,400,000

137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Diethylpropion HCl

MFDS 08-03

향정

200 mg/vial

99.3 (as is)

1,000,000

138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Dihydrocodeine Bitatrate

MFDS 09-01

마약

100 mg/vial

99.4 (as is)

5 00,000

139

에스타졸람
Estazolam

MFDS 09-07

향정

100 mg/vial

99.4 (as is)

1,500,000

140

에틸로플라제페이트
Ethyl Loflazepate

MFDS 12-06

향정

100 mg/vial

99.6 (as is)

90,000

141

에티졸람
Etizolam

MFDS 12-05

향정

100 mg/vial

99.8 (as is)

2,800,000

142

펜플루라민염산염
Fenfluramin HCl

MFDS 03-01

향정

200 mg/vial

99.2 (as is)

1 00,000

143

펜타닐
Fentanyl

MFDS 12-17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144

펜타닐시트르산염
Fentanyl Citrate

MFDS 15-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145

플루디아제팜
Fludiazepam

MFDS 15-04

향정

100 mg/vial

98.6 (as is)

1,400,000

146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MFDS 13-06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000,000

147

플루라제팜염산염
Flurazepam HCl

MFDS 10-14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5 00,000

148

지에이치비
GHB

MFDS 09-10

향정

100 mg/vial

99.9 (as is)

1 00,000

149

헥소바르비탈
Hexobarbital

MFDS 07-03

향정

200 mg/vial

99.8 (as is)

3 00,000

150

히드로코돈타르타르산염수화물
Hydrocodone Bitartrate
Hydrate

MFDS 06-01

마약

100 mg/vial

100.4 (as is)

3 00,000

151

히드로모르폰염산염
Hydromorphone HCl

MFDS 07-04

마약

100 mg/vial

100.0 (as is)

1,400,000

152

제이더블유에이치-018
JWH-018

MFDS 12-11

향정

100 mg/vial

99.6 (as is)

3,300,000

153

케타민염산염
Ketamine HCl

MFDS 13-07

향정

100 mg/vial

99.9 (as is)

5 00,000

154

로라제팜
Lorazepam

MFDS 07-06

향정

200 mg/vial

98.5 (as is)

7 00,000

155

로르메타제팜
Lormetazepam

MFDS 15-05

향정

100 mg/vial

99.5 (as is)

1,200,000

156

마진돌
Mazindol

MFDS 12-03

향정

100 mg/vial

99.0 (as is)

3 00,000

157

엠디비피염산염
MDBP HCl

MFDS 09-08

향정

100 mg/vial

99.7 (as is)

1 00,000

158

엠디엠에이염산염
MDMA HCl

MFDS 03-03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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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엠이오피피
MeOPP

MFDS 10-15

향정

100 mg/vial

99.8 (as is)

80,000

160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Methylphenidate HCl

MFDS 08-06

향정

200 mg/vial

99.7 (as is)

1,200,000

161

멕사졸람
Mexazolam

MFDS 12-04

향정

100 mg/vial

99.8 (as is)

90,000

162

3-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염산염
m-Hydroxybenzylpiperazine

MFDS 10-16

향정

50 mg/vial

99.9 (as is)

40,000

163

미다졸람
Midazolam

MFDS 08-11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100,000

164

모르핀염산염수화물
Morphine HCl Hydrate

MFDS 10-01

마약

100 mg/vial

100.0 (as is)

1,200,000

165

모르핀황산염수화물
Morphine Sulfate Hydrate

MFDS 10-02

마약

100 mg/vial

100.2 (as is)

3 00,000

166

날부핀염산염
Nalbuphine HCl

MFDS 12-01

향정

100 mg/vial

95.2 (as is)

1,300,000

167

노르펜플루라민염산염
Norphenfluramine HCl

MFDS 10-07-01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900,000

168

옥시코돈
Oxycodone

MFDS 12-10

마약

100 mg/vial

99.8 (as is)

6 00,000

169

옥시코돈염산염수화물
Oxycodone HCl Hydrate

MFDS 10-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170

펜타조신
Pentazocine

MFDS 08-07

향정

200 mg/vial

99.1 (as is)

4 00,000

171

펜토바르비탈
Pentobarbital

MFDS 10-13

향정

100 mg/vial

99.8 (as is)

5 00,000

172

페티딘염산염
Pethidine HCl

MFDS 10-05

마약

100 mg/vial

99.8 (as is)

5 00,000

173

펜메트라진염산염
Phenmetrazine HCl

MFDS 12-16

향정

100 mg/vial

99.8 (as is)

6 00,000

174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MFDS 07-09

향정

200 mg/vial

99.6 (as is)

7 00,000

175

펜터민염산염
Phentermine HCl

MFDS 10-12

향정

100 mg/vial

99.1 (as is)

5 00,000

176

4-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염산염
p-Hydroxybenzylpiperazine

MFDS 10-17

향정

50 mg/vial

99.9 (as is)

40,000

177

프로포폴
Propofol

MFDS 12-18

향정

100 mg/vial

99.9 (as is)

4 00,000

178

레미펜타닐염산염
Remifentanyl HCl

MFDS 12-02

마약

100 mg/vial

99.6 (as is)

7,600,000

179

테마제팜
Temazepam

MFDS 09-13

향정

100 mg/vial

99.4 (as is)

4 00,000

180

졸피뎀타르타르산염
Zolpidem Tartrate

MFDS 09-09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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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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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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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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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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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필요 서류
1) ‘마약류취급자허가증’사본
- 허가종별: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
2)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승인’[관련서식3] 공문서 사본
- 학술연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상기 문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받음(043-719-2809)
3) ‘분양계약서’[관련서식4] 사본
- 원료물질과 마약‧향정‧대마를 함께 분양신청 하는 경우, 계약서는 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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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양 신청 처리결과 알림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연구과, 생약연구과)에서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관할 지방청(대
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으로 양도승인을 신청하고, 대전지방청은 승인요청 서류를
검토 후 분양신청처리결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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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할 서류 등
1) 통보서에 명시된 금액의 수입인지
2) 분양인수증 [관련서식7]
3) 분양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 원본 [관련서식4]
4)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관련서식8, 마약에 한함]
5) 마약류 운반을 위한 잠금장치가 부착된 운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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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화학의약품표준품

□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

생물의약품표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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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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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분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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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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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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