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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각조의 개정사업으로서 가벡세이트메실산염 등 125품목에 대하여 전체적인 약전 표현방식을
통일하고 정의항 및 성상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외 표준스펙트럼을 활용한 확인시험법의 개정 및 유연물
질 시험법의 개정 및 일부 비선광도 시험법 등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의약품각조는 시험
법 주요사항이 개정된 품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이는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지침에 따라 계산식의 등을 단순 변경한 품목은 제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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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벡세이트메실산염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abexate Mesilate

Gabexate Mesilate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중략)

정 량 법

시스템적합성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3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3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가벡세이트의 순서로 유출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가벡세이트의 순서로 유출

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다.

하고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주사용 가벡세이트메실산염

주사용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abexate Mesilate for Injection

Gabexate Mesilate for Injection

(생략)
순도시험 1) 구아니디노크론산

(현행과 같음)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순도시험 <삭제-순도시험 1)구아니디노크론산>

가벡세이트메실산염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
탄올 10 mL를 넣고 10 분 동안 흔들어 녹인 다음 원
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 5 μ
L를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
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아세트산에틸·물·아세트산

(100)혼합액 (3 : 1 : 1)으로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8-옥시퀴놀린의 아세톤용액(1
→ 1000)을 고르게 뿌리고 차아브롬산나트륨시액을
뿌릴 때 Rf 값 약 0.7에서 빨간색의 단일 반점이 나타
난다.
2) 파라옥시벤조산에틸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가벡세

1) 파라옥시벤조산에틸 이 약을 건조하여 50 mg을 정

이트메실산염 0.2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30 mL를

밀하게 달아 묽은에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넣어 녹이고 에테르 50 mL씩으로 3 번 추출한다. 에테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르추출액을 모아 물 30 mL로 2 번 씻고 탈지면으로 여

mL를 정확하게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파라옥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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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탈지면은 소량의 에테르로 씻고 에테르층을 모

조산에틸 5 mg을 정밀하게 달아 묽은에탄올에 녹여 정

아 수욕에서 에테르를 날려보낸다. 잔류물에 에탄올을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

넣어 2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파라옥시벤

여 묽은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조산에틸표준품 10 mg을 달아 에탄올을 넣어 250 mL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100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3 μL씩을 가지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에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옥시벤조산

시험하여 파장 258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

에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QT는 QS보다

할 때 AT는 AS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묽은에탄올용액(1

→ 5000)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유량 및 시스템적합성
은 「가벡세이트메실산염」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신 설>

2) 유연물질 이 약 0.20 g을 에탄올(95) 5 mL에 녹
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탄
올(95)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물·아세트산(100) 혼합액(3 : 1 : 1)
을 전개용매로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아
세트산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8-퀴놀리놀의 아세톤용액(1 → 1000)을 고르게 뿌리
고 바람에 말린 다음 브롬·수산화나트륨시액을 고르게
뿌릴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
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개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 정 량 법 이 약 20 개 이상을 가지고 건조하여 가벡세이트메
다. 가벡세이트메실산염(C16H23N3O4 CH3SO3H) 약 0.1 g

실산염 (C16H23N3O4·CH3SO3H)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100 mL로 한

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다. 이 액 2.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200 mL로 하여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정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가벡세이트메실산염표준품 약 0.1

확하게 넣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

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3 μL씩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36 nm에서의 흡광

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가벡세이
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가벡세이트메실산염

(C16H23N3O4·CH3SO3H)의

양

(mg)

가벡세이트메실산염(C16H23N3O4·CH4O3S)의 양 (mg)

T
= 가벡세이트메실산염표준품의 양 (mg) × 
S

= 가벡세이트메실산염표준품의 양 (mg) × (QT / QS)
내부표준액

저 장 법 (생략)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묽은에탄올용액(1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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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유량 및 시스템적합성
은 「가벡세이트메실산염」 정량법에 따른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β-갈락토시다제 산

β-갈락토시다제 산

β-Galactosidase Powder

β-Galactosidase Powder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2) 이 약의 수용액(1 → 1000)을 가지고 자외 확인시험 2) 이 약의 수용액(1 → 1000)을 가지고 자외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80 nm 부근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파장 278 ~282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겐타마이신황산염

겐타마이신황산염

Gentamicin Sulfate

Gentamicin Sulfat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겐타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590

마이신 C1 (C21H43N5O7 : 477.60) 590 ∼ 775 μg (역 ∼ 775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겐
타미이신 C1 (C21H43N5O7 : 477.60)으로서의 양을 질량

가)을 함유한다.

(역가)으로 나타낸다.
성

상

확인시험

성

(생략)

상

1) 이 약 50 mg에 물 1 mL를 넣어 녹이고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삭제-확인시험 1) >

1-나프톨의 에탄올(95)용액(1 → 500) 2 방울을 넣
는다. 이 액을 황산 1 mL에 기벽을 따라 천천히 넣을
때 경계면에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생략)

1) (현행과 같음)

3) (생략)

2)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겐타마이신황산염 이식제

겐타마이신황산염 이식제

Gentamicin Sulfate Implant

Gentamicin Sulfate Implant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겐타마이신황산염 약 0.1 g에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겐타마이신황산염 약 0.1 g에
해당하는 양 및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 약 0.1 g씩을

해당하는 양 및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 약 0.1 g씩을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100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이들 액을 가지고 ｢겐타마이신황산염｣의 확인시험 1)에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

따라 시험한다.

름·메탄올·강암모니아수혼합액(2 : 1 : 1)을 전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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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2 ∼ 4 g의 요오
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정 량 법 ｢겐타마이신황산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천배지

다만, 이 약 5 개를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펩톤

6.0 g

(pH 8.0) 80 mL를 넣어 블렌더에 넣고 고속으로 혼합

포도당

1.0 g

하여 균질한 현탁액으로 한 후 0.1 mol/L 인산염완충액

효모엑스

3.0 g

(pH 8.0)을 넣어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10.0 g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5 g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및

염화나트륨
육엑스
한천

13.0 ∼ 20.0 g

이상을 달아 정제수를 넣어 1000 mL로 하고 멸균한

1.0 μg (역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다음 pH가 7.8 ∼ 8.0이 되도록 한다.
(나) 시험균이식용한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
가시험법 가)(2)(나)②㉯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5 개를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80 mL를 넣어 블렌더에 넣고 고속으로 혼합하여
균질한 현탁액으로 한 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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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검액 및 저농
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겐타마이신황산염표준품을 건조
한 다음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1 mg
(역가)을 함유하는 표준원액을 만든다. 정량할 때 이 표
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
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및 1.0 μg (역가)을
함유하도록 희석하여 고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
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Gentamicin Sulfate Cream

Gentamicin Sulfate Cream

(생략)
정 량 법
다.

(현행과 같음)

｢겐타마이신황산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정 량 법

｢겐타마이신황산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 mg (역가)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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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 50 mL를 넣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흔들어 섞은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25 mL씩으로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0.1 mol/L 인산염완충
액(pH 8.0)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
로 희석하여 (3)의 농도로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구아노신

구아노신

Guanosine

Guanosine

(생략)
확인시험 1) ~ 3) (생략)
4) 이 약의 0.1 mol/L 염산액(1 → 100000)을 가지고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 3) (현행과 같음)

<삭제-확인시험 4) >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할 때 파장 25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5) (생략)

4)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글루쿠로노락톤

D-글루쿠로노락톤

Glucuronolactone

D-Glucuronolactone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나프록센나트륨 정

나프록센나트륨 정

Naproxen Sodium Tablets

Naproxen Sodium Tablets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2) 정량법의 표준액 및 검액의 혼합액(1 : 1) 확인시험

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나프록센나트륨 및

2) 정량법에서 얻은 검액의 주 피크의 유지시

간은 표준액의 주 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내부표준물질에 해당하는 2 개의 피크를 나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용출시험

이 약 1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7.4)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

인산염완충액(pH 7.4)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

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 다음 필요하면 시험액으

후에 용출액 20 mL이상을 취하여 공경 0.8 μm이하인

로 희석하여 1 mL 중 나프록센나트륨 (C14H13NaO3)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 는 버리고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으로 만들어 자외가시부흡광도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332 nm

mL 중 나프록센나트륨 (C14H13NaO3) 50 μg을 함유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나

하도록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7.4)을 넣어 정확

프록센나트륨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나프록센나

넣어 녹여 1 mL 중에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

트륨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

어 같은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산염완충액(pH 7.4)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로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80 % 이상일 때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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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 mol/L 인
산염완충액(pH 7.4)을 대조로 332 nm 부근의 흡수극
대파장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분간의 용출률이 4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나프록센나트륨 (C14H13NaO3)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율
(%)
= WS × (AT / As) × (V´ / V) × (1 / C) × 90

WS : 나프록센나트룸 표준품의 양 (mg)
C : 1정 중 나프록센나트륨 (C14H13NaO3)의 표시량
(mg)

확인시험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날록손염산염

날록손염산염

Naloxone Hydrochloride

Naloxone Hydrochlorid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날록손염산염표준품의 수용액(1 확인시험

1) 이 약의 수용액(1 → 10000)을 가지고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

흡수를 나타낸다.

낸다.

2) 이 약 및 날록손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네오마이신B황산염

네오마이신B황산염

Neomycin B Sulfate

Neomycin B Sulfate

(생략)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네오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635

마이신B (C23H46N6O13 : 614.65) 635 μg (역가) 이상 μg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네오
을 함유한다.

마이신B (C23H46N6O13 : 614.65)로서의 양을 질량(역
가)으로 나타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노스카핀

노스카핀

Noscapine

Noscapin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노스카핀표준품의 메탄올용액(1 확인시험

→ 2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1) 이 약의 메탄올용액(1 → 20000)을 가지

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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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흡수를 나타낸다.

타낸다.

2) 이 약 및 노스카핀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뉴라제

뉴라제

Newlase

Newlase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단백 소화력 (생략)
2) 지방소화력

(1)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1) 단백 소화력 (현행과 같음)
2) 지방소화력

(1) 검액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

물을 넣어 녹여 1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

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 mL로 한다. 이 액 5.0

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올리브유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

유화액 5 mL 및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7.0)

액으로 한다.

4.0 mL를 취하여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10

(2) 조작법 소화력시험법의 지방소화력시험법에 따라

분간 방치한 다음 검액 1.0 mL를 취하여 넣고 곧 흔들

조작한다. 다만 기질용액은 올리브유화액을 쓰고, 완충

어 섞은 다음 37 ± 0.5 ℃에서 20 분간 방치하고 아

액은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7.0) 을 쓴다.

세톤·에탄올혼합액(1 : 1)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
는다. 과량의 수산화나트륨을 0.05 mol/L 염산으로 적
정한다(a) (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2 ∼ 3 방울).
(2) 따로 올리브유유화액 5 mL 및 0.1 mol/L 인산염
완충액 (pH 7.0) 4 mL를 취하여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아세톤·에탄올혼합
액(1 : 1) 10 mL를 넣고 검액 1.0 mL를 넣어 흔들
어 섞은 다음 위와 같이 조작하여 적정한다(b).
지방소화력 (단위/g)

= 50 (a - b) ×  × 2500

(생략)

(현행과 같음)

니카메테이트시트르산염 정

니카메테이트시트르산염 정

Nicametate Citrate Tablets

Nicametate Citrate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중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이동상 : 1-옥탄설폰산나트륨 1.08 g을 물 1000 mL에

이동상 : 0.005 mol/L 옥탄설폰산나트륨액·메탄올 혼

녹인다. 이 액 550 mL에 메탄올을 450 mL를 넣는다.

합액(11 : 9)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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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아미드

니코틴산아미드

Nicotinamide

Nicotinamide

(생략)
정 량 법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니코틴산아미드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적에 대한 니코틴산아미드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차는 1.0 % 이하이다.

차는 2.0 % 이하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답토마이신

답토마이신

Daptomycin

Daptomycin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답토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870

마이신(C72H101N17O26 : 1620.67)으로서 870 ∼ 1050 ∼ 1050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답토마이신 (C72H101N17O26 : 1620.67)로서의 양을 질량
(역가)으로 나타낸다.
(생략)

pH

(현행과 같음)

이 약을 물에 녹여 130 mg (역가)/mL로 한 액의 pH 이 약을 물에 녹여 130 mg/mL로 한 액의 pH는 2.6

pH는 2.6 ∼ 3.6이다.

확인시험

∼ 3.6이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데노파민

데노파민

Denopamine

Denopamine

(생략)

(생략)

1) 이 약 0.1 g에 디메틸포름아미드 2 mL를 확인시험

<삭제-확인시험 1) ~ 3) >

넣어 녹여 염화제이철시액 2 방울을 넣을 때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약의 0.01 mol/L 염산용액 (1 → 10000) 5 mL
에 p-니트로벤젠디아조늄플루오르보레이트용액(2 →
2000) 2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붕산·염화칼
륨·수산화나트륨완충액 (pH 9.2) 5 mL 및 아세톤 5
mL를 넣을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3) 이 약의 0.1 mol/L 염산용액(1 → 100) 2 mL에 라
이넥케염시액 1 mL를 천천히 넣을 때 연한 빨간색 침
전이 생긴다.
4) 이 약 15 mg을 달아 0.1 mol/L 염산 100 mL를 넣

1) 이 약 15 mg을 달아 0.1 mol/L 염산 100 mL를 넣어

어 녹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다음 자외가시부흡

녹이고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다음 자외가시부흡광도

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23 ∼

223 ∼ 227 nm 및 274 ∼ 278 nm에서 흡수극대를

227 nm 및 274 ∼ 278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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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3270 cm-1 및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3270 cm-1 및

1025 cm-1 부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1

1025 cm

부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5) 유연물질 (중략)

순도시험

5)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검출감도 : 표준액 20 μL에서 얻은 데노파민의 피크 <삭제-시스템적합성 검출감도>
높이가 2 ∼ 4 mm 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데옥시리보뉴클레아제

데옥시리보뉴클레아제

Deoxyribonuclease

Deoxyribonuclease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저 장 법

확인시험

기밀용기.

도파민염산염

도파민염산염

Dopamine Hydrochloride

Dopamine Hydrochlorid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도파민염산염표준품의 0.1 확인시험

1) 이 약의 0.1 mol/L 염산시액용액(1 →

mol/L 염산시액용액(1 →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

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도파민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펙트럼측정법의 염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디베카신황산염

디베카신황산염

Dibekacin Sulfate

Dibekacin Sulfat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베카나마이신 유도체의 황산염이다. 이 약은 정
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이 약은 베카나마이신 유도체의 황산염이다. 이 약은 정

디베카신 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C18H37N5O8 : 451.52) 640 ~ 740 μg (역가)를 함유 (역가)를

함유한다.

이

약의

640 ~ 740 μg
역가는

디베카신

(C18H37N5O8 : 451.52)으로서 양을 질량(역가)으로 나타

한다.

낸다.
(현행과 같음)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물 10 mL에 녹일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3.0 g을 물 10 mL에 녹인
때 액은 무색 ~ 연한 노란색이며 맑다.

액은 맑고,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0.15 이하
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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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부카인염산염

디부카인염산염

Dibucaine Hydrochloride

Dibucaine Hydrochlorid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디부카인염산염표준품의 1 mol/L 확인시험

1)

이

약의

1

mol/L

염산용액(1

→

염산용액(1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

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디부카인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디시클로민염산염·파파베린염산염 정

디시클로민염산염·파파베린염산염 정

Dicyclomine Hydrochloride and Papaverine Dicyclomine Hydrochloride and Papaverine
Hydrochloride Tablets

Hydrochloride Tablets

(생략)
확인시험 1) 디시클로민염산염

(현행과 같음)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지시간은 같다.

2) 파파베린염산염 이 약을 가지고 파파베린염산염 약
15 mg에 해당하는 양을 단다. 물을 넣어 녹여 10 mL
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파파베린염산
염표준품 약 15 mg을 달아 물에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들을 가지고 여지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2 % 황산암
모늄액으로 포화한 왓트만여과지 No. 1 또는 No. 4에
점적한다. 다음에 물·n-부탄올·아세트산혼합액 (5 :
4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여지를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염화백금산·요오드화칼륨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디오스민

디오스민

Diosmin

Diosmin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4.0 mL를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20 ppm 이하).

넣는다 (20 ppm 이하).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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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민 캡슐

디오스민 캡슐

Diosmin Capsules

Diosmin Capsules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달아 내용물의 질량을 정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밀하게 단다. 디오스민 (C28H32O15) 약 10 mg에 해당

달아 가루로 한다. 디오스민 (C28H32O15 : 608.55) 약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메탄올성수산화나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설폭시드

트륨액 70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를 넣어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다음 0.1 mol/L 메탄올성수산화나트륨용액을 넣어

따로 디오스민표준품을 무수물로 환산하여 약 25 mg에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고 여액 10.0 mL를 취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

하여 0.1 mol/L 메탄올성수산화나트륨액을 넣어 50

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오스민표준품을 건

정확하게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조물로 환산하여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여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 mol/L 메탄올성수산화나

디오스민 (C28H32O15)의 양 (mg)

트륨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 무수물로 환산한 디오스민표준품의 양 (mg)

시험할 때 파장 374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

× (AT / AS)

정한다.
조작조건
디오스민 (C28H32O15)의 양 (mg)

T
= 디오스민표준품의 양 (mg) × 
S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5 nm)
칼

럼: 안지름 4.6 mm, 길이 10 cm인 스테인레스강

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이동상 : 물·메탄올·아세트산(100)·아세토니트릴
혼합액 (33 : 14 : 3 : 1)
유

량 : 1.5 mL/분

상대유지시간: 디오스민 피크의 유지시간은 약 4.6 분
이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디오스민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3000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디오스민의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순도시험

디클로페낙나트륨

디클로페낙나트륨

Diclofenac Sodium

Diclofenac Sodium

(생략)

(현행과 같음)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메탄올 20 mL에 순도시험

녹일 때 무색 ~ 연한 노란색이다. 또한 이 액을 가지고 <삭제-순도시험 1)용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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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440
nm에서의 흡광도는 0.050 이하이다.
2) 중금속 (생략)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략)

2) 비소

4) 유연물질 (생략)

3) 유연물질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딜티아젬염산염

딜티아젬염산염

Diltiazem Hydrochloride

Diltiazem Hydrochlorid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50 mg을 1 mol/L 염산시액 1 mL 확인시험

1) 이 약 50 mg을 1 mol/L 염산시액 1 mL

에 녹여 티오시안산암모늄·질산코발트시액 2 mL 및 에 녹여 티오시안산암모늄·질산코발트시액 2 mL 및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 5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파란색을 나타낸다.
2) (생략)

클로로포름층은 파란색을 나타낸다.
2) (현행과 같음)

3) 이 약 및 딜티아젬염산염표준품 10 mg을 0.01

3) 이 약 10 mg을 0.01 mol/L 염산시액에 녹여

mol/L 염산시액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취하여 0.01 mol/L

취하여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20 mL로 한 액을

염산시액을 넣어 2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4) 이 약 및 딜티아젬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4)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딜티아젬염산염 서방정

딜티아젬염산염 서방정

Diltiazem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Diltiazem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Tablets

Tablets

(생략)
정 량 법 (중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이동상 : 물 500 mL에 아세트산나트륨 8 g 및 d-캄파

이동상 : 물 500 mL에 아세트산나트륨 4 g 및 d-캄파

설폰산 1.5 g을 넣어 녹인 후 여과한 액에 메탄올 250

설폰산 580 mg을 넣어 녹인 후 0.1 mol/L 수산화나트

mL 및 아세토니트릴 250 mL를 넣고 아세트산나트륨

륨을 넣어 pH 6.2로 조정한 다음 여과한 액에 메탄올 2

을 넣어 pH 6.6으로 조정한 액

50 mL 및 아세토니트릴 250 mL를 넣어 혼합한 액

유 량 : 1.0 mL/분

유 량 : 1.6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30 mg, d-3-히드록시
-cis-2,3-디히드로-5-[2-(디메틸아미노)에
틸]-2-(p-메톡시페닐)-1,5-벤조디아제핀-4(5H)온염산염 (이하 탈아세틸체라 한다) 20 mg 및 벤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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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페닐 20 mg을 달아 에탄올(99.5) 160 mL에 녹이고
다시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탈아세틸체, 딜티아젬 및
벤조산페닐의 순서로 유출하고 탈아세틸체와 딜티아젬
의 분리도 및 딜티아젬과 벤조산페닐의 분리도는 각각
2.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딜티아젬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융

점

비선광도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라미프릴

라미프릴

Ramipril

Ramipril

(생략)

(현행과 같음)

105 ~ 112 ℃
 
D

<삭제-융점>

: +32 ~ +38° (건조한 다음 0.25 g, 비선광도

0.1 mol/L 메탄올성염산시액, 25 mL, 100 mm).
순도시험 1) 팔라듐 (생략)


D : +32 ~ +38° (건조한 다음 0.25 g,

0.1 mol/L 염산·메탄올시액, 25 mL, 100 mm)
순도시험 1) 팔라듐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2) 유연물질 이 약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A에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A에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라미프릴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B

5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B를 넣어 정확하게

를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에 이동상 B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상 B를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1) 로 한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다. 표준액 (1)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B를

조건으로 시험한다.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 이외의 피크

넣어 정확하게 10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면적을 가지고 다음 식에 따라 유연물질의 양을 계산할

표준액 (1) 및 표준액 (2) 각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때 라미프릴유연물질 Ⅰ, 라미프릴유연물질 Ⅱ, 라미프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릴유연물질 Ⅲ 또는 라미프릴유연물질 Ⅳ는 0.5 % 이

에서 얻은 주피크 이외의 피크면적을 가지고 다음 식에

하이고, 다른 개개의 유연물질은 0.1 % 이하이며 총 유

따라 유연물질의 양을 계산할 때 라미프릴유연물질 Ⅰ,

연물질의 양은 1.0 % 이하이다.

라미프릴유연물질 Ⅱ, 라미프릴유연물질 Ⅲ 또는 라미
프릴유연물질 Ⅳ는 표준액 (1)의 주피크면적보다 작고
(0.5 % 이하), 다른 개개의 유연물질은 표준액 (1)의
주피크면적의 0.2 배보다 작다(0.1 % 이하). 또한 총
유연물질의 양은 표준액 (1)의 2 배보다 작다(1.0 %

S
T

T
S

유연물질의 양 (%) = 100  ×  × 

이하). 기타 표준액 (2)에서 얻은 주피크면적 이하는
제외한다.
유연물질의 양 (%)
= 100F × (CS / CT) ×(AT / AS)

(중략)
이동상

(현행과 같음)
이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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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0 ~ 6
6 ~ 7
7 ~ 20
20 ~ 30
30 ~ 40
40 ~ 45
45 ~ 55

행

개 정 안

이동상 A

이동상 B

(vol%)
90
90 → 75
75 → 65
65 → 25
25
25 → 90
90

(vol%)
10
10 → 25
25 → 35
35 → 75
75
75 → 10
10

0.2 % 이하 (1 g, 감압, 60 ℃, 6 시간).
(생략)

저 장 법

이동상 B

0 ~ 6

(vol%)
90

(vol%)
10

6 ~ 7

90 → 75

10 → 25

7 ~ 20

75 → 65

25 → 35

20 ~ 30

65 → 25

35 → 75

30 ~ 50

25

75

(현행과 같음)

(중략)
건조감량

이동상 A

시간 (분)

건조감량

0.2 % 이하 (1 g, 감압, 60 ℃, 4 시간)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기밀용기.

차광한 기밀용기.

라우바신

라우바신

Raubasine

Raubasine

(생략)

(현행과 같음)
C21H24N2O3 : 352.43 아즈말리신

Ajmalicine

Methyl 16,17-didehydro-19-methyl-(19α)-o
xayhimban-16-carboxylic acid ester, [483-04-5]

C21H24N2O3 : 352.43

(19α)-16,17-didehydro-19-methyloxayohimban
-16-carboxylic acid methyl ester, [483-04-5]

(생략)

(현행과 같음)

락트산마그네슘수화물

락트산마그네슘수화물

Magnesium Lactate Hydrate

Magnesium Lactate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pH 이 약 4.0 g에 물 100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pH 이 약 5.0 g에 물 100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pH를 측정할 때 4.5 ∼ 6.5 이다.

식힌 다음 pH를 측정할 때 6.5 ∼ 8.5 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레보설피리드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Levosulpiride

(생략)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염화물 이 약 0.4 g을 물 20 mL에 교반하 순도시험 1) 염화물 이 약 0.4 g을 물 20 mL에 교반하
여 현탁시키고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묽은질

여 현탁시키고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묽은질

산 6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하고

산 6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하고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0.2 mL에 묽은질산 및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0.2 mL를 넣는다 (0.035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0.035 % 이하).

% 이하).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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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플록사신수화물

레보플록사신수화물

Levofloxacin Hydrate

Levofloxacin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약 10 mg을 달아 0.01 mol/L 수산 확인시험 1) 이 약 및 레보플록사신표준품의 0.1 mol/L
화나트륨시액 0.5 mL 및 물 20 mL의 혼합액을 흡수액

염산용액(1 → 1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으로 하여 산소플라스크연소법에 따라 얻은 검액은 불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화물의 정성반응 2)를 나타낸다.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약 10 mg을 달아 가루로 하고 묽은염산 2 <삭제-확인시험 2) >

∼ 3 방울 및 물 5 mL를 넣어 녹이고 라이넥케염시액
1 mL를 넣을 때 연한 빨간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약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

2) 이 약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

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3430 cm-1, 3040

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수 3430 cm-1, 3040

cm-1, 2800 cm-1, 1724 cm-1, 1622 cm-1, 1521

cm-1, 2800 cm-1, 1724 cm-1, 1622 cm-1, 1521

-1

-1

-1

cm , 1471 cm , 1051 cm

-1

및 803 cm 부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cm-1, 1471 cm-1, 1051 cm-1 및 803 cm-1부근에서
흡수를 나타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로메플록사신염산염

로메플록사신염산염

Lomefloxacin Hydrochloride

Lomefloxacin Hydrochloride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20 mg에 물 2 mL를 넣고 수욕상에 확인시험 1) 이 약 20 mg에 물 2 mL를 넣고 수욕에서
서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 방울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 방울을

을 넣었을 때 액은 거의 빨간색을 띤다.

넣었을 때 액은 거의 빨간색을 띤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이 약 10 mg을 달아 0.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0.5 <삭제-확인시험 3) >
mL 및 물 20 mL의 혼합액을 흡수액으로 하여 산소플라스
크연소법을 이용하여 분해한 다음 잘 흔들어 섞어 연소가스
를 흡수시킨 액은 플루오르화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4) (생략)

3) (현행과 같음)

5) (생략)

4) (현행과 같음)

6) (생략)

5)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로사르탄칼륨 정

로사르탄칼륨 정

Losartan Potassium Tablets

Losartan Potassium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중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신 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로사르탄칼륨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이하 생략)

KP Forum Vol.14 No.1 (2017)

(현행과 같음)

20

현

행

개 정 안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Ribostamycin Sulfate

Ribostamycin Sulfat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리보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mg에 대하여 680

스타마이신 (C17H34N4O10 : 454.47) 680 ~ 780 μg

~ 780 μg (역가)를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역가)를 함유한다.

리보스타마이신 (C17H34N4O10 : 454.47) 으로서 양을
질량(역가)으로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pH 이 약 1.0 g (역가)를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pH 이 약 1.0 g를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6.0 ~
6.0 ~ 8.0 이다.

8.0 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물 5 mL에 녹일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2.9 g을 물 5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 ~ 연한 노란색이며 맑다.

때 액은 맑다.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400 nm에서 흡광도는 0.10 이
하이다.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리팍시민

리팍시민

Rifaximin

Rifaximin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및 무용매물 1 mg에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970

대하여 리팍시민 (C43H51N3O11 : 785.88)으로서 980 μ ~ 1020 μg (역가) 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g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리팍시민 (C43H51N3O11)으로서 양을 질량(역가)로서 나
타낸다.

성

상 이 약은 주황색의 가루이다.

성

상

이 약은 주황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또는 아세트산에틸

이 약은 메탄올 및 아세톤 에 녹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

에 녹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는다.
이 약은 흡습성이 있다.
이 약은 결정다형을 나타낸다.
확인시험

확인시험 (생략)
결정다형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리팍시민표준품을 유리막대로 눌러 <삭제-결정다형>

균질화하여 분말X-선 회절장치홀더의 충전부에 충전성
형하여

분말X-선

회절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6.6°±0.2 ;

7.4°±0.2 ;

8.8°±0.2 ;

10.5°±0.2 ;

11.1°±0.2 ;

11.8°±0.2 ; 12.9°±0.2 ;

17.6°±0.2 ;

18.5°±0.2 ; 19.7°±0.2 ;

21.0°±0.2 ;

때

7.9°±0.2 ;

21.4°±0.2 ; 22.1°±0.2 」에서 리팍시민 α형
결정의 특징적인 회절각 (2θ)을 나타낸다.
조작조건
X-선관 : 구리 대음극
파장 : Kα1 (1.540562 Å), Kα2 (1.544398 Å)
(Kβ (1.392218 Å) 억제를 위해 니켈 필터를 사용)
검출기 : 요오드화나트륨 신틸레이션 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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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류 및 관전압 : 15 mA, 30 kV
계수시간 : 1.3초 / 0.02°
회절각(2θ)의 주사범위 : 2.0 ~ 35.0°
순도시험 1) 에탄올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 순도시험

<삭제-순도시험 1)에탄올>

표준액 1 mL와 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어 정확하
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5)
0.25 g을 정밀하게 달아 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
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 mL와 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0.5
% 이하).
에탄올 함랑 (%)

T
에탄올의 채취량 mg

= × ×
S
이 약의 채취량 mg

내부표준액 2-프로판올 1.5 g을 달아 N,N-디메틸포
름아미드를 넣어 10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의 관에 디
메틸폴리실록산검을 100.0 % 피복시킨 기체크로마토
그래프용규조토를 충전한다.
칼럼온도 : 초기 60 ℃에서 2 분간 유지하고 매분 25
℃의 속도로 200 ℃까지 승온한 다음 200 ℃에서 5 분
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 및 검출기의 온도 : 220 ℃
운반기체 : 질소

시료 홀더 : 무정형의 유리 (등각의

9200/2G, 깊이 0.2 mm)
유 량 : 약 10 mL/분
2) 중금속 (생략)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2)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 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

10 mL의 아세토니트릴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니트릴 8 mL 에 녹이고 물을 넣어 20 mL로 하여 검액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0 μL를 가지고

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용매를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으로 측정하고 면적백분

취하여 희석용매를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

율법으로 각각의 양을 구한다 (리팍시민 Y 0.5 % 이하,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 μL를 가지고 다음

개개의 유연물질 0.2 % 이하, 총 유연물질 2.0 % 이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각

하).

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으로 측정한다. 검액에서 얻
은 리팍시민의 피크면적 이외의 불순물 D와 H의 총피
크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리팍시민 피크면적의 2.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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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고(0.5 %이하), 그 외 불순물의 피크면적은 표
준액의 리팍시민 피크면적의 0.5 배 보다 작다(0.1 %
이하). 또, 총불순물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리
팍시민 피크면적의 5 배 보다 작다(1.0 % 이하).
∘희석용매 :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액(3 : 2)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6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6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직경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칼럼온도 : 40 ℃

이동상 : 이동상 A·이동상 B 혼합액(63 : 37)

이동상 : 이동상 A·이동상 B 혼합액(63 : 37)

이동상 A 메탄올·아세토니트릴 혼합액(1 : 1)

이동상 A 메탄올·아세토니트릴 혼합액(1 : 1)

이동상 B 0.05 mol/L 포름산암모늄시액(암모니아시

이동상 B 0.05 mol/L 포름산암모늄시액(암모니아시

액으로 pH를 7.2로 조정한다)

액으로 pH를 7.2로 조정한다)

유

유 량 : 약 1.4 mL/분

량 : 약 1.4 mL/분

상대유지시간 : 리팍시민 Y 0.67

상대유지시간 : 리팍시민의 유지시간 약 12분, 불순물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리팍시민 유지시간의 약

D와 H 약 0.7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리팍시민 유지시간의 약

3 배 범위

3
분 2.5 % 이하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수

수

배 범위
분

4.5 % 이하 (0.5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신 설>

강열잔분 0.1 % 이하 (1.0 g)

정 량 법 (중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리팍시민의 순서로 유출하
고 그 분리도는 4.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리팍시민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이

약은

정량할

리팜피신

리팜피신

Rifampicin

Rifampicin

(생략)

(현행과 같음)

때

1

mg에

대하여

리팜피신

(C43H58N4O12) 970 ∼ 1020 μg (역가)을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1 mg에 대하여 970 ∼ 1020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리팜피신
(C43H58N4O12)으로서 양을 질량(역가)를 나타낸다.

성

상

이 약은 주황색 ~ 적갈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성

상

이 약은 주황색 ~ 적갈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가루이다.

이 약은 물,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토니트릴에

이 약은 메탄올에 녹고 물, 에탄올(95) 또는 아세토니

녹기 어렵다.

트릴에 녹기 어렵다.
이 약 0.1 g을 물 10 mL에 현탁시킨 액의 pH는 4.0 ~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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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이 약 0.1 g을 물 10 mL에 현탁시킨 액의 pH는 4.0 <삭제-pH>
~ 6.0이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리팜피신 캡슐

리팜피신 캡슐

Rifampicin Capsules

Rifampicin Capsules

(생략)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시험은 검액 및 표준액을 만든 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시험은 검액 및 표준액을 만든 다
음 신속하게 조작한다.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음 신속하게 조작한다.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내용물을 꺼내어 그 질량을 정밀히 달아 가루로 한다.

내용물을 꺼내어 그 질량을 정밀히 달아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리팜피신 약 20 mg (역가)에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에 녹이고 정확하게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에 녹이고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

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20

여 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리팜피신표준품 약 20

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

mg (역가)를 정밀히 달아 아세토니트릴에 녹이고 정확

게 취하여 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정확하게

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표준액은 만든 즉시 사용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

2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50

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으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

로 측정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을 측정할 때 검액의 리

을 가지고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팜피신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5의 퀴논체 및 약

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으로

1.2의 N-옥시드체의 양은 각각 4.0 % 이하 및 1.5 %

측정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을 측정할 때 검액의 리팜피

이하이다. 또한 위의 피크 이외의 각각의 유연물질의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신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5의 퀴논체 및 약 1.2의

양은 1.0 % 이하이며 유연물질의 총량은 2.0 % 이다.

N-옥시드체의 양은 각각 4.0 % 이하 및 1.5 %이하이

단, 퀴논체 및 N-옥시드체의 피크면적은 자동적분법에

다. 또한 위의 피크 이외의 각각의 유연물질의 양은 1.0

따라 구한 면적에 각각 감도계수 1.24 및 1.16을 곱한

% 이하이며 유연물질의 총량은 2.0 % 이다. 단, 퀴논

값으로 한다.

체 및 N-옥시드체의 피크면적은 자동적분법에 따라 구
한 면적에 각각 감도계수 1.24 및 1.16을 곱한 값으로
한다.
(중략)
건조감량

3.0 % 이하 (0.1 g, 감압, 60 ℃, 3 시간).

(현행과 같음)
<삭제-건조감량>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D-만니톨

D-만니톨

D-Mannitol

D-Mannitol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D-만니톨 (C6H14O6)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D-만니톨 (C6H14O6)
98.0 ∼ 101.0 %를 함유한다.
97.0 ∼ 102.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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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로 냄새는 없고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 또는 유동성의

맛은 달고 찬 느낌이 있다. 이 약은 물에 잘 녹고 에

입자로 냄새는 없고 맛은 달다. 이 약은 물 또는 알칼

탄올(95) 또는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리용액에 잘 녹고 피리딘에는 녹기 어려우며 에탄올

수산화나트륨시액에 녹는다.

(95)에는 매우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
는다.

확인시험

1) 이 약의 포화수용액 5 방울에 염화철(III) 확인시험

시액 1 mL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 → 5) 5 방울을
넣을 때 노란색의 침전이 생기고 이것을 세게 흔들어
섞을 때 액은 맑게 된다. 다시 수산화나트륨용액(1 →
5)을 추가하여도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2) 이 약 및 D-만니톨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

1) 이 약 및 D-만니톨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일 두 스펙

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일 두 스펙트럼

트럼에 차이가 날 때에는 각각 1 g을 취하여 물 3

에 차이가 날 때에는 각각 25 mg을 취하여 유리 용기

mL에 녹이고 5 ℃이하에서 24시간 방치하여 재결정

에 넣고 상온에서 0.25 mL의 물에 녹이고 소비전력이

하고 결정을 취하여 소량의 냉수로 세척한 다음 105

600∼700 W인 전자레인지에서 20분 건조시키거나

℃에서 4 시간 건조한 것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

100 ℃ 오븐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 점착성이 없는 흰

험한다.

색 또는 연한 노란색 건조물이 나타날 때까지 감압건조
한다. 이 건조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비선광도 (생략)

<삭제-비선광도>

융

융

점 166 ∼ 169 ℃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점 165 ∼ 170 ℃

이 약 2.0 g을 물 10 mL에 가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온하여 녹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이 약 5.0 g을 물 50 mL에 녹

인 액은 물처럼 맑고 무색이며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
고 비교현탁액보다 탁하지 않다.
◦ 비교액 : 염화철(Ⅲ)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염화코발트(Ⅱ)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황산구리(Ⅱ)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
를 취하여 염산용액(1 → 100)을 넣어 정확하게 1 L
로 한다.
◦ 비교현탁액 : 4 ∼ 6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염
시액 25 mL를 취하여 헥사메틸테트라민 2.5 g을 달
아 물을 넣어 25 mL로 한 용액을 넣어 24 시간 방치
한다. 유리용기에 보존하여 2 개월 내 쓴다. 쓸 때 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현탁원액으로 한다. 이 현탁원액 5.0 mL
에 물 95.0 mL를 넣고 사용하기 직전에 잘 흔들어
섞어 비교현탁액으로 한다.

2) 산 (생략)

<삭제-순도시험 2)산>

3) 염화물 (생략)

<삭제-순도시험 3)염화물>

4) 황산염 (생략)

<삭제-순도시험 4)황산염>

5)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6) 니켈

3) 니켈

이 약 0.5 g을 물 5 mL에 녹이고 디메틸글

(현행과 같음)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차광용기를 써

리옥심시액 3 방울 및 암모니아시액 3 방울을 넣고 5

서 한다. 이 약 10.0 g을 달아 2 mol/L 아세트산 30

분간 방치할 때 액은 빨간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mL를 넣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에 약
10

g/L

암모늄피롤리딘디티오카르바메이트포화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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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L와 물포화 4-메틸-2-펜타논 10.0 mL를 넣
어 30초 동안 흔든 다음 층이 분리될 때까지 가만히
둔 다음 4-메틸-2-펜타논층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이 약 10.0 g씩을 달아 각각 원자흡광광도용
니켈표준액 0.5 mL, 1.0mL, 1.5 mL를 넣고 이하 검
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약
을 넣지 않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4-메틸
-2-펜타논층을 취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검액, 표
준액 및 공시험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
도법의 표준첨가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중 니켈의
농도를 구할 때 1 ppm 이하이다.
사용기체 : 아세틸렌 - 공기
램프 : 니켈중공음극램프
파장 : 232.0 nm

<신 설>

4) 유연물질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에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액을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2)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
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D-만니톨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1.2의 D-소르비
톨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1)의 D-만니톨의 피크면적
보다 크지 않고 (2.0 % 이하), 검액의 D-만니톨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69의 말티톨 및 상대유지시
간 약 0.60 및 0.73의 이소말트 피크면적의 합은 표
준액 (1)의 D-만니톨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으며
(2.0 % 이하), 검액의 D-만니톨 및 위의 유연물질
이외의 각각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2)의 D-만니톨의
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0.10 % 이하). 또한
검액의 D-만니톨 이외의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1)의 D-만니톨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2.0 %
이하). 다만, 표준액 (2)의 D-만니톨의 피크면적 이
하의 피크는 제외한다 (0.05 % 미만).
조작조건
시스템적합성,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
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측정범위 : D-만니톨의 유지시간의 약 1.5 배 범위
7) 비소 (생략)
8) 당류

이 약 5.0 g에 물 15 mL 및 묽은염산 4.0

<삭제-순도시험 7)비소>
5) 환원당

이 약 7.0 g에 물 13 mL 및 페링시액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에서 3 시간 가열

40 mL를 넣고 가만히 3 분간 끓인 후 2 분간 방치한

한다. 식힌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한다 (지

다음 생성된 침전을 유리여과기 (G4)를 써서 여과한

시약 : 메틸오렌지시액 2 방울). 다시 물을 넣어 50

다. 침전을 50 ∼ 60 ℃의 물로 씻은 액이 알칼리성

mL로 하고 그 10 mL를 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10

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씻고, 씻은 액은 유리여과기

KP Forum Vol.14 No.1 (2017)

26

현

행

개 정 안

mL 및 페링시액 40 mL 를 넣고 가만히 3 분간 끓인

(G4)로 여과하여 여액은 버린다. 즉시, 플라스크내의

다음 방치하여 산화제일구리을 침전시킨다. 다음 위의

침전에 황산철(III)시액 20 mL를 넣어 녹이고 이것을

맑은 액을 유리여과기 (G 4)를 써서 여과하고 침전을

유리여과기 (G4)를 써서 여과한 다음 물 15 ∼ 20

온탕으로 씻은 액이 알칼리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mL로 씻고 여액 및 씻은 액을 합하여 80 ℃로 가열

씻고 씻은 액은 먼저의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플라

한 다음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으로 적정할 때

스크내의 침전에 황산철(III)시액 20 mL 를 넣어 녹

그 소비량은 3.2 mL 이하이다 (포도당으로 나타내었

이고 이것을 먼저의 유리여과기를 써서 여과한 다음

을 때 0.1 % 이하).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녹색에서

물로 씻고 여액 및 씻은 액을 합하여 80 ℃로 가열하

연한 빨간색으로 변해 10 초 이상 지속될 때로 한다.

고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
비량은 1.0 mL 이하이다.
<신 설>

전 도 율

이 약 20.0 g을 끓여 식힌 물에 40 ∼ 50

℃로 가온하여 녹인 다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을 식힌 다음 온도를 25 ± 1 ℃ 로 조절
하고, 천천히 흔들어 섞으면서 5 분 마다 이 액의 전
도율을 측정한다. 전도율 변화가 0.1 μS·cm-1 이
하가 될 때 이 약의 전도율은 20 μS·cm-1 이하이
다.
건조감량 0.3 % 이하 (1 g, 105 ℃, 4 시간).

건조감량 0.5 % 이하 (1 g, 105 ℃, 4 시간).

강열잔분 (생략)

<삭제-강열잔분>

<신

미생물한도

설>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기성미

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다. 또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는다. 다만, 비경구
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기성미생물수는 100 CFU 이하이다.
<신

설>

엔도톡신

엔도톡신 제거공정이 없는 비경구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에 적용한다. 만니톨 농도가 100
g/L 이하인 약은 1 g 당 4 EU 미만이고, 만니톨 농
도가 100 g/L을 초과하는 약은 1 g 당 2.5 EU 미만
이다.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이 약 및 D-만니톨표준품을 건조하여 약 0.5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

정확하게 취하여 요오드병에 넣고 과요오드산칼륨시액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mL를 정확하게 넣고 수욕에서 15 분간 가열한다.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식힌 다음 요오드화칼륨 2.5 g을 넣고 마개를 하여 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D-만니톨의 피크면적

흔들어 섞고 암소에 5 분간 방치한 다음 유리된 요오

AT 및 AS를 측정한다.

드를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
시약 : 전분시액 1 mL).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

D-만니톨 (C6H14O6)의 양 (mg)
= D-만니톨표준품의 양 (mg) × ( AT / AS )

다.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 1 mL
= 1.8217 mg C6H14O6

조작조건
검출기 : 시차굴절계 (40 ℃ 부근의 일정온도)
칼

럼 : 안지름 약 7.8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

인레스강관 또는 동등한 것에 9 μm의 액체크로마토
그래프용강산성이온교환수지 (스티렌-디비닐벤젠공중
합체설폰산수지칼슘형)를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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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온도 : 85 ± 2 ℃
이동상 : 물
유

량 : 0.5 mL/분 (D-만니톨의 유지시간 약 20

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D-만니톨표준품 및 D-소르비톨표
준품 0.25 g씩을 취하여 물에 녹여 10 mL로 하여 시
스템적합성용액 (1)로 한다. 말티톨표준품 및 이소말
트표준품 0.5 g씩을 취하여 물에 녹여 100 mL로 한
다. 이 액 2 mL에 물을 넣어 10 mL로 하여 시스템
적합성용액 (2)로 한다. 시스템적합성용액 (1) 및
(2)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이
소말트(첫 번째 피크), 말티톨, 이소말트(두 번째 피
크), D-만니톨 및 D-소르비톨의 순서로 유출한다.
D-만니톨에 대한 이소말트(첫 번째 피크), 말티톨,
이소말트(두번째 피크) 및 D-소르비톨의 상대유지시
간은 각각 약 0.60, 0.69, 0.73 및 1.2 이고, D-만니
톨과 D-소르비톨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말티톨과
이소말트의 두 번째 피크는 같이 유출될 수도 있다.
저 장 법 (생략)

확인시험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베타히스틴메실산염

베타히스틴메실산염

Betahistine Mesilate

Betahistine Mesilat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베타히스틴메실산염표준품의 확인시험

1) 이 약의

0.1 mol/L 염산시액용액(1 →

0.1 mol/L 염산시액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베타히스틴메실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베탁솔롤염산염

베탁솔롤염산염

Betaxolol Hydrochloride

Betaxolol Hydrochlorid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베탁솔롤염산염표준품의 에탄올 확인시험

1) 이 약의 에탄올(95)용액(1 → 10000) 을

(95)용액(1 → 10000)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베탁솔롤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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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현행과 같음)

벤즈브로마론

벤즈브로마론

Benzbromarone

Benzbromaron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벤즈브로마론표준품의 0.01 확인시험

1) 이 약의 0.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용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용액(1 → 100000)을 가지

액(1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

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

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벤즈브로마론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

Bentonite

Bentonite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생략)

2) 비소

(현행과 같음)

3) 이물

3) 이물

이 약 2.0 g을 유발에 넣고 물 20 mL를 넣

이 약 2.0 g을 유발에 넣고 물 20 mL를 넣

어 팽윤시키고 유봉으로 고르게 분산시킨 다음 물을

어 팽윤시키고 유봉으로 고르게 분산시킨 다음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분산액을 200 호 체로 쳐서

넣어 100 mL로 한다. 이 분산액을 200 호 (75 μ

물로 씻고 체 눈 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 모래와

m) 체로 쳐서 물로 씻고 체 눈 위를 손가락으로 문지

같은 것이 없다.

를 때 모래와 같은 것이 없다.
(생략)

(현행과 같음)

비사코딜

비사코딜

Bisacodyl

Bisacodyl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비사코딜표준품의 에탄올(95)용 확인시험

1) 이 약의 에탄올(95)용액(3 → 100000)

액(3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비사코딜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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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부타몰황산염

살부타몰황산염

Salbutamol Sulfate

Salbutamol Sulfat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살부타몰황산염표준품의 0.1 확인시험

1) 이 약의 0.1 mol/L 염산시액용액(1 →

mol/L 염산시액용액(1 → 12500)을 가지고 자외가시

125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

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살부타몰황산염표준품을 건조시켜 적외부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세파제돈나트륨

세파제돈나트륨

Cefazedone Sodium

Cefazedone Sodium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생략)

시스템적합성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작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제돈나트륨 피

조작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제돈나트륨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세프피롬황산염

세프피롬황산염

Cefpirome Sulfate

Cefpirome Sulfate

(생략)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세프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760

피롬 (C22H22N6O5S2 : 514.58) 760 μg (역가) 이상을 μg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세프
피롬 (C22H22N6O5S2 : 514.58)으로서 양을 질량(역가)
함유한다.
으로 나타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세픽심수화물

세픽심수화물

Cefixime Hydrate

Cefixime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세픽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930

심 (C16H15N5O7S2 : 453.45) 930 ∼ 1020 μg (역가) ∼ 1020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을 함유한다.

KP Forum Vol.14 No.1 (2017)

세픽심 (C16H15N5O7S2 : 453.45)으로서 양을 질량(역

30

현

행

개 정 안
가)로 나타낸다.

(생략)
pH

제

이 약의 포화용액의 pH는 2.4 ~ 4.1이다.

법

(현행과 같음)
<삭제-pH>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셀레늄 가루0.1%

셀레늄 가루0.1%

Selenium Powder 0.1%

Selenium Powder 0.1%

(생략)

(현행과 같음)

인산수소칼슘수화물 9.976 g을 깨끗한 유리 제

법

인산수소칼슘수화물 9.976 g을 깨끗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정제수 (45 ℃) 1000 mL

또는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정제수 (45 ℃) 1000 mL

및 셀렌산나트륨 24 g을 넣고 교반하여 완전히 녹인

및 셀렌산나트륨 24 g을 넣고 교반하여 완전히 녹인

다. 이 용액을 혼합기에 천천히 넣으면서 낮은 속도로

다. 이 용액을 혼합기에 천천히 넣으면서 낮은 속도로

섞는다. 이것을 건조기에서 수분이 1 ∼ 2 %가 되도

섞는다. 이것을 건조기에서 수분이 1 ∼ 2 %가 되도

록 건조한 다음 분쇄기로 분쇄하여 16 호 체를 통과

록 건조한 다음 분쇄기로 분쇄하여 16 호 (1000 μ

시켜 만든다.

m) 체를 통과시켜 만든다.

L-시스틴 캡슐

L-시스틴 캡슐

L-Cystine Capsules

L-Cystine Capsules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아미노산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확인시험
다.

1) 이 약을 가지고 아미노산시험법에 따라 시

험한다.
2) 이 약은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품과 같은 유
지시간을 나타낸다.
(현행과 같음)

(생략)
정 량 법

정 량 법 (중략)

(중략)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L-시스틴의 피크의 이론단수는 1000 이
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L-시스틴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시트르산수화물

시트르산수화물

Citric Acid Hydrate

Citric Acid Hydrate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알갱이 또는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알갱이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95)에는 잘 녹는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99.5)에는 잘 녹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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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건조 공기중에서 풍해된다.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개 정 안
이 약은 건조 공기중에서 풍해된다.
확인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2.0 g을 물에 녹여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1) 용해상태

탁도 이 약 2.0 g을 달아 물에

10mL로 했을 때 액은 투명하고, 이 색은 다음의 비교

녹여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비교현탁액

액 (1), 비교액 (2) 또는 비교액 (3)보다 진하지 않

(1), 비교현탁액 (2) 및 물을 각각 무색투명한 시험관

다.

(15 ∼ 25 mm × 40 mm)에 넣고 비교액 (1)과

◦ 비교액 (1)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

물, 비교현탁액 (1)과 비교현탁액 (2)를 구분하기에

액 1.5 mL 및 염화철(I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액

충분한 일광 하에서 검정색의 배경을 써서 관찰할 때

6.0 mL를 취해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검액은 물처럼 맑고 비교현탁액 (1)보다 탁하지 않다.

◦ 비교액 (2)

◦ 비교현탁액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

4 ∼ 6 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

액 0.15 mL, 염화철(I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액 7.2

염시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헥사메틸테트라민

mL 및 황산구리(II)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0.15

2.5 g을 물 25 mL에 녹인 액에 넣고 잘 섞어 24시

mL를 취해,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간 방치한다. 유리용기에 보존하여 2 개월 이내에 쓴

◦ 비교액 (3)

다. 쓸 때 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

액 2.5 mL, 염화철(I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액 6.0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mL 및 황산구리 색의 비교원액 1.0 mL를 취해, 물을

◦ 비교현탁액 (1)

넣어 1000 mL로 한다.

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
◦ 비교현탁액 (2)

비교현탁액 5 mL를 정확하게 취
비교현탁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
색 이 약 2.0 g을 달아 물에 녹여 10 mL로 하여 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물을 각각 무색투명한 시험관
(15 ∼ 25 mm × 40 mm)에 넣고 색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일광 하에서 흰색의 배경을 써서 관찰할 때 검
액의 색은 물보다 진하지 않다. 검액의 색이 물보다
더 진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액의 색을 비교액
(1), 비교액 (2) 및 비교액 (3)의 색과 비교한다. 이
때 그 색은 비교액 (1), 비교액 (2) 및 비교액 (3)보
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1)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

액 1.5 mL 및 염화철(I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액
6.0 mL를 취해 희석시킨 염산(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 비교액 (2)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

액 2.5 mL, 염화철(I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액 6.0
mL 및 황산구리 색의 비교원액 1.0 mL를 취해 희석
시킨 염산(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 비교액 (3)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

액 0.15 mL, 염화철(III)육수화물 색의 비교원액 7.2
mL 및 황산구리(II)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0.15
mL를 취해 희석시킨 염산(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2) 황산염

이 약 2.0 g을 물에 녹여 30 mL로 하여

2) 황산염

이 약 2.0 g을 물에 녹여 3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황산칼륨 0.181 g을 희석시킨

검액으로 한다. 따로 황산칼륨 0.181 g을 희석시킨

에탄올(99.5)(3 → 10)에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에탄올(95)(3 → 10)에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해 희석시킨 에탄올

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해 희석시킨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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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 1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95)(3 → 1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이 액 4.5 mL에 염화바륨이수화물용액(1 → 4) 3

액 4.5 mL에 염화바륨이수화물용액(1 → 4) 3 mL를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1 분간 방치한다. 이 액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1 분간 방치한다. 이 액 2.5

2.5 mL에 검액 15 mL 및 아세트산(31) 0.5 mL를

mL에 검액 15 mL 및 아세트산(31) 0.5 mL를 넣어

넣어 5 분간 방치할 때 액은 다음의 비교액보다 혼탁

5 분간 방치할 때 액은 다음의 비교액보다 혼탁하지

하지 않다.

않다 (0.015 % 이하).

◦ 비교액

황산칼륨 0.181 g을 물에 녹여 정확하게 ◦ 비교액

황산칼륨 0.181 g을 물에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해 물을

5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해 물을

넣어 정확히 100 mL로 한다. 검액 대신 이 액 15

넣어 정확히 100 mL로 한다. 검액 대신 이 액 15

mL를 가지고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비교액으로 한다.

mL를 가지고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비교액으로 한다.

3) 옥살산

3) 옥살산

이 약 0.80 g을 물 4 mL에 녹인 액에 염

이 약 0.80 g을 물 4 mL에 녹인 액에 염

산 3 mL 및 아연 1 g을 넣어 1 분간 끓인다. 2 분간

산 3 mL 및 아연 1 g을 넣어 1 분간 끓인다. 2 분간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가지고 염산페닐히드라지

방치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가지고 페닐히드라지늄염

늄용액(1 → 100) 0.25 mL을 넣어 끓어오를 때까지

산염용액(1 → 100) 0.25 mL을 넣어 끓어오를 때까

가열한 다음 빨리 식힌다. 이 액에 같은 양의 염산 및

지 가열한 다음 빨리 식힌다. 이 액에 같은 양의 염산

헥사시아노제이철산칼륨용액(1 → 20) 0.25 mL를 넣

및 헥사시아노철(Ⅱ)산칼륨용액(1 → 20) 0.25 mL를

어 흔들어 섞은 다음 30 분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30 분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동시에 조제한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동시에 조제한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0.036 % 이
하).

◦ 비교액

옥살산이수화물용액(1 → 10000) 4 mL ◦ 비교액

옥살산이수화물용액(1 → 10000) 4 mL에

에 염산 3 mL 및 아연 1 g을 넣는다.

염산 3 mL 및 아연 1 g을 넣는다.

4) 중금속 (생략)

4) 중금속

<신 설>

(현행과 같음)

5) 알루미늄

투석액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한다.

이 약 20.0 g을 달아 물 100 mL에 녹이고 pH 6.0
아세트산·아세트산암모늄완충액 10 mL를 넣고 0.5
% 8-히드록시퀴놀린의 클로로포름용액 20 mL, 20
mL, 및 10 mL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모은 후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황산알루미늄칼륨 0.352 g을 달아 소량의
물을 넣어 녹이고 묽은 황산 10 mL를 넣은 후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쓰기 직전에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2.0 mL를 취하여 pH 6.0 아세트산·아세트산암모
늄완충액 10 mL를 넣고 물 98 mL를 넣어 검액과 같
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모은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또한 pH 6.0 아세트산·아세트산암모늄완충액
10 mL에 물 100 mL를 섞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모은 다음 클로로포
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공시험
액을 대조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형광광도
법에 따라 시험하여 여기파장 392 nm, 형광파장 518
nm에서의 형광강도를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형광
강도는 표준액의 형광강도보다 크지 않다 (0.2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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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0.5 g을 달아 시험한

6) 황산에 대한 정색물

이 약 1.0 g을 달아 네슬러

다. 다만, 90 ℃에서 1 시간 가열해 즉시 식힌다. 액

관에 넣고 황산 10 mL을 넣어 곧 90 ℃의 수욕에서

의 색은 색의 비교액 K보다 진하지 않다.

1 시간동안 가열하고 빨리 식힌다. 이 액 및 색의 비
교액 K 2.0 mL를 각각 바깥지름 12 mm 시험관에
취하여 흰색의 배경을 써서 시험관의 옆에서 관찰할
때 액의 색은 색의 비교액 K보다 진하지 않다.
(현행과 같음)

(생략)
정 량 법

이 약 약 1.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 정 량 법

이 약 약 0.5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

에 녹이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지

에 녹이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지

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2 방울).

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2 방울).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64.04 mg C6H8O7
저 장 법 (생략)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64.04 mg C6H8O7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아목시실린수화물

아목시실린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Amoxicillin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아목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950

시실린 (C16H19N3O5S : 365.40) 950 ∼ 1010 μg (역 ∼ 1010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아목시실린 (C16H19N3O5S : 365.40)으로서 양을 질량

가)을 함유한다.

(역가)으로 나타낸다.
(현행과 같음)

(생략)
pH 이 약 20 mg을 물 10 mL에 녹인 액의 pH는 3.5 ~ <삭제-pH>
6.0이다.
순도시험 1) ~ 3) (생략)

순도시험

1) ~ 3) (현행과 같음)

4) 디메틸아닐린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1 <삭제-순도시험 4)디메틸아닐린>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고 흔들어 녹인
다음 내부표준액 1 mL를 넣고 1분 동안 강하게 혼
합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메틸아닐린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
아 1 mol/L 염산 25 mL를 넣고 녹인 다음 물을 넣
어 5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0 mL 및 내부표준액 1.0 mL를 넣고

1분 동안

강하게 혼합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 μL씩을 가
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디메틸아닐린의 피크면적비 Q T 및 Q S를
(20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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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아닐린의 함량 (ppm)
= 디메틸아닐린의 채취량(mg)

T 디메틸아닐린 순도 
×  ×  ×4
S
이 약의 채취량 mg
내부표준액 나프탈렌 약 50 mg을 달아 시클로헥산을
넣어 녹여 5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시
클로헥산으로 100 mL로 한 액을 내부표준액으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인 관의 내
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35% 페닐 - 65% 디메틸
폴리실록산을 1.0 μm의 두께로 피복한다.
칼럼온도 : 11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입하고 4분간
유지한 다음 200 ℃가 될 때까지 1분간에 8 ℃의 속도
로 온도를 올리고 20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5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 검출기온도 : 250 ℃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30 cm/초
분할 비 : 약 1 : 1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디메틸아닐린에 대한 나프탈렌의 상대유
지시간은 약 1.3 이고 디메틸아닐린의 신호대 잡음비
는 10 보다 크지 않다.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시럽용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시럽용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Amoxicillin·Clavulanate Potassium for

Amoxicillin·Clavulanate Potassium for

Syrup
(생략)
수

Syrup
(현행과 같음)

분 8.0 % 이하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칼륨이 4 <삭제-수분>

: 1 (역가)인 경우),

9.0 % 이하 (아목시실린과 클라

불란산칼륨이 7 : 1 (역가)인 경우), 아목시실린과 클라
불란산칼륨이 14 : 1 (역가)인 경우 11.0 % 이하 (0.1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옥살리플라틴

옥살리플라틴

Oxaliplatin

Oxaliplatin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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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78.0° (건조한 다음
D : +74.5° ∼ +74.8° (건조한 다음 비선광도 D

0.250 g, 물, 50 mL, 100 mm).

확인시험

개 정 안

0.250 g, 물, 50 mL, 100 mm).

(생략)

(현행과 같음)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

Ibuprofen

Ibuprofen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이부프로펜표준품의 묽은수산화 확인시험

1) 이 약의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15 →

나트륨용액(15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

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이부프로펜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인도메타신

인도메타신

Indometacin

Indometacin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2 mg을 메탄올 100 mL에 녹인 액 확인시험 1) 이 약 2 mg을 메탄올 100 mL에 녹인 액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럼을 측정할 때 파장 317 ∼ 321 nm에서 흡수극대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를 나타낸다.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인도메타신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일 두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일 두

스펙트럼에 차이가 날 때에는 각각을 에테르로 재결정

스펙트럼에 차이가 날 때에는 에테르로 재결정하고 결

하고 결정을 취하여 건조한 것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

정을 취하여 건조한 것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

로 시험한다.

한다.

3) (생략)

입도시험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카르보닐철

카르보닐철

Carbonyliron

Carbonyliron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 10 g을 가지고 미국약전 표준망체를 입도시험

이 약 10 g을 가지고 체에 통과시킬 때 200

통과시킬 때 200 호 체를 전량 통과하고 325호 체에

호 (75 μm) 체를 전량 통과하고 330호 (45 μm)

잔류하는 것은 전체량의 5 % 이하이다.

체에 잔류하는 것은 전체량의 5 % 이하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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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티펜푸마르산염

케토티펜푸마르산염

Ketotifen Fumarate

Ketotifen Fumarate

(생략)
확인시험 1)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및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의 메탄올용액

2) 이 약의 메탄올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

(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다.

3) 이 약 및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

3)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케토프로펜

케토프로펜

Ketoprofen

Ketoprofen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D

: - 1 ∼ + 1° (0.250 g, 무수알코

올, 25 mL, 100 mm).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아세톤 10 mL에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일 때 액은 맑고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녹일 때 액은 맑고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순도시험

◦ 비교액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 비교액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0.6 mL 및 염화철(I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0.6 mL 및 염화철(I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의 혼합액에 희석시킨 묽은 염산(1 → 10)을 넣어

mL의 혼합액에 희석시킨 묽은 염산(1 → 10)을 넣어

100 mL로 한다.

10 mL로 한 액 5.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염산
(1 → 10)을 넣어 100 mL로 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클라불란산칼륨

클라불란산칼륨

Clavulanate Potassium

Clavulanate Potassium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클라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755

불란산 (C8H9NO5 : 199.16)으로서 810 ~ 860 μg (역 ~ 920 μg (역가)를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클
가)를 함유한다.

라불란산 (C8H9NO5 : 199.16)으로서 양을 질량(역가)으
로 나타낸다.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 결정성 가루이다. 성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고 메탄올에 녹으며 에탄올(95)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고 메탄올에 녹으며 에탄올(95)

에는 녹기 어렵다.

에는 녹기 어렵다.
이 약의 수용액은 불안정하며, pH 6.0 〜 6.3에서 가장
안정하다.
이 약은 흡습성이 있다.
이 약의 메탄올액은 분해한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클라불란산표준품의 수용액(1 → 확인시험 1)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클라불란산 주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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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50000) 1 mL에 이미다졸시액 5 mL를 넣고 30 ℃의

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수욕에서 12 분간 가온하고 식힌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유지시간은 같다.

클라불란산 주피크의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클라불란산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은 칼륨염의 정성반응 1)을 나타낸다.

2) 이 약은 칼륨염의 정성반응 1)을 나타낸다.

<신 설>

pH 이 약의 1% 수용액의 pH는 5.5 〜 8.0 이다.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4.0 mL를 넣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

는다 (20 ppm 이하).

는다 (20 ppm 이하).

2) 비소

2) 비소 (현행과 같음)

(생략)

3) 유연물질 (중략)

3)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의 혼합비를 다음과 같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의 혼합비를 다음과 같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용액에 인산
을 넣어 pH가 4.0이 되도록 한 액

을 넣어 pH가 4.0 ± 0.1이 되도록 한 액

이동상 B : 이동상 A·메탄올 혼합액 (1 : 1)
시간 (분)

이동상 A

이동상 B

(vol%)

(vol%)

이동상 B : 이동상 A·메탄올 혼합액 (1 : 1)
이동상 A

이동상 B

0

(vol%)
100

(vol%)
0

시간 (분)

0 ~ 4

100

0

4 ~ 15

100 → 0

0 → 100

4

100

0

100

15

50

50

18

50

50

24

100

0

15 ~ 25

유

이동상 A :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용액에 인산

0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측정범위 : 클라불란산의 유지시간의 약 6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검출의 확인 : 표준액 및 클라불란산 및 아목시실린 약

상 A를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에

10 mg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A를 넣어 정확하

서 얻은 클라불란산의 피크면적이 표준액 20 μL 중 클

게 100 mL로 한 액 20 μL를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라불란산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때 클라불란산, 아목시실린의 유지시간은 각각 약 1.0,
2.5의 순으로 검출된다.

시스템의 성능 : 클라불란산 및 아목시실린 약 10 mg

시스템의 성능 : 클라불란산 및 아목시실린 약 10 mg

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A를 넣어 정확하게 100

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A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

작할 때 클라불란산과 아목시실린의 분리도는 8 이상이

작할 때 클라불란산과 아목시실린의 분리도는 13 이상

고 클라불란산의 이론단수는 2500 이상이다.

이고 클라불란산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2000 이
상,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3 회 반복할 때 클라불란산의 피크면적

건으로 시험을 3 회 반복할 때 클라불란산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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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개 정 안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측정범위 : 클라불란산의 유지시간의 약 6 배 범위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클레보프리드말산염

클레보프리드말산염

Clebopride Malate

Clebopride Malate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및 클레보프리드말산염표준품 20.0 mg씩을

2) 이 약 20.0 mg을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고 이 액 10.0 mL에 물

고 이 액 10.0 mL에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 이

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이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의 흡수를 나타낸다.

흡수를 나타낸다.
3) 이 약 및 클레보프리드말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

3)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탄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Magnesium Carbonate

(생략)
침강시험

(현행과 같음)

이 약의 100 호 체를 통과한 것 1.0 g을 달 침강시험

이 약의 100 호 (150 μm) 체를 통과한 것

아 밑에서부터 15 cm 되는 곳에 50 mL의 눈금이 있

1.0 g을 달아 밑에서부터 15 cm 되는 곳에 50 mL의

는 마개가 달린 메스실린더에 넣고 물을 넣어 50 mL

눈금이 있는 마개가 달린 메스실린더에 넣고 물을 넣

로 하여 정확하게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어 정치하고

어 50 mL로 하여 정확하게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어

15 분 후 침강물의 높이 (mL의 눈금)를 측정한다.

정치하고 15 분 후 침강물의 높이 (mL의 눈금)를 측

(생략)

정한다.
(현행과 같음)

탐스로신염산염

탐스로신염산염

Tamsulosin Hydrochloride

Tamsulosin Hydrochlorid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탐스로신염산염표준품의 수용액 확인시험

1) 이 약의 수용액(3 → 160000)을 가지고

(3 → 16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낸다.

2) 이 약 및 탐스로신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펙트럼측정법의 염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KP Forum Vol.14 No.1 (2017)

39

현

행

3) (생략)

개 정 안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테오필린

테오필린

Theophylline

Theophyllin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테오필린표준품의 염산시액용액 확인시험

1) 이 약의 염산시액용액 (1 → 200000)을

(1 → 2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테오필린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Tetracycline Hydrochloride

Tetracycline Hydrochloride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D : - 240 ∼ - 255° (환산한 건조물

로서 0.125 g, 0.1 N 염산, 25 mL, 100 mm).
(생략)

(현행과 같음)

톨페리손염산염 정

톨페리손염산염 정

Tolperisone Hydrochloride Tablets

Tolperisone Hydrochloride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다. 톨페리손염산염 (C16H23NO·HC

게 달아 가루로 한다. 톨페리손염산염 (C16H23NO·HC

l) 약 3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분액깔때

l)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기에 넣는다. 0.1 mol/L 염산시액 40 mL를 넣어 녹인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여과한다. 여액 10

다음 n-헥산을 넣은 다음 흔들어 섞고 n-헥산층을 분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

리하여 0.1 mol/L 염산시액 20 mL로 씻는다. 씻은 액

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톨페리손염산염표준품 2

을 먼저 분리한 0.1 mol/L 염산시액층과 합하고 0.1 m

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

ol/L 염산시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지

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로 여과하고 처음의 여액 약 50 mL를 버린 다음 여액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2.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을 넣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건조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톨페리

한 (감압, 실리카겔, 3 시간) 톨페리손염산염표준품 약

손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톨페리손염산염(C16H23NO·HCl)의 양 (mg)

분액깔때기에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 30 mL를 넣 = 톨페리손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 5
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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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 mol/L 염산시액을 대조로

조작조건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59 nm)

6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0 m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톨페리손염산염 (C16H23NO·HCl)의 양 (mg)

이동상 : 0.02 mol/L 인산용액(pH 5.0)ᆞ아세토니트

= 톨페리손염산염표준품의 양 (mg)

릴 (3 : 2) 혼합액

T

×  × 
S


유 량 : 1.0 mL/분
시스템의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이론단수는 8000 이상이고 대칭계수
는 0.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1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톨페리손염산염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확인시험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티몰롤말레산염

티몰롤말레산염

Timolol Maleate

Timolol Maleat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티몰롤말레산염표준품의 0.1 확인시험

1) 이 약의 염산시액용액 (1 → 200000)을

mol/L 염산시액용액(3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티몰롤말레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펜톡시필린

펜톡시필린

Pentoxifylline

Pentoxifylline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이

약

2) (현행과 같음)
및

펜톡시필린표준품의

수용액(1

→

3) 이 약의 수용액(1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흡수를 나타낸다.
4) 이 약 및 펜톡시필린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

4)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KP Forum Vol.14 No.1 (2017)

41

현

행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개 정 안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Formoterol Fumarate Hydrate

Formoterol Fumarate Hydrate

(생략)
확인시험 1)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및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의 메

2) 이 약의 메탄올용액(1 → 40000)을 가지고 자외

탄올용액(1 → 4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다.

3) 이 약 및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을 가지

3) 이 약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

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입

도

(생략)

(현행과 같음)

폴리파제1000

폴리파제1000

Polypase 1000

Polypase 1000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 20 g을 달아 대한민국약전 5 호체를 입도시험

통과시킬 때 체위에 잔류되는 입자가 없어야 한다.

이 약 20 g을 달아 4.7 호 (4000 μm) 체

를 통과시킬 때 체위에 잔류되는 입자가 없어야 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퓨시드산나트륨 정

퓨시드산나트륨 정

Fusidate Sodium Tablets

Fusidate Sodium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필요하면 당의를 벗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기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이 약의

달아 가루로 한다. 퓨시드산나트륨 (C31H47O6Na) 2 g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밀하게 달아 물 30 mL과 에탄올 40 mL를 넣어 섞은

게 100 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

후 0.1 mol/L 염산으로 전위차 적정한다 (적정종말점

로 퓨시드산나트륨표준품 2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보정한다.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퓨

0.1 mol/L 염산 1 mL = 51.67 mg C31H48O6

시드산의 피크면적비 AT 및 AS를 구한다.
퓨시드산나트륨 (C31H47NaO6)의 양 (g)
= 퓨시드산나트륨표준품의 양 (g)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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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안지름 4.6 mm, 길이 150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5 mol/L 인산용액·메탄
올 혼합액 (10 : 4 : 1)
유

량 : 1.0 mL/분

상대유지시간: 퓨시드산나트륨 피크의 유지시간은 약
7.4 분이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디오스민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8000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디오스민의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프로프라놀롤염산염

프로프라놀롤염산염

Propranolol Hydrochloride

Propranolol Hydrochloride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D

: - 1 ∼ + 1° (1 g, 물, 25 mL,

100 mm).
(생략)

(현행과 같음)

플라복세이트염산염

플라복세이트염산염

Flavoxate Hydrochloride

Flavoxate Hydrochloride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플라복세이트염산염표준품의 확인시험

1) 이 약의 0.01 mol/L 염산시액용액(1 →

0.01 mol/L 염산시액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플라복세이트염산염표준품을 건조하여 적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현행과 같음)

피라진아미드

피라진아미드

Pyrazinamide

Pyrazinamide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피라진아미드표준품의 0.1 확인시험

1) 이 약의 0.1 mol/L 염산시액용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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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 염산시액용액(1 →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

10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피라진아미드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현행과 같음)

필로카르핀염산염

필로카르핀염산염

Pilocarpine Hydrochloride

Pilocarpine Hydrochloride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D

: + 88.5 ∼ + 91.5° (0.5 g, 물, 25

mL, 100 mm).

확인시험

(생략)

(현행과 같음)

할로페리돌

할로페리돌

Haloperidol

Haloperidol

(생략)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할로페리돌표준품 30 mg씩을 확인시험

1) 이 약 30 mg을 2-프로판올 100 mL에

2-프로판올 100 mL에 녹인다. 이들 액 5 mL에 0.1

녹인다. 이 액 5 mL에 0.1 mol/L 염산시액 10 mL

mol/L 염산시액 10 mL 및 2-프로판올을 넣어 100

및 2-프로판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을 가

mL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

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의 표준스펙트럼과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2) 이 약 및 할로페리돌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

2) 이 약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

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이 약의 표준스펙트럼과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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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2부 제·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각조 2부 중 첨가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작성하고 사카린 및 사카린칼슘수화물
을 신설하였다. 또한 시험에 쓰이는 체 번호 뒤에 호칭 눈 크기(μm)를 추가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라우릴황산나트륨

라우릴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Sulfate

Sodium Lauryl Sulfate
C12H25NaO4S : 289.38
Sodium monododecyl sulfate [151-21-3]

(생략)
확인시험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 2) (현행과 같음)

3) 이 약의 수용액(1 → 10)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

3) 이 약의 수용액(1 → 10)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

으로 하고 약한 열로 끓여 식힌 액은 황산염의 정성반

으로 하고 약한 열로 20 분간 끓여 식힌 액은 황산염

응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 3)

4) 미반응알코올

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생략)

순도시험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 ∼ 3) (현행과 같음)

4) 미반응알코올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0 mL에 녹여 에탄올 100 mL를 넣어 분액깔때기

100 mL에 녹여 에탄올 100 mL를 넣어 분액깔때기

에 넣고 석유벤진 50 mL씩으로 3 회 추출한다. 유화

에 넣고 석유벤진 50 mL씩으로 3 회 추출한다. 유화

되어 분리되기 어려울 때에는 염화나트륨을 넣는다.

되어 분리되기 어려울 때에는 염화나트륨을 넣는다.

모든 석유벤진추출액을 합하여 물 50 mL씩으로 3 회

모든 석유벤진추출액을 합하여 물 50 mL씩으로 3 회

씻고 수욕에서 석유벤진을 날려 보낸 다음 105 ℃에

씻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여과한 여액을 수

서 30 분간 건조하여 질량을 달 때 그 양은 4.0 %

욕에서 석유벤진을 날려 보낸 다음 105 ℃에서 30 분

이하이다.

간 건조하여 질량을 달 때 그 양은 4.0 % 이하이다.

5) 중금속 (생략)
수

5) 중금속 (현행과 같음)

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총알코올량 이 약 약 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50 mL 총알코올량 800 mL 킬달 플라스크에 이 약 약 5 g을
및 염산 50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4 시간 끓 정밀하게 달아 물 150 mL 및 염산 50 mL를 넣고
인다. 식힌 다음 에테르 75 mL씩으로 2 회 추출하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4 시간
에테르추출액을 합하여 수욕에서 에테르을 날려 보낸

끓인다. 식힌 다음 에테르 75 mL씩으로 2 회 추출하

다음 105 ℃에서 30 분간 건조하여 질량을 달 때 그

고 에테르추출액을 합하여 수욕에서 에테르를 날려 보

양은 59.0 % 이상이다.

낸 다음 105 ℃에서 30 분간 건조하여 질량을 달 때
그 양은 59.0 % 이상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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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미결정셀룰로오스

미결정셀룰로오스

Microcrystalline Cellulose

Microcrystalline Cellulose

(생략)
확인시험

1)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20 g을 안지름 약 20 cm인 391 호 체에

2) 이 약 20 g을 안지름 약 20 cm인 391 호 (38

넣고 감압흡인형 체분급기를 써서 5 분간 조작한다.

μm) 체에 넣고 감압흡인형 체분급기를 써서 5 분간

체 위의 잔류물의 질량이 5 % 이상일 때에는 이 약

조작한다. 체 위의 잔류물의 질량이 5 % 이상일 때에

30 g에 물 270 mL를 넣고, 5 % 미만일 때에는 이

는 이 약 30 g에 물 270 mL를 넣고, 5 % 미만일 때

약 45 g에 물 255 mL를 넣어 교반기를 써서 고속도

에는 이 약 45 g에 물 255 mL를 넣어 교반기를 써

(매분 18000 회전 이상)로 5 분간 저어 섞은 다음

서 고속도 (매분 18000 회전 이상)로 5 분간 저어

그 100 mL를 100 mL 메스실린더에 넣어 3 시간 방

섞은 다음 그 100 mL를 100 mL 메스실린더에 넣어

치할 때 액은 흰색으로 불투명하며 기포가 없는 분산

3 시간 방치할 때 액은 흰색으로 불투명하며 기포가

상을 나타내고 액은 분리되지 않는다.

없는 분산상을 나타내고 액은 분리되지 않는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백색바셀린

백색바셀린

White Petrolatum

White Petrolatum

이 약은 석유로부터 얻은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을 탈색 이 약은 석유로부터 얻은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을 탈색
하여 정제한 것이다.
하여 정제한 것이다. 이 약은 적당한 안정화제를 넣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생략)
<신 설>
순도시험

비
1) 색

중

 


0.815 ∼ 0.880 (60 ℃)

이 약을 가온하여 녹이고

그 5 mL 순도시험 1) 색 이 약 10 g을 증기욕에서 녹이고 그
를 시험관에 취하여 액체상태를 유지할 때 액의 색은 5 mL를 시험관에 취하여 액체상태를 유지할 때 액의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비색할 때에는 흰색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비색할 때에는 흰
배경을 써서 반사빛으로 옆면에서 비색한다.

색의 배경을 써서 반사빛으로 옆면에서 비색한다. 약
이 담겨있는 시험관은 형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경에

접촉하여 관찰한다.
염화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6 mL에 물 ◦ 비교액 염화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6 mL에 물
3.4 mL를 넣는다.
3.4 mL를 넣는다.
◦ 비교액

2) 산 또는 알칼리 (생략)

2) 산 또는 알칼리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생략)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비소 (생략)

<삭제-순도시험 4)비소>

5) 황화합물 (생략)

<삭제-순도시험 5)황화합물>

6) 유기산류

이 약 20.0 g을 달아 미리 페놀프탈레

4) 유기산류

이 약 20.0 g을 달아 물과 중화에탄올

인시액 1 방울을 넣어 연한 빨간색이 나타날 때까지

(2:1) 비율로 섞인 용액 100 mL 에 넣어 흔들어 섞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은 묽은에탄올 100

어주고 끓여 녹인 용액을 검액으로 한다. 페놀프탈레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10 분간 끓이고 페놀

인시액 1 mL를 넣고 즉시 0.1 mol/L 수산화나트륨

프탈레인시액 2 ∼ 3 방울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으

시약으로 흔들어 섞으면서 분홍색 종말점까지 적정할

면서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0.40 mL를 1 방울

때 적정에 소비된 0.1 mol/L 수산화나트륨 시약은

씩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400 μL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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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7) 유지 또는 수지

행

(생략)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생략)
<신 설>

개 정 안
5) 유지 또는 수지 (현행과 같음)
<삭제-순도시험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
6) 균질성 150 g의 무게를 가지는 원뿔형의 금속 플
런저를 장착하고, 제거 가능한 금속 팁을 사용하는 침
입도계를 사용한다. 그 팁의 각도는 30 °이고, 끝은
길이를 잘라 0.381 ± 0.025 mm 직경을 가지고 윗
부분의 직경은 8.38 ± 0.05 mm이고 길이는

14.94

± 0.05 mm이다. 원뿔의 남은 부분 각도는 90 °이
고, 높이는 28 mm이며, 가장 넓은 부분이 직경은 65
mm이다. 용기는 평평한 바닥의 금속 원통으로 직경
100 ± 6 mm, 높이 65 mm이상이고 두께는 1.6
mm 이상이며 금속재질이고, 방수가 되는 마개가 있
다. 잘 맞고 방수가 되는 뚜껑이 제공된다. 용기와 약
을 오븐에서 가열하여 82 ± 2.5 ℃로 하고, 꺼내어
용기에 약을 부어 표면에서 6 mm 안이 되도록 넣는
다. 25 ± 2.5 ℃에서 16 시간 이상 방치하고, 실험
2 시간 전에 25 ± 0.5 ℃ 수욕에 넣는다. 실내온도
가 23.5 ℃이하 이거나 26.5 ℃이상이면 원뿔을 25
± 0.5 ℃ 수욕에 넣어 온도를 맞춘다. 물질의 표면을
매끈하게 유지한 상태로 침입도계 시험대로 옮기고 원
뿔을 낮추어 팁이 실험물질의 표면에 접촉하여 모서리
의 2.5 ∼ 38 mm에서 점을 만들도록 한다. 영점을
조절하고 플런저를 놓아 5 초 동안 낙하시킨다. 플런
저를 잡고 총 침입 길이를 측정한다. 실험을 3번 이상
시행하며, 침입된 면적이 겹치지 않게 한다. 침입이
20 mm 이상이 된 곳은 실험마다 다른 용기를 사용한
다. 수치는 0.1 mm 까지 측정하고, 3 번 이상의 실험
을 한다. 만약 각각의 수치가 평균에서 ± 3 % 이상
차이나면 10 번 까지 실험한다. 이 때 실험의 평균이
10.0 mm 이상 30.0 mm 이하이다.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저 장 법 기밀용기

저 장 법 밀폐용기

(현행과 같음)

사카린

<신 설>

Saccharin

C7H5NO3S : 183.18
1,2-Benzisothiazol-3(2H)-one, 1,1-dioxide [81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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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사카린
(C7H5NO3S : 183.18) 99.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무색 ∼ 흰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
성 가루로 맛이 매우 달다.
이 약은 에탄올에 조금 녹고, 물에 녹기 어렵다. 이 약
은 수산화나트륨시액에 녹는다.

확인시험

이 약 및 사카린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융

점

순도시험

226 ∼ 230 ℃
1) 용해상태

탁도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나트륨용액(1 → 5)을 넣어 녹여 1 mL
중 200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하고, 이 액을 검정 배경 위에서 관찰하여 액의 색을
비교한다. 검액은 물 또는 아세트산나트륨용액(1 →
5)처럼 맑고, 비교현탁액 (1)보다 탁하지 않다. 비교
현탁액 (1)을 조제하고 5 분 동안 방치한 다음 검액
과 비교한다. 비교현탁액 (1)과 물, 비교현탁액 (1)과
비교현탁액 (2)의 탁도가 충분히 구분되어야 하며, 용
액을 담는 시험관은 무색이며 투명하고 바닥이 평평한
지름이 15 ∼ 25 mm, 깊이 40 mm의 유리시험관이
다.
◦ 비교현탁액 : 4 ∼ 6 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
염시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헥사메틸테트라민
2.5 g을 물 25 mL에 녹인 액에 넣고 잘 섞어 24 시
간 방치한다. 유리용기에 보존하여 2 개월 이내에 쓴
다. 쓸 때 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현탁원액으로 한다. 이 현탁원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것을 비교현탁액 (1)로 한다. 따로 현탁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로 한 것을 비교현탁액 (2)로 한다.
색

탁도 시험의 검액을 가지고 흰 배경 위에서 관찰

할 때 검액은 물 또는 아세트산나트륨용액(1 → 5)처
럼 맑고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 염화철(Ⅲ)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염화코발트(Ⅱ)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및 황산구리(Ⅱ)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의 혼합액에 염산용액(1 → 100)을 넣어 10 mL
로 한다. 쓸 때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
용액(1 → 100)을 넣어 100 mL로 한다.
2) 중금속

이 약 2.0 g을 가지고 중금속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3) 벤조산염 및 살리실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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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액 10 mL에 염화철(Ⅲ)시액을 한 방울씩 넣을 때 침
전이 생기지 않으며,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4) 톨루엔설폰아미드

이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20 mL에 넣고 10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 ∼
6 mL로 녹인다. 필요시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또는 1 mol/L 염산으로 pH 7 ∼ 8로 맞춘 다음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을 염화메틸렌 50 mL씩으
로 4 회 추출한다. 모든 추출액을 합하여 무수황산나
트륨으로 건조하고 여과한 다음 염화메틸렌 10 mL를
넣어 여과지와 황산나트륨을 씻는다. 씻은 액과 여액
을 합하여 40 ℃ 이하의 수욕에서 증발 건조한다. 잔
사에 소량의 염화메틸렌을 넣어 적절한 10 mL 관에
옮기고, 질소 기류 하에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를 내
부표준액 1.0 mL에 녹인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o-톨루엔설폰아미드와 p-톨루엔설폰아미드 각각 적
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염화메틸렌을 넣어 녹여 1 mL
중 각각 20 μg씩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한다. 이
액 5.0 mL를 질소 기류 하에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
를 내부표준액 1 mL에 녹인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메틸렌 200 mL를 40 ℃ 이하의 수욕에서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를 염화메틸렌 1 mL에 녹인
것을 공시험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o-톨루엔설폰아미드와 p-톨루엔설폰아미드의 피크면
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각 QT는 QS 보다 크지 않
다 (각각 10 ppm 이하).
◦

내부표준액

:

카페인의

염화메틸렌용액(1

→

4000)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10 m인 용융

실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0 % 페닐
- 50 % 메틸폴리실록산을 2 μm의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18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10 mL/분

분할 비 : 2 : 1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o-톨루엔설폰아미드, p-톨루엔설폰아미
드,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o-톨루엔설폰아
미드 피크와 p-톨루엔설폰아미드 피크의 분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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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이다. 공시험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o-톨루엔설폰아미드, p-톨루엔설폰아미
드,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나지 않
는다.
5) 황산에 대한 정색물

이 약 0.20 g을 달아 시험한

다. 다만 48 ∼ 50 ℃에서 10 분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색의 비교액 A보다 진하지 않다.
건조감량

1.0 % 이하 (1 g, 105 ℃, 2 시간)

강열잔분

0.2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95)

40 mL를 넣어 녹이고 물 40 mL를 넣어 섞은 다음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3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18.32 mg C7H5NO3S
저 장 법 밀폐용기.

사카린나트륨수화물
Saccharin Sodium Hydrate

사카린나트륨수화물
Saccharin Sodium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Sodium 1,2-benzothiazol-3-olate 1,1-dioxide [6

155-57-3]

1,2-Benzisothiazol-3(2H)-one 1,1-dioxide, sodi
um salt, dihydrate [6155-57-3]
(현행과 같음)

(생략)
확인시험 1) <신

설>

확인시험

1)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넣어

녹여 1 mL 중 100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하고 이 액 10 mL에 15 % 탄산칼륨액 2
mL를 넣어 끓을 때까지 가열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않
는다. 이 액에 헥사히드록소안티몬(V)산칼륨시액 4
mL를 넣어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얼음물로 식힐 때
(필요하면 유리막대로 내벽을 긁음) 고밀도의 침전이
생긴다.
◦ 헥사히드록소안티몬(V)산칼륨시액 : 피로안티몬산
칼륨 2 g을 끓는 물 95 mL에 녹인 다음 급히 냉각한
다. 이 액에 수산화칼륨용액 (50 mg/mL) 50 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8.5 → 100) 1 mL를 넣어 24 시
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고 물을 넣어 150 mL로 한다.
1) 이 약 및 사카린나트륨수화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

2) 이 약 및 사카린나트륨수화물표준품을 105 ℃에서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
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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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0 g에 물 1.5 mL 또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탁도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는 에탄올 50 mL를 넣어 녹일 때 액은 모두 무색이며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 mL 중 200 mg을 함유하는

맑다.

액이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하고, 이 액을 검정 배경
위에서 관찰하여 액의 색을 비교한다. 검액은 물처럼
맑고, 비교현탁액 (1)보다 탁하지 않다. 비교현탁액
(1)을 조제하고 5 분 동안 방치한 다음 검액과 비교
한다. 비교현탁액 (1)과 물, 비교현탁액 (1)과 비교현
탁액 (2)의 탁도가 충분히 구분되어야 하며, 용액을
담는 시험관은 무색이며 투명하고 바닥이 평평한 지름
이 15 ∼ 25 mm, 깊이 40 mm의 유리시험관이다.
◦ 비교현탁액 : 4 ∼ 6 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
염시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헥사메틸테트라민
2.5 g을 물 25 mL에 녹인 액에 넣고 잘 섞어 24 시
간 방치한다. 유리용기에 보존하여 2 개월 이내에 쓴
다. 쓸 때 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현탁원액으로 한다. 이 현탁원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것을 비교현탁액 (1)로 한다. 따로 현탁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로 한 것을 비교현탁액 (2)로 한다.
색

탁도 시험의 검액을 가지고 흰 배경 위에서 관찰

할 때 검액은 물처럼 맑고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 염화철(Ⅲ)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염화코발트(Ⅱ)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및 황산구리(Ⅱ)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의 혼합액에 염산용액(1 → 100)을 넣어 10 mL
로 한다. 쓸 때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
용액(1 → 100)을 넣어 100 mL로 한다.
2) 산 또는 알칼리

(생략)

2) 산 또는 알칼리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생략)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셀레늄 (생략)

<삭제-순도시험 4)셀레늄>

5) 납 (생략)

<삭제-순도시험 5)납>

6) 비소 (생략)

<삭제-순도시험 6)비소>

7) 벤조산염 및 살리실산염

이 약 0.5 g에 물 10

4) 벤조산염 및 살리실산염

이 약 0.5 g에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 5 방울 및 염화제이철시

mL를 넣어 녹이고 6 mol/L 아세트산 5 방울 및 염화

액 3 방울을 넣을 때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또 액은

철(Ⅲ)시액 3 방울을 넣을 때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자주색 ∼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 액은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8) o-톨루엔설폰아미드

5) 톨루엔설폰아미드

이 약 10 g을 물 50 mL에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녹이고 아세트산에틸 30 mL씩으로 3 회 추출한다.

물을 넣어 녹여 1 mL 중 200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

아세트산에틸추출액을 합하여 염화나트륨용액(1

→

도록 한다. 필요시 최종 희석 이전에 1 mol/L 수산화

4) 30 mL로 씻고 무수황산나트륨 5 g을 넣어 탈수한

나트륨시액 또는 1 mol/L 염산으로 pH 7 ∼ 8로 맞춘

다음 아세트산에틸를 날려보낸다. 잔류물에 내부표준

다. 이 액 50 mL를 염화메틸렌 50 mL씩으로 4 회 추

액 5 mL를 정확하게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출한다. 모든 추출액을 합하여 무수황산나트륨으로 건

o-톨루엔설폰아미드 0.10 g을 달아 아세트산에틸에

조하고 여과한 다음 염화메틸렌 10 mL를 넣어 여과지
와 황산나트륨을 씻는다. 씻은 액과 여액을 합하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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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 이하의 수욕에서 증발 건조한다. 잔사에 소량의 염

하게 취하여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내부표

화메틸렌을 넣어 적절한 10 mL 관에 옮기고, 질소 기

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류 하에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를 내부표준액 1.0 mL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

에 녹인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o-톨루엔설폰아미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내부표

드와 p-톨루엔설폰아미드 각각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

준물질의 피크높이에 대한 o-톨루엔설폰아미드의 피

아 염화메틸렌을 넣어 녹여 1 mL 중 각각 20 μg씩을

크높이비 QT 및 QS를 구할 때 QT는 QS보다 크지 않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한다. 이 액 5.0 mL를 질소 기

다.

류 하에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를 내부표준액 1 mL에
녹인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메틸렌 200 mL
를 40 ℃ 이하의 수욕에서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를
염화메틸렌 1 mL에 녹인 것을 공시험액으로 한다. 검
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
의 피크면적에 대한 o-톨루엔설폰아미드와 p-톨루엔
설폰아미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각 QT
는 QS보다 크지 않다 (각각 10 ppm 이하).

내부표준액 카페인의 아세트산에틸용액(1 → 500)

◦

내부표준액

:

카페인의

염화메틸렌용액(1

→

4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1 m인 관에 기체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10 m인 용융

크로마토그래프용석신산디에틸렌글리콜폴리에스테르를

실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0% 페닐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3

- 50% 메틸폴리실록산을 2 μm의 두께로 입힌다.

％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18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20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25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유

분할비 : 2 : 1

량 : 카페인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조정

한다.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o-톨루엔설폰아미드, p-톨루엔설폰아미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o-톨루엔설폰아미드의

드,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o-톨루엔설폰아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미드 피크와 p-톨루엔설폰아미드 피크의 분리도는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1.5 이상이다. 공시험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높이

로 조작할 때 o-톨루엔설폰아미드, p-톨루엔설폰아미

에 대한 o-톨루엔설폰아미드 피크높이비의 상대표준

드,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나지 않

편차는 2.0 % 이하이다.

는다.

9) 황산에 대한 정색물 (생략)

6) 황산에 대한 정색물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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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칼슘수화물

<신 설>

Saccharin Calcium Hydrate

삭카린칼슘

C14H8CaN2O6S2·3.5H2O : 467.48

1,2-benzisothiazol-3(2H)-one 1,1-dioxide, calci
um salt, hydrate(2 : 7) [6381-91-5]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사카린칼
슘 (C14H8CaN2O6S2 : 404.44) 99.0 ~ 101.0 ％ 를
함유한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사카린칼슘수화물표준품을 항량

이 될 때까지 105 ℃에서 건조하고 나서 적외부스펙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
낸다.
2) 이 약을 적당량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1 mL중
100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검
액에 메틸레드시액 2 방울을 넣고 6 mol/L 수산화암
모늄액으로 중화시킨다. 이 액에 3 mol/L 염산액을 1
방울 씩 넣어 산성으로 한 다음 옥살산암모늄을 가할
때 흰색의 첨전이 생기고 이것은 6 mol/L 아세트산에
녹지 않으나 염산에서 녹는다.
3) 이 약은 칼슘염의 정성반응 1)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탁도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나트륨용액(1 → 5)을 넣어 녹여 1 mL
중 200 m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하고, 이 액을 확산 주광 하에서 검정 배경을 써서 위
에서 관찰하여 액의 색을 비교한다. 검액은 물 또는
아세트산나트륨용액(1 → 5)처럼 맑고, 비교현탁액
(1)보다 탁하지 않다. 비교현탁액 (1)을 조제하고 5
분 동안 방치한 다음 검액과 비교한다. 비교현탁액
(1)과 물, 비교현탁액 (1)과 비교현탁액 (2)의 탁도
가 충분히 구분되어야 한다. 용액을 담는 시험관은 무
색이며 투명하고 바닥이 평평한 지름이 15 ∼ 25
mm, 깊이 40 mm의 유리시험관이다. 용액을 담는 시
험관은 무색이며 투명하고 바닥이 편평한 지름이 15
∼ 25 mm, 깊이 40 mm의 중성유리 시험관이다.
◦ 비교현탁액 : 4 ∼ 6 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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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시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헥사메틸테트라민
2.5 g을 물 25 mL에 녹인 액에 넣고 잘 섞어 24 시
간 방치한다. 유리용기에 보존하여 2 개월 이내에 쓴
다. 쓸 때 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현탁원액으로 한다. 이 현탁원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것을 비교현탁액 (1)로 한다. 따로 현탁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로 한 것을 비교현탁액 (2)로 한다.
색

탁도 시험의 검액을 가지고 흰 배경 위에서 관찰

할 때 검액은 물 또는 아세트산나트륨용액(1 → 5)처
럼 맑고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 염화철(Ⅲ)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염화코발트(Ⅱ)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3.0
mL 및 황산구리(Ⅱ)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의 혼합액에 염산용액(1 → 100)을 넣어 10 mL
로 한다. 쓸 때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
용액(1 → 100)을 넣어 100 mL로 한다.
2) 중금속

이 약 4.0 g에 물 46 mL를 넣어 녹이고

묽은염산(1 → 12) 4 mL를 넣어 50 mL로 하고 기
벽을 유리막대로 긁어서 결정이 석출하기 시작하면 1
시간 방치한다. 다음에 건조여과지로 여과하여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25 mL에 묽은아세
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액으로 하여 중금속시험법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1.0 mL에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10 ppm 이하).
3) 벤조산염 및 살리실산염

이 약 0.5 g에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6 mol/L 아세트산 5 방울 및 염화
제이철시액 3 방울을 넣을 때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또 액은 자주색 ∼ 보라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4) 톨루엔설폰아미드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1 mL 중 200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 필요하다면 최종 희석 이전에 1 mol/L 수산화나
트륨 혹은 1 mol/L 염산으로 pH를 7 ∼ 8로 조절한
다. 이 액 50 mL에 염화메틸렌 50 mL를 가하여 아
래층을 추출한다. 다시 조작을 3회 반복한다. 이 추출
액을 무수황산나트륨을 넣어서 건조하고 여과하고 염
화메틸렌 10 mL를 가하여 여과지와 황산나트륨을 씻
는다. 씻은액과 여액을 합하여 40 ℃이하의 온도로 수
욕에서 증발 건조한다. 잔류물에 소량의 염화메틸렌을
가하여 적절한 10 mL 관에 옮기고, 질소 기류 중에서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에 내부표준액 1 mL를 가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o-톨루엔설폰아미드와 p톨루엔설폰아미드를 각각 적당량 정밀하게 달아 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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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렌에 녹여 1 mL 중 각각 20.0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고 이 액 5 mL를 질소 기류 중에서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에 내부표준액 1 mL를 가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높이에 대한 o-톨루
엔설폰아미드와

p-톨루엔설폰아미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QT는 QS보다 크지 않다 (각각
10 ppm 이하). 염화메틸렌 200 mL를 40 ℃이하의
온도로 수욕에서 증발 건조한 다음 잔사에 염화메틸렌
1 mL를 가하여 녹여 공시험액으로하여 보정한다.
내부표준액 : 카페인을 적당량 정밀하게 달아 염화메
틸렌에 녹여 1 mL 중 0.25 mg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10 m인 용융

실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50 % 페닐
– 50 % 메틸폴리실록산을 2 μm의 두께로 피복한 것
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18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50 ℃의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10 mL/분

분할 비 : 2 : 1
주입 량 : 1 μL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o-톨루엔설폰아미드, p톨루엔설폰아미드, 카페인의 순서로 유출하고 o-톨루
엔설폰아미드 피크와 p-톨루엔설폰아미드 피크간 분
리도는 1.5 이상이다. 공시험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동일한 머무름시간에서 o-톨루엔
설폰아미드, p-톨루엔설폰아미드, 카페인의 피크가 나
타나지 않는다.
5) 황산에 대한 정색물

이 약을 적당량 정밀하게 달

아 황산 94.5 ∼ 95.5 % (w/w)에 녹여 1 mL 중
40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다
만 48 ∼ 50 ℃에서 10 분간 방치한 다음 흰색을 배
경으로 액의 색을 비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
교액 A가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
수

분

15.0 ％ 이하 (0.1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정 량 법 이 약을 적당량 정밀하게 달고 아세트산(100)
을 넣어 필요하면 약하게 가열하며 녹여 1 mL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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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고 0.1 mol/L 과염소산으
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20.22 mg C14H8CaN2O6S2
저 장 법 밀폐용기

셀라세페이트

셀라세페이트

Cellacefate

Cellacefate

초산프탈산셀룰로오스

초산프탈산셀룰로오스

[9004-38-0]

Cellulose acetate phthalate [9004-38-0]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셀라세페이트표준품을 가지고 적외 확인시험

이 약 및 셀라세페이트표준품을 건조하지 않고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생략)
정 량 법 1) 카르복시벤조일기 (생략)
2) 아세틸기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마개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카르복시벤조일기 (현행과 같음)
2) 아세틸기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마개

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50 mL를 넣고 다시

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다시 0.1 mol/L 수산화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25 mL를 정확하게 넣고

나트륨액 25 mL를 정확하게 넣고 여기에 환류냉각기

여기에 환류냉각기를 달아 30 분간 끓인다.

를 달아 30 분간 끓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스테아르산

스테아르산

Stearic Acid

Stearic Acid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

<신 설>

Stearic acid [57-11-4]

이 약은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형의 지방산으로 주로 스

이 약은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형의 지방산으로 주로

테아르산 (C18H36O2 : 284.48) 및 팔미트산 (C16H32O2 : 스테아르산 (C18H36O2 : 284.48) 및 팔미트산
(C16H32O2 : 256.42)으로 되어 있다. 외용제로 사용 시
256.42)으로 되어 있다.
스테아르산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스테아르산
50
스테아르산
70
스테아르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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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아르산 : 40.0 ∼ 60.0 %. 스테아
르산과 팔미트산의 총량이 90.0 % 이
상.
스테아르산 : 60.0 ∼ 80.0 %. 스테아
르산과 팔미트산의 총량이 90.0 % 이
상.
스테아르산 : 90.0 % 이상. 스테아르
산과 팔미트산의 총량이 96.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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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흰색의 밀납 모양 혹은 결정성 덩어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밀납 모양 혹은 결정성 덩어

리 또는 가루로 약간 지방의 냄새가 있다. 이 약은 에

리 또는 가루로 약간 지방의 냄새가 있다.

테르에 잘 녹으며 에탄올에 녹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

이 약은 에테르에 잘 녹으며 에탄올에 녹고 물에는 거

는다.

의 녹지 않는다.

융점 : 56 ∼ 72 ℃ (제 2 법)

<삭제>

<신 설>

확인시험

1) 응고점을 측정할 때 결과가 적합하다.

2)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에서 검
액과 표준액의 유지시간은 같다.
산

가 194 ∼ 210

요오드가 4.0 이하

산

가

요오드가

194 ∼ 212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250 mL 요오

드플라스크에 넣고 브롬화요오드(Ⅱ)시액 25 mL를
넣어 녹인다. 밀전하고 차광하여 30 분 간 때때로 흔
들어 섞어 방치한다. 여기에 요오드화칼륨시액 30 mL
및 물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유리된 요오
드를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흔들어 섞으면
서 적정한다. 요오드의 색이 충분히 옅어지면 전분시
액 3 mL를 넣고 파란색이 사라질 때까지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
험을 한다. 이 때, 유지시험법의 요오드가 항목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하다.
◦ 브롬화요오드(Ⅱ)시액

브롬화요오드(Ⅱ) 20 g에

아세트산(31) 1000 mL를 넣어 녹인다.
스테아르산 유형
스테아르산 50

요오드가
4.0 이하

비누화가 (생략)

스테아르산 70

4.0 이하

비비누화물 (생략)

스테아르산 95

1.5 이하

수

분 (생략)

<신 설>

<삭제-비누화가>
<삭제-비비누화물>
<삭제-수분>
응 고 점

순도시험

<신 설>

스테아르산 유형
스테아르산 50

응고점 (℃)

스테아르산 70

57 ∼ 64

스테아르산 95

64 ∼ 69

순도시험

1) 용해상태

53 ∼ 59

이 약을 75 ℃로 가열할 때 그

액은 비교액 (1)이나 비교액 (2)보다 진하지 않다.
비교원액 (1) : 염화철(Ⅲ)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 염화코발트(Ⅱ)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0.6 mL 및 염산용액(1 → 100) 7 mL를 넣고 섞는
다. 이 용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비교원액 (2) : 염화철(Ⅲ)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4 mL, 염화코발트(Ⅱ)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1
mL, 황산구리(Ⅱ)오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0.4 mL
및 염산용액(1 → 100) 6.2 mL를 넣고 섞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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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비교액 (1) : 비교원액 (1) 2.5 mL에

1) 광 산

이 약 5 g 을 가온하여 융해하고 열탕 5

염산용액(1

→ 100) 97.5 mL를 넣는다.

mL 를 넣어 2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비교액 (2) : 비교원액 (2) 2.5 mL에

여액에 메틸오렌지시액 1방울을 넣을 때 액은 빨간색

→ 100) 97.5 mL를 넣는다.

을 나타내지 않는다.

2) 산

2) 중금속 (생략)

mL를 넣어 2 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3) 수 은

여액에 메틸오렌지시액 0.05 mL를 넣을 때 액은 빨

(생략)

이 약 5 g을 가온하여 융해하고 끓인 물 10

4) 납 (생략)

간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5) 비 소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생략)

6) 지방 또는 파라핀 (생략)

염산용액(1

<삭제-순도시험 3)수은>

강열잔분 (생략)

<삭제-순도시험 4)납>

<신 설>

<삭제-순도시험 5)비소>
<삭제-순도시험 6)지방 또는 파라핀>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스테아르산·팔미트산 함량비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
게 달아 환류냉각기를 단 작은 삼각플라스크에 넣는
다. 삼플루오르화붕소·메탄올시액 5 mL를 넣어 흔들
어 섞고 녹을 때까지 약 10 분간 가열한다. 냉각기를
통하여 헵탄 4 mL를 넣고 약 10 분간 가열한다. 식
힌 다음 포화염화나트륨용액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액을 두 층으로 분리시킨다. 분리시킨
헵탄층을 미리 헵탄으로 씻은 무수황산나트륨 약 0.2
g을 통과시켜 별도의 플라스크에 취한다. 이 액 1.0
mL를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헵탄을 넣어 정확
하게 10 mL로 하고 흔들어 섞어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의 지방산분획 중의 스테아르
산의 비율 (%)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스테아르산의 비율 (%) = A / B × 100
A =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면적
B = 얻어진 모든 지방산에스테르의 피크면적의 합
같은 방법으로 이 약에 함유된 팔미트산의 비율 (%)
을 계산한다.
팔미트산의 비율 (%) = C / B × 100
C = 팔미트산메틸의 피크면적
B = 얻어진 모든 지방산에스테르의 피크면적의 합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면적 및 스테아르산메틸과 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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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산메틸의 합계피크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스테아르산
50
스테아르산
70

스테아르산 : 40.0 ∼ 60.0 %. 스테아
르산과 팔미트산의 총량이 90.0 % 이
상.
스테아르산 : 60.0 ∼ 80.0 %. 스테아
르산과 팔미트산의 총량이 90.0 % 이

스테아르산

상.
스테아르산 : 90.0 % 이상. 스테아르

95

산과 팔미트산의 총량이 96.0 % 이상.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모세

관칼럼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폴리에틸렌글리
콜 15000-디에폭시드를 두께 0.5 μm로 입힌다.
칼럼온도 : 검체를 주입한 다음 70 ℃ 부근의 일정 온
도로 약 2 분간 유지하고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
5 ℃ 씩 상승시키고 240 ℃ 부근의 일정온도에서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2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6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2.4 mL/분

분할 비 : 2 : 1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팔미트산메틸, 스테아르산메
틸의 순서로 유출하고 스테아르산메틸에 대한 팔미트
산메틸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9이고 분리도는 5.0 이
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1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팔미트산메
틸 및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고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면적에 대한
팔미트산메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시스템적합성용액 : 스테아르산표준품 및 팔미트
산표준품 각각 약 50 mg을 환류냉각기를 단 작은 삼
각플라스크에 넣는다. 삼플루오르화붕소·메탄올시액
저 장 법 (생략)

5.0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녹을 때까지 약 10 분간
가열한다.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시스
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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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아르산마그네슘

스테아르산마그네슘

Magnesium Stearate

Magnesium Stearate

(생략)
확인시험 (생략)
<신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스테아르산·팔미트산 함량비에 따라 시험

설>

할 때 검액의 크로마토그램에서 나타나는 스테아르산
피크와 팔미트산 피크의 유지시간과 시스템적합성용액
의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일치한다.
순도시험 1) ~ 4) (생략)

순도시험

1) ~ 4)

(현행과 같음)

5) 스테아르산·팔미트산 함량비 (생략)

5) 스테아르산·팔미트산 함량비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생략)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석영

(현행과 같음)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모세

제칼럼의 내면에 두께 0.5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관칼럼의 내면에 두께 0.5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용폴리에틸렌글리콜 15000-디에폭시드를 피복한다.

용폴리에틸렌글리콜 15000-디에폭시드를 피복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 μL를 가지고 위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 μL를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팔미트산메틸, 스테아르산메틸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팔미트산메틸, 스테아르산메틸

의 순서로 유출하고 스테아르산메틸에 대한 팔미트산메

의 순서로 유출하고 스테아르산메틸에 대한 팔미트산메

틸의 상대유지시간비는 약 0.86이고 분리도는 5.0 이상

틸의 상대유지시간비는 약 0.9이고 분리도는 5.0 이상

이다.

이다.

성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1 μL씩을 가지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1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팔미트산메틸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팔미트산메틸

및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6.0

및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고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에 대한 팔미트산메

% 이하이고 스테아르산메틸의 피크에 대한 팔미트산메

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쌀전분

쌀전분

Rice Starch

Rice Starch

상

(생략)
이 약은 흰색의 덩어리 또는 가루이며 냄새 성

상

(현행과 같음)
이 약은 흰색의 덩어리 또는 가루이다.

및 맛은 없다.
이 약은 검경할 때 다각형으로서 긴 지름은 3 ∼ 10

<삭제>

μm, 거의가 4 ∼ 6 μm의 알갱이로 되어 있고 때때
로 서로 모여서 지름이 50 ∼ 100 μm에 이르는 타원
형의 복합알갱이를 이루며 제점 및 층문은 볼 수 없다.
이 약은 물 또는 에탄올에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신 설>

이 약은 물 또는 에탄올에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이 약에 물․글리세린혼합액(1 : 1)을 떨어

뜨리고 20 배율 이상의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다각형
으로서 긴 지름은 1 ∼ 10 μm, 거의가 4 ∼ 6 μm
의 알갱이로 되어 있고 때때로 서로 모여서 지름이
50 ∼ 100 μm에 이르는 타원형의 복합알갱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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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며 제점 및 층문은 볼 수 없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편광판 또는 편광프리즘 사이에서는 이 약의 제점은
뚜렷한 검정색의 십자형을 볼 수 있다.

1) 이 약 1 g에 물 50 mL를 넣어 끓인 다음 식힐 때

2) 이 약 1 g에 물 50 mL를 넣어 1분간 끓인 다음

혼탁한 중성의 풀 상태로 된다.

식힐 때 혼탁한 중성의 풀 상태로 된다.

2) 이 약은 요오드시액을 넣을 때 어두운 청자색을 나

3) 2) 시험에서 얻은 풀 상태의 이 약 1 mL에 요오

타낸다.

드시액 0.05 mL를 넣을 때 적황색 ∼ 어두운 청자색
을 나타내며, 가열하면 색이 사라진다.
◦ 요오드시액 : 요오드 12.7 g 및 요오드화칼륨 20 g
에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요오드화칼륨 0.6 g을 넣고 물을 넣어 정
확하게 100 mL로 한다(용시 조제).

<신 설>

pH 이 약 5.0 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25.0 mL에 넣고
일정한 속도로 1 분간 섞고 가만히 15 분간 방치한
후 측정한 이 용액의 pH는 5.0 ∼ 8.0 이다.

순도시험 1) 철 (생
2) 산화성물질

략)

순도시험

1) 철 (현행과 같음)

이 약 4.0 g에 물 50.0 mL를 넣고 5

2) 산화성물질 이 약 4.0 g에 물 50.0 mL를 넣고 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30.0 mL에 아세트산(100) 1 mL 및 요오드화칼륨

30.0 mL에 아세트산(100) 1 mL 및 요오드화칼륨

0.5 ∼ 1.0 g을 넣고 흔들어 섞고 어두운 곳에서 25

0.5 ∼ 1.0 g을 넣고 흔들어 섞고 어두운 곳에서 25

∼ 30 분간 가만히 방치한다. 전분시액 1 mL를 넣고

∼ 30 분간 가만히 방치한다. 전분시액 1 mL를 넣고

0.002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0.002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검
액을 적정할 때 필요한 0.002 mol/L 티오황산나트륨

0.002 mol/L 티오황산나트륨 1 mL
= 34 μg 과산화수소로 환산한 산화성 물질

액은 1.4 mL 이하이다 (과산화수소로 환산할 때 20
ppm 이하).
0.002 mol/L 티오황산나트륨 1 mL
= 34 μg 과산화수소로 환산한 산화성 물질

3) 이산화황 장치

다음 그림과 같은 장치를 쓴다.

3) 이산화황

장치 다음 그림과 같은 장치를 쓴다.

A: 가열플라스크

A: 가열플라스크

B: 분액깔때기

B: 분액깔때기

C: 냉각기

C: 냉각기

D: 시험관

D: 시험관

E: 코크

E: 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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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법 (중략) 수욕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조작법 (현행과 같음) 수욕에서 15 분간 가열한 다음
(이하 생략)

식힌다.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강열잔분 0.6 ％ 이하(1 g)

분 0.6 ％ 이하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기성미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기성미

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다. 또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이하이다. 또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신 설>

저 장 법 밀폐용기

에탄올

성

상

에탄올

Ethanol

Ethanol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으로 특이한 냄새 및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이 약은 물과

타는 듯한 맛이 있다. 이 약은 물과 섞인다. 이 약은

섞인다. 이 약은 연소하기 쉽고 점화할 때 연한 파란

연소하기 쉽고 점화할 때 연한 파란색의 불꽃을 내면

색의 불꽃을 내면서 탄다.

서 탄다.

이 약은 휘발성이다.

이 약은 휘발성이다.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에탄올(99.5)

무수에탄올

Anhydrous Ethanol

Anhydrous Ethanol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에탄올｣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확인시험

이 약 및 에탄올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

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Sodium Chloride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2) 산 또는 알칼리

이 약 20. 0 g를 새로 끓여 식힌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산 또는 알칼리

이 약 20. 0 g를 새로 끓여 식힌

물 10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0 mL에

물 100.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0 mL에

브로모티몰블루시액 0.1 mL 및 0.01 mol/L 염산 0.5

브로모티몰블루용액 0.1 mL 및 0.01 mol/L 염산시액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노란색이다. 또 검액 20 mL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노란색이다. 또 검액 20 mL

에 브로모티몰블루시액 0.1 mL 및 0.01 mol/L 수산

에 브로모티몰블루용액 0.1 mL 및 0.01 mol/L 수산

화나트륨액 0.5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파란색이다.

화나트륨시액 0.5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파란색이
다.
◦ 브로모티몰블루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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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한 0.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1→10) 및 에탄
올(95) 20 mL에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3) 브롬화물 (생략)

3) 브롬화물

(현행과 같음)

4) 아질산염

4) 아질산염

이 약 20.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

이 약 20.0 g을 정밀하게 달아 이산화

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는 물에 녹여 100.0 mL로

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물 10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물 10 mL를 넣고 자외

mL를 넣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때 파장 354 nm

파장 354 nm에서의 흡광도는 0.01 이하이다.

에서의 흡광도는 0.01 이하이다.
5) 요오드화물
액·0.5

이 약 5 g에 새로 만든 전분시

mol/L

황산시액·아질산나트륨시액혼합액

5) 요오드화물
액·0.5

이 약 5 g에 새로 만든 용성전분시

mol/L

황산시액·아질산나트륨시액혼합액

(1000 : 40 : 3) 0.15 mL를 떨어뜨려 적셔 5 분간

(1000 : 40 : 3) 한 방울씩 떨어뜨려 적셔 5 분간

방치하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관찰할 때 파란색을 나타

방치하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관찰할 때 파란색을 나타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다.

6) 인산염

2)의 검액 2.0 mL에 2 mol/L 황산시액

6) 인산염 2)의 검액 2.0 mL에 물을 넣어 100.0

5 mL 및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여기에 몰리브

mL로 하여 여기에 몰리브덴산암모늄·황산시액

덴산암모늄·황산시액 4 mL 및 염화주석(II)·염산시

mL 및 염화주석(II)·염산시액 0.1 mL를 넣어 10 분

액 0.1 mL를 넣어 10 분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다

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

음 비교액보다 진하지 않다.

다.

7) 황산염 (생략)

7) 황산염

8) 페로시안화합물

이 약 2.0 g를 물 6 mL에 녹여

4

(현행과 같음)

8) 페로시안화합물

이 약 2.0 g를 물 6 mL에 녹여

황산제일철칠수화물용액(1 → 100)·황산제이철암모

황산철(II)칠수화물용액(1

늄십이수화물의 희석시킨 황산(1 → 400)용액(1 →

(III)십이수화물의 희석시킨 황산(1 → 400)용액(1

100)혼합액(19 ： 1) 0.5 mL를 넣을 때 액은 10 분

→ 100)혼합액(19 ： 1) 0.5 mL를 넣을 때 액은 10

이내에 파란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분 이내에 파란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9) 중금속 (생략)

9) 중금속 (현행과 같음)

10) 마그네슘 및 알칼리토류금속

물 200 mL에 히

→

10) 마그네슘 및 알칼리토류금속

100)·황산암모늄철

물 200 mL에 히

드록실암모늄염산염 0.1 g, pH 10 염화암모늄완충액

드록실암모늄염산염 0.1 g, pH 10 염화암모늄완충액

10 mL, 0.1 mol/L 황산아연액 1 mL 및 에리오크롬

10 mL, 0.1 mol/L 황산아연액 1 mL 및 에리오크롬

블랙 T·염화나트륨지시약 0.2 g를 넣어 40 ℃에서

블랙 T·염화나트륨지시약 0.15 g를 넣어 40 ℃에서

가온한다. 이 액에 0.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

가온한다. 이 액에 0.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

세트산이나트륨액을 액의 자주색이 청자색이 될 때까

세트산이나트륨액을 액의 자주색이 파란색이 될 때까

지 떨어뜨린다. 이 액에 이 약 10.0 g를 물 100 mL

지 떨어뜨린다. 이 액에 이 약 10.0 g를 물 100 mL

에 녹인 액 및 0.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

에 녹인 액 및 0.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

산이나트륨액 2.5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청자색이

산이나트륨액 2.5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파란색이

다.

다.

11) 바륨 (생략)

11) 바륨 (현행과 같음)

12) 알루미늄

12) 알루미늄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용 또는 혈액여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용 또는 혈액여

과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한다. 이 약

과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한다. 이 약

20.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0 mL에 녹이고 아세

20.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0 mL에 녹이고 아세

트산·아세트산암모늄완충액 (pH 6.0) 10 mL를 넣

트산·아세트산암모늄완충액 (pH 6.0) 10 mL를 넣

고 0.5 % 8-히드록시퀴놀린의 클로로포름용액 20

고 0.5 % 8-히드록시퀴놀린의 클로로포름용액 20

mL, 20 mL, 및 10 mL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라

mL, 20 mL, 및 10 mL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라

스크에 모은 후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

스크에 모은 후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

액으로 한다. 따로 알루미늄칼륨황산염 0.352 g을 달

액으로 한다. 따로 알루미늄칼륨황산염 0.352 g을 달

아 소량의 물을 넣어 녹이고 묽은 황산 20 mL를 넣

아 소량의 물을 넣어 녹이고 묽은 황산 20 mL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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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쓰기 직전에 이 액

은 후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쓰기 직전에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

다. 다시 이 액 2.0 mL를 취하여 아세트산·아세트산

다. 다시 이 액 2.0 mL를 취하여 아세트산·아세트산

암모늄완충액 (pH 6.0) 10 mL를 넣고 물 98 mL를

암모늄완충액 (pH 6.0) 10 mL를 넣고 물 98 mL를

넣어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

넣어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50 mL 용량플

라스크에 모은 후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라스크에 모은 후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또한 아세트산·아세트산암모늄완충

표준액으로 한다. 또한 아세트산·아세트산암모늄완충

액 (pH 6.0) 10 mL에 물 100 mL를 섞고 검액과 같

액 (pH 6.0) 10 mL에 물 100 mL를 섞고 검액과 같

은 방법으로 클로로포름을 가지고 추출하여 공시험액

은 방법으로 클로로포름을 가지고 추출하여 공시험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형광광도법에 따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형광광도법에 따

라 시험하여 여기파장 392 nm, 형광파장 518 nm에

라 시험하여 여기파장 392 nm, 형광파장 518 nm에

서의 형광강도를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형광강도는

서의 형광강도를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형광강도는

표준액(0.2 μg/g)의 형광강도보다 크지 않다.

표준액의 형광강도보다 크지 않다 (0.2 ppm 이하).

13) 철 (생략)

13) 철

14) 칼륨

14) 칼륨

주사제,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용 또는 혈액

(현행과 같음)
주사제,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용 또는 혈액

여과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한다. 이 약

여과용 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한다. 이 약

1.0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고 잘 섞으면서 녹여

1.0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고 잘 섞으면서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리 105 ℃에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리 105 ℃에

서 3 시간 동안 건조한 염화칼륨 1.144 g을 정밀하게

서 3 시간 동안 건조한 염화칼륨 1.144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1000 mL로 하여 1 mL 중 칼륨으로

달아 물에 녹여 1000 mL로 하여 1 mL 중 칼륨으로

서 600 μg을 함유하는 용액이 되게 하여 표준원액으

서 600 μg을 함유하는 용액이 되게 하여 표준원액으

로 한다. 필요하면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로 한다. 표준원액을 희석하여 검액의 칼륨 함량이 측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

정 가능한 범위내 3가지 농도의 표준액을 만든다. 검

라 3 회 이상 시험하고 표준액의 흡광도로부터 얻은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

검량선을 써서 검액의 칼륨 함량을 구할 때 0.05 %

에 따라 3 회 이상 시험하고 표준액의 흡광도로부터

이하이다.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의 칼륨 함량을 구할 때 500
ppm 이하이다.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Low Substituted Hydroxypropylcellulose

Low Substituted Hydroxypropylcellulose

(생략)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0.1 g에 물 10 mL를 넣고 저어 섞어 현탁

2) 이 약 0.1 g에 물 10 mL를 넣고 저어 섞어 현탁

한 다음 수산화나트륨 1 g을 넣고 다시 저어 섞고 균

한 다음 수산화나트륨 1 g을 넣고 다시 저어 섞고 균

질하게 된 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 0.1 mL를 취하

질하게 된 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 0.1 mL를 취하

여 희석시킨 황산(9 → 10) 9 mL를 넣고 잘 흔들어

여 희석시킨 32 mol/L 황산 9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정확하게 3 분간 가열한 다음 곧 얼음

섞고 수욕에서 정확하게 3 분간 가열한 다음 곧 얼음

물에서 식히고 닌히드린시액 0.6 mL를 조심하여 넣고

물에서 식히고 닌히드린시액 0.6 mL를 조심하여 넣고

흔들어 섞어 25 ℃에서 방치할 때 액은 처음에는 빨

흔들어 섞어 25 ℃에서 방치할 때 액은 처음에는 빨

간색을 나타내고 100 분 이내에 보라색으로 변한다.

간색을 나타내고 100 분 이내에 보라색으로 변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pH

이 약 1.0 g에 새로 끓여 식힌 물 100 mL를 넣고 <삭제-pH>

흔들어 섞은 액의 pH는 5.0 ∼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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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0.5 g에 열탕 30 mL를 넣 순도시험

1) 염화물

이 약 0.5 g에 열탕 30 mL를 넣

고 잘 저어 섞고 수욕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뜨거

고 잘 저어 섞고 수욕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뜨거

울 때 경사하고 위의 맑은 액 부터 차례로 여과하고

울 때 경사하고 위의 맑은 액 부터 차례로 여과하고

잔류물을 열탕 50 mL로 잘 씻고 씻은 액은 여액에

잔류물을 열탕 50 mL로 잘 씻고 씻은 액은 여액에

합한다. 식힌 다음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합한다. 식힌 다음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취하여 묽은질산 6 mL 및 물을 넣어 50 mL

10 mL를 취하여 묽은질산 6 mL 및 물을 넣어 50

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

0.01 mol/L 염산 0.25 mL를 넣는다 (0.355 % 이

는 0.02 mol/L 염산 0.25 mL를 넣는다 (0.36 % 이

하).

하).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3) 비소

<삭제-순도시험 3)비소>

이 약 1.0 g을 달아 제 3 법에 따라 조작하

(현행과 같음)

여 시험한다 (2 ppm 이하).
건조감량

6.0 % 이하 (1 g, 105 ℃, 1 시간).

건조감량

강열잔분

1.0 % 이하 (1 g).

강열잔분

정 량 법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의 정량법에 따라 정 량 법

5.0 % 이하 (1 g, 105 ℃, 1 시간).
0.5 % 이하 (1 g).
1) 장치

분해병 : 5 mL의 유리로 만든 내압

시험한다. 다만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50 μL를

나사마개병으로 밑부분의 안쪽이 원추꼴로 되어 있고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15 μL로 하고 시험에 쓰

바깥지름 약 20 mm, 머리부분까지의 높이 약 50

는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2 μL씩으로 하며 내부

mm, 높이 약 30 mm까지의 부피가 2 mL로 마개는

표준액은 n-옥탄의 o-자일렌용액(1 → 50)으로 한

내열성 수지로 만든 것, 안쪽마개 또는 실(seal)은 불

다.

소수지로 만든 것.
가열기 : 사각형의 금속알루미늄제 열판에 지름 20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3H7O2)의 양 (%)

mm, 깊이 32 m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분해병

T
S
=  ×  × 
S 검체의 양 mg

에 적합한 것. 가열기는 자석식 교반기를 써서 분해병
의 내용물을 흔들어 섞는 구조를 가지든가 진탕기에
달아 분당 약 100 회 왕복 진탕할 수 있는 것을 쓴다.
2) 조작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65 mg을 정밀하게

달아 분해병에 넣고 아디프산 60 ∼ 100 mg, 내부표
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넣어 마
개를 하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30 초
간 흔들어 섞은 다음 가열기를 써서 130 ± 2 ℃에서
5 분마다 흔들어 섞으면서 30 분간 가열하고 다시 30
분간 가열을 계속한다.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감량이 0.50 % 이하인 것의 위층을 검액으로 한
다. 따로 아디프산 60 ∼ 100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분해병에 취하여 마
개를 하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요오드화이소프로
필표준품 15 ∼ 22 μL를 넣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30 초간 흔들어 섞은 다음 위층을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 2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요오드화이소프
로필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3H7O2)의 양 (%)
= ( QT / QS

)×(W

S

/ 검체의 양(mg)) ×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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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표준액 중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양 (mg)
내부표준액 n-옥탄의 o-자일렌용액 30 mg/mL
조작조건
검출기 : 열전도도검출기 또는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3 m인 관에 메틸

실리콘폴리머를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
프용규조토에 20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10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열전도도검출기를 쓰는 경우는 헬륨, 불꽃
이온화검출기를 쓰는 경우는 헬륨 또는 질소
유

량 :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

록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요오드화이소프로필,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로 유출하고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을
쓴다.
저 장 법
저 장 법

기밀용기.

정제백당

정제백당

Purified Sucrose

Purified Sucrose

(생략)
성

상

기밀용기.

(현행과 같음)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 또는 광택이 있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 또는 광택이 있

는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이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는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이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에는 녹기 어렵다.

녹으며 에탄올(99.5)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백당 10 mg씩에 희석시킨 메탄 확인시험

이 약 및 정제백당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올(3 → 5)을 각각 넣어 2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액 (1)로 한다. 따로 포도당, 유당, 과당 및 백당 10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mg씩에 희석시킨 메탄올(3 → 5)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표준액 (1) 및
표준액 (2) 2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완전하게 건조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2-프로판올·물혼합액(65

:

23 : 1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하고 곧 아세트산에
틸·2-프로판올·물혼합액(55 : 30 : 15)로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한다. 여기에 티
몰 0.5 g을 에탄올·황산혼합액(19 : 1) 100 mL에
녹인 용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3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은 표준액 (1)에서 얻
은 주반점과 같은 위치, 색 및 크기를 나타낸다. 또 표
준액 (2)에서 얻은 4 개의 반점은 각각 명확하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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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다.
2) 이 약 50.0 g을 새로 끓여 식힌 물에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에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 mL를 취하여 새로 만
든 황산구리시액 0.15 mL 및 새로 만든 2 mol/L 수
산화나트륨시액 2 mL를 넣은 액은 파란색이며 맑고
끓인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 용액에 묽은염산 4
mL를 넣어 끓이고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4 mL
를 넣을 때 곧 주황색 침전이 생긴다.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신

순도시험

1) 색

설>

가

이 약 50.0 g을 달아 물 50 mL

를 정확하게 넣어 섞은 다음 공경 0.45 μm의 필터로
여과하고 탈기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층장 최소 4 cm 셀
(층장 10 cm 이상 권장)을 써서 파장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식에 따라 색가를 구할 때,
주사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45 이하, 그 외의 제제
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75 이하이다
색가 = ( A × 1000 / b ) / c
A : 흡광도 (파장 420 nm)
b : 셀 측장 (cm)
c : 굴절률측정법에 따라 구한 굴절률(
D )로부터 계
산된 검액의 농도 (g/mL). 필요시 다음의 표를 이용
하여 값을 외삽한다.

D

c (g/mL)

1.4138
1.4159
1.4179
1.4200
1.4221
1.4243
1.4264

0.570
0.585
0.600
0.615
0.630
0.645
0.661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
험을 2회 반복할 때 결과 값의 차이는 3 이내이다.
2) 용해상태
1) 용해상태

확인시험 2)의 검액은 맑고 이 액의 색

이 약 50.0 g을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은 물처럼 맑고, 비교

은 염화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2.4 mL 및 염화코발

현탁액보다 탁하지 않다.
트의 색의 비교원액 0.6 mL를 정확하게 취하고 다시 ◦ 비교현탁액 4 ∼ 6 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염시
희석시킨 염산용액(7 → 250) 7.0 mL를 넣은 용액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헥사메틸테트라민 2.5 g
5.0 mL에 희석시킨 염산용액(7 → 250) 95.0 mL를

을 물 25 mL에 녹인 액에 넣고 잘 섞어 24 시간 방치

넣은 액의 색보다 진하지 않다.

한다. 유리용기에 보존하여 2 개월 이내에 쓴다.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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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하고, 이 액 5 mL와 물 95 mL를 잘 흔들어 섞
어 비교현탁액으로 한다.

2) 산 또는 알칼리
3) 아황산염

(생략)

<삭제-순도시험 2)산 또는 알칼리>

이 약 5.0 g을 물 40 mL에 녹이고 묽

3) 아황산염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

은수산화나트륨시액 2.0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여 1 mL 중 400 mg을 함유하게 하여 검액으로 한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타중아황산나트

다. 무수아황산나트륨을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끓이

륨 76 mg을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고 식힌 물에 녹여 1 mL 중 0.1575 mg을 함유하게

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

하여 아황산표준액으로 한다. 이 약 4.0 g을 달아 물

게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취

에 녹이고 아황산표준액 0.5 mL를 넣고 끓이고 식힌

하여 묽은수산화나트륨시액 4.0 mL 및 물을 넣어 정

물을 넣어 10 mL로 만들어 이를 비교액으로 한다. 끓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곧 검액 및

이고 식힌 물을 공시험액으로 한다. 아황산의 함유량

표준액 1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3 mol/L

은 적절한 효소법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아황산은 아

염산시액 1.0 mL, 탈색푹신시액 2.0 mL 및 포르말린

황산산화효소에 의해서 황산과 과산화수소로 산화되

시액 2.0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다. 이들 액을 가

고, 이들은 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 과산화

지고 물 10.0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

효소에

은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NADH) 존재 하에서 환원된다. 산화된 NADH의 양

시험할 때 파장 583 nm에서의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

은 아황산의 양과 상응한다. 검액, 비교액, 공시험액을

액의 흡광도보다 크지 않다 (SO2로서 15 ppm 이하).

각각 2.0 mL 씩 1 cm 셀에 담고 적절한 반응시액을

다만 표준액이 명확하게 빨간색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

넣는다. 반응시액을 넣기 전후 340 nm 파장의 빛에서

시험은 무효로 한다.

최대흡광도를 측정하고 공시험 값을 제외하였을 때,

의해

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

검액의 최대흡광도 차이는 비교액의 1/2보다 높지 않
다.
4) 납 (생략)

<삭제-순도시험 4)납>

5) 전화당

4) 환원당

확인시험 2)의 검액 5 mL를 길이 약

위 1)의 검액 5 mL를 길이 약 150 mm,

150 mm, 지름 약 16 mm인 시험관에 취하여 여기에

지름 약 16 mm인 시험관에 취하여 여기에 물 5 mL,

물 5 mL,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 및 메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 및 메틸렌블루시

틸렌블루시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정확하게 2

정확하게 2 분간 가온한 다음 수욕에서 꺼내고 곧 관

분간 가온한 다음 수욕에서 꺼내고 곧 관찰할 때 액의

찰할 때 액의 파란색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파란색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공기와의

(0.04 %). 다만 공기와의 접촉면의 파란색은 제외한

접촉면의 파란색은 제외한다.

다.
전기전도율

1) 염화칼륨표준액

염화칼륨을 가루로 하 전기전도율

이 약 31.3 g을 정밀하게 달아 새로 끓여

여 500 ∼ 600 ℃에서 4 시간 건조하여 새로 증류하

식힌 물에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여 만든 전기전도율 2 μS·cm-1 이하인 물에 녹여

(C1)을 자석교반기로 천천히 흔들어 섞으면서 30 초

1000.0 g 중에 염화칼륨을 각각 0.7455 g, 0.0746

동안 전도율을 측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검액의 조제

g 및 0.0149 g을 함유하는 3 종류의 염화칼륨표준액

에 쓴 물(C2)의 전도율을 측정한다. 30 초 동안 측정

을 만든다. 이들 액의 20 ℃에 있어서의 전기전도율은

한 전도율이 1% 이내로 안정될 때 이 약의 전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식에 따라 구할 때 35 μS·cm-1 이하이다.

표준액의 종류

전기전도율

(g/1000.0 g)
0.7455

-1

(μS·cm )
1330

(Ω·cm)
752

0.0746

133.0

7519

0.0149

26.0

3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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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율 = C1 - (0.35 × C2)
C1 : 검액의 전도율
C2 : 검액의 조제에 쓴 물의 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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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율계를 쓴다. 전기전도율의 측정은

용액에 잠긴 측정기구 (cell)의 전극간의 주 (柱)액체
의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장치에는 전극의
분극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류가 공급된
다. 또 보통 온도보상회로가 내장되어 있기도 하다. 셀
에는 백금흑으로 코팅되어 있는 두 개의 평행하게 위
치한 백금전극이 구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 두 전
극은 용액과 전극간에 전해질이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유리관으로 보호되어 있다. 셀정수가 0.01 ∼ 1 cm-1
인 셀을 쓴다.
3) 조작법 염화칼륨표준액은 측정에 적합한 것을 조제
하여 쓴다. 셀을 물로 잘 씻고 염화칼륨표준액으로 2
∼ 3 회 씻은 다음 염화칼륨표준액을 셀에 가득 채운
다. 염화칼륨표준액을 20 ± 0.1 ℃로 유지하여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다. 측정을 반복하여 측정값이 ± 3
% 이내에서 일치할 때의 전기전도도 x  (μS)를 구한
다. 측정된 값으로 다음 식에 의하여 셀정수 J를 구한
다.

K C l

 
x 
J : 셀정수 (cm-1)



: 염화칼륨표준액의 전기전도율 (μS·cm-1)

(20 ℃)

x : 측정한 전기전도도 (μS)
이 약 31.3 g을 새로 증류하여 만든 물에 녹여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셀을 물로 잘
씻고 다음에 검액으로 2 ∼ 3 회 씻은 다음 검액을
셀에 가득 채운다. 자석교반기로 천천히 저어 섞으면
서 검액을 20 ± 0.1 ℃로 유지하고 전기전도율 GT
(μS)를 측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검액의 조제에 쓴
물의 전기전도도 G0 (μS)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
하여 각각의 전기전도율 T (μS·cm-1) 및  (μ
S·cm-1)을 구한다.
T (μS·cm-1) = J GT
 (μS·cm-1) = J G0
다음 식에 의하여 검액의 보정된 전기전도율 C 구할
때 C 는 35 μS·cm-1 이하이다.
C (μS·cm-1) = T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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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감량 (생략)
덱스트린

개 정 안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대용량수액의 조제에 쓰이는 것은 확인시험 덱스트린

대용량수액의 조제에 쓰이는 것은 확인시험

2)의 검액 2 mL에 물 8 mL, 묽은염산 0.05 mL 및

2)의 검액 2 mL에 물 8 mL, 2 mol/L 염산시액

요오드시액 0.05 mL를 넣을 때 액의 노란색은 없어

0.05 mL 및 요오드시액 0.05 mL를 넣을 때 액의 노

지지 않는다.

란색은 없어지지 않는다.

엔도톡신

대용량수액의 조제에 쓰이는 것은 이 약 1 엔도톡신

mg 당 엔도톡신 0.25 EU 미만이다.

대용량수액의 조제에 쓰이는 것은 이 약 1

mg 당 0.25 EU 미만이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젤라틴

젤라틴

Gelatin

Gelatin

이 약은 동물의 뼈, 피부, 인대 또는 건 (腱)을 산 또

이 약은 동물에서 얻은 콜라겐을 산 또는 알칼리로 가

는 알칼리로 처리하여 얻은 조콜라겐을 물로 가열추출하 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또는 열 가수분해 처리하여 얻은
여 만든 것이다.

정제된 단백질로서, 겔화되는 젤라틴과 겔화되지 않는
젤라틴를 모두 포함한다.

성

상

확인시험

(생략)

성

상

1) 이 약의 수용액(1 → 100) 5 mL에 삼산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1.0 g을 끓이고 식힌 물에 넣어 55

화크롬시액 또는 피크르산시액을 점적할 때 침전이 생

℃에서 용해 시킨 다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긴다.

다. 검액 2 mL에 황산구리(II)오수화물용액 (1 → 8)

2) 이 약의 수용액(1 → 5000) 5 mL에 탄닌산시액

mL를 넣고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 (17 →

을 1 방울씩 떨어뜨릴 때 액은 혼탁한다.

200) 0.5 mL을 넣었을 때 보라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0.5 g을 안지름이 약 15 mm 인 시험관에
넣고 10 mL의 물을 넣는다. 10 분간 방치한 다음 60
℃에서 15 분간 가열하고 0 ℃에서 6 시간 동안 방치
한다. 시험관을 뒤집으면 겔화되는 젤라틴은 바로 흘
러내리지 않는다. 겔화되지 않는 젤라틴은 바로 흘러
내린다.
3) 이 약 0.5 g을 250 mL 병에 넣고, 물 10 mL 및
황산 5 mL을 넣는다. 병을 완전히 닫지 않고 105 ℃
오븐에서 4 시간 동안 가열하고 식힌 후 물 200 mL
를 넣는다. 수산화나트륨용액 (1 → 5)을 가하여 pH
를 6.0 ∼ 8.0으로 맞춘다. 이 액 2 mL를 시험관에
넣고 산화제를 2 mL 넣고 섞은 후 20 분간 방치한
다. 착색제를 2 mL 넣고 섞은 다음 60 ℃ 수욕에서
15 분간 가온하면 빨간색이 나타난다. (겔화되지 않는
젤라틴에 대해서만 시험한다)
산화제 : 클로라민 1.4 g을 인산수소나트륨수화물용액
(71.5 → 1000)

77.3 mL과 시트르산용액 (21 →

1000) 22.7 mL의 혼합액에 녹여 100 m,L로 한다.
착색제 :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0 g을 과염
소산용액 (600 → 1000) 3.5 mL에 녹이고 2-프로
판올 6.5 mL을 천천히 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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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1)의 검액을 사용하여

55 ℃에서 p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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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면 3.8 ∼ 7.6이다.

순도시험 1) 이취 (異臭) 및 불용물 이 약 1.0 g에 물 순도시험

1) 이산화황 다음 그림과 같은 장치를 쓴다.

40 mL를 넣고 가열하여 녹일 때 액은 불쾌한 냄새가
없다. 또 이 액은 맑거나 또는 혼탁되더라도 약간이며
그 색은 색의 비교액 A보다 진하지 않다.
2) 아황산염

이 약 20.0 g을 환저플라스크에 취하여

A: 가열플라스크

열탕 150 mL에 녹이고 실리콘수지 3 ∼ 5 방울, 인

B: 분액깔때기

산 5 mL 및 탄산수소나트륨 1 g을 넣고 곧 냉각기를

C: 냉각기

달고 수기에는 요오드시액 50 mL를 넣고 냉각기의

D: 시험관

끝을 그 액 속에 넣어 유액 50 mL를 얻을 때까지 증

E: 코크

류한다. 유액에 염산을 1 방울씩 떨어뜨려 산성으로
하고 염화바륨시액 2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하여
요오드시액의 색이 없어졌을 때 침전을 여취하고 물로
씻어 강열할 때 잔류물은 4.5 mg 이하이다. 다만 캡
슐 또는 정제의 제법에 쓰는 것은 75 mg 이하이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3) 중금속

이 약 0.5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5 mL를 넣는 조작법 물 150 mL를 가열플라스크에 넣고 분액깔때
기의 코크를 닫고 15 분간 이산화탄소를 분 당 100
다 (50 ppm 이하).
4) 수은

이 약 2.0 g을 분해플라스크에 취하여 희석

mL의 유량으로 장치에 흘린다. 냉각기의 냉각액을 흘

시킨 황산(1 → 2) 20 mL 및 과망간산칼륨용액(3

리고

→ 50) 100 mL를 넣은 다음 환류냉각기를 달고 약

놀블루시액(1 → 1000) 0.15 mL를 넣고 자청색으로

한 열로 가열하여 2 시간 끓인다. 그동안 용액이 맑게

변색이 될 때 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륨 시액을

된 경우는 액의 온도를 약 60 ℃로 내리고 다시 과망

넣는다. 이 용액 10 mL를 수기인 시험관에 넣는다.

간산칼륨용액(3 → 50) 5 mL를 넣어 다시 끓이고 이

15 분 후 이산화탄소를 계속 흘려주면서 분액깔때기

산화망간의 침전이 약 20 분간 지속될 때까지 이 조

를 가열플라스크로부터 떼어내고 이 약 25 g을 정밀

작을 반복한다. 식힌 다음 이산화망간의 침전이 없어

하게 달아 물 100 mL를 써서 가열플라스크에 옮겨

질 때까지 히드록실아민염산염용액(1 → 5)을 넣은

넣는다. 분액깔때기의 연결부 바깥면에 코크용 그리스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50 mL로 하여 검액으로

를 바르고 분액깔때기를 가열플라스크의 원래의 자리

한다. 검액을 가지고 원자흡광광도법 (냉증기방식)에

에 장착한다. 분액깔때기의 코크를 닫고 2 mol/L 염

따라 시험한다. 검액을 원자흡광분석장치의 검수병에

산 80 mL를 분액깔때기에 넣은 다음 코크를 열어 가

넣고 염화주석(II)시액·황산시액 10 mL릍 넣어 곧

열플라스크에 흘려 넣고 이산화황이 분액깔때기로 날

원자흡광분석장치를 연결하고 공기를 순환시켜 파장

아가지 않도록 마지막 몇 mL가 남아있을 때 코크를

253.7 nm에서 기록계의 지시가 급속히 상승하여 일

닫는다. 혼합액을 1 시간 가열한다. 수기인 시험관을

정한 값을 나타낼 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AT로 한다.

떼어내어 그 내용물을 입구가 넓은 플라스크에 옮긴

따로 수은표준액 2.0 mL를 분해플라스크에 취하고 희

다. 시험관을 소량의 물로 씻고 씻은 액은 플라스크에

석시킨 황산(l → 2) 20 mL 및 과망간산칼륨용액(3

넣는다. 수욕에서 15 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브로

→ 50) 100 mL를 넣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

모페놀블루시액 0.1 mL를 넣고 노란색이 자청색으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AS로 할 때 AT는 AS보다 적

변색되어 적어도 20 초간 지속할 때까지 0.1 mol/L

다 (0.1 ppm 이하).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

5) 납

을 하여 보정한다. 다음 식에 따라 이산화황의 양을

이 약 5.0 g을 정밀히 달아 백금도가니에 취

하여 건조하고 탄화시킨 다음 450 ∼ 550 ℃에서 회

과산화수소용액(3 → 100) 10mL에 브로모페

구할 때 50 ppm 이하이다.

화한다. 회화가 잘되지 않으면 일단 식힌 다음 이에
회화보조제로서 질산(1 → 2) 또는 50 % 질산마그네

이산화황의 양 (ppm)

슘용액 또는 질산알루미늄·질산칼슘용액(질산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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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L 수산화나트륨의 소비량 mL 
=  ×1000×3.20
검체 취한 양 g
을 2 ∼ 5 mL 가하여 적신 다음건조하고 회화를 계
3
속한다. 회화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조작을 1
늄 40 g 및 질산칼슘 20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

회 반복하고 필요하면 마지막으로 질산(1 → 2) 2 ∼
5 mL를 가하여 회화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을 물

2) 과산화물

로 적셔주고 염산 2 ∼ 4 mL를 가하여 증발건고시킨

80.0 ± 0.2 mL의 물을 넣는다. 젤라틴이 모두 적셔

이 약 20 ± 0.1 g을 비커에 넣고,

다음 0.5 mol/L 질산을 가하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지도록 젓고 실온에서 1 ∼ 3 시간 동안 방치한다. 비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지로 여과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커를 시계접시로 덮고 완전히 젤라틴이 녹지 않으면

한, 0.5 mol/L 질산을 가하여 25 mL로 한 액을 검액

65 ± 2 ℃에서 20 ± 5 분 간 수욕한다. 유리 막대

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액 0.75 mL를 백금도가니에

를 이용하여 비커에 내용물을 잘섞어서 균질한 용액이

취하여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되도록 한다. 시험지를 1 초간 반응구역을 적절하게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

적신다. 시험지를 제거하고 과량의 액체를 털어낸 후

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

15 초 후에 색지표를 반응구역과 비교한다. 색지표를

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1.5 ppm 이하).

통해 얻은 농도와 보정계수 5를 곱해서 시험물질 속의

사용기체 : 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과산화물 농도를 계산한다(10 ppm이하).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과산화물 시험지 : 0 ∼ 25 ppm의 과산화물을 측정

파장 : 283.3 nm

할 수 있는 시험지를 사용한다.
적합성 시험 : 과산화수소용액(3 → 100)을 희석하여
2 ppm 과산화수소 표준용액을 만든다. 시험지를 1 초
간 과산화수소표준용액에 반응구역을 적절하게 적신
다. 시험지를 제거한 다음 과량의 액체를 털어낸 후
15 초 후에 색지표를 반응구역과 비교한다. 2 ppm
농도와 색깔이 일치하면 시험지는 적절하다.
3) 아연

이 약 5.00 g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37 %

염산 10 mL을 넣는다.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고 75
∼ 80 ℃에서 2 시간 동안 수욕을 한다. 필요 시 가열
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높은 온도에서 수욕해서 가용화
할 수 있다. 용액을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0 g으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황산아연수화물 0.440
g을 아세트산 1 mL에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뒤 물로 희석(1 → 100)하여 아연표준용액
으로 하고 단계적 농도가 되도록 물로 희석하여 아연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원자흡광광도법
표준첨가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 파장 213.9 nm에
서 흡광도는 30 ppm이하이다.
4) 철

이 약 5.00 g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37 %

염산 10 mL을 넣는다.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고 75
∼ 80 ℃ 수욕에서 2 시간 동안 가열한다. 필요 시 가
열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높은 온도의 수욕해서 가열할
수 있다. 용액을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0 g으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철 80 mg을 염산용액
(220 → 1000) 50 mL에 녹여 물을 가하여 1000
mL로 한 뒤 물로 희석(1 → 10)하여 철표준용액으로
하고 단계적 농도가 되도록 물로 희석하여 철 표준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원자흡광광도법 표준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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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 파장 248.3 nm에서 흡광

mL, 질산 10 mL를 넣고 혼합하여 방치한 다음 조용

도는 30 ppm이하이다.

히 가열하여 격렬한 반응이 그치면 식힌 다음 황산 5

5) 크롬

mL를 넣고 다시 조용히 가열한다. 내용물이 암색이

염산 10 mL을 넣는다.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고 75

되기 시작하면 질산 2 ∼ 3 mL씩을 추가하면서 가열

∼ 80 ℃ 수욕에서 2 시간 동안 가열한다. 필요 시 가

을 계속하여 내용물이 연한 노란색 ∼ 무색이 되었을

열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높은 온도의 수욕해서 가열할

때 분해가 끝난 것으로 한다. 분해액을 식힌 후 물을

수 있다. 용액을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0 g으로

가하여 50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같은

하고 검액으로 한다. 따로 0.283 mg/mL 중크롬산칼

조작을 반복하여 공시험액을 조제한다. 따로 크롬표준

륨 수용액을 크롬 표준용액으로 하고, 단계적 농도가

원액 (1,000 ppm) 20 mL를 취하여 0.2 % 질산으로

되도록 물로 희석하여 크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200 mL로 한 후 다시 이 액 20 mL를 취하여 200

표준액을 원자흡광광도법 표준첨가법을 이용하여 분석

mL로 한 액(10 μg/mL)과 각각 1, 5 mL를 정확히

할 때 파장 357.9 nm에서 흡광도는 10 ppm이하이

취하여 0.2 % 질산용액을 가하여 10 mL씩으로 한

다.

이 약 5.00 g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37 %

액을 각각의 표준용액으로 한다(1, 5, 10 ppm). 검액
및 각 표준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의 전기가열방식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ppm 이하이어야 한다.
7) 비소

이 약 15.0 g을 플라스크에 넣어 희석시킨

염산(1 → 5) 60 mL를 넣고 가열하여 녹이고 브롬시
액 15 mL를 넣어 가열하고 과량의 브롬을 날려 보낸
다음 암모니아시액을 넣어 중성으로 하고 인산일수소
나트륩 1.5 g을 넣어 식힌 다음 마그네시아시액 30
mL를 넣고 1 시간 방치한다. 침전을 여과하고 취하여
희석시킨 암모니아시액(1 → 4) 10 mL씩으로 5 회
씻고 희석시킨 염산(1 → 4)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가지고 조작하여 시험
할 때 다음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다.
◦표준색

이 약 대신에 비소표준액 15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l ppm 이하).
건조감량

15.0 % 이하. 이 약 약 1 g을 110 ℃에서 건조감량

3 시간 건조한 해사(l 호) 10 g을 넣어 미리 질량을

이 약 5.0 g을 105 ℃에서 16 시간 동안 건

조하면 15 % 이하이다.

단 200 mL 비커에 정밀하게 달아 물 20 mL를 넣고
때때로 흔들어 섞어 30 분간 방치한 다음 때때로 흔
들어 섞으면서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110 ℃에서 3
시간 건조한다.
강열잔분

2.0 % 이하 (0.5 g).

<삭제-강열잔분>

미생물한도 (생략)

미생물한도 (현행과 같음)

<신설>

겔강도

직경 12.7 mm 플런저를 이용하여 1 g당 힘을

계산하는 것으로 온도 10 ℃에서 겔 깊이 4 mm가 변
화할 때 겔의 농도는 6.67 %이다. 이 약 7.5 g을 병
안에 넣고 물 105 mL을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은 후
1 ∼ 4 시간동안 가만히 방치한다. 65 ± 2 ℃에서
15 분간 수욕하는 동안 유리막대로 저어준다. 실온에
서 15 분간 식힌 다음 10.0 ± 0.1 ℃가 유지되는 수
욕에서 고무마개를 닫고 17 ± 1 시간 동안 방치한
다. 병을 꺼낸 다음 물로 병 외벽을 빠르게 닦는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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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저가 검체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병을 장치의 가운데
에 두고 측정을 시작한다. 기준치의 80 ∼ 120 %를
만족한다.
장치 : 12.7 ± 0.1 mm 직경의 실린더 피스톤이 있
는 물성시험기 겔로미터로 병의 안지름은 59 ± 1
mm이고 높이는 85 mm이다.

<신설>

전 도 율

확인시험 1) 검액으로 시험할 때 30 ± 1.0

℃에서 이 약의 전도율은 1 mS/cm 이하이다. 온도
보정은 하지 않는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arboxymethylcellulose

Carboxymethylcellulos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셀룰로오스의 다가 (多價) 카르복시메틸에테
르이다.
성

이 약은 일부 Ο-카르복시메틸에테르화 한 셀룰로오
스이다.

상

이 약은 흰색의 가루로 냄새와 맛이 없다. 이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가루이다. 이 약은 에탄올에

약은 에탄올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에 물을 넣을 때 팽윤하여 현

에 물을 넣을 때 팽윤하여 현탁액이 된다. 이 약에 수

탁액이 된다. 이 약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을 때 점

산화나트륨시액을 넣을 때 점조성이 있는 액이 된다.

조성이 있는 액이 된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이 약 1 g에 물 100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얻은 현
탁액의 pH는 3.5 ∼ 5.0이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확인시험

1) 이 약 0.1 g에 물 10 mL를 넣고 잘 흔들 확인시험

1) 이 약 및 카르멜로오스표준품을 105 ℃에

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2 mL를 넣어 흔들어

서 4시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

섞고 10 분간 방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에

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

물을 넣어 5 mL로 한 다음 그 1 방울에 농크로모트

의 흡수를 나타낸다.

로프산시액 0.5 mL를 넣어 수욕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액은 자주색을 나타낸다.
2) 1)의 검액 5 mL에 아세톤 10 mL를 넣어 흔들어

2) 이 약 1 g을 물 100 mL에 현탁시킨 액의 pH는

섞을 때 흰색 솜 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3.5 ∼ 5.0 이다.

3) 1)의 검액 5 mL에 염화제이철시액 1 mL를 넣어 <삭제-확인시험 3) >
흔들어 섞을 때 갈색 솜 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순도시험 1) 염화물 (생략)
2) 황산염 (생략)

순도시험

1) 염화물 (현행과 같음)

2) 황산염

3) 규산염 (생략)

(현행과 같음)

<삭제-순도시험 3)규산염>

4) 중금속 (생략)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삭제-순도시험 5) 비소>

5) 비소 (생략)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Carboxymethylcellulose Calcium

Carboxymethylcellulose Calcium

(생략)
이 약은 셀룰로오스의 다가 (多價) 카르복시메틸에테
르의 칼슘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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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흰색 ∼ 노란색의 가루로 냄새는 없 성

상

이 약은 흰색 ∼ 노란색의 가루로 냄새는 없

다. 이 약은 에탄올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다. 이 약은 에탄올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에 물을 넣을 때 팽윤하여 현탁액이 된다. 이 약

이 약에 물을 넣을 때 팽윤하여 현탁액이 된다. 이 약

1 g에 물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어 얻은 현탁액의

1 g에 물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어 얻은 현탁액의

pH는 4.5 ∼ 6.5이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pH는 4.5 ∼ 6.0이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알칼리 (생략)

순도시험 1) 알칼리 (현행과 같음)

2) 염화물

이 약 0.8 g을 달아 물 50 mL를 넣어 잘

2) 염화물

이 약 0.8 g을 달아 물 5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체원액으로 한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체원액으로 한

다. 이 액 20 mL에 묽은질산 10 mL를 넣고 수욕에

다. 이 액 20 mL에 0.2 mol/L 질산시액 10 mL를

서 솜 모양의 침전이 생길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넣고 수욕에서 솜 모양의 침전이 생길 때까지 가열하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을 취하여 침전을 물 10

고 식힌 다음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을 취하여

mL씩으로 3 회 씻고 매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침전을 물 10 mL씩으로 3 회 씻고 매회 원심분리하

액 및 씻은 액을 합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여 위의 맑은 액 및 씻은 액을 합하여 물을 넣어 100

이 액 25 mL를 취하여 묽은질산 6 mL 및 물을 넣어

mL로 한다. 이 액 25 mL를 취하여 질산 1 mL 및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

액에는 0.0l mol/L 염산 0.40 mL를 넣는다 (0.36 %

한다. 비교액에는 0.0l mol/L 염산 0.40 mL를 넣는다

이하).

(0.36 % 이하).
◦ 0.2 mol/L 질산시액 질산 12.0 mL에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3) 황산염 (생략)

3) 황산염 (현행과 같음)

4) 중금속 (생략)

4) 중금속 (현행과 같음)

5) 비소 (생략)

<삭제-순도시험 5)비소 >

6) 납 (생략)

<삭제-순도시험 6)납>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탤크

탤크

Talc

Talc

탈크

탈크

[14807-96-6]
이 약은 천연의 함수규산마그네슘이며 때때로 소량의
규산알루미늄을 함유한다.

이 약은 천연의 함수규산마그네슘이다. 순수한 탤크는
Mg3Si4O10(OH)2 : 379.27이다. 이 약은 주로 함수규산
알루미늄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탄산칼륨 및 탄산칼슘
마그네슘으로 된 관련 광물을 함유할 수 있다.
이 약은 석면을 함유하지 않는다.
이 약은 정량할 때 마그네슘(Mg : 24.31) 17.0 ∼
19.5 %를 함유한다.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1) 이 약 0.2 g에 무수탄산나트륨 0.9 g 및 확인시험 1) 무수탄산나트륨 0.2 g 및 무수탄산칼륨 2
무수탄산칼륨 1.3 g을 섞고 백금도가니 또는 니켈도가 g을 섞고 백금도가니에서 녹인다. 이 액에 이 약 0.1
니 중에서 가열하여 완전히 융해한다. 식힌 다음 융해 g을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융해한다. 식힌 다음 융해

확인시험

물을 열탕 50 mL로 비커에 옮기고 거품이 나지 않을

물을 열탕 50 mL로 비커에 옮기고 거품이 나지 않을

때까지 염산을 넣은 다음 염산 10 mL를 더 넣고 수

때까지 염산을 넣은 다음 염산 10 mL를 더 넣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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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에서 증발건고한다. 식힌 다음 물 20 mL를 넣어 끓

욕에서 증발건고한다. 식힌 다음 물 20 mL를 넣어 끓

이고

→

이고 여과한다. 1)에서 얻는 잔류물 100 mg을 납 또

10000) 10 mL를 넣고 다음에 물로 씻을 때 침전은

여과한다.

잔류물에

메틸렌블루용액(1

는 백금 도가니에 넣고 구리선을 사용하여 플루오르화

파란색을 나타낸다.

나트륨 10 mg 및 황산 몇 방을 넣고 섞어서 얇은 슬
러리를 만든다. 도가니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퍼트
리고 투명한 플라스틱판으로 도가니를 덮은 상태로 천
천히 가온할 때 짧은 시간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
에 흰색 고리가 빠르게 형성된다.

2) 1)에서 얻은 여액에 염화암모늄 2 g 및 암모니아

2) 1)에서 얻은 여액 5 mL에 염화암모늄시액 1 mL

시액 5 mL를 넣고 필요하면 여과하고 인산수소이나

및 6 mol/L 암모니아시액 1 mL를 넣고 필요하면 여

트륨시액을 넣을 때 흰색의 결정성 침전이 생긴다.

과하고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액 1 mL를

넣을 때 흰색

의 결정성 침전이 생긴다.
3) (생략)
순도시험

1) 산가용물

3)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순도시험 <삭제>

묽은염산 20 mL를 넣고 50 ℃에서 15분간 저어 섞
으면서 가온하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여과한다. 필요하면 여액을 맑아질 때까지
원심분리하고 이 액 25 mL를 취하여 묽은황산 1 mL
를 넣고 증발건고하고 800 ± 25 ℃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2.0 % 이하이다.
2) 액성 및 물가용물

이 약 10.0 g에 물 50 mL를

1) 액성 및 물가용물

이 약 10.0 g에 새로 끓여 식

넣어 질량을 달고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30 분간

힌 물 50 mL를 넣어 질량을 달고 증발하는 물을 보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처음의 질량으로 맞추고

충하면서 30 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처음

여과한다. 필요하면 여액을 맑아질 때까지 원심분리한

의 질량으로 맞추고 여과한다. 여액을 리트머스지로

다. 여액은 중성이다. 또 여액 20 mL를 증발건고하고

시험하면 여액은 중성이다. 또 여액 20 mL를 증발건

잔류물을 105 ℃에서 1 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4.0

고하고 잔류물을 105 ℃에서 1 시간 건조할 때 그 양

mg 이하이다.

은 5.0 mg 이하이다(0.1 %이하).

<신설>

2) 산 또는 알칼리

이 약 2.5 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50 mL에 넣어 환류하며 끓이고 진공에서 여과한
다. 여액 10 mL에 브로모티몰블루시액 0.1 mL 넣은
다음 0.01 mol/L 염산을 액의 색이 변할 때 까지 넣
을 때 0.01 mol/L 염산의 소비량은 0.4 mL이하이다.
또 여액 10 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0.1 mL를 넣은
다음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액의 색이 분홍색
으로 나타낼 때까지 넣을 때 0.01 mol/L 수산화나트
륨액의 소비량은 0.3 mL이하이다.
3) 납

이 약 10.0 g을 달아

0.5 mol/L 염산시액

3) 납

이 약 10.0 g을 달아

0.5 mol/L 염산시액

50 mL를 천천히 저으면서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50 mL를 천천히 저으면서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30 분 간 수욕에서 가열한다. 식힌 다음 용액을 비커

30 분 간 수욕에서 가열한다. 식힌 다음 용액을 비커

에 옮기고 가만히 둔다. 가라앉은 침전물은 가능한 그

에 옮기고 가만히 둔다. 가라앉은 침전물은 가능한 그

대로 두고 위의 맑은 액을 여과하고 열탕 10 mL 씩

대로 두고 위의 맑은 액을 여과하고 열탕 10 mL 씩

으로 비커와 침전물을 3 회 세척하여 여과하고 열탕

으로 비커와 침전물을 3 회 세척하여 여과하고 열탕

15 mL로 여과지를 세척한다. 여액을 식히고 물을 넣

15 mL로 여과지를 세척한다. 여액을 식히고 물을 넣

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액

5.0 mL, 7.5 mL, 10.0 mL 및 12.5 mL를 각각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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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ol/L 염산시액 50 mL를 넣은 용량플라스크에

0.5 mol/L 염산시액 50 mL를 넣은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넣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

법의 검량선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중 납의 함량을

법의 검량선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중 납의 함량을

구할 때 0.001 % 이하이다.

구할 때 10 ppm 이하이다.

사용기체 : 아세틸렌 - 공기

사용기체 : 아세틸렌 - 공기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장 : 217.0 nm

파장 : 217.0 nm

4) 알루미늄

[과염소산염과 중금속의 혼합은 폭발성

4) 알루미늄

[과염소산염과 중금속의 혼합은 폭발성

이 있으므로 조작에 주의한다] 이 약 0.5 g을 폴리테

이 있으므로 조작에 주의한다] 이 약 0.5 g을 폴리테

트라플루오로에틸렌접시에 취하여 염산 5 mL, 질산

트라플루오로에틸렌접시에 취하여 염산 5 mL, 질산

(무연) 5 mL 및 과염소산 5 mL를 넣고 천천히 저은

(무연) 5 mL 및 과염소산 5 mL를 넣고 천천히 저은

다음 불화수소산 35 mL를 넣고 잔류량이 약 0.5 mL

다음 불화수소산 35 mL를 넣고 잔류량이 약 0.5 mL

가 될 때까지 천천히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염산 5

가 될 때까지 천천히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염산 5

mL를 넣고 시계접시로 덮어 가열하여 녹인 다음 식힌

mL를 넣고 시계접시로 덮어 가열하여 녹인 다음 식힌

다. 이 액을 50 mL 용량플라스크로 옮기고 폴리테트

다. 이 액을 미리 염화세슘시액 5 mL를 넣은 50 mL

라플루오로에틸렌접시와 시계접시를 물로 씻어 세액을

용량플라스크로 옮기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접시

모두 합하고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5 mL

와 시계접시를 물로 씻어 세액을 모두 합하고 물을 넣

를 취하여 염화세슘시액 10 mL 및 염산 10 mL를 넣

어 5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취하여 염화세슘시

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액 10 mL 및 염산 10 mL를 넣고 물을 넣어 100

염화알루미늄 8.947 g을 달아 물을 넣어 1000 mL로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알루미늄 8.947

한다. 쓰기 직전 이 액 1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g을 달아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쓰기 직전 이

100 mL로 하여 알루미늄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

액 1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알루

mL는 알루미늄 100 μg을 함유한다. 알루미늄표준원

미늄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는 알루미늄 100

액 5.0 mL, 10.0 mL, 15.0 mL 및 20.0 mL를 각각

μg을 함유한다. 알루미늄표준원액 5.0 mL, 10.0

미리 염산 10 mL 및 염화세슘시액 10 mL를 넣은 용

mL, 15.0 mL 및 20.0 mL를 각각 미리 염산 10 mL

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

및 염화세슘시액 10 mL를 넣은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원자흡광광도법의 검량선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중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의

알루미늄의 함량을 구할 때 2.0 % 이하이다.

검량선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중 알루미늄의 함량을
구할 때 2.0 % 이하이다.

사용기체 : 아세틸렌 - 아산화질소

사용기체 : 아세틸렌 - 아산화질소

램프 : 알루미늄중공음극램프

램프 : 알루미늄중공음극램프

파장 : 309.3 nm

파장 : 309.3 nm

◦ 염화세슘시액 : 염화세슘 2.53 g에 물을 넣어 100

◦ 염화세슘시액 : 염화세슘 2.53 g에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mL로 한다.

5) 철 (생략)

5) 철

6) 칼슘 (생략)

6) 칼슘

7) 비소

<삭제-순도시험 7)비소>

이 약 0.5 g에 묽은황산 5 mL를 넣고 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흔들어 섞으면서 끓을 때까지 약한 열로 가열하고 빨
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처음에 묽은황산 5 mL, 다음
에 물 10 mL로 씻고 여액 및 씻은 액을 합하여 수욕
에서 증발하여 5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4 ppm 이하).
8) 석면 (생략)

7) 석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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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이하 (l g, 450 ∼ 550 ℃, 3 시간). 강열감량

미생물한도

7.0 % 이하 (l g, 1050 ∼ 1100 ℃, 항량).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총호기성미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외용제제의

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제조에 쓰이는 경우 총호기성미생물수는 100 CFU 이

이하이다. 또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하이고 총진균수는 50 CFU 이하이다. 또 경구용제제

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총호기성미생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포비돈

포비돈

Povidone

Povidone

(생략)
이 약은 1-비닐-2-피롤리돈의 직쇄중합물이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질소 (N :
14.01) 11.5 ∼ 12.8 %를 함유한다.
이 약의 K 값은 25 ∼ 90이다.
이 약은 그 K 값을 표시한다.
성

상

(현행과 같음)
이 약은 1-비닐-2-피롤리돈의 직쇄중합물이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질소 (N :
14.01) 11.5 ∼ 12.8 %를 함유한다.
이 약의 K 값은 10 ∼ 120이다.
이 약은 그 K 값을 표시한다.

이 약은 흰색 또는 연한 노란색을 띤 미세한 성

상

이 약은 흰색 ∼ 유백색의 가루로 흡습성이

가루로 냄새는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있다.

이 약은 물, 메탄올 또는 에탄올에 잘 녹으며 아세톤

이 약은 물, 메탄올 또는 에탄올에 잘 녹으며 아세톤

에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

에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은 흡습성이다.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이 약 및 포비돈표준품을 105 ℃에서 6

시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
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신 설>

2) 이 약 0.05 g을 물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
로 한 액에 요오드시액 몇 방울을 넣으면 액은 진한
빨간색을 띤다.

<신 설>

3) 이 약 0.2 g을 물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 액에 1 mol/L 염산시액 20 mL를 넣고 섞은 다음
이크롬산칼륨시액 5 mL를 넣을 때 노란색 ∼ 주황색
의 침전이 생긴다.

<신 설>

4) 이 약 0.2 g을 물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하고, 질산코발트(Ⅱ)육수화물 75
mg과 티오시안산암모늄 300 mg을 물 2 mL에 녹여
용액 A로 한다. 검액 5 mL에 용액 A를 넣고 섞은 다
음 3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산성으로 할 때, 연한
파란색의 침전이 생긴다.

<신 설>

5) 이 약 0.5 g을 물 10 mL에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잘 녹는다.

pH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삭제-순도시험 1) 용해상태>

2) 중금속 (생략)

1) 중금속

3) 납

2) 납

이 약 5.0 g을 정밀히 달아 백금도가니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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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조하고 탄화시킨 다음 450 ~ 550 ℃에서 회

검액으로 한다. 검액을 분액깔대기에 넣고 물 10 mL

화한다. 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식힌 다음 이에

로 씻은 다음 시트르산암모늄용액 6 mL 및 히드록실

회화보조제로서 질산(1 → 2) 또는 50 % 질산마그네

아민염산염시액 2 mL를 넣는다. 페놀레드시액 2 방울

슘용액 또는 질산알루미늄·질산칼슘용액(질산알루미

을 넣어 알칼리성이 될 때까지 암모니아수(28)를 넣

늄 40 g 및 질산칼슘 20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

는다. 필요하면 용액을 식히고 시안화칼륨용액 2 mL

을 2 ∼ 5 mL 가하여 적신 다음 건조하고 회화를 계

를 넣은 다음 즉시 추출용 디티존액 5 mL씩으로 추

속한다. 회화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조작을 1

출액이 초록색을 띨 때까지 추출한다. 추출한 액을 다

회 반복하고 필요하면 마지막으로 질산(1 → 2) 2 ~

른 분액깔때기에 합하여 희석시킨 질산(1 → 100)

5 mL를 가하여 회화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을 물

20 mL를 넣어 30 초간 흔들어 섞고 클로로포름층은

로 적셔주고 염산 2 ~ 4 mL를 가하여 증발건고시킨

버린다. 질산층에 디티존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

다음 0.5 mol/L 질산을 가하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하여 넣고 암모니아·시안화물시액 4 mL를 넣어 30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지로 여과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초간 흔들어 섞는다. 클로로포름층의 보라색은 희석시

한, 0.5 mol/L 질산을 가하여 25 mL로 한 액을 검액

킨 납표준액(1 → 10) 10 mL를 가지고 검액과 같이

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액 30 mL를 백금도가니에 취

조작하여 얻은 색보다 진하지 않다 (10 ppm 이하)

하여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
광광도법 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
의 흡광도 이 하이다 (60 ppm 이하).
사용기체 : 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장 : 283.3 nm
7) 과산화물

이 약의 환산한 무수물 약 4.0 g에 해

3) 과산화물

이 약의 환산한 무수물 약 4.0 g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5 mL에 삼염화티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5 mL에 염화티탄

탄·황산시액 2 mL를 넣고 30 분간 방치한다. 이 액

(Ⅲ)·황산시액 2 mL를 넣고 30 분간 방치한다. 이

을 가지고 검액 25 mL에 13 % 황산 2 mL를 넣은

액을 가지고 층장 1 cm 셀에 넣어 검액 25 mL에 13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

% 황산 2 mL를 넣은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

험할 때 파장 405 nm에서의 흡광도는 0.35 이하이다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405 nm에서의 흡

(과산화수소로서 400 ppm 이하).

광도는 0.35 이하이다 (과산화수소로서 400 ppm 이
하).

5) 1-비닐-2-피롤리돈

이 약 약 0.25 g을 정밀하

4) 1-비닐-2-피롤리돈

이 약 약 0.25 g을 정밀하

게 달아 희석시킨 메탄올(1 → 5)에 녹여 정확하게

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1-비닐-2-피롤

으로 한다. 따로 1-비닐-2-피롤리돈 50 mg을 달아

리돈 50 mg을 달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메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탄올(1 → 5)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메탄올(1 →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5)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1-비닐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2-피롤리돈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할 때 1-

1-비닐-2-피롤리돈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할

비닐-2-피롤리돈의 양은 0.001 % 이하이다.

때 1-비닐-2-피롤리돈의 양은 10 ppm 이하이다.
1-비닐-2-피롤리돈의 양 (%)

T 
1-비닐-2-피롤리돈의 양 (ppm) =  × 



= AT / AS × CS / CT × 1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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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W : 무수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g)

:

표준액

중

1-비닐-2-피롤리돈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무수물로

환산한

포비돈의

농도

(mg/mL)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조작조건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 및 안지

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각각의 스테인레스강
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릴실리카겔
을 충전하여 각각 프리칼럼 및 분리칼럼으로 한다.

칼

럼

가드칼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0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분석칼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틸실

칼럼온도 : (생략)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메탄올혼합액(4 : 1)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유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9 : 1)

량 : 1-비닐-2-피롤리돈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유

량 : 1.0 mL/분

(생략)
(현행과 같음)

검출감도 : (생략)
칼럼의 세정 : (생략)
4) 알데히드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pH

<삭제-검출감도>
<삭제-칼럼의 세정>

9.0 0.05 mol/L 피로인산염완충액에 녹여 정확하게

5) 알데히드

100 mL로 한다. 마개를 하고 60 ℃에서 60 분간 가

mol/L 피로인산염완충액(pH 9.0)에 녹여 정확하게

온한 다음 실온이 될 때까지 방치하여 식혀 검액으로

100 mL로 한다. 마개를 하고 60 ℃에서 60 분간 가

한다. 따로 새로 증류한 아세트알데히드 0.100 g을

온한 다음 실온이 될 때까지 방치하여 식혀 검액으로

달아 4 ℃의 물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한다. 따로 아세트알데히드암모늄트리머삼수화물 140

액을 4 ℃에서 약 20 시간 방치하고 그 1 mL를 정확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로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하게 취하여 pH 9.0 0.05 mol/L 피로인산염완충액을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05 mol/L 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로인산염완충액(pH 9.0)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액, 표준액 및 물 0.5 mL씩을 각각의 셀에 넣어 pH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물 0.5 mL씩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0.05

9.0 0.05 mol/L 피로인산염완충액 2.5 mL 및 β-니

을 각각의 셀에 넣어 0.05 mol/L 피로인산염완충액

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시액 0.2 mL를 넣고

(pH 9.0) 2.5 mL 및 β-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

저어 섞은 다음 마개를 하여 22 ± 2 ℃에서 2 ∼ 3

레오티드시액 0.2 mL를 넣고 저어 섞은 다음 마개를

분간 방치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꼭 막고 22 ± 2 ℃에서 2 ∼ 3 분간 방치한다. 이들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340 nm에서의

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액의 흡광도를 AT1, AS1 및

법에 따라 파장 34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AB1로 한다. 다시 각각의 액에 알데히드데히드로게나

액의 흡광도를 AT1, AS1 및 AB1로 한다. 다시 각각의

제시액 0.05 mL를 넣어 저어 섞은 다음 마개를 하여

액에 알데히드데히드로게나제시액 0.05 mL를 넣어

22 ± 2 ℃에서 5 분간 방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흡광

저어 섞은 다음 마개를 하여 22 ± 2 ℃에서 5 분간

도를 측정하여 각 액의 흡광도를 각각 AT2, AS2 및

방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액의

AB2로 할 때 알데히드의 양은 아세트알데히드로서

흡광도를 각각 AT2, AS2 및 AB2로 할 때 알데히드의

500 ppm 이하이다.

양은 아세트알데히드로서 0.05 % 이하이다.

알데히드의 양 (ppm)

알데히드의 양 (%)
= CS / CT × [{(AT2 - AT1) - (AB2 - A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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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2 - AS1) - (AB2 - AB1)}] × 100

T  T   B  B 

= ×
S  S   B  B 


CS : 표준액 중의 아세트알데히드농도 (mg/mL). 단,
W : 무수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g)

아세트알데히드암모니아트리머삼수화물로부터

아세트

알데히드로의 환산계수는 0.72를 사용한다.

CT : 검액의 농도 (mg/mL)
◦ β-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시액 : β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

40

mg을

0.05

mol/L 피로인산염완충액 (pH 9.0)에 녹여 10.0 mL
로 한다 (이 액은 4 ℃에서 4 주간 안정하다).
<신 설>

6) 포름산

이 약 약 2.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안
지름 약 8 mm의 크로마토그래프관에 칼럼크로마토그
래프용강산성이온교환수지(H형)를 높이 약 20 mm로
충전하고 강산성이온교환수지층이 물에 잠기도록 한
다. 이 칼럼에 물 5 mL를 넣고 1 분당 약 1 mL의
속도로 유출되도록 조정한다. 수면이 강산성이온교환
수지의 상층부까지 내려왔을 때 검액원액 100 mL를
넣는다. 처음 유출액 2 mL는 버리고 다음의 유출액
1.5 mL를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포름산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가하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 및 표준액 중 포름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할 때 포름산의 양은 0.5 % 이하이
다.
포름산의 함량 (%) = AT / AS × CS / CT × 100

AT : 검액 중 포름산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포름산의 피크면적
CS : 표준액 중 포름산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무수물로

환산한

포비돈의

농도

(mg/mL)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7.8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9 μm의 스티렌디비닐벤젠공중합체에
설폰산기를

결합시킨

강산성이온교환수지(수소형)를

충전한다.
이동상 : 희석한 과염소산(1 → 700)
유

량 : 1.0 mL/분 (포름산의 유지시간 약 8 분)

시스템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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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포름산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1000 단 이상, 0.5 ∼ 1.5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포름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6) 2-피롤리돈

이 약 0.1 g을 달아 물에 녹여 정확

7) 2-피롤리돈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이

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2-피롤리돈

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표준품 0.1 g을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하고 이

한다. 따로 2-피롤리돈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액 3.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 10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 50

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프리칼럼에서 2-피롤리돈이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검출되는 것을 검출기 1에서 확인하면(약 1.2분), 이

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2-피롤리돈의 피크면적을

동상이 직접 펌프에서 분석칼럼으로 흐르도록 한다.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2-피롤리돈의 양은 3.0

각각의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

% 이하이다.

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2-피롤리돈의 피크면적은 표
준액에서 얻은 2-피롤리돈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2-피롤리돈의 양 (%) = AT / AS × CS / CT × 100
(3.0 % 이하).

AT : 검액 중 2-피롤리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2-피롤리돈의 피크면적
CS : 표준액 중 2-피롤리돈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무수물로

환산한

포비돈의

농도

(mg/mL)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프리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럼과 분석칼럼사이와 분석칼럼 다음에 각각 검출기
1 및 검출기 2를 둔다.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가드칼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0 cm인 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 것을 프리칼럼으로, 안지름 약 4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아미노헥사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 것을 분석칼럼으로 한다.

분석칼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물에 인산을 넣어 pH를 2.4로 조정한다.

이동상 : 물·메탄올혼합액(19 : 1)

유 량 : 1 mL/분

유

량 : 0.8 mL/분 (2-피롤리돈의 유지시간 약 7

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할 때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칼럼의 세정 : 검액 또는 표준액을 시험한 다음 이동
상을 프리칼럼에 위의 유량으로 약 30 분간 시험조작
과 역방향으로 흘려 검체를 유출시켜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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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8) 히드라진

이 약 2.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넣

8) 히드라진

이 약 2.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넣

고 물 25 mL를 넣어 저어 섞어 녹인다. 살리실알데히

고 물 25 mL를 넣어 녹인다. 살리실알데히드의 메탄

드의 메탄올용액(1 → 20) 500 μL를 넣고 흔들어

올용액(1 → 20) 500 μ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섞은 다음 60 ℃의 수욕에서 15 분간 방치한다. 식힌

60 ℃의 수욕에서 15 분간 방치한다. 식힌 다음 톨루

다음 톨루엔 2.0 mL를 넣고 마개를 하여 2 분간 세

엔 2.0 mL를 넣고 마개를 하여 2 분간 세게 흔들어

게 흔들어 섞고 원심분리하여 위의 윗층의 톨루엔액을

섞고 원심분리하여 위층의 톨루엔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살리실알다진 90 mg을 톨루엔에

따로 살리실알다진 90 mg을 톨루엔에 녹여 정확하게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톨

하게 취하여 톨루엔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루엔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디메틸실릴실리카겔 (형광제 첨

그래프용디메틸실릴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

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희석시킨

든 0.25 mm 두께의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희석

메탄올(2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를 전개

시킨 메탄올(2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3 / 4을

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파장 365 nm)을 쪼일 때 표준액에서 얻은 형광반점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표준액에서 얻은 형광반

의 Rf 값은 약 0.3이고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에 해당

점의 Rf 값은 약 0.3이고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에 해

하는 위치의 검액에서 얻은 반점의 형광은 표준액의

당하는 위치의 검액에서 얻은 반점의 형광은 표준액의

것보다 진하지 않다 (1 ppm 이하).

것보다 진하지 않다 (1 ppm 이하).

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K

분 (현행과 같음)

값 이 약의 환산한 무수물 약 1.00 g에 해당하는 K

값

이 약의 표시 K 값에 따라 환산한 무수물로서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아래 표의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

하고 60 분간 방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물을 가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60 분간 방치하여 검액

지고 25 ℃에서 점도측정법 제 1 법에 따라 시험한다.

으로 한다. 검액 및 물을 가지고 25 ℃에서 점도측정

다음 식에 의하여 K 값을 구할 때 표시 K 값의 90.0 ∼

법 제 1 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음 식에 의하여 K 값

108.0 %이다.

을 구할 때, 표시 K 값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량
의 85.0 ∼ 115.0 %,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시
량의 90.0 ∼ 108.0 % 일 때 적합하다.
표시 K 값

환산한 무수물의 질량 (g)

18 이하

5.00

18 초과 95 이하

1.00

95 초과

0.10

K =

K =

log  re   
 log  re     log  re


  
  

 log  re   
  log  re      log  re



   
    

c : 용액 100 mL 중 환산한 무수물의 질량 (g)

c : 용액 100 mL 중 환산한 무수물의 질량 (g)

ηrel : 물의 운동점도에 대한 검액의 운동점도의 비

νrel : 물의 운동점도에 대한 검액의 운동점도의 비
정 량 법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킬달플라스

크에 넣고 여기에 황산칼륨‧황산구리(Ⅱ)오수화물‧이산
화티탄 가루 혼합물(33 : 1 : 1) 5 g을 넣고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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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킬달플라스

크의 목에 부착한 검체를 소량의 물로 씻어 넣고 다시

크에 넣고 여기에 황산칼륨 33 g, 황산구리(II)오수화

플라스크의 안벽에 따라 황산 7 mL를 넣는다. 플라스

물 1 g 및 이산화티탄 1 g의 혼합물을 가루로 하여 5

크를 서서히 가열하여 액이 황록색으로 맑게 되고 플

g을 넣고 플라스크의 목에 부착한 검체를 소량의 물로

라스크의 안벽에 탄화물이 없어지면 다시 45 분간 계

씻어 넣고 다시 플라스크의 안벽에 따라 황산 7 mL

속하여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20 mL를 조심하면서

를 넣는다. 플라스크를 석면 위에서 가열하여 액이

넣고 식힌 다음 증류장치를 연결하여 이하 질소정량법

황록색으로 맑게 되고 플라스크의 안벽에 탄화물이 없

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조작 중 붕산용액(1 → 25)

어지면 다시 45 분간 계속하여 가열한다. 식힌 다음

은 30 mL를 넣고 0.025 mol/L 황산을 적정액으로

물 20 mL를 조심하여 넣고 식힌다. 플라스크를 미리

한다.

수증기를 통하여 씻은 증류장치에 연결한다. 수기에는
붕산용액(1 → 25) 30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메

0.025 mol/L 황산 1 mL = 0.700 mg N

틸레드시액 3 방울을 넣고 물 적당량을 넣어 냉각기의
아래쪽을 이 액에 담근다. 깔때기로 수산화나트륨용액
(2 → 5) 30 mL를 넣고 조심하여 물 10 mL로 씻어
넣고 곧 핀치콕을 단 고무관의 핀치콕을 닫고 수증기
를 통하여 유액 80 ∼ 100 mL를 얻을 때까지 증류
한다. 냉각기의 아래쪽을 액면에서 떼고 소량의 물로
각 부분을 씻어 넣고 0.025 mol/L 황산으로 적정한
다.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초록색이 연한 회청색
을 거쳐 연한 회자주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
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025 mol/L 황산 1 mL = 0.7003 mg N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폴리소르베이트 80

폴리소르베이트 80

Polysorbate 80

Polysorbate 80

<신설>

Polyoxyethylene 20 sorbitan monooleate [9005-6

5-6]
이 약은 소르비톨 및 무수소르비톨의 수산기의 일부를

이 약은 무수소르비톨의 수산기의 일부를 올레산으로
에스테르화한 것의 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이다.

지방산, 주로 올레산으로 에스테르화한 혼합물에 에틸렌
옥시드를 중합한 것이며, 소르비톨 및 무수소르비톨 각
1 몰당 에틸렌옥시드의 평균중합몰수는 약 20이다.

성

상

이 약은 무색 ∼ 주황색의 점조성 액으로 약 성

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며 따뜻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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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느낌이 있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 온에탄올, 피리딘 또는 클로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고 수용액은 무색, 무취이다.

로포름과 섞인다.

이 약은 에탄올, 아세트산에틸에 녹고 광유에 거의 녹

이 약은 물에 잘 녹으며 에테르에는 녹기 어렵다.

지 않는다.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5.5 ∼

점도 : 약 400 mPa·s (25 ℃)

7.5이다.

비중 
 : 약 1.10

중 (생략)

확인시험

<삭제-비중>

1) 이 약의 수용액(1 → 20) 5 mL에 수산 확인시험

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어 5 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1) 이 약은 지방산 성분함량비 시험에 적합하

여야 한다.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할 때 액은 백탁한다.
2) 이 약의 수용액(1 → 20) 5 mL에 브롬시액 2 ∼

2) 이 약 및 폴리소르베이트 80 표준품을 가지고 적

3 방울을 넣을 때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산

3) (생략)

3) <삭제>

4) (생략)

4) <삭제>

가 2.0 이하

산

가

2.0 이하. 단, 용매로써 에탄올(95)을 사용한

비누화가

이 약 약 4 g을 정밀하게 달아 250 mL 붕규

다.
비누화가 45 ∼ 55

산염유리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0.5 mol/L 수산화칼
륨·에탄올액 30 mL를 정확하게 넣고 유리비즈를 넣
는다. 여기에 작은 환류냉각기를 달아 1 시간 동안 가
열한다. 이 액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 mL를 넣고 에탄
올(99.5) 50 mL를 넣어 곧바로 0.5 mol/L 염산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다음 식에 따
라 비누화가를 계산할 때 그 값은 45 ∼ 55 이어야
한다.
비누화가 = (a - b) × 28.05 / 검체의 양 (g)
a : 공시험액의 0.5 mol/L 염산의 소비량 (mL)
b : 검액의 0.5 mol/L 염산의 소비량 (mL)
올레산 (생략)

<삭제-올레산>

수산기가

수산기가

65 ∼ 80

이 약 약 2 g을 정밀하게 달아 약 150 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넣어 정확하게 아세트산탈수물·
피리딘시액 5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에
서 가열한다. 이 때 수층의 높이가 플라스크 내용물보
다 약 2.5 cm 위에 오도록 조정한다. 1 시간 후에 플
라스크를 꺼내어 식힌 다음 환류냉각기를 통하여 물 5
mL를 넣는다. 액이 뿌옇게 되는 경우 피리딘을 충분
히 넣어 맑게 하고 사용된 피리딘의 양을 기재한다.
플라스크를 흔들어 섞고 다시 수욕에서 10 분간 가열
하고 식힌 다음 냉각기 및 플라스크의 내벽을 중화에
탄올 5 mL로 씻어 넣고 0.5 mol/L 수산화칼륨·에탄
올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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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다음 식에 따라
수산기가를 계산할 때 그 값은 65 ∼ 80 이다.
수산기가
= {(a - b) × 28.05 / 검체의 양 (g)} + 산가
a : 공시험액의 0.5 mol/L 수산화칼륨·에탄올액의
소비량 (mL)
b : 검액의 0.5 mol/L 수산화칼륨·에탄올액의 소비
량 (mL)

요오드가 (생략)

<삭제-요오드가>

점

<삭제-점도>

도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수은 (생략)

<삭제-순도시험 2)수은>

3) 카드뮴 (생략)

<삭제-순도시험 3)카드뮴>

4) 납 (생략)

<삭제-순도시험 4)납>

5) 비소 (생략)
6)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삭제-순도시험 5)비소>
이 약 1.0 g을 10 mL

2)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이 약 1.0 g을 10 mL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고 물 2.0 mL를 넣어 녹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고 물 2.0 mL를 넣어 녹

인 다음 즉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리콘 멤브레인과

인 다음 즉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리콘 멤브레인과

알루미늄 마개로 밀봉하여 가볍게 흔들어 섞어 검액

알루미늄 마개로 밀봉하여 가볍게 흔들어 섞어 검액

(1)로 한다. 따로 이 약 1.0 g을 10 mL 헤드스페이

(1)로 한다. 따로 이 약 1.0 g을 10 mL 헤드스페이

스용 바이알에 넣고 표준액 2.0 mL를 넣어 녹인 다음

스용 바이알에 넣고 표준액 2.0 mL를 넣어 녹인 다음

검액 (1)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검액 (2)로 한다. 에틸

검액 (1)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검액 (2)로 한다. 에틸

렌옥시드를 염화메틸렌에 녹여 만든 50 mg/mL 에틸

렌옥시드를 염화메틸렌에 녹여 만든 50 mg/mL 에틸

렌옥시드용액 0.5 mL를 물로 희석하여 50.0 mL로

렌옥시드용액 0.5 mL를 물로 희석하여 50.0 mL로

하고 (이 액은 -20 ℃에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리콘

하고 (이 액은 -20 ℃에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리콘

멤브레인과 크림프 마개로 밀봉하여 보관 시 3 개월

멤브레인과 크림프 마개로 밀봉하여 보관 시 3 개월

간 안정함) 실온에 방치한 다음 이 액 1.0 mL를 정확

간 안정함) 실온에 방치한 다음 이 액 1.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250.0 mL로 한 것을 에틸렌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250.0 mL로 한 것을 에틸렌

옥시드 표준액으로 한다. 디옥산 표준품 1.0 mL를 정

옥시드 표준액으로 한다. 디옥산 표준품 1.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20,000 배 희석한 것을 디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20,000 배 희석한 것을 디

옥산 표준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 표준액 6.0 mL

옥산 표준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 표준액 6.0 mL

와 디옥산 표준액 2.5 mL를 섞은 다음 물을 넣어

와 디옥산 표준액 2.5 mL를 섞은 다음 물을 넣어

25.0 mL로 한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물로 0.01 g/L

25.0 mL로 한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물로 0.01 g/L

아세트알데히드용액을 만들어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아세트알데히드용액을 만들어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으로 한다.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2.0 mL와 에틸렌

으로 한다.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2.0 mL와 에틸렌

옥시드 표준액 2.0 mL를 10 mL의 헤드스페이스용

옥시드 표준액 2.0 mL를 10 mL의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어 즉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리콘 멤브레

바이알에 넣어 즉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리콘 멤브레

인과 알루미늄 마개로 밀봉하여 가볍게 흔들어 섞어

인과 알루미늄 마개로 밀봉하여 가볍게 흔들어 섞어

대조액으로 한다. 검액 (1) 및 검액 (2) 1 mL를 가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검액 (1) 및 검액 (2) 1

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m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의 피크면적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의 피

을 측정하고 그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ppm

크면적을 측정하고 그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이하이며 디옥산은 10 ppm 이하이다.

ppm 이하이며 디옥산은 10 pp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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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2CEO × Aa / (Ab - Aa)

CEO = 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농도 (μg/mL)

CEO = 검액 (2) 중 에틸렌옥시드의 농도 (μg/mL)

Aa = 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a = 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b = 검액 (2)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b = 검액 (2)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  ×   × ′
디옥산의 양 (ppm) = 
′  ′
CD = 검액 (1) 중 디옥산의 농도 (μg/mL)

디옥산의 양 (ppm) = 2 × 1.03 × CD × Aa′/
(Ab′ - Aa′)
CD = 검액 (2) 중 디옥산의 농도 (μL/mL)
1.03 = 디옥산의 밀도 (g/mL)

1.03 = 디옥산의 밀도 (g/mL)

Aa′ = 검액 (1)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Aa′ = 검액 (1)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Ab′ = 검액 (2)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Ab′ = 검액 (2)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50 m인 용융실리

칼

카관 내면에 5 μm의 폴리(디메틸)(디페닐)실록산을

카관 내면에 폴리(디메틸)(디페닐)실록산을 5 μm의

피복한 것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70 ℃부근의 일정온도에서 250 ℃가 될

칼럼온도 : 70 ℃부근의 일정온도에서 매 분 10 ℃로

때까지 1 분간 10 ℃씩 상승시키고 250 ℃부근의 일

250 ℃까지 온도를 올리고, 250 ℃를 5 분간 유지한

정온도에서 5 분간 유지한다.

다.

검체도입부온도 : 85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85 ℃ 부근의 일정 온도

헤드스페이스 검체부온도 : 80 ℃

헤드스페이스 검체부온도 : 80 ℃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4.0 mL/분

유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50 m인 용융실리

량 : 4.0 mL/분 (에틸렌옥시드의 유지시간은 약

6.5 분이고, 에틸렌옥시드에 대한 아세트알데히드 및
디옥산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약 0.9 및 1.9이다.)
분할비 : 약 1 : 3.5

분할 비 : 약 1 : 3.5

유지시간 : 에틸렌옥시드 유지시간 (약 6.5 분)에 대

<삭제-유지시간>

한 아세트알데히드 및 디옥산의 상대 유지시간은 각각
0.9, 1.9이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대조액 1.0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mL를 가지고

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시드의 분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

리도는 2.0 이상이다.

시드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신 설>

3) 과산화물가

이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비커에 넣고 아세트산(100) 20 mL에 녹인다. 요
오드화칼륨포화용액 1 mL를 넣어 혼합하고 1 분간
방치한다. 새로 끓여 식힌 물 50 mL를 넣고 교반봉을
넣어 교반한 다음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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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
법으로 공시험을 하고(이 때 공시험액의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비량은 0.1 mL 이하이다.), 다
음 식에 따라 과산화물가를 계산할 때 그 값은 10 이
하이다.
과산화물가 = 10 × (V1 - V0) / W

V1 : 검액의 적정에 소비된 0.01 mol/L 티오황산나트
륨액의 소비량 (mL)

V0 : 공시험액의 적정에 소비된 0.01 mol/L 티오황산
나트륨액의 소비량 (mL)

W : 이 약의 취한 양 (g)
수
수

분 3.0 % 이하 (1 g, 용량적정법, 역적정)

강열잔분 0.1 % 이하 (2 g).

분

강열잔분

3.0 % 이하 (1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석영 또는 백금도가니를 미리 30 분간 가열

하여 데시케이터에서 방치하여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이 약 약 2 g을 정밀하게 달아 이 도
가니에 고르게 넣고 1 시간 동안 100 ∼ 105 ℃에서
건조하고 마플로(muffle furnace)에서 600 ± 50 ℃
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 다음 데시케이터에서 방
치하여 식힌다. 조작 중에는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속적인 강열 조작 후에도 검은색
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뜨거운 물을 넣고 회분을 포함
하지 않는 여과지로 여과한다. 여과지와 잔류물을 강
열하여 얻은 회분과 여액을 합치고 조심스럽게 증발건
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다. (0.25 % 이
하)
지방산 성분함량비

<신 설>

이 약 약 0.10 g을 정밀하게 달아

25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수산화나트륨의 메탄올
용액(1 → 50) 2 mL에 녹이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30 분간 가열한다. 삼플루오르화붕소·메탄올시액 2.0
mL를 넣고 30 분간 가열한다. 냉각기 윗부분으로 n헵탄 4 mL를 넣고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과
염화나트륨을 2 : 1로 혼합하여 잔류하는 불용물이 없
도록 여과한 염화나트륨포화용액 10 mL를 넣고 15
초간 플라스크를 흔들어 섞은 후 상층액이 플라스크의
목 부분까지 올라오도록 염화나트륨포화용액을 충분히
넣는다. 상층액 2 mL를 취하여 물 2 mL씩으로 3회
세정한 다음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여과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표 1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혼합물
0.50 g을 n-헵탄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을
비교액 (1)로 한다. 비교액 (1)에 n-헵탄을 넣어 10
배 희석한 액을 비교액 (2)로 한다. 시험을 통해 지방
산 구성을 알고 있는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혼합물
0.50 g을 n-헵탄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을

KP Forum Vol.14 No.1 (2017)

88

현

행

개 정 안
비교액 (3)으로 한다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혼합물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
구성(%)
5
10
15
20
20
10
10
10

혼합물
미리스틴산메틸
팔미트산메틸
스테아르산메틸
아라키드산메틸
올레산메틸
에이코센산메틸
베헨산메틸
리그노세르산메틸

검액 및 비교액 (3)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과 비
교액 (3)에서 얻은 지방산에스테르의 피크면적으로부
터 각 지방산의 함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지방산 농도 = AC / AT × 100

AC : 각각의 지방산에스테르의 피크면적
AT : 지방산에스테르의 피크면적의 총합
표 2
구성성분

이하 (%)

이상 (%)

미리스틴산

5.0

-

팔미트산

16.0

-

팔미톨레산

8.0

-

스테아르산

6.0

-

올레산

-

58.0

리놀산

18.0

-

리놀렌산

4.0

-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용 용융실리카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용폴리에틸렌글리콜(평균분자량 약 15,000)을 0.5 μ
m의 두께로 피복한 것
검체도입부온도 :

250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주입할 때까지 80 ℃부근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매분 10 ℃씩 220 ℃까지 승온하고 220 ℃
로 40 분 이상 유지한다.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온도
운반기체 :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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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 50 cm/ 초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비교액 (2)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미리스틴산메틸 피크의 S/N 비가 5
이상 임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비교액 (1)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스테아르산메틸, 올레산메틸의 분
리도는 1.8 이상이고 스테아르산메틸의 이론단수는
30000 단 이상이다.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저 장 법 기밀용기.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400

Polyethylene Glycol

마크로골 400

마크로골

폴리에칠렌글리콜 400

폴리에칠렌글리콜

이 약은 산화에틸렌과 물의 부가중합체로 HOCH2
(CH2OCH2)nCH2OH로 나타내며 n은 7 ~ 9이다.

H(OCH2CH2)nOH

poly(oxy-1,2-ethanediyl), α-hydro-ω-hydrox
y-; polyethylene glycol [25322-68-3]
이
약은
산화에틸렌과
물의
부가중합체로
H(OCH2CH2)nOH로 나타내며 n은 산화에틸렌의 평균
중합수를 나타낸다.
이 약은 종류에 따라 명칭에 수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수치가 1000 미만일 경우 평균분자량의 95.0 ∼ 105.0
% 이며, 1000 ∼ 7000 일 경우 평균분자량의 90.0 ∼
110.0 %이고, 7000 이상일 경우 평균분자량의 87.5
∼ 112.5 %이다.
이 약은 적절한 산화방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상 이 약의 성상 및 용해도는 종류에 따라 표 1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점조성의 액으로 약간 성
과 같다.
특이한 냄새가 있다.
표 1. 성상 및 용해도
이 약은 물, 메탄올, 에탄올 또는 피리딘과 섞인다.
이 약은 에테르에 녹는다.

종류

이 약은 약간 흡습성이다.

300

응고점 : 4 ~ 8 ℃

400

비중 d

20
20

: 1.110 ~ 1.140

600

1000

성상
무색의
맑은
점조성과 흡습
성이 있는 액
이다
백색의
또는

왁스
파라핀

같은 흡습성이
있는 고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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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의
1500

또는

왁스

물 및 염화메틸렌에 잘 녹으

파라핀

며, 에탄올에 녹고, 지방유 및

같은 고체이다
3000
3350

백색의
또는

왁스
파라핀

같은 고체이다

광유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물 및 염화메틸렌에 잘 녹으
며, 에탄올에 조금 녹고, 지방
유 및 광유에는 거의 녹지 않

왁스

는다
물 및 염화메틸렌에 잘 녹으

파라핀

며, 에탄올, 지방유 및 광유에

같은 고체이다
백색의
왁스

는 거의 녹지 않는다.
물에 잘 녹으며, 염화메틸렌에

4000

백색의

6000

또는

8000

또는

녹고, 에탄올, 지방유 및 광유

20000
35000

파라핀

같은 고체이다

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응고점 : 표 2와 같다.
표 2. 응고점
종류
600
1000
1500
3000
3350
4000
6000
8000
20000
35000
확인시험
확인시험 (생략)
pH

pH

이 약 1.0 g에 물 20 mL를 넣어 녹인 액의 pH는

(현행과 같음)

이 약 5.0 g에 새로 끓여 식힌 물 100 mL를 넣어

녹인 다음 염화칼륨포화용액 0.30 mL을 혼합한 용액

4.0 ∼ 7.0이다.

의 pH는 4.5 ∼ 7.5이다.
점

<신설>

응고점 (℃)
15 ~ 25
35 ~ 40
42 ~ 48
50 ~ 56
53 ~ 57
53 ~ 59
55 ~ 61
55 ~ 62
57 이하
57 이하

도

이 약을 가지고 98.6 ∼

99.2 ℃ 수욕에서

제 1 법에 따라 모세관점도계를 써서 200 초 이상 시
험할 때 평균분자량에 따라 점도는 표 3과 같다.
종류
(평균
분자량)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점도범위
(mm2/s)
3.9 ~ 4.8
5.4 ~ 6.4
6.8 ~ 8.0
8.3 ~ 9.6
9.9 ~ 11.3
11.5 ~ 13.0
12.5 ~ 14.5
15.0 ~ 17.0
16.0 ~ 19.0

종류
(평균
분자량)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3250
3350

점도범위
(mm2/s)
49 ~ 65
51 ~ 70
54 ~ 74
57 ~ 78
60 ~ 83
64 ~ 88
67 ~ 93
73 ~ 105
76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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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1200
1300
1400
145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순도시험

순도시험 <신설>

18.0
20.0
22.0
24
25
26
28
31
33
35
38
40
43
46

~
~
~
~
~
~
~
~
~
~
~
~
~
~

22.0
24.5
27.5
30
32
33
36
39
42
45
49
53
56
60

3500
3750
4000
4250
4500
475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8000

87 ~ 123
99 ~ 140
110 ~ 158
123 ~ 177
140 ~ 200
155 ~ 228
170 ~ 250
206 ~ 315
250 ~ 390
295 ~ 480
350 ~ 590
405 ~ 735
470 ~ 900

1) 용해상태 이 약 5 g을 물 50 mL에 녹일

때, 무색이며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은 맑고, 고체 폴
리에틸렌글리콜은 혼탁하다.

1) 산

이 약 5.0 g에 중화에탄올 20 mL를 넣어 녹

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 방울 및 0.1 mol/L 수산화
나트륨액 0.20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2)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다 (20 ppm 이하).
3)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렌글리콜

이 약 4.0 g을

물에 녹이고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틸렌글리콜표준품 및 디에틸렌글리콜표준품 약
5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μL씩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글리콜의 피크높이 HTa,
HSa 및 디에틸렌글리콜의 피크높이 HTb, HSb를 측
정하고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렌글리콜의 양을 구할
때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렌글리콜의 함량의 합은
0.25 % 이하이다.

2) 산

이 약 5.0 g에 중화에탄올 20 mL를 넣어 녹

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 방울 및 0.1 mol/L 수산화
나트륨액 0.20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3) 중금속

이 약 4.0 g을 달아 제1법에 따라 조작하

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5 ppm 이하).
4)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렌글리콜

(1)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분자량이 450 미만일 경우

이 약 4.0 g을

물에 녹이고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틸렌글리콜표준품 및 디에틸렌글리콜표준품 약
5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하고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렌글리콜의 함
량의 합은 0.25 % 이하이다.
에틸렌글리콜의 양 (%)
= (CS / CT) × (AT / AS) × 100

에틸렌글리콜의 양 (mg)

Ta

= 에틸렌글리콜표준품의 양 (mg) ×  × 
Sa 

CS : 표준액 중 에틸렌글리콜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에틸렌글리콜의 농도 (mg/mL)
AT : 검액 중 에틸렌글리콜의 피크면적

디에틸렌글리콜의 양 (mg)

Tb

= 디에틸렌글리콜표준품의 양 (mg) ×  × 


Sb

AS : 표준액 중 에틸렌글리콜의 피크높이
디에틸렌글리콜의 양 (%)
= (CS / CT) × (AT / AS) × 100

CS : 표준액 중 디에틸렌글리콜의 농도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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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 검액 중 디에틸렌글리콜의 농도 (mg/mL)
AT : 검액 중 디에틸렌글리콜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디에틸렌글리콜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1.5 m인 관에 기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1.5 m인 스테인

체크로마토그래프용D-소르비톨을 150 ~ 180 μm의

레스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D-소르비톨의 기체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12 %의 비율로 피복

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12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한 것을 충전한다.

충전한다.

칼럼온도 : 165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140 ℃ 부근의 일정온도

운반기체 : 질소 또는 헬륨

검체도입부온도 : 250 ℃ 부근의 일정온도

유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온도

량 : 디에틸렌글리콜의 유지시간이 약 3 분이 되

도록 조정한다.

운반기체 : 질소 또는 헬륨

시스템적합성

유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량 : 50 mL/분

(2) 폴리에틸렌글리콜의 분자량이 450 ∼ 1000 일

로 조작할 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의 순서로

경우

유출하고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된다.

디페닐에테르 75 mL넣어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인다.

검출감도 : 표준액 2 μL에서 얻은 디에틸렌글리콜의
피크높이가 풀스케일의 약 80 %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 약 50.0 g을 250 mL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1 ∼ 2 mmHg 압력에서 천천히 증류하여 1 mL 간격
의 눈금이 있는 100 mL 플라스크에 증류액을 25
mL까지 받는다. 물 20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얼음수욕에서 식히고 디페닐에테르를 응고시켜
제거한다. 물층을 여과하고 얼음물 5 mL로 디페닐에
테르를 씻고 씻은 액은 여액에 합하고 가온하여 실온
으로 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희석한다.
이 액을 유리마개가 있는 플라스크에 옮기고 새로 증
류한 아세토니트릴 2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검액
으로 한다. 따로 디에틸렌글리콜표준품 62.5 mg을 새
로 증류한 아세토니트릴을 써서 만든 아세토니트릴·
물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질산이암모늄세륨(IV)시액 15 mL를
정확하게 넣는다. 이 액을 가지고 2 ∼ 5 분 사이에
자외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450 nm에서
부근의 흡수극대 파장에서 얻은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
액에서 얻은 흡광도보다 크지 않다.

4)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생략)
평균분자량시험

5)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현행과 같음)

무수프탈산 42 g을 달아 새로 증류한 평균분자량

무수프탈산 49 g을 달아 새로 증류한 피리

피리딘 3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넣은 1000 mL의

딘 3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넣은 1000 mL의 차광

차광한 마개가 달린 병에 넣고 세게 흔들어 섞어 녹인

한 마개가 달린 병에 넣고 세게 흔들어 섞어 녹인 다음

다음 16 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

이미다졸 7 g을 넣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녹인 다음 16

게 취하여 약 200 mL 마개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여

시간 이상 방치하여 무수프탈산용액을 만든다. 이 약이

기에 이 약 약 1.5 g을 정밀하게 달아 넣어 막고 질긴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일 때, 무수프탈산용액 25 mL를

천으로 싸서 미리 98 ± 2 ℃로 가열한 수욕에 넣는

정확하게 취하여 약 200 mL 마개가 달린 내압병에 넣

다. 이 때 병 속의 액이 수욕 속에 잠기도록 한다. 98

는다. 여기에 이 약의 예상되는 평균분자량을 16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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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서 30 분간 유지한 다음 수욕에서 병을 꺼

나눈 값만큼의 양(고체 폴리에틸렌글리콜일 경우 25 g

내어 실온으로 될 때까지 공기 중에서 식힌다. 다음에

을 넘지 않는 양을 취한다.)을 정밀하게 달아 넣어 막고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50 mL를 정확하게 넣고

질긴 천으로 싸서 미리 98 ± 2 ℃로 가열한 수욕에 넣

다시 페놀프탈레인의 피리딘용액(1 → 100) 5 방울을

는다. 이 때 병 속의 액이 수욕에 잠기도록 한다. 5 분

넣어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후 수욕에서 병을 꺼내고 30 초간 흔들어 용액을 균질

적정의 종말점은 액이 약 15 초 동안 지속하는 연한

하게 한다. 98 ± 2 ℃에서 30 분간 유지한 다음 수욕

빨간색을 나타낼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에서 병을 꺼내어 실온으로 될 때까지 공기 중에서 식

한다. 평균분자량은 380 ~ 420이다.

힌다. 병의 마개를 제거하고 물 10 mL를 넣고 완전히
흔든다. 2 분 후 페놀프탈레인의 피리딘용액(1 →

검체의 양 g × 
평균분자량 = 


100) 0.5 mL를 넣고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액이 약 15 초 동안 지
속하는 연한 빨간색을 나타낼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a : 공시험에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

공시험을 한다.

(mL)
b : 본시험에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

평균분자량 = 검체의 양 (g) × 4000 / (a - b)

(mL)
a : 공시험액에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
(mL)
b : 검액에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
(mL)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황색바셀린

황색바셀린

Yellow Petrolatum

Yellow Petrolatum
페트롤라튬

이 약은 석유로부터 얻은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을 정제 이 약은 석유로부터 얻은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을 정제
한 것이다. 이 약은 적당한 안정제를 넣을 수 있다.
한 것이다.
(현행과 같음)

(생략)
<신설>

 


: 0.815 ∼ 0.880 (60 ℃)
비
중
｢백색바셀린｣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순도시험 1) 색 이 약 10 g을 증기욕에서 녹이고 15
시험한다. 다만 다음 비교액을 쓴다.
mm × 150 mm의 유리 시험관에 이 액 5 mL를 넣
◦ 비교액 염화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3.8 mL에 염 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제이철표준품·염화코발

순도시험

1) 색

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1.2 mL를 넣는다.

트표준품 혼합액(19 : 6)을 비교액으로하여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
은 비교액 5 mL가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

2) 산 또는 알칼리, 중금속, 비소, 황화합물, 유기산류

2) 산 또는 알칼리

및 유지 또는 수지

넣고 5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물층을 따로 취하고 바

｢백색바셀린｣의 순도시험 2), 3),

4), 5), 6) 및 7)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 35.0 g에 열탕 100 mL를

셀린층은 다시 열탕 50 mL씩으로 2 회 같은 방법으
로 조작하여 물층을 합하여 페놀프탈레인시액 1 방울
을 넣어 끓일 때 액은 빨간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
시 메틸오렌지시액 2 방울을 넣을 때 액은 빨간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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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율로 섞인 용액 100 mL 에 넣어 흔들어 섞
어주고 끓인다.

페놀프탈레인시액 1 mL를 넣고 즉시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으로 흔들어 섞으면서 분
홍색 종말점까지 적정한다. 적정에 소비된 0.1 mol/L
<신설>

수산화나트륨액은 400 μL 이하이다.
4) 균질성 150 g의 무게를 가지는 원뿔형의 금속 플
런저를 장착하고 제거 가능한 금속 팁을 사용하는 침
입도계를 사용한다. 그 팁의 각도는 30 °이고 끝은
길이를 잘라 0.381 ± 0.025 mm 직경을 가지고 윗
부분의 직경은 8.38 ± 0.05 mm이고 길이는

14.94

± 0.05 mm이다. 원뿔의 남은 부분 각도는 90°이고
높이는 28 mm이며 가장 넓은 부분이 직경은 65 mm
이다. 용기는 평평한 바닥의 금속 원통으로 직경 100
± 6 mm 높이 65 mm 이상이고 두께는 1.6 mm 이
상이며 금속재질이고 잘 맞고 방수가 되는 뚜껑이 제
공된다. 용기와 약을 오븐에 가열하여 82 ± 2.5 ℃로
하고 꺼내어 용기에 약을 부어 표면에서 6 mm 안이
되도록 넣는다. 25 ± 2.5 ℃에서 16 시간 이상 방치
하고 실험 2 시간 전에 25 ± 0.5 ℃ 수욕에 넣는다.
실내온도가 23.5 ℃이하 이거나 26.5 ℃이상이면 원
뿔을 25 ± 0.5 ℃ 수욕에 넣어 온도를 맞춘다. 물질
의 표면을 매끈하게 유지한 상태로 침입도계 시험대로
옮기고 원뿔을 낮추어 팁이 실험물질의 표면에 접촉하
여 모서리의 2.5 ∼ 38 mm에서 점을 만들도록 한다.
영점을 조절하고 플런저를 놓아 5 초 동안 낙하시킨
다. 플런저를 잡고 총 침입 길이를 측정한다. 실험을
3번 이상 시행하며 침입된 면적이 겹치지 않게 한다.
침입이 20 mm 이상이 된 곳은 실험마다 다른 용기를
사용한다. 수치는 0.1 mm 까지 측정하고 3 번 이상
의 실험을 한다. 만약 각각의 수치가 평균에서 ±3 %
이상 차이나면 10 번 까지 실험한다. 이 때 실험의 평
균이 10.0 ∼ 30.0 mm 이하이다. (균질도 100 ∼
300)
<신설>

5) 유지 또는 수지

이 약 10.0 g에 5 mol/L 수산화

나트륨액 50 mL를 넣고 100 ℃에서 30 분간 끓인
다음 물층을 따로 취하여 5 mol/L 황산을 넣어 산성
으로 하였을 때 기름이나 고체덩어리가 생기지 않는
다.
3)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이 약 1.0 g을 정밀하게 달

<삭제-순도시험 3)다환방향족탄화수소>

아 디메틸설폭시드 10 mL로 두 번 흔들어 섞어준 헥
산 50 mL에 녹인다. 이 액을 마개가 달린 125 mL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디메틸설폭시드 20 mL를 넣고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두 층으로 될 때까지
방치한다. 아래층을 두 번째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디
메틸설폭시드 20 mL를 넣어 추출을 반복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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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산 20 mL를 넣고 1 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두 층으로 될 때까지 방치하여 아래층을 분리하고 디
메틸설폭시드 50.0 mL로 희석한 액을 검액으로 하고,
헥산 25 mL와 디메틸설폭시드 10 mL를 1 분간 세
게 흔들어 섞은 다음 맑은 아래층의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60 ∼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나프탈렌표준품을
디메틸설폭시드에 녹여 1000 mL 중 9.0 mg을 함유
하도록 한 용액을 표준액으로 하고, 디메틸설폭시드를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7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 때, 파장 260 ∼
420 nm에서의 검액의 흡광도는 파장 278 nm에서의
표준액의 흡광도보다 크지 않다 (300 ppm 이하).
강열잔분
저 장 법

0.05 ％ 이하 (2 g).
(생략)

강열잔분

0.1 ％ 이하 (2 g).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Hydroxypropylcellulose

Hydroxypropylcellulose
셀룰로오스, 2-히드록시프로필에테르

<신 설>
[9004-64-2]

[9004-64-2]

이 약은 셀룰로오스의 히드록시프로필에테르이다.

이 약은 일부 o-2-히드록시프로필화 한 셀룰로오스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히드록시프로폭실기 이다.
(-OC3H6OH : 75.09) 53.4 ∼ 77.5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히드록시
프로폭실기 (-OC3H6OH : 75.09) 53.4 ∼ 80.5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케이킹 방지제로 이산화규소 등을 함유할 수
있으며 그것을 표시한다.
이 약은 그 표시된 온도 및 농도의 수용액에서 측정된
평균 점도를 50 ∼ 150 % 범위로 표시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루이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을 띤 입상 또는

다.

가루로 냄새 및 맛은 없다.

이 약은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냉수, 에탄올, 클로로포름 또는 프로필렌글리

이 약에 물 또는 에탄올을 넣을 때 점조성이 있는 액

콜에 콜로이드 액으로 녹고 열탕에는 녹지 않는다.

으로 된다.

이 약은 건조 후에 흡습성이 있다.

확인시험

1)

이 약 1 g에 물 100 mL를 넣고 70 ℃의 수 확인시험

1) 이 약 1 g을 물 100 mL에 넣어 녹인 다

욕에서 5 분간 저어 섞으면서 가열한 다음 흔들어 섞으

음 이 액 1 mL를 취하여 유리판 위에 올리고 증발시

면서 식힌다. 다시 균질한 점성의 액이 될 때까지 실온

킬 때 얇은 막이 형성된다.

에서 방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 mL에 안트론시
액 1 mL를 가만히 넣을 때 접계면은 파란색 ∼ 초록색
을 나타낸다.
2) 1)의 검액을 수욕에서 가열할 때 백탁 또는 흰색

2) 이 약 및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표준품을 가지

침전이 생기며 식힐 때 백탁 또는 침전이 없어진다.

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

KP Forum Vol.14 No.1 (2017)

96

현

행

개 정 안
다. 다만, 이 약의 파수 1719 cm-1 부근에서 흡수는
제외한다.

3) (생략)
pH

<삭제-확인시험 3) >

이 약 1.0 g을 새로 끊여 식힌 물 50 mL에 녹인 pH

액의 pH는 5.0 ∼ 7.5이다.

이 약 1.0 g을 새로 끓인 물 100 mL에 고르게 분

산시킨 다음 자석교반기로 섞으면서 식힌 액의 pH는
5.0 ∼ 8.0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삭제-순도시험 1)용해상태>

2) 염화물 (생략)

<삭제-순도시험 2)염화물>

3) 황산염 (생략)

<삭제-순도시험 3)황산염>

4) 중금속 (생략)
5) 비소 (생략)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삭제-순도시험 5)비소>

<신설>

2)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를 함유하는 표시가 있고

강열잔분이 0.2 %이상일 때 적용한다. 강열잔분시험
에서 얻은 잔류물이 포함된 도가니의 무게를 정밀하게
단다. 잔류물을 물로 적시고 플루오르화수소산 5 mL
를 넣는다. 증기욕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식히고 플
루오르화수소산 5 mL 및 황산 0.5 mL를 넣고 다시
증발건고시킨다. 천천히 온도를 올려 모든 산을 휘발
시킨 다음 975 ∼ 1025 ℃에서 강열하여 데시케이터
에서 식히고 무게를 측정할 때 전후의 무게 차이로 계
산된 이산화규소는 0.6 % 이하이다.
6) 납

3) 납

이 약 약 5 g을 정밀히 달아 백금제 또는 석

이 약 1.0 g을 달아 물 25 mL에 녹인 액을

영제 도가니에 넣고 황산 소량을 가하여 적신 다음 서

검액으로 한다. 검액을 분액깔대기에 넣고 물 10 mL

서히 가열하여 가능한 한 저온에서 예비회화한 후, 다

로 씻은 다음 시트르산암모늄용액 6 mL 및 히드록실

시 황산 1 mL를 가하고 천천히 가열하여 450 ∼

아민염산염시액 2 mL를 넣는다. 페놀레드시액 2 방울

550 ℃에서 회화될 때까지 강열한다. 회화가 끝나면

을 넣어 알칼리성이 될 때까지 암모니아수(28)를 넣

잔류물에 소량의 질산(1 → 150)을 가하여 녹이고,

는다. 필요하면 용액을 식히고 시안화칼륨용액 2 mL

다시 질산(1 → 150)을 가하여 10 mL로 한 액을 검

를 넣은 다음 즉시 추출용 디티존액 5 mL 씩으로 추

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액 1.0 mL를 백금도가니에

출액이 초록색을 띨 때까지 추출한다. 추출한 액을 다

취하여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른 분액깔때기에 합하여 희석시킨 질산(1 → 100)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

20 mL를 넣어 30 초간 흔들어 섞고 클로로포름층은

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

버린다. 질산층에 디티존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취

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2.0 ppm 이하).

하여 넣고 암모니아·시안화물시액 4 mL를 넣어 30

사용기체 : 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초간 흔들어 섞는다. 클로로포름층의 보라색은 희석시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킨 납표준액(1 → 10) 10 mL를 가지고 검액과 같이

파장 : 283.3 nm
7)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생략)

조작하여 얻은 색보다 진하지 않다 (10 ppm 이하)
<삭제-순도시험 7)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신 설>

점

도

이 약을 가지고 표시된 온도와 농도에서 점도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0.5 % 이하 (1 g).

강열잔분

0.8 % 이하 (1 g, 백금도가니)

측정법 제 2 법에 따라 시험한다.

정 량 법 1) 장치 분해병 : 5 mL의 유리로 만든 내압나 정 량 법 이 약 약 30 mg을 정밀하게 달아 분해병에
사마개병으로 밑부분의 안쪽이 원추꼴로 되어 있고 바 넣고 아디프산 60 mg, 내부표준액 2 mL 및 요오드
깥지름 약 20 mm, 머리부분까지의 높이 약 50 mm,

화수소산 1 mL를 각각 정확하게 넣고 마개를 꼭 막
아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113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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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약 30 mm까지의 부피가 2 mL로 마개는 내열성

℃의 건조기에 넣어 계속 흔들어 주면서 70 분간 가

수지로 만든 것, 안쪽마개 또는 실(seal)은 불소수지로

열하고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가열 전

만든 것.

후의 무게 차이가 10 mg 이상일 때는 새로 검액을

가열기 : 두께 60 ∼ 80 mm의 각형금속알루미늄제블

준비하고, 10 mg 이하일 때는 방치하여 분리된 위층

록에 지름 20.6 mm, 깊이 32 mm의 구멍을 뚫은 것

을 셉텀 마개를 통해 냉각한 시린지를 써서 충분한 양

으로 블록내부의 온도를 ± 1 ℃의 범위로 조절할 수

을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디프산 60 mg, 내

있는 구조를 가진 것.

부표준액 2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1 mL를 각각 분

2) 조작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65 mg을 정밀하게

해병에 정확하게 취하여 마개를 꼭 막아 그 질량을 정

달아 분해병에 넣고 아디프산 65 mg, 내부표준액 2.0

밀하게 단 후, 셉텁 마개를 통하여 요오드화이소프로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넣어 마개를 하고

필표준품 25 μL를 넣은 다음 다시 그 질량을 정밀하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30 초간 흔들어

게 단다. 분해병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분

섞은 다음 가열기를 써서 150 ℃에서 5 분마다 흔들

리된 위층을 셉텀 마개를 통해 냉각한 시린지를 써서

어 섞으면서 30 분간 가열하고 다시 30 분간 가열을

충분한 양을 취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계속한다.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감량이

2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mg 이하인 것의 위층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디

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프산 65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

2.0 mL를 분해병에 취하여 마개를 하고 그 질량을 정

다.

밀하게 달아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50 μL를 넣
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30 초간 흔들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3H7O2)의 양 (%)
어 섞은 다음 위층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 (QT × F × 1.15 × 75.1) / (MT × 170.0) ×
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

100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MT : 건조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mg)

구한다.

MS :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의 양 (mg)
F : 반응계수 = (MS × C) / (QS × 100)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3H7O2)의 양 (%)

T

S

=  ×  × 

검체의 양 mg
S

C :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의 함량 (%)
75.1 : 히드록시프로폭실기의 분자량
170.0 :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분자량
1.15 : 보정계수
◦ 내부표준액 : 메틸시클로헥산의 o-자일렌용액(1
→ 5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열전도도검출기 또는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3 m인 관에 메틸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인 기체

실리콘폴리머를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

크로마토그래프용 용융실리카모세관의 내면에 기체크

프용규조토에 20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로마토그래프용 폴리(디메틸)실록산을 3 μm의 두께

칼럼온도 : 100 ℃ 부근의 일정 온도

로 입힌다.

운반기체 : 열전도도검출기를 쓰는 경우는 헬륨, 불꽃

칼럼온도 : 40 ℃를 3 분간 유지한 다음 매 분 10 ℃

이온화검출기를 쓰는 경우는 헬륨 또는 질소

로 100 ℃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매 분 50 ℃로

유

250 ℃까지 온도를 올리고, 250 ℃를 3 분간 유지한

량 :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

록 조정한다.

다.

칼럼의 선정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검체도입부온도 : 180 ℃ 부근의 일정온도

조작할 때 요오드화이소프로필,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온도

로 유출하고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을

운반기체 : 헬륨

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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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 : 약 1 : 5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요오드화이소프로필, 내부표준물질의 순
서로 유출하고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요오드화이소프로
필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8 이며, 그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반응계수 F의 상대표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히프로멜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Hypromellose

Hypromellose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Cellulose, 2-hydroxypropyl methyl ether [9004-

65-3]

[9004-65-3]
(생략)
정 량 법 1) 장치 분해병 (생략)
2) 조작법

이 약 약 65 mg을 정밀하게 달아 분해병

에 넣고 아디프산 60 ∼ 100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넣고 곧 기밀하게
막은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의 내용
물의 온도가 132 ± 2 ℃가 되도록 열판을 가열하면
서 자석식 교반기 또는 진탕기를 써서 60 분간 흔들
어 섞는다. 자석식 교반기나 진탕기를 쓰지 않는 경
우는 가열 초기 30 분에 걸쳐 5 분마다 손으로 흔든
다.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감량이 내용
물 질량의 0.5 % 이하 또는 내용물이 새지 않았을
때 혼합물의 위층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디프산 6
0 ∼ 100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
산 2.0 mL를 분해병에 넣고 곧 기밀하게 막은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마이크로시린지를 써서 마
개를 통하여 요오드화메틸표준품 45 μL 및 요오드
화이소프로필표준품 15 ∼ 22 μL를 넣고 각각의 질
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내용물의 위층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 2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
한 요오드화메틸 및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피크면적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장치 분해병
2) 조작법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65 mg을 정밀하게 달아 분해병

에 넣고 아디프산 60 ∼ 100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넣고 곧 기밀하게
막은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의 내용물
의 온도가 132 ± 2 ℃가 되도록 열판을 가열하면서
자석식 교반기 또는 진탕기를 써서 60 분간 흔들어
섞는다. 자석식 교반기나 진탕기를 쓰지 않는 경우는
가열 초기 30 분에 걸쳐 5 분마다 손으로 흔든다. 식
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감량이 내용물 질량
의 0.5 % 이하 또는 내용물이 새지 않았을 때 혼합물
의 위층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디프산 60 ∼ 100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
를 분해병에 넣고 곧 기밀하게 막은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마이크로시린지를 써서 마개를 통하여
요오드화메틸표준품 45 μL 및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
준품 15 ∼ 22 μL를 넣고 각각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두층으로 분리되
는 내용물의 위층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 2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요오드화메틸 및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피크면적비 QTa, QTb 및 표준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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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QTa, QTb 및 QSa, QSb를 구한다.

크면적에 대한 요오드화메틸 및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피크면적비 QSa, QSb를 구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칼

칼

럼 : 안지름 3 ∼ 4 mm, 길이 1.8 ∼ 3 m인 관

럼 : 안지름 3 ∼ 4 mm, 길이 1.8 ∼ 3 m인 관

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메틸실리콘폴리머를 125 ∼

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메틸실리콘폴리머를 100 ∼

1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10 ∼ 20

12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20 %의

%의 비율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비율로 입힌 것을 충전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

Hypromellose Phthalate

Hypromellose Phthalate

(생략)
성

(현행과 같음)

상 (생략)

확인시험
가지고

성

상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표준품을 확인시험

이 약 및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표준품을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가지고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검체를 건조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생략)
순도시험

순도시험

3) 프탈산 (생략)



3) 프탈산

(현행과 같음)

T

프탈산의 양 (%) =  ×  × 
 
S

프탈산의 양 (%) = (AT/AS) × (CS/CT) × 100

C : 표준액 중 프탈산의 농도 (μg/mL)

AT : 검액 중 프탈산의 피크면적

W : 무수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mg)

AS : 표준액 중 프탈산의 피크면적
CS : 표준액 중 프탈산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의

농도

(mg/mL)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생략)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검출기 : (현행과 같음)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칼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이하 생략)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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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2부 삭제(안) - 의견수렴용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폴리에틸렌글리콜 1500, 폴리에틸렌글리콜 4000, 폴리에틸렌글리콜 6000,
폴리에틸렌글리콜 20000은 모두 산화에틸렌과 물과의 부가중합체이므로, 폴리에틸렌글리콜 400을 개
정하여 폴리에틸렌글리콜 항목으로 하고 폴리에틸렌글리콜 1500, 폴리에틸렌글리콜 4000,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폴리에틸렌글리콜 20000은 삭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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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젤라틴

<삭제>

Purified Gelatin
이 약은 동물의 뼈, 피부, 인대 또는 건 (腱)을 산 또
는 알칼리로 처리하여 얻은 조콜라겐을 물로 가열추출하
여 만든 것이다.
성

상

이 약은 무색 ∼ 연한 노란색의 박판, 세편,

알갱이 또는 가루로 냄새 및 맛은 없다. 이 약은 열탕
에 잘 녹으며 에탄올 또는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
다. 이 약은 물에 녹지 않으나 물을 넣을 때 천천히
부풀어 연화하여 5 ∼ 10 배량의 물을 흡수한다. 산
으로 처리하여 얻은 이 약의 등전점은 pH 7.0 ∼ 9.0
이며 또 알칼리로 처리하여 얻은 이 약의 등전점은
pH 4.5 ∼ 5.0이다.
확인시험

｢젤라틴｣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순도시험

1) 이취 (異臭) 및 불용물

이 약 1.0 g에

물 40 mL를 넣고 가열하여 녹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고 불쾌한 냄새가 없다. 다만 액층은 20 mm로 한
다.
2) 아황산염

이 약 20.0 g을 환저플라스크에 취하여

열탕 150 mL에 녹이고 실리콘수지 3 ∼ 5 방울, 인
산 5 mL 및 탄산수소나트륨 1 g을 넣어 곧 냉각기를
달고 수기에는 요오드시액 50 mL를 넣고 냉각기의
끝을 그 액 속에 넣어 유액 50 mL를 얻을 때까지 증
류한다. 유액에 염산을 1 방울씩 넣어 산성으로 하고
염화바륨시액 2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하여 요오
드시액의 색이 없어졌을 때 침전을 여과하여 취하고
물로 씻어 강열할 때 잔류물은 1.5 mg 이하이다. 같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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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 ppm 이하).
4) 비소 ｢젤라틴｣의 순도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5) 수은 ｢젤라틴｣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
건조감량

15.0 % 이하.｢젤라틴｣의 건조감량에 따라 시

험한다.
강열잔분

2.0 % 이하 (0.5 g).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이 약 1 g에 대하여 호기성미생

물수는 1000 CFU 이하이고 총진균수는 100 CFU
이하이다. 또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저 장 법

기밀용기.

폴리에틸렌글리콜 1500
Polyethylene Glycol 1500
마크로골 1500
폴리에칠렌글리콜 1500
이 약은 산화에틸렌과 물과의 부가중합체로 HOCH2
(CH2OCH2)nCH2OH로 나타내며 n은 5 ~ 6 및 28 ~
36의 같은 양의 혼합물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매끄러운 바셀린과 같은 고체

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약은 물, 피리딘 또는 디페닐에테르에 썩 잘 녹으
며 메탄올에 잘 녹고 에탄올에는 조금 녹으며 무수에
탄올에는 매우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
는다.
응고점 : 37~41 ℃
확인시험

이 약 50 mg을 묽은염산 5 mL에 녹이고 염

화바륨시액 1 mL를 넣어 섞고 필요하면 여과하고 여
액에 인몰리브덴산용액(1 → 10) 1 mL를 넣을 때 황
록색 침전이 생긴다.
pH

이 약 1.0 g에 물 20 mL를 넣어 녹인 액의 pH는

4.0 ~ 7.0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g을 물 50 mL에 녹

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산

이 약 5.0 g을 중화에탄올 20 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 방울 및 0.1 mol/L 수산화나트륨
액 0.20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다 (20 ppm 이하).
4)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렌글리콜

이 약 50.0 g을

250 mL 증류플라스크에 취하여 디페닐에테르 75
mL를 넣어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이고 0.13 ~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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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의 감압으로 천천히 증류하고 1 mL 간격의 눈금
이 있는 100 mL 용기에 증류액 25 mL를 받는다. 증
류액에 물 20 mL를 정확하게 넣고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얼음물 중에서 식히고 디페닐에테르를 응고시키
고 25 mL 용량플라스크 중에 여과한다. 잔류물을 얼
음으로 식힌 물 5 mL로 씻고 씻은 액은 여액에 합하
고 가온하여 실온으로 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을 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옮기
고 새로 증류한 아세토니트릴 25.0 mL를 넣어 흔들
어 섞고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에틸렌글리콜표준품
62.5 mg을 새로 증류한 아세토니트릴을 써서 만든 아
세토니트릴·물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mL
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질산이암모늄세륨(IV)시
액 15 mL를 정확하게 넣는다. 이 액을 가지고 2 ~ 5
분 사이에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450 nm 부근의 흡수극대 파장에서 얻은 검액의 흡광
도는 표준액에서 얻은 흡광도보다 크지 않다.
5)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이 약 1.00 g (MT)을

정밀히 달아 10 mL 바이알에 넣고 물 1.0 mL를 넣
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검액으로 한다. 디옥산 표준품 1.00 g을 정밀하게 달
아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이 액 5.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디
옥산표준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를 염화메틸렌에
녹여 만든 50 mg/mL 에틸렌옥시드용액을 물로 희석
하여 1 mL 중 에틸렌옥시드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든다(이 액은 -20 ℃에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
리콘 멤브레인과 크림프 마개로 밀봉하여 보관 시 3
개월간 안정함).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에틸렌옥시드표준액으로 한
다. 이 액은 쓸 때 만든다. 따로 이 약 1.00 g (MR)
을 동일한 10 mL 바이알에 넣고 에틸렌옥시드 표준
액 0.5 mL와 디옥산 표준액 0.5 mL를 넣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1)
로 한다. 에틸렌옥시드 표준액 0.5 mL를 10 mL 바
이알에 넣고 쓸 때 만든 10 mg/L 아세트알데히드 표
준액 0.1 mL와 디옥산 표준액 0.1 mL를 넣고 고르
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1 mL를 가지고 다
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의 피크면적을 측정하
고 그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ppm 이하이며
디옥산은 10 pp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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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      ×  
AT = 검액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R = 표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MT= 검액 중 검체의 양 (g)
MR = 표준액 (1) 중 검체의 양 (g)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에틸렌옥시드의 양 (μg)
 × 
디옥산의 양 (ppm) = 
 ×     ×  
DT = 검액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DR = 표준액 (1)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디옥산의 양 (μg)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32 mm, 길이 약 30 m인 유리 또

는 석영 모세관의 내면에 폴리(디메틸)실록산을 두께
1.0 μm로 피복한 것을 쓴다.
칼럼온도 : 처음 50 ℃로 5 분간 유지하고 매분 5 ℃
로 180 ℃가 될 때 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매분 30
℃로 230 ℃까지 올려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150 ℃ 부근의 일정 온도
헤드스페이스 검체부온도 : 70 ℃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분할 비 : 약 1 : 2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1.0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시드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며 디옥산의 신호 대 잡음비는 5
이상이다.
수

분

1.0 % 이하 (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강열잔분

0.10 % 이하 (1 g).

저 장 법

기밀용기.

폴리에틸렌글리콜 4000
Polyethylene Glycol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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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골 4000
폴리에치렌글리콜 4000
이 약은 산화에틸렌과 물과의 부가중합체로 HOCH2
(CH2OCH2)nCH2OH로 나타내며 n은 59 ~ 84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파라핀과 같은 덩어리, 얇은

조각 또는 가루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메탄올, 에탄올 또는 피리
딘에 잘 녹고 무수에탄올 또는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응고점 : 53 ~ 57 ℃
확인시험

이 약 50 mg에 묽은염산 5 mL를 넣어 녹이

고 염화바륨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필요하면
여과하고 여액에 인몰리브덴산용액(1 → 10) 1 mL를
넣을 때 황록색 침전이 생긴다.
pH

이 약 1.0 g에 물 20 mL를 넣어 녹인 액의 pH는

4.0 ~ 7.5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g을 물 50 mL에 녹

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산

이 약 5.0 g을 중화에탄올 20 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 방울 및 0.1 mol/L 수산화나트륨
0.20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다 (20 ppm 이하).
4)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이 약 1.00 g (MT)을

정밀히 달아 10 mL 바이알에 넣고 물 1.0 mL를 넣
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검액으로 한다. 디옥산 표준품 1.00 g을 정밀하게 달
아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이 액 5.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디
옥산표준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를 염화메틸렌에
녹여 만든 50 mg/mL 에틸렌옥시드용액을 물로 희석
하여 1 mL 중 에틸렌옥시드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든다(이 액은 -20 ℃에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
리콘 멤브레인과 크림프 마개로 밀봉하여 보관 시 3
개월간 안정함). 이 액 10.0 mL를 물 30 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크에 넣고, 잘 섞어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에틸렌옥시드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은
쓸 때 만든다. 따로 이 약 1.00 g (MR)을 동일한 10
mL 바이알에 넣고 에틸렌옥시드 표준액 0.5 mL와 디
옥산 표준액 0.5 mL를 넣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1)로 한다. 에틸렌
옥시드 표준액 0.5 mL를 10 mL 바이알에 넣고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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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만든 10 mg/L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0.1 mL와
디옥산 표준액 0.1 mL를 넣고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1 m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
드 및 디옥산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그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ppm 이하이며 디옥산은 10 ppm
이하이다.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      ×  
AT = 검액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R = 표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MT= 검액 중 검체의 양 (g)
MR = 표준액 (1) 중 검체의 양 (g)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에틸렌옥시드의 양 (μg)
 × 
디옥산의 양 (ppm) = 
 ×     ×  
DT = 검액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DR = 표준액 (1)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디옥산의 양 (μg)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32 mm, 길이 약 30 m인 유리 또

는 석영 모세관의 내면에 폴리(디메틸)실록산을 두께
1.0 μm로 피복한 것을 쓴다.
칼럼온도 : 처음 50 ℃로 5 분간 유지하고 매분 5 ℃
로 180 ℃가 될 때 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매분 30
℃로 230 ℃까지 올려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150 ℃ 부근의 일정 온도
헤드스페이스 검체부온도 : 70 ℃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분할비 : 약 1 : 2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1.0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시드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며 디옥산의 신호 대 잡음비는 5
이상이다.
평균분자량

이 약 약 12.5 g을 정밀하게 달아 약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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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마개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피리딘 약 25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방치하여 식힌다. 따로 무수프
탈산 42 g을 달아 새로 증류한 피리딘 30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넣은 1000 mL의 차광한 마개가 달린
병에 넣고 세게 흔들어 섞어 녹인 다음 16 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앞의 마개
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마개를 하고 질긴 천으로 싸서
이하 ｢폴리에틸렌글리콜 400｣의 평균분자량시험에 따
라 시험한다. 다만 평균분자량은 2600 ~ 3800이다.
수

분

1.0 % 이하 (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강열잔분

0.2 % 이하 (1 g).

저 장 법

밀폐용기.

폴리에틸렌글리콜 6000

<삭제 후 「폴리에틸렌글리콜」로 통합>

Polyethylene Glycol 6000
마크로골 6000
폴리에칠렌글리콜 6000
이 약은 산화에틸렌과 물의 부가중합체로 HOCH2
(CH2OCH2)nCH2OH로 나타내며 n은 165 ~ 210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파라핀과 같은 덩어리, 얇은

조각 또는 가루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피리딘에 잘 녹고 메탄올,
에탄올, 무수에탄올 또는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
다.
응고점 : 56~61 ℃
확인시험

이 약 50 mg을 묽은염산 5 mL에 녹이고 염

화바륨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필요하면 여과
하고 여액에 인몰리브덴산용액(1 → 10) 1 mL를 넣
을 때 황록색 침전이 생긴다.
pH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4.5

~ 7.5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g을 물 50 mL에 녹

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산

이 약 5.0 g을 중화에탄올 20 mL에 녹이고

0.1 mol/L 수산화나트륨 0.20 mL 및 페놀프탈레인시
액 1 방울을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다 (20 ppm 이하).
4)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이 약 1.00 g (MT)을

정밀히 달아 10 mL 바이알에 넣고 물 1.0 mL를 넣
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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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액으로 한다. 디옥산 표준품 1.00 g을 정밀하게 달
아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이 액 5.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디
옥산표준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를 염화메틸렌에
녹여 만든 50 mg/mL 에틸렌옥시드용액을 물로 희석
하여 1 mL 중 에틸렌옥시드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든다(이 액은 -20 ℃에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
리콘 멤브레인과 크림프 마개로 밀봉하여 보관 시 3
개월간 안정함). 이 액 10.0 mL를 물 30 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크에 넣고, 잘 섞어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에틸렌옥시드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은
쓸 때 만든다. 따로 이 약 1.00 g (MR)을 동일한 10
mL 바이알에 넣고 에틸렌옥시드 표준액 0.5 mL와 디
옥산 표준액 0.5 mL를 넣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1)로 한다. 에틸렌
옥시드 표준액 0.5 mL를 10 mL 바이알에 넣고 쓸
때 만든 10 mg/L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0.1 mL와
디옥산 표준액 0.1 mL를 넣고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1 m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
드 및 디옥산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그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ppm 이하이며 디옥산은 10 ppm
이하이다.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      ×  
AT = 검액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R = 표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MT= 검액 중 검체의 양 (g)
MR = 표준액 (1) 중 검체의 양 (g)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에틸렌옥시드의 양 (μg)
 × 
디옥산의 양 (ppm) = 
 ×     ×  
DT = 검액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DR = 표준액 (1)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디옥산의 양 (μg)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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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32 mm, 길이 약 30 m인 유리 또

는 석영 모세관의 내면에 폴리(디메틸)실록산을 두께
1.0 μm로 피복한 것을 쓴다.
칼럼온도 : 처음 50 ℃로 5 분간 유지하고 매분 5 ℃
로 180 ℃가 될 때 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매분 30
℃로 230 ℃까지 올려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150 ℃ 부근의 일정 온도
헤드스페이스 검체부온도 : 70 ℃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분할비 : 약 1 : 2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1.0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시드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며 디옥산의 신호 대 잡음비는 5
이상이다.
평균분자량

이 약 12.5 g을 정밀하게 달아 약 200

mL 마개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피리딘 약 25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방치하여 식힌다. 따로 무수프
탈산 42 g을 달아 새로 증류한 피리딘 30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넣은 1000 mL 차광한 마개가 달린 병
에 넣고 세게 흔들어 섞어 녹인 다음 16 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앞의 마개
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마개를 하고 질긴 천으로 싸서
이하 ｢폴리에틸렌글리콜 400｣의 평균분자량시험에 따
라 시험한다. 다만 평균분자량은 7300 ~ 9300이다.
수

분

1.0 % 이하 (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강열잔분

0.2 % 이하 (1 g).

저 장 법

밀폐용기.

폴리에틸렌글리콜 20000

<삭제 후 「폴리에틸렌글리콜」로 통합>

Polyethylene Glycol 20000
마크로골 20000
폴리에칠렌글리콜 20000
이 약은 산화에틸렌과 물과의 부가중합체로 HOCH2
(CH2OCH2)nCH2OH로 나타내며 n은 340 ~ 570 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파라핀과 같은 얇은 조각 또
는 가루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약은 물 또는 피리딘에 잘 녹으며 메탄올, 에탄올,
무수에테르, 석유벤진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400에
는 거의 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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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점 : 56 ~ 64 ℃
확인시험

이 약 50 mg을 묽은염산 5 mL에 녹이고 염

화바륨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필요하면 여과
하고 여액에 인몰리브덴산 용액(1 → 10) 1 mL를 넣
을 때 황록색 침전이 생긴다.
pH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 는 4.5

~ 7.5 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5.0 g을 물 50 mL에 녹

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산

이 약 5.0 g을 중화에탄올 20 mL에 녹이고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0.20 mL 및 페놀프탈레
인시액 1 방울을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간색이다.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다 (20 ppm 이하).
4) 에틸렌옥시드 및 디옥산

이 약 1.00 g (MT)을

정밀히 달아 10 mL 바이알에 넣고 물 1.0 mL를 넣
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검액으로 한다. 디옥산 표준품 1.00 g을 정밀하게 달
아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이 액 5.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디
옥산표준액으로 한다. 에틸렌옥시드를 염화메틸렌에
녹여 만든 50 mg/mL 에틸렌옥시드용액을 물로 희석
하여 1 mL 중 에틸렌옥시드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든다(이 액은 -20 ℃에서 테프론으로 피복한 실
리콘 멤브레인과 크림프 마개로 밀봉하여 보관 시 3
개월간 안정함). 이 액 10.0 mL를 물 30 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크에 넣고, 잘 섞어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에틸렌옥시드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은
쓸 때 만든다. 따로 이 약 1.00 g (MR)을 동일한 10
mL 바이알에 넣고 에틸렌옥시드 표준액 0.5 mL와 디
옥산 표준액 0.5 mL를 넣어 고르게 섞은 다음 70 ℃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1)로 한다. 에틸렌
옥시드 표준액 0.5 mL를 10 mL 바이알에 넣고 쓸
때 만든 10 mg/L 아세트알데히드 표준액 0.1 mL와
디옥산 표준액 0.1 mL를 넣고 고르게 섞은 다음 70
℃에 45 분 동안 방치하고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1 m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에틸렌옥시
드 및 디옥산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그 양을 구할 때
에틸렌옥시드는 1 ppm 이하이며 디옥산은 10 pp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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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틸렌옥시드의 양 (ppm) = 
  ×      ×  
AT = 검액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AR = 표준액 (1) 중 에틸렌옥시드의 피크면적
MT= 검액 중 검체의 양 (g)
MR = 표준액 (1) 중 검체의 양 (g)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에틸렌옥시드의 양 (μg)
 × 
디옥산의 양 (ppm) = 
 ×     ×  
DT = 검액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DR = 표준액 (1) 중 디옥산의 피크면적
C = 표준액 (1) 에 추가한 디옥산의 양 (μg)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32 mm, 길이 약 30 m인 유리 또

는 석영 모세관의 내면에 폴리(디메틸)실록산을 두께
1.0 μm로 피복한 것을 쓴다.
칼럼온도 : 처음 50 ℃로 5 분간 유지하고 매분 5 ℃
로 180 ℃가 될 때 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매분 30
℃로 230 ℃까지 올려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150 ℃ 부근의 일정 온도
헤드스페이스 검체부온도 : 70 ℃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헬륨
분할비 : 약 1 : 2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1.0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와 에틸렌옥시드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며 디옥산의 신호 대 잡음비는 5
이상이다.
평균분자량

이 약 약 15 g을 정밀하게 달아 약 200

mL 마개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피리딘 약 25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방치하여 식힌다. 따로 무수프
탈산 42 g을 달아 새로 증류한 피리딘 30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넣은 1000 mL 차광한 마개가 달린 병
에 넣고 세게 흔들어 섞어 녹인 다음 16 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앞의 마개
가 달린 내압병에 넣고 마개를 하고 질긴 천으로 싸서
미리 98 ± 2 ℃로 가열한 수욕에 넣는다. 이 때 병
속의 액이 수욕 속에 잠기도록 한다. 98 ± 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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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분간 유지한 다음 수욕에서 병을 꺼내어 실온으로
될 때까지 공기 중에서 식힌다. 다음에 0.5 mol/L 수
산화나트륨액 50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페놀프탈
레인의 피리딘용액(1 → 100) 5 방울을 넣어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적정의 종
말점은 액이 15 초 동안 지속하는 연한 빨간색을 나
타낼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평균분
자량은 15000 ~ 25000이다.
검체의 양 g × 
평균분자량 = 

a : 공시험에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
(mL)
b : 본시험에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
(mL)
수

분

1.0 % 이하 (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강열잔분

0.2 % 이하 (1 g).

저 장 법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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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일반시험법 중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는 방사성의약품에 쓰이는 경우 적절한 스캐너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엔도톡신시험에서는 엔도톡신표준품의 역가는 세계보건기구의 엔도톡신국제표
준품을 기준으로 표정하도록 하였으며 엔도톡신의 기준값 설정에 쓰이는 K값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확인시험을 위한 표준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시험법 중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및 자외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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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은 적당한 고정상으로 만든 박층을

14.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은 적당한 고정상으로 만든 박층을

써서 혼합물을 이동상으로 전개하여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 써서 혼합물을 이동상으로 전개하여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
하는 방법이며 물질의 확인 또는 순도시험 등에 쓴다.

하는 방법이며 물질의 확인 또는 순도시험 등에 쓴다.

박층판의 조제 (생략)

박층판의 조제 (현생과 같음)

조 작 법

조 작 법

(생략)

(현행과 같음)

방사능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로마토그래프용
스캐너를 이용하여 측정한 다음 피크 면적을 구하거나,
또는 박층판을 일정한 폭으로 긁어내거나 일정한 폭으
로 절단하여 적당한 계수장치로 측정한다.

35. 알코올수측정법

35. 알코올수측정법

(생략)

(현행과 같음)

제 1 법 증류법 (생략)

제 1 법 증류법 (현행과 같음)

제 2 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15 ℃에서 검체를 취하 제 2 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여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조작

가. 15 ℃에서 검체를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

하여 에탄올의 함량 (vol%)을 측정하고 이 값으로부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조작하여 에탄올의 함량 (vol%)을

터 알코올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측정하고 이 값으로부터 알코올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조작
하여 에탄올의 함량 (vol%)을 측정하고 이 값으로부
터 알코올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1) 검액 및 표준액의 조제
가) 검액

에탄올 (C2H5OH)이 2 %에 해당하는 양의

검체를 15 ± 2 ℃에서 정확하게 취하여 물로 희석한
액과 내부표준액을 각각 5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나) 표준액

검액과 같은 온도의 알코올수측정용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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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과 내부표준액을 각각 5 mL씩을 정확하게 취
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2) 조작법

검액 및 표준액 각각 0.2 ∼ 0.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높이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높이비 QT 및 QS를 구한다.
알코올수
= 표기된 알코올 농도 × 희석배수 × ( QT / QS )
내부표준액 2 % 아세토니트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인 모세관칼

럼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페닐
-94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처음 50 ℃로 5 분간 유지하고, 그 다음 1
분당 10 ℃의 속도로 200 ℃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
려 200 ℃로 4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10 ℃ 부근의 일정온도
검출기온도 : 280 ℃ 부근의 일정온도
운반기체 : 헬륨
분할 비 : 약 5 : 1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
작할 때 에탄올과 내부표준액의 분리도는 4.0 이상이
고, 에탄올 피크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
한 알코올의 상대표준편차는 4.0 % 이하이다.

38. 엔도톡신시험법

38. 엔도톡신시험법
(현행과 같음)

(생략)

엔도톡신표준원액의 조제 엔도톡신표준품을 엔도톡신시험 엔도톡신표준원액의 조제 엔도톡신표준품을 엔도톡신시험
용물로 녹여 엔도톡신표준원액을 만든다. 엔도톡신단위 용물로 녹여 엔도톡신표준원액을 만든다. 엔도톡신표준
는 EU로 표시하고 1 EU는 1 엔도톡신국제단위 (IU)와

품의 역가는 세계보건기구의 엔도톡신국제표준품을 기

같다.

준으로 표정한다. 엔도톡신단위는 EU로 표시하고 1 EU
는 1 엔도톡신국제단위 (IU)와 같다.
(생략)

(현행과 같음)

검액의 조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엔도톡신시험 검액의 조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엔도톡신시험
용 물로 녹이거나 희석하여 검액을 만든다. 의약품에 따 용 물로 녹이거나 희석하여 검액을 만든다. 의약품에 따
라 엔도톡신시험용 물에 필요한 시약을 추가하여 검액

KP Forum Vol.14 No.1 (2017)

라 엔도톡신시험용 물 이외의 수용액으로 녹이거나 희

114

현

행

개 정 안

을 제조할 수 있다. 의약품 용기 시험에 따로 규정하는

석하여도 된다. 검액에 라이세이트 시액을 섞었을 때의

방법에 따라 검액을 만든다. 보통 검액의 pH는 6.0 ~

pH가 라이세이트 시액에 표시된 pH를 벗어나는 경우에

8.0 범위에 있으면 된다. 산, 염기 또는 적당한 완충액

는 pH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통 검액의 pH는 6.0

을 이용하여 pH를 조정할 수 있다. 검액에 라이세이트

~ 8.0 범위에 있으면 된다. 산, 염기 또는 적당한 완충

시액을 섞었을 때의 pH가 라이세이트 시액에 표시된 pH

액을 이용하여 pH를 조정할 수 있다. 산 및 염기는 고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pH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pH

농도의 원액 또는 고체를 가지고 앤도톡신 물을 써서 만

조정에 쓰는 시액 또는 용액은 엔도톡신시험용 물을 써

들고 엔도톡신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에 보존한다. 완충

서 만들고 엔도톡신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에 보존한다.

액은 엔도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며 반응간섭인자가 없음

사용하는 시액 또는 용액은 엔도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며

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반응간섭인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유효희석배수 (중략)
엔도톡신규격값

최대유효희석배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엔도톡신규격값은 투여량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K/M과 같다. 다만 K는 체중 1 kg 당

엔도톡신규격값

주사제의 엔도톡신규격값은 투여량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K/M과 같다. 다만 K는 체중 1 kg 당

발열을 일으키는 엔도톡신의 양 (EU/kg)이고, 투여경로

발열을 일으키는 엔도톡신의 최소량양 (EU/kg)이고, 투

에 따른 구분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단,

여경로에 따른 구분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

다음 표의 투여경로 구분 이외의 경로로 투여되는 의약

다. 단, 다음 표의 투여경로 구분 이외의 경로로 투여되

품 등의 K값은 정맥내 투여의 K값에 따른다.

는 의약품 등의 K값은 정맥내 투여의 K값에 따른다.

투여경로

K(EU/kg)

투여경로

K(EU/kg)

정맥내

5.0

정맥내

5.0

정맥내 : 방사성 의약품

2.5

정맥내 : 방사성 의약품

2.5

척수강내

0.2

척수강내

0.2

또한, M은 체중 1 kg 당 1 회에 투여하는 주사제의 최대

또한, M은 체중 1 kg 당 1 회에 투여하는 주사제의 최대

량이다. 단, 주사제를 여러 번 또는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량이다. 단, 주사제를 여러 번 또는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M은 1 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의 최대총량

경우에 M은 1 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의 최대총량

으로 한다. M의 단위는 투여량이 제제의 용량을 기준으

으로 한다.

로 한 경우에는 mL/kg, 의약품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mg/kg 또는 mEq/kg, 의약품의 생물학적 단
위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단위/kg 로 나타낸다. 단,
질량 또는 단위를 기준으로 투여하는 제제에서는 의약
품의 표시량을 기준으로 엔도톡신 규격값을 설정한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49.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49.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생략)
장치 및 조정법

(생략)

(현행과 같음)
장치 및 조정법 (현행과 같음)

조 작 법 (생략)

조 작 법 (현행과 같음)

비흡광도 (생략)

비흡광도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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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품에 의한 확인 (생략)

1) 표준품에 의한 확인 (현행과 같음)

2) 흡수파장에 의한 확인 (생략)

2) 흡수파장에 의한 확인 (현행과 같음)

3) 흡광도비에 의한 확인 (생략)

3) 흡광도비에 의한 확인 (현행과 같음)

<신설>

4) 표준스펙트럼에 의한 확인 검체의 흡수스펙트럼과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준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양
쪽 모두에서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
낼 때 검체가 표준스펙트럼의 물질과 같은 물질임을
확인한다.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의한 확인시험에
서 이러한 표준스펙트럼에 의한 확인 방법이 설정된
의약품각조 품목에 대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스펙트
럼이 따로 정하고 있다. 비교하는 파장범위는 표준스
펙트럼에 표시된 범위로 한다.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51.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51.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생략)

(현행과 같음)

장치 및 조정법 (생략)
검체의 조제 및 측정

장치 및 조정법 (현행과 같음)

검체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 검체의 조제 및 측정

검체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

품각조에서 건조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건조감량항의

품각조에서 건조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건조감량항의

조건으로 건조한 것을 쓴다. 검체는 주된 흡수대의 투

조건으로 건조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

과율이 5 ∼ 80 %가 되도록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

제 및 측정한다. 단, 검체량이나 혼화물의 양은 예시대

을 써서 만든다.

로 하며, 측정조건에도 의존적이므로, 최종 주된 흡수
대의 투과율이 5 ∼ 80 %가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의약품이 염인 경우 첨가된 브롬화칼륨이나 염화칼륨
과의 사이에 염교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한다. 정
제법이나 확산반사법에서는 염산염의 경우 원칙적으로
염화칼륨을 사용한다. 그 외의 염은 페이스트법을 시
험해 보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창판은 염화나트륨, 브롬화칼륨 등을 쓴다. 대조는 보

창판은 염화나트륨, 브롬화칼륨 등을 쓴다. 대조는 보

통 복광속형 (double beam type) 장치에서는 보상광

통 복광속형 (double beam type) 장치에서는 보상광

로측에 놓고 검체와 동시에 측정하고,

로측에 놓고 검체와 동시에 측정하고,

단광속형

단광속형

(single beam type) 장치에서는 검체와 같은 광로에

(single beam type) 장치에서는 검체와 같은 광로에

놓고 따로 측정한다. 대조를 정하는 방법은 검체조제

놓고 따로 측정한다. 대조를 정하는 방법은 검체조제

법에 따라 다르며 측정할 때의 바탕선흡수를 쓸 수도

법에 따라 다르며 측정할 때의 바탕선흡수를 쓸 수도

있다. 의약품각조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보통

있다. 의약품각조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보통

검체의 흡수스펙트럼은 파수 4000 ∼ 400 cm-1에

검체의 흡수스펙트럼은 파수 4000 ∼ 400 cm-1에

서 측정한다. 흡수스펙트럼의 측정은 장치의 분해능,

서 측정한다. 흡수스펙트럼의 측정은 장치의 분해능,

파수눈금 및 파수의 정밀도를 확인했을 때와 같은 조

파수눈금 및 파수의 정밀도를 확인했을 때와 같은 조

작조건으로 한다.

작조건으로 한다.

1) 브롬화칼륨정제법 또는 염화칼륨정제법

고체검체

1) 브롬화칼륨정제법 또는 염화칼륨정제법

고체검체

1 ∼ 2 mg을 마노약절구에 넣고 가루로 하고 여기에

1 ∼ 2 mg을 마노약절구에 넣고 가루로 하고 여기에

적외부스펙트럼용 브롬화칼륨 또는 적외부스펙트럼용

적외부스펙트럼용 브롬화칼륨 또는 적외부스펙트럼용

염화칼륨 0.10 ∼ 0.20 g을 넣어 습기를 흡수하지 않

염화칼륨 0.10 ∼ 0.20 g을 넣어 습기를 흡수하지 않

도록 조심하면서 빨리 잘 갈아 섞은 다음 정제성형기

도록 조심하면서 빨리 잘 갈아 섞은 다음 정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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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축하여 정제로 만든다. 보통 같은 방법으로 대조

로 압축하여 정제로 만든다. 검체나 브롬화칼륨, 염화

브롬화칼륨정제 또는 염화칼륨정제를 만든다. 다만 필

칼륨의 양은 정제의 크기 등에 의해 조정한다. 보통

요하면 0.67 kPa 이하로 감압하고 정제의 단위면적

같은 방법으로 대조 브롬화칼륨정제 또는 염화칼륨정

(cm2)당 50 ∼ 100 kN (5000 ∼ 10000 kg)의 압

제를 만든다. 다만 필요하면 0.67 kPa 이하로 감압하

력을 5 ∼ 8 분간 가하여 투명한 정제로 만든다.

고 정제의 단위면적 (cm2)당 50 ∼ 100 kN (5000
∼ 10000 kg)의 압력을 5 ∼ 8 분간 가하여 투명한
정제로 만든다.
2) 용액법 (현행과 같음)

2) 용액법 (생략)
3) 페이스트법 (생략)

3) 페이스트법 (현행과 같음)

4) 액막법(液膜法)

(생략)

4) 액막법(液膜法) (현행과 같음)

5) 박막법(薄膜法)

(생략)

5) 박막법(薄膜法) (현행과 같음)

6) 기체검체측정법 (생략)

6) 기체검체측정법 (현행과 같음)

7) ATR법 (생략)

7) ATR법

8) 확산반사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1) 표준품에 의한 확인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8) 확산반사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표준품에 의한 확인 (현행과 같음)
2) 표준스펙트럼에 의한 확인

검체의 흡수스펙트럼과

확인하고자하는 물질의 표준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양쪽
이 동일 파수에서 동일한 강도의 흡수를 가지는 경우
시료와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
또한 고체시료의 파수스펙트럼이 표준스펙트럼과 다른
경우의 취급이 의약품 각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처리한 후 재측정한다. 의약
품각조의 적외선스펙트럼측정법에 의해 확인시험이 규
정된 각 품목에 대해 보통 파수 4000 ∼ 400 cm-1
에서의 표준스펙트럼을 따로 정하고 있다. 다만, 흡수
파수에 의한 확인법이 규정된 품목은 제외한다.
2) 흡수파수에 의한 확인 (생략)

3) 흡수파수에 의한 확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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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신설(안)
여기에서 소개한 표준스펙트럼들은 약전에서 표준품과의 비료를 통한 확인시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
발한 방법으로, 물질의 화학구조에 의해 적외부스펙트럼 또는 자외가시부흡광스펙트럼이 결정되는 특성
을 활용하여 검체를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또는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을 통해 시험하였을 때
표준품이 없더라도 특정 범위에서의 적외부 또는 자외가시부 스펙트럼을 표준스펙트럼과 비교함으로써
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준스펙트럼의 도입을 통하여 표준품 확보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물질의 확인을 좀 더 용
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관한 업계의 실험데이터 공여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용 표준스펙트럼
표준스펙트럼은 의약품각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푸리에변환형 적외분광광도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의 가로축은 파수(cm-1)를, 세로축은 투과율(%)을 나타내
었다.
측정 장비의 조정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막의 흡수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폴리스틸렌 (Poly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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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록손염산염 (Naloxone Hydrochloride)

노스카핀 (Noscapine)

도파민염산염 (Dopamine Hydro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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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부카인염산염 (Dibucaine Hydrochloride)

딜티아젬염산염 (Diltiazem Hydrochloride)

베타히스틴메실산염 (Betahistin Mesi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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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탁솔롤염산염 (Betaxolol Hydrochloride)

벤즈브로마론 (Benzbromarone)

비사코딜 (Bisacodyl)

KP Forum Vol.14 No.1 (2017)

121

살부타몰황산염 (Salbutamol Sulfate)

이부프로펜 (Ibuprofen)

인도메타신 (Indomet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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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티펜푸마르산염 (Ketotifen Fumarate)

클레보프리드말산염 (Clebopride Malate)

탐스로신염산염 (Tamsulosin Hydro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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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필린 (Theophylline)

티몰롤말레산염 (Timolol Maleate)

펜톡시필린 (Pentoxify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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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Formoterol Fumarate Hydrate)

플라복세이트염산염 (Flavoxate Hydrochloride)

피라진아미드 (Pyrazin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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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페리돌 (Haloperi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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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용 표준스펙트럼
표준스펙트럼은 의약품각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의 가로축은 파장
(nm)을, 세로축에는 흡광도를 나타내었다.

날록손염산염 (Naloxone Hydrochloride)

노스카핀 (Nosca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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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염산염 (Dopamine Hydrochloride)

디부카인염산염 (Dibucaine Hydrochloride)

딜티아젬염산염 (Diltiazem Hydro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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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히스틴메실산염 (Betahistin Mesilate)

베탁솔롤염산염 (Betaxolol Hydrochloride)

벤즈브로마론 (Benzbroma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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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코딜 (Bisacodyl)

살부타몰황산염 (Salbutamol Sulfate)

이부프로펜 (Ibupro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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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메타신 (Indometacin)

케토티펜푸마르산염 (Ketotifen Fumarate)

클레보프리드말산염 (Clebopride M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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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스로신염산염 (Tamsulosin Hydrochloride)

테오필린 (Theophylline)

티몰롤말레산염 (Timolol Mal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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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톡시필린 (Pentoxifylline)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Formoterol Fumarate Hydrate)

플라복세이트염산염 (Flavoxate Hydro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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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진아미드 (Pyrazinamide)

할로페리돌 (Haloperi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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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신설(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참고할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일반정보로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
에서는 대체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 배지충전시험(공정모의시험), 분석기기 적격성평가, 분석천
칭에서의 칭량, 비무균제품의 미생물학적 시험, 상-용해도 분석, 수분-고체 상호작용, 시스템적합성, 아
미노산분석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의약품 등의 시험에 쓰는 물, 플라스틱제 의약품용
기로 총 12개 일반정보(안)을 소개하고 있다.

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는 “최소한 공정서상의 방법
과 등가적인” 대체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에

대체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

는 덜 적절하다(“통칙 및 요구사항”의 “시험 및
분석” 섹션 참조). 중요한 문제는 대체 미생물학적
서론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등가적이거나 더 나은 결과를

이 장의 목적은 공정서상의 공식적인 미생물학적 방
법을 대체하여 실시되는 방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미생물의 회수 및
동정을 위한 시험이 실시되는 실험실에서는 경제성,
처리량, 편의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일반정보
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

도출할 수 있는가이다.
여타의 업계 기관들에서도 대체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다. 새롭
거나 수정된 방법의 적합성은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공정서상의 방법과 대체 방법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정의된 특성들은 그러한
비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 대체 미생
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통칙
및 요구사항(General Notices and Requirements)
의 “시험 및 분석(Tests and Assays)” 섹션에
수재되어 있다. 또한 해당 섹션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공정서상의 시험법에 의한 결과만이 최
대체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은 상당한 정도의
가변성(variability)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평판계수법(plate count)에 의해 미생물학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화학적 분석에
의한 결과 범위(% RSD 1∼3)보다 광범위한 범위
(% RSD 15∼35)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미생물학적 방법 중 다수는 샘플링 오류, 희석 오류,
평판도말(plating) 오류, 배양 오류, 작업자 오류 등
공정서상의 절차에 대한 밸리데이션(Valid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에서는 분석법에 적용되는
정밀성(precision),

특이성

(specificity), 검출한계(detection limit), 정량한계
(range),

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생존세포(viable
cell)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
든(bioburden) 시험, 멸균시험 등]에 적용될 수 있
으나 실제로 해당 시험의 핵심적인 측면 모두를 대체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멤브레인필터법

(membrane filtration)에 의한 멸균시험의 경우, 처
리된 필터와 회수 배지를 결합하는 지점까지는 공정
서상의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지만, 이후 생존세
포의 존재는 가용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용의 밸리데이션에서는 전체
시험이 아니라 사용된 회수 시스템의 밸리데이션이

이 발생할 수 있다.

(quantification

밸리데이션에서는 대체 기법을 통해 다루어지는 시험

한다. 이들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예: 바이오버

종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정확성(accuracy),

미생물학적 시험의 종류

limit),

직선성(linearity),

견고성(ruggedness)

및

범위
완건성

(robustness)을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인 성격을 고

요구된다.
미생물학적 시험은 3가지 주요 결정 유형이 존재한
다. 여기에는 검체 내 미생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미생물의 정량(또는 검체 내 특정 소집단
에 대한 계수)을 위한 시험, 그리고 미생물 동정을
위한 시험이 포함된다. 이 장에서 미생물 동정은 다
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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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생물학적 시험의 유형별 밸리데이션 파라미터
미생물 존재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정성시험

파라미터

정성시험

정량시험

이러한 유형의 시험은 검체 내 생균의 존재를 증명할

정확성

아니요

예

수 있는 근거로서 액체배지의 탁도(turbidity)를 활

정밀성

아니요

예

특이성

예

예

검출한계

예

예

정량한계

아니요

예

직선성

아니요

예

작업범위

아니요

예

완건성

예

예

반복성

예

예

견고성

예

예

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멸균시험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험 유형의 또 다른 예로는 검
체 내 특정 미생물 유형(예: 음용수 내 대장균형 세
균, 경구 투여하는 제제 내 대장균 등)의 존재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들 수 있다.

미생물학적 정량시험
검체 내 생균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의 대
표적인 예로는 평판계수법을 들 수 있다. 멤브레인필
터법 및 최적확수(MPN) 다중튜브법 등도 이러한 시

검출한계

검출한계는 진술된 실험 조건에 따라 검출

험 유형에 속한다. MPN 다중튜브법은 직접적인 평

할 수 있는 검체 내 미생물 수의 최솟값이다. 미생물

판도말법 또는 멤브레인필터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한도시험에서는 미생물의 존재 또는 부재(예: 검체

검체 내 생균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

10 g에서 살모넬라균의 부재)를 확인한다. 미생물학

다.

의 특성으로 인해 검출한계는 희석 또는 배양 단계를
거치기 전 원래의 검체 내 미생물 수를 가리키며, 분

일반 고려사항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은 해당 방법의 성능
특성이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의도된 용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항균 효능 시험에서 사용될 새로운 정량법은
비교연구를 통한 완벽한 등가성 밸리데이션이 불필요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계수법과 평판계수법
(현행 계수법)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량시험은 그 특성상 수치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
에 파라미터 통계 기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반면 전
술한 멸균시험과 같은 정성시험에 의한 미생물 분석
은 비파라미터 통계 기법을 통한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화학적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공정서상
의 절차에 대한 밸리데이션에 기술되어 있는 기존 파
라미터를 따른다. 각각의 미생물 분석이 지닌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미생물학적 방법의 밸리데이션은
일부 고려사항을 공유하고 있다([표 1] 참조).
검체 내 생균의 증명을 위한 정성시험의 밸리데이션
특이성 대체 미생물학적 방법 중 정성시험의 특이성
이란 검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미생물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배양에 의존하는 정성법
에서 사용되는 배지의 성능시험(growth promotion)
을 통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미생물 존재 지표로서
배양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의 경우, 미생물 분석의
특이성은 시험 시스템 내의 이물질이 시험을 방해하
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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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당시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정량분석의 검출한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의 예로
는 회수 측정 후 소량의 시험용(challenge) 미생물
(유닛당 5 cfu 이하) 접종을 통해 두 가지 방법(대
체 방법 및 공정서상의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접종 수준은 공정서상의 시험에서 검체의
최소 50 %가 배양될 때까지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
한 결정은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의
검출한계가 여러 차례의 반복(5회 이상)을 통해 결
정되기 때문이다. 두 방법이 소량의 미생물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은 카이제곱시험(Chi Square
Test)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두 정량법 간의 등가
성을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MPN 기법
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두 정량법에 대해 일련의
10배 회석에서 5-튜브 설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등가적인 접종물[예: 튜브당 5 cfu, 0.5 cfu 및 0.05
cfu의 목표 접종물 생성을 위해 mL당 약 50 cfu의
스톡 현탁액(stock suspension)을 10-1, 10-2 및
10-3으로 희석] 및 각각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원래
의 스톡에 대한 MPN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95 %
의 신뢰구간이 겹치는 경우, 두 방법은 등가적인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견고성

미생물학적 정성법의 견고성은 상이한 분석

자, 도구, 시약 로트(reagent lot), 실험실 등 다양한
통상적 시험 조건하에서 동일 검체를 분석했을 때 얻
어지는 시험 결과의 정밀성 정도를 말한다. 견고성은
작업 및 환경 관련 변수가 미생물학적 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재적 저항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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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성은 복수의 도구와 구성품 배치(batch)에 쉽게

ANOVA 분석). 대체 방법이 콜로니 또는 탁도 형성

접근할 수 있는 시험법 공급자에 의한 결정에 매우

을 위한 미생물 배양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적합한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이다.

많은 수의 미생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완건성 미생물학적 정성법의 완건성은 파라미터상의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특이성” 부분에서 다루어

작지만 고의적인 가변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진다.

있는 능력의 측정값을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 중의

정밀성

신뢰성 지표를 제공한다. 완건성은 시험법 공급자에

위에 걸쳐서 실험실 미생물 현탁액의 복수 샘플링에

의한 결정에 매우 적합한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이다.

해당 절차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개별 시험 결

현행 방법에 대해 합의되어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

판정기준(acceptance criteria)이 불확정적이므로 구

생물학적 방법의 정밀성은 표준편차 또는 상대표준편

체적인 기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

차(변동계수)로 표현된다. 그러나 여타의 적절한 측

절차의 견고성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건

정값도 적용될 수 있다.

성의 측정은 반드시 대체 방법과 기존 방법 간의 비

정밀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예로는 시험 범위의

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대체 방법의 작

하한점까지 일련의 희석 과정을 거친 미생물을 현탁

업 파라미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밸리데이션의

액 시험 범위의 상한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있다. 전체 시험 범위에 걸쳐 최소 5개의 현탁액을

미생물학적 정량법의 정밀성은 전체 시험 범

분석해야 한다. 각각의 현탁액에 대해 최소 10 회의
검체 내 생균의 정량적 추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콜로니

형성

단위는

푸아송

분포

(Poisson

Distribution)를 따르므로 정규분포보다는 푸아송 분
포에 적절한 통계 도구의 사용이 권장된다. 사용자가
정규분포 데이터용 도구의 사용에 더욱 익숙한 경우
에는 데이터 변환의 활용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 미
생물학적 데이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미처리 카운트(raw count)는

반복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표준편차 또는 상대표준편
차(변동계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값을 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5 ∼ 35 % 범위에
서의 상대표준펹차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대체 방법의 변동계수는
기존 방법의 변동계수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평판계수법의 예상되는 상대표준편차 범위는 아래 표
와 같다.

해당 카운트에 대한 log 10 단위값을 취하거나 +1
카운트의 제곱근을 취함으로써 정규분포 데이터로 변
환할 수 있다. 후자의 변환 방식은 데이터에 0 카운

표 2. 평판당 CFU의 함수로서 예상되는 상대표준
편차

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평판당 CFU

예상되는 상대표준편차

정확성 이러한 유형의 미생물학적 방법이 지닌 정확

30 ∼ 300

< 15 %

성이란 대체 시험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기존 방법에

10 ∼ 30

< 25 %

< 10

< 35 %

의해 얻은 결과에 근접한 정도를 말한다. 정확성은
시험의 전체 작업범위에 걸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정확성은 분석법에 의한 미생물 회수율로
표현된다.

특이성

미생물학적 정량법에서의 정확성은 시험 범위의 하한

이 의도된 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기에 적절한 미생

점까지 일련의 희석 과정을 거친 미생물 현탁액을 시

물 패널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해당

험 범위의 상한점에서 준비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대체 방법의 목적에 적합한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대체 방법의 작업범위는 기존 방법의 작업범위와 겹

증명된다.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대체 방법의 적합성

쳐야 한다. 예컨대 대체 방법이 생균수에 대한 기존

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법 특유의 위양성결과

의 평판계수법을 대체하려는 것인 경우, 합리적인 범

(false positive result)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는 mL당 100 ∼ 106 cfu라고 할 수 있다. 각각

해당 기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미

의 시험용 미생물에 대해 전체 시험 범위에 걸쳐 최

생물 계수를 위한 배양을 요구하지 않는 대체 방법

소 5개의 현탁액을 분석해야 한다. 대체 방법을 통한

[예: 집적(enrichment)을 요구하지 않거나 세포 1

생균수 추정값은 기존 방법에 의한 추정값의 70 %

∼ 50 개 범위에서 미생물을 계수함)인 경우에 중요

이상이거나, 적절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기존 방법과

하다.

동일한 수의 미생물을 회수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정량한계

한다(예: 데이터 포인트의 log 10 단위 변화에 대한

물의 최소값을 말한다. 기지의 미생물 수가 포함된

미생물학적 정량법의 특이성이란 해당 방법

정량한계란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는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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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검체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의 정량한계는 전체 작업 범위에 걸쳐 최소 5

배지충전시험(공정모의시험)

개 지점 각각에서 여러 차례의 반복(n > 5)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정량한계의 값은 기존 방법보다 크
지 않아야 한다. 또한 미생물 계수 및 푸아송 분포의
특성으로 인해 내재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체 방법은 유사한 하한에
대해 최소한 기존 방법과 동일한 정도의 감도를 지니

여 무균조작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무균공정의 적절성
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밸리데이션 중 한

방법이다. 따라서 제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간섭, 예를 들어 충전, 포장, 작업환경, 공정작업, 수

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직선성

이 시험은 실제 의약품 대신에 무균배지 등을 사용하

미생물학적 정량법의 직선성이란 주어진 범

위 내에서 검체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농도에 비례하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직선성은
전체 시험 범위에 걸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직선성
결정 방법의 예로는 최소 5 가지 농도의 표준 시험
용 미생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농도에 대해 최소 5

행하는 작업원 수 등 제조절차를 모의하는 조건하에
서 수행되어야 하고 허용되는 최악조건도 포함해야
한다.
이 시험은 ‘충전’과 ‘밀봉’과 같은 완제품의 무
균제조공정뿐만 아니라 다른 무균제조공정에도 적용
가능하다.

회의 반복 판독을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적절
한 측정값은 생성된 데이터의 직선회귀분석으로부터

배지충전시험의 실시빈도

상관계수의 제곱값 (r2)을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

최초 밸리데이션

다. 상관계수가 직선성의 추정값을 제공하는 것은 아

음에 사용하는 설비, 장비, 공정 및 다른 디자인의

니지만, 그 관계를 간편하게 추정하기 위해 통상적으

용기(동일 디자인의 용기에서 크기가 다른 것은 제외

2

최초 밸리데이션의 대상은 각각 처

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대체 방법의 r 값은 0.95 이

한다) 등이다. 표 1을 참고로 배지충전에 사용된 용

상이어야 한다.

기 개수는 유효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

검출한계 “검체 내 생균의 증명을 위한 정성시험의

야 한다. 최초밸리데이션은 3회 연속 별도의 날에 실

밸리데이션”의 “검출한계” 부분을 참조한다.

시되어야 한다.

범위

미생물학적 정량법의 작업범위란 정밀성, 정확

성 및 직선성이 결정된 것으로 증명된 미생물의 상한
과 하한 사이를 말한다.
견고성

“검체 내 생균의 증명을 위한 정성시험의

밸리데이션”의 “견고성” 부분을 참조한다.
완건성

“검체 내 생균의 증명을 위한 정성시험의

표 1. 최초 밸리데이션
3회의
최소
1회당 최소
배지충진
시험
충진용기수 시험에 있어서
회수
오염용기 총수

필요한 조치
오염원인의 조사,

밸리데이션”의 “완건성” 부분을 참조한다.
3

<5000

≧1

시정조치, 최초
밸리데이션 재실시
오염원인의 조사,

1
3

배지충진시험 1회

5000∼10

추가 실시 검토

000

오염원인의 조사,
>1

시정조치, 최초
밸리데이션 재실시

1
3

오염원인의 조사
오염원인의 조사,

>10000
>1

시정조치, 최초
밸리데이션 재실시

정기적 재밸리데이션
1) 표 2를 참고로 실제 제조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
한 개수의 용기를 사용하고, 교대조 및 공정별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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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연 2회 배지충전시험을 실시한다. 무균중요공정

10) 배지충전시험 중에 발생한 비이상적인 이벤트

작업자는 무균조작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적어도

11) 오염원의 특성확인

연 1회는 배지충전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12) 위생관리방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절성

2) 충전 라인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3) 작업원의 작업복과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

그 충전 라인을 재사용하기 전에 최초 밸리데이션에

절성

준한 회수의 배지충진시험을 실시한다.

14) 작업원의 무균조작기술과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

3) 무균성 보증에 영향을 주는 공정, 설비 또는 장비

의 적절성

의 변경(부품의 교환은 재밸리데이션의 대상은 아

15) 작업원의 건강상태 (특히 호흡기계질환에 의한

님), 라인의 배치변경, 무균 중요공정 작업원의 변경,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영향)

환경모니터링시험 결과의 이상, 최종제품의 무균시험

16) 기타 무균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서 오염제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밸리데이션
에 준한 횟수의 배지충전시험을 실시한다.

배지충전시험에서 데이터 관리
각각의 배지충전시험에 있어서 다음 정보사항을 상세한

표 2 정기적 재밸리데이션
실시
빈도

1회당
최소
충전용기
수

오염
용기수

<5000

1

1) 배지충전시험 실시 일시
필요한 조치
오염원인 조사, 최초
밸리데이션 재실시
오염원인 조사,
배지충전 재실시 검토
오염원인의 조사,

5000
>1

시정조치
최초 밸리데이션 재실시

1
>10000
>1

2) 사용된 충전실과 충전라인 확인
3) 용기, 마개의 종류와 크기

1
6개월 ∼10000
마다

데이터로서 기록한다.

4) 용기당 충전량
5) 충전속도
6) 멸균 필터 종류와 완전성 시험성적 (멸균여과한
경우)
7) 충전 배지의 종류
8) 충전용기개수
9) 배양되지 않은 충전 용기수와 그 이유

오염원인 조사

10) 배양 용기수

오염원인 조사, 시정조치,

11) 양성 용기수

최초 밸리데이션 재실시

12) 배양온도와 배양기간
13) 정상적인 생산 충전 어느단계를 모의하기 위해

배지충전시험의 허용기준
최초 밸리데이션 및 정기적 재밸리데이션에 있어서
충전용기수에 관계없이 오염용기수는 “제로”를 목
표로 한다.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1 및 표 2
에 표시된 조치를 실시한다.
오염원의 조사

배지충전시험에서 발견된 오염원인의

조사 실시에 고려해야 할 평가대상 요인은 다음의 것
이 포함된다.
1) 환경미생물 모니터링 데이터
2) 환경미립자 모니터링 데이터
3) 작업원의 미생물 모니터링 데이터 (작업 종료 후
작업복, 장갑 등의 미생물 모니터링 데이터)
4) 배지, 기자재, 장비 등의 멸균 사이클 데이터

사용된 절차 (예, 모의 동결건조 또는 바이알의 가스
치환 등)
14) 배지충전시험 개시 전 및 시험실시 중에 얻은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
15) 배지충전시험에 참가한 작업원의 리스트
16) 사용한 배지의 배지성능시험(파우더 충전의 경
우 파우더에 대한 항균활성확인이 필수)
17) 양성 용기로부터 검출된 미생물의 동정 및 특성
검사결과
18) 해당 배지충전시험으로 검증되는 의약품 리스트
19) 오염용기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실패한 실행에
대한 배지충전시험의 원인 조사
20) 종합평가

5) 멸균장비의 교정 데이터
6) 멸균된 기자재의 보관상태 적절성

배지충전시험절차

7) HEPA 필터의 평가 (미립자의 포집성능, 유속

액상제품, 분말제품 및 동결건조제품의 무균제조공정

등)

을 밸리데이션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액

8) 사용전 및 사용후의 필터 완전성시험데이터 (필

상제품으로 다른제형의 배지충전절차 적용이 가능하

터 하우징 조립에서의 적절성도 포함)

다.

9) 무균 지역에서의 공기의 흐름과 차압 적절성

배지의 선택과 성능시험

대두카제인소화배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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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다른 배지를 사용한다.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분말배지는 물에 용해하고 다른 분말은 액체배지에용

규정되어 있는 배양조건에서 지정 균주 및 필요에 따

해한다. 그리고 그 용액은 4.1에 정해진 배지성능시

라서 환경모니터링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대표 균주

험용 각 균을 배지당 100 CFU 미만 접종한다. 미생

1∼2종을 특정배양조건에서 배양할 때 명백하게 증

물이 미리정해진 온도에서 5일동안 배양할 때 명백

식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게 증식이 된다면 그 분말은 항균활성이 없는 것이

배지의 멸균 사전 밸리데이션을 수행한 방법에 따라

고 배지충전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멸균한다.

B.2. 충전분말의 멸균법

배양 및 관찰

배양에 앞서서 용기가 새는 것 또는

플라세보 분말을 적당한 용기 (예를 들면, 이중으로

손상된 것을 제거하고 기록해 둔다. 20 ∼ 30 ℃에

열처리된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넣어 방사선멸균을

서 14 일간 이상 배양한다. 이외의 온도에서 배양하

한다.

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표시한다.

B.3. 충전분말의 무균성 확인

다른 2 개의 온도에서 배양할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

무균시험법에 따라서 무균시험을 할 때 적합해야 한

서 7 일 이상, 다음 높은 온도에서 7 일 이상 배양

다. 그러나 사용한 멸균법이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한다.

경우에는 무균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설정 배양온도는 ± 2.5 ℃ 이내로 유지한다. 배양최

B.4. 배지충전절차

종일에 균 발육의 유무를 관찰한다.

다음에 기술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오염이 인정된 용기에 대해서는 참고정보 「유전자해

1)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멸균액체배지를 충전한

석에 의한 미생물의 신속 동정법」과 적절한 시판되

다음 분말충전기를 사용하여 실제제품 또는 멸균플라

는 미생물동정 시스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세보 분말을 충전한다. 멸균플라세보 분말대신 멸균

A. 액상제품

분말배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멸균액체배지 대신에 멸

배지충전 절차

배지충전은 시설/장비 작동과 청결이

균한 정제수를 충전한다.

일상작업과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용기, 마개,

2) 액체배지를 용기에 충전한 다음 고압증기멸균한

충전기의 부품, 트레이 등은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세

다. 이 용기를 충전 지역으로 이동하여 분말충전기를

척 및 멸균되어야 한다. 배지충전은 최악조건(예, 작

사용해서 실제제품 또는 멸균플라세보 분말을 충전한

업정지, 충전 노즐의 수리/교체, 필터교체,

다.

작업중

허용된 간섭, 작업시간, 최대 작업원 수 등)을 포함

3) 분말충전기를 사용하여 용기에 실제제품 또는 멸

한 공정조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균플라세보 분말을 충전한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멸

단일 배지충전작업에서 모든 최악조건 시나리오를 포

균액체배지를 충전한다. 멸균플라세보 분말 대신 멸

함할 필요는 없지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공정

균분말배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멸균액체배지 대신에

라인은 작업원의 간섭이 잦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

멸균한 정제수를 충전한다.

지만 진보된 공정라인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상대적으

C. 동결건조제품

로 높은 속도로 가동되고 작업원의 간섭도 최소한으

동결건조제품의 경우. 배지충전시험을 동결건조제품

로 설계되어 있다.

의 실제제품 공정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는 실시

실제 제조 배치 크기와 공정시간에 충전하는 것이 가

할 수는 없다. 용액의 동결 및 건조 공정에서, 오염

장 정확한 공정모의시험이 되지만 이외의 적절한 배

균을 사멸시킬 가능성이 있고, 배지의 특성도 변할

치 크기와 충전시간이라도 해당 라인의 무균성을 평

수 있다. 또한 압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스로서 불활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 가스를 사용하면 호기성균과 진균의 발육을 저해

멸균용기에 적량의 배지를 제품의 노출시간을 고려한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결 및 건

속도에서 충전하고 밀봉한다. 적당한 벙법에서 배지

조를 피한다. 압력 회복가스로서는 공기가 사용된다.

를 용기의 내부 표면 전체에 접촉시켜 미리 정해진

그러나 혐기성 조건에서 제조된 의약품에서는 혐기성

온도에서 배양한다.

균용 배지를 사용해서 배지충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B. 분말제품

도 있다. 그 경우에는 압력회복 가스로서 질소가스

B.1. 충전 분말의 선택과 항균활성시험

등을 사용한다.

실제 제품 또는 플라세보 분말을 사용한다. 플라세보

배지충전시험 절차

분말로서는 일반적으로 유당, D-만니톨, 폴리에틸렌

다음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을 사용한다.

글리콜6000,

분말배지

1) 제품 충전기를 사용하여 용기에 배지를 충전한

등을 쓴다. 분말충전에 앞서 분말이 항균활성을 갖는

다음 마개를 반 정도로 잠근 상태로 한다. 트레이에

지 평가한다.

담는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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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이를 동결건조기에 장착한 후 챔버 문을 닫
고 제조공정에 따라서 동결건조의 조작을 한다. 그러

분석천칭에서의 칭량

나 동결되지 않고 충전용액이 튀지 않도록 감압에서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다.
3) 감압 유지시간이 완료된 다음 압력을 회복시키고
마개를 닫는다.
4) 적당한 방법으로 충전된 배지를 용기 내부표면
전체에 접촉시켜서 미리 정해진 온도에서 배양한다.

개요
칭량은 분석절차에서 빈번한 단계이며, 천칭은 필수
적인 실험실 장비이다. 여기에 기술된 일반정보는 분
석절차에서 사용되는 전자 천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상당 부분은 모든 천칭에 적용될 수 있지
만, 일부는 분석천칭(analytical balance)에만 적용
된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분석자가 칭량을 수행하거나 칭량 절차를 시행
할 때는 여타의 정보 출처 [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저울 제조사]가 유용하며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게 칭량되어야 하
는 물질에 사용되는 천칭[참조: 일반시험법, “계량
기․용기”의 “천칭 및 분동”]뿐만 아니라 모든 분
석절차에서 사용되는 천칭에도 적용된다.

적격성평가
사용자는 적격성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분석기기의
적격성 평가(Analytical Instrument Qualification)｣,
표준작업지침서(SOP) 및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참고
해야 한다.

설치
천칭의 성능은 설치되는 시설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 분석자는 천칭을 설치하기 전에 제조사가 제공한
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지지면 : 천칭은 진동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
단하고, 수평이며, 자성을 띠지 않는 표면(예: 바닥에
설치된 화강암 벤치)에 설치해야 한다. 금속 지지면
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
해 표면을 접지해야 한다.
장소 : 가능한 경우, 천칭은 온도와 습도가 제어되는
실내에 위치해야 한다. 설치 장소에는 깨끗하고 일정
한 전력 공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풍이 없어야 하
며, 오븐, 고온로, 에어컨 배관 또는 장비나 컴퓨터의
냉각팬 근처가 아니어야 한다. 천칭은 직사광선이 도
달하지 않도록 외부 창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야 한다. 또한 라디오파 발진기, 전기 모터, 휴대용
통신장비 (무선전화기, 휴대폰, 무전기 포함) 등과
같은 전자기방사선원 근처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천칭은 실험실 기기 또는 기타 장비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 근처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천칭을 설치한 후에는 사용 전에 성능 평가를 실시함
으로써 천칭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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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떤 경우에는 천칭을 최적의 환경에서 설치하

성능 적격성평가

지 못할 수 있다. 시설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의 예는

표 1.은 성능 적격성평가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할 천

다음과 같다.

칭의 주요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실험실 내부에 기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적용의 위험도(risk of the application) 및 요구되

실험실 내부 온도의 변화가 과도하다.(온도 감수성

는 칭량 허용오차에 따라 이들 시험 중 일부는 생략

에 관한 제조사의 자료를 확인한다.)
습도가 매우 낮거나 높다. 어떤 경우이든 수분 흡수

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특성이 칭량 성능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

또는 손실로 인해 시료 무게의 변화 정도가 증가할

친다는 증거가 있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수 있다. 낮은 습도는 정전기 축적을 증가시킨다.

사용되는 절차는 자체 표준작업지침서에 부합해야 하

주변 작업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한다.

고 특정 천칭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적

근처에서 부식성 물질이 사용되거나 일상적으로 칭

절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성능 적격성평가는 표준작

량된다.
부식성 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칭량을 위해 천칭이
환기후드 내에 설치되어 있다.
자기장을 생성하는 장비(예, 자석교반기)와 인접한
위치에 천칭이 설치되어 있다.

업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개별 시험의 실시 빈도는 해당 특성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시험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분동은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시험 전에

천칭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다.

분석자는 적절한 시간 동안 분동을 천칭 근처에 둠으

진동, 외풍, 전자기방사, 자기장 또는 온도나 습도의

로써 충분한 열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가능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비 또는 시스템 근처에 천칭이

경우, 모든 시험은 취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현하기 위해

단일 시험 분동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하나, 복수의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 분동도 허용된다.
천칭 성능을 손쉽게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실험실 조

운전 적격성평가
장비가 설치되면 사용자 또는 적격한 제 3 의 판매
자가 운전 적격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전원이 켜져야 하고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 전에 천칭이 평형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천칭의 종류에 따라 1 ∼ 24 시간 동안). 천칭에
따라 분석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운전 적격성평가
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가동부품의 기계적 가동성
▪안정적인 표시 제어
▪내장 분동(weight)에 의한 수동 또는 자동 조정
▪보조 장치의 작동
▪무게소거 기능
▪최초 교정(calibration)

사(laboratory investigation)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
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이 기록되어야 한
다. 요구되는 칭량 허용오차, 즉 규격이나 규정 등이
허용하는, 그 목표값으로부터의 측정되는 양의 최대
편차에

따라

유의미한

적합기준(acceptance

criteria)을 설정할 수 있다. 허용 가능 범위를 벗어
난 시험 결과를 해결하고 천칭의 청결성과 환경이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측된 결과가 허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천칭의 사용을 중단하
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감도, 직선성 및 편심률은 모두 계통 변이의 원인이
된다. 즉, 이들 요소는 천칭의 정확도를 제한한다. 국
제측정학용어집(VIM)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문서
에서는 이 개념이 “참값(trueness)”으로 언급되어
있다.

전자식 분석천칭 중 일부는 수동 또는 자동 조정을
위해 내장 분동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정
은 시간 경과에 따른 천칭의 드리프트(drift) 현상을
감소시키고 주위 온도의 변화로 인한 드리프트를 보
정하기 위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교정은 운전 적격성평가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지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
정 작업은 천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에서 수
행해야 한다.

각각의 편차는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모든 편차가
동시에 발생하고 동일한 대수부호로 표시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천칭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개별
편차 모두의 산술합은 다분히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편차의

제곱합(quadratic

addition)을 적용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법
이다. 감도, 직선성 및 편심률 등과 같은 개별 특성
의 판정기준에 허용 기준에 대해 칭량 허용오차 예산
(tolerance budget)의 50 %를 할당함으로써 분석자
는 요구되는 칭량 허용오차를 준수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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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통 편차의 원인이 되는 개별 특성의 허용 기준

uncertainty)가 허용 기준의 3 분의 1 이하이어야

은 칭량 허용오차를 2로 나눈 값으로 설정된다.

한다. 시험 분동이 2 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

이 경우, 허용 기준은 감도, 직선성 및 편심률에 대

동들의 교정 불확도 합계가 허용 기준의 3 분의 1

해

반복성

이하이어야 한다. 편심률 시험이나 반복성 시험과 같

(repeatability)은 가급적 천칭 최대용량의 몇 퍼센

0.05

%의

최대편차를

허용한다.

은 시험에서는 인증 분동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분석

트 정도에 해당하는 시험 분동으로 시험된다. 측정

자는 시험 중 분동의 질량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의 최소 단위에서 실험실 천칭의 성능은 유한 반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복성(finite repeatability)에 의해 제한되며, 통상적

상기 시험들은 적용 가능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으로 계통 변이에 의해 유도된 한계는 무시할 수 있

한 규칙 [별표 1] 새 GMP”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다. 따라서 칭량 허용오차 예산 전체를 반복성 시험

위한 공식적·정기적 교정 작업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의 판정기준에 할당할 수 있다.
전술한 감도 및 직선성 시험의 경우, 분석자는 적절
한 분동 등급으로 공인된 분동[예:국제법정계량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R111 (www.oiml.org) 또는 분동 기술기준 (기술표
준원고시 2014-277호)에 따른 분동]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 차동법(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공인된 분동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
다.]

천칭 점검
외부 분동을 사용한 천칭 점검은 천칭이 칭량 허용
오차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천칭 점검은 적용 가능한 표준작업지침서에 근
거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한다. 천칭 점검의 빈도
는 적용의 위험도 및 요구되는 칭량 허용 오차에 따
라 결정한다. 외부 분동을 통한 점검은 부분적으로
내장 분동에 의한 자동 또는 수동 조정으로 대체할

판정기준에

따라

시험

분동의

명목값(nominal

value)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시험
분동의 명목값이 고려되는 경우, 분석자는 최대 허용

수 있다. 분석자가 외부 분동으로 천칭 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감도 시험 부분에 기술되어 있
는 것과 동일한 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오차가 허용 기준의 3 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시험 분동의 인증값(certified value)이 고
려되는

경우에는

교정

불확도(calibration
표 1. 권장되는 성능 시험 및 허용 기준

특성

정의
칭량값의 변동값을 하중(load) 변동값으로

감 도

나눈 것. 일반적으로 0에서 천칭의 최대용
량 사이이다.

사례

허용 기준

시험 하중이 천칭의 최대용량이거나 최대 개별
용량에 충분히 근접한 지점에 있다.

허용오차

요구사항의 1/2

천칭이 하중과 개별 칭량값 사이의 직선적
직선성

관계를 따를 수 있는 능력. 일반적으로 비
직선성은 시험 간격 내에서 직선성 편차의

개별

천칭 범위에서 3 ∼ 6 개 지점

허용오차

요구사항의 1/2

최대 크기로 표현된다.
편심 하중으로 인한 측정값 편차. 다시 말 무게중심 및 사분면의 4 개 지점(직사각
해 하중 수기에 대해 하중의 무게중심이 형 플래터인 경우) 또는 기타 플래터 형태
편심률

비대칭적으로 위치하는 것. 일반적으로 편 의 경우에는 유사한 위치에서 실시된다. 개별

허용오차

심률은 특정 시험 하중과 관련하여 중앙을 일반적으로 시험 하중은 천칭 최대용량의 요구사항의 1/2
벗어난 곳에서의 측정값과 중앙에서의 측 30 % 이상이어야 한다(더 높은 한도에
정값 간 편차의 최대 크기로 표현된다.

대해서는 제조사의 사용설명서 참조).

동일한 조건(예: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측정 절차, 동일한 작업자, 동일한 측정 시
스템, 동일한 작동 조건, 동일한 장소 등)
반복성

에서 동일한 물체를 반복적으로 칭량했을
때 천칭이 동일한 측정값을 표시할 수 있

10 회 반복 칭량(천칭 공칭용량의 약 2 사용자가 규정한
∼ 3 %에 해당하는 시험 분동 사용)

요구사항이 적용

는 능력. 일반적으로 반복성은 복수의 칭
량값의 표준편차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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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무게

분석 천칭의 작동

천칭의 순 시료 무게(net sample weight, mmin)는

요구되는 분량 및 성능에 따라 적절한 천칭을 선택한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 일반시험법 계량기·용기에서 천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천칭을 사용하기 전에

mmin = k × s / 요구되는 칭량 허용 오차

주위 환경(진동, 기류, 청결도 등) 및 천칭의 교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위 식에서 k는 범위인자(coverage factor, 일반적으
로 2 이상)이고, s는 시험 분동을 최소 10 회 이상
반복 측정한 표준편차(mg과 같은 질량 단위)이다.
최소 무게는 천칭의 하한으로서, 그 아래로는 요구되
는 칭량 허용 오차가 준수되지 않는다. 위 식은 측정
범위의 최소 지점에서 실험실 천칭의 성능이 유한 반
복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있다.
정확한 칭량이 요구되는 물질의 경우, 칭량값에 2를
곱하고 사용 분동의 명목값으로 나눈 결과가 0.1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반복성 기준이 충족된다.
이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수용기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성능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분석자는 해당 물질에 적합한 수용기
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 특성

모든 수용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불활성 물질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
다. 수용기에 시료를 더한 총무게는 천칭의 최대용량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올바르게 유지·관리되고
조정되어 있는 천칭의 경우, 소량 시료의 칭량 불확
도,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천칭 최대용량의 약 2 ∼
3 %를 초과하지 않는 총무게는 기본적으로 반복성

할 수 있다.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반복성은 칭량되는 물체의
크기와 표면적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크거나
mmin = 2000 × s

무거운 수용기는 그러한 수용기를 고려하지 않은 상
태에서 결정된 반복성 조건을 벗어난 편차를 야기할

최소 무게값은 요구되는 칭량 허용오차 및 천칭의 구

수 있다. 그러므로 질량이 작거나 표면적이 좁은 수

체적 용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용기를 사용하거나(특히 무게가 작은 시료를 측정하

취급의 용이성 향상을 위해, 반복성 시험에 사용되는

는 경우), 천칭 판에 수용기를 미리 올려놓고 반복성

시험 분동은 최소 무게값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반복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수용기는 천칭의 전자부품이

성의

함수관계

전자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비자성 물질로 제조된 것

(weak function)에 불과하므로 더 큰 값일 수 있다.

이어야 한다. 또한 수용기는 칭량 챔버(weighing

요구되는 칭량 허용오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료 칭

chamber) 내에서 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량 시, 시료의 질량(즉, 순무게)은 최소 무게와 같거

해 주위의 온도에서 사용해야 한다.

나 그보다 커야 한다. 최소 무게는 무게소거 또는 총

고체 시료

무게가 아닌 시료 무게에 적용된다.

포지, 칭량 접시, 칭량 깔때기, 병, 바이얼 및 플라스

천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크를 포함하는 밀폐형 용기 등을 포함한다. 흡습성

있는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종이는 칭량 시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환경 조건의 변화로 인해 천칭의 성능 및 최소 무게

로 권장되지 않는다.

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칭량 접시는 중합체(polymer)나 알루미

작업자별로 상이한 칭량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늄으로 제조된다. 정전기 방지 칭량 접시는 정전기를

시 말해 작업자별로 최소 무게가 다르게 결정될 수

가진 물질의 측정 시 사용된다. 칭량 깔때기는 일반

있다.

적으로 유리나 중합체로 제조된다. 이러한 유형의 수

유한한 횟수의 반복 칭량에서 도출된 표준편차가 미

용기는 칭량된 분말을 메스플라스크와 같이 목이 좁

지의 실제 표준편차의 추정값에 불과하다.

은 용기로 옮겨 담기 쉽도록 칭량 접시와 운반용 깔

시험 분동을 통한 최소 무게의 결정이 실제 칭량을

때기의 특성 모두가 결합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완벽히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휘발성 또는 조해성 고체 시료의 경우, 분석자는 해

주위 환경과 무게소거 용기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무

당 물질을 밀폐형 용기에 담아 칭량해야 한다. 가능

게소거 용기도 최소 무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경우, 분석자는 입구가 좁은 봉입(enclosure) 용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칭량은 가급적 최소 무게보다

기를 사용함으로써 휘발로 인한 시료의 무게 손실 또

큰 값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대기 중 수증기의 흡착이나 흡수로 인한 무게 증

표준편차가

시험

무게값의

약한

고체 물질의 칭량을 위한 수용기로는 약

가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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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시료 일반적으로 액체 시료에 사용되는 수용기

을 수용기에 넣고 각각의 무게를 기록한다.

는 불활성 물질로 제조된 봉입 용기이다. 휘발성 또
는 조해성 액체 시료의 경우, 분석자는 입구가 좁은
봉입 용기를 사용하고, 물질을 옮긴 다음 신속하게
다시

봉입한다.

액체

시료와의

배합적합성

(compatibility)이 좋은 물질로 제조된 수용기와 봉
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용기와 봉합 용기는 점도 또는 비점이 낮거나 표면
장력이 작은 액체의 누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차단
기능(seal)을 가져야 한다.

문제 시료
대전된 시료 및 수용기

건조 미세 분말은 정전기 대

전으로 인해 수용기 또는 천칭이 분말을 끌어당기거
나 밀어내게 함으로써 부정확한 칭량 및 분취 중 시
료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천칭 드리프트가 발생하
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물질에 정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전기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시판 천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전기 방지 장치는 칭량되는 분말
로 이온을 방출하여 분말의 정전하를 소멸시키기 위

칭량의 유형
여러 정량분석에서 일차적으

해 압전기 부품 또는 극소량의 방사능 물질(일반적으

로 거치는 단계는 특정 분량의 시료를 정확하게 칭량

로 폴로늄)이 사용될 수 있다. 정전기 방지용 천칭

하는 것이다. 통칙 제25항에서는 질량 측정의 방법

보트(weigh boat), 건(gun), 스크린 등도 시판되고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분석자는 일반시

있다. 정전기는 실험실의 상대습도에도 영향을 받으

험법 계량기·용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며, 상대습도는 대기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특정 조

천칭을 사용해야 한다. 시료 칭량 중에 발생하는 오

건에서 정전기는 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으로 인해 발

류는 후속적인 분석 측정값 일체의 정확도에 영향을

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칭량 오차가 야기

미칠 수 있다.

될 수 있다. 붕규산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정량분석을 위한 칭량

일반적으로 증량 칭

수용기는 특히 상대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정전기의

량은 휘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고체 시료나 액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시료에 사용된다. 수용기는 천칭 위에 놓인다. 천칭

한 작업자가 착용하는 보호용 장갑도 정전기 문제의

표시부가 안정되면 분석자는 천칭의 무게소거 버튼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용기를 금속 고정기에

눌러야 한다. 이후 원하는 분량의 물질을 수용기에

위치시키면 정전기 차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

추가하고 천칭 표시부가 안정되면 무게를 기록한다.

전기 방지 장갑도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그러고 나서 해당 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정량적으로

수 있다.

옮겨 담거나, 전체 분량이 옮겨졌음을 보장할 수 없

휘발성 시료

는 경우에는 수용기를 다시 칭량하고 무게의 차를 기

석자는 지름이 작은 기밀성(gas-tight) 봉입 용기에

록한다.

시료를 담아야 한다. 이후 분석자는 해당 봉입 용기

증량 칭량(addition weighing)

비점이 낮은 액체를 칭량하는 경우, 분

일반적으로 분배

를 천칭에 올려놓고 무게소거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칭량은 유탁액 또는 연고와 같은 점성 액체의 칭량에

분량의 시료를 추가하고 다시 봉입한다. 이후 천칭

사용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수용기에 물질을 담아

화면이 안정화되면 시료의 무게를 기록한다.

칭량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따라서 분석자는 천

온냉 시료

칭의 무게소거 버튼을 누른 뒤 천칭 표시부가 안정되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면 외부가 깨끗이 닦인 적절한 용기(예: 병, 시험관,

있다. 온시료의 경우에는 열대류(heat convection)

분취용 피펫, 시린지 등)에 담긴 시료를 천칭에 올려

때문에

놓고 무게를 기록한다. 이후 원하는 분량의 시료를

(true weight)보다 작을 수 있다. 예컨대 주위 공기

메스플라스크와 같은 적절한 수용기에 옮겨 담고 피

보다 따뜻한 플라스크는 공기를 데우게 되는데, 이때

펫이나 시린지를 다시 천칭에 올려놓는다. 첫 번째

데워진 공기는 플라스크를 따라 상승함으로써 점성마

칭량값과 두 번째 칭량값의 차는 옮겨진 시료의 무게

찰(viscous friction)에 의해 겉보기무게가 감소시킨

가 된다.

다.

분배 칭량(dispense weighing)

중량측정식 주입 시스템(gravimetric dosing)

일반

온냉 시료는 실험실 내에서 평형 상태가

겉보기무게(apparent weight)가

흡습성 시료

실제무게

흡습성 물질은 대기 중 습기를 쉽게 흡

적으로 중량측정식 주입 시스템은 검액 및 표준액의

수하며, 이러한 상태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 무게가

조제 또는 캡슐 충진에 사용된다. 이 경우, 분석자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흡습성 시료는 지체 없

메스플라스크, 작은 병(vial) 또는 캡슐 껍질을 천칭

이 칭량하거나 기밀성 봉입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

에 올려놓고 천칭 표시부가 안정되면 무게소거 버튼

다. 기밀용기의 경우, 분석자는 용기와 봉입장치를

을 누른 뒤 주입 단위에 따라 고체 또는 액체 내용물

천칭에 올려놓고 무게소거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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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시료를 추가하고 다시 봉입한다. 이후 천칭 화
면이 안정화되면 시료의 무게를 기록한다. 무균 또는

비무균제품의 미생물학적 시험

생물학적 위해 시료: 멸균 또는 생물학적 위해 시료
의 칭량은 클린 벤치(clean bench), 생물안전 캐비
닛(biosafety cabinet), 격리장치(isolator) 또는 기
타 유사한 봉쇄 장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후드 내
의 기류가 천칭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분석자는 천칭이 후드 아래에 설치되면 적절한 기준
물체(weight artifact)를 사용하여 적격성 평가를 엄
격히 실시하여 해당 환경에서의 천칭 성능에 대한 적

비무균제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약물의 효능을 감소
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환자의 건강

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약회사
들은 의약 물질의 생산, 보관, 분배 과정에서 최신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
함으로써 완성된 제형에서의 낮은 바이오버든 수준을

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부식성 물질의 칭량

서론

염과 같은 다수의 화학물질은

부식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물질은 천칭 팬이
나 내부에 흘리지 않아야 한다. 부식성 물질을 칭량
할 때에는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분석자는 칭량
용 병이나 시린지와 같이 차단기능이 있는 용기의 사
용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물질을 흘린 경우에는 그
유출의 성격에 따라 천칭에 대한 재적격성평가를 실
시해야 할 수도 있다.

보장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원료와 비무균약품에 있는 살아있는 미
생물(박테리아, 곰팡이)의 허용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비무균 제품의 미생물시험은 미생물한도시험법과 특
정미생물시험에 기술된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들이 실시됨으로서, 미생물 제어 프로그
램은 제품의 품질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수립될 수 있다. 시험
자는 미생물학,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결과 해

칭량 시 안전 고려사항
칭량 시 분석자는 고농도의 순물질에 노출될 수 있
다. 따라서 분석자는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칭량 전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기술
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위해물질은 적

석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무균 제제의 제품에 대한 허용기준은 총호기성미생
물수(TAMC)와 총진균수(TYMC)를 기반으로 하며
그 기준은 표1과 표2에 나타내었다. 허용기준은 개
별적 결과나 반복적 시험결과들의 평균에 기초를 둔
다. (예, 직접평판법)

절한 공기 필터가 있는 봉입장치에 담긴 채로 취급해
야 한다. 다수의 독성 물질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액체 또는 미세 분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질을 칭량할 때 분석자는 흡입을 방
지하기 위해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
하고 피부 접촉 방지를 위해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참고: 장갑 착용은 모든 화학물질의 취급 시 권장된
다. 칭량되는 용기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 분석자는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용기에 수
분이나 유분이 침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갑을 착
용해야 한다.]

정의
(1) 비무균 의약품 : 약전 의약품각조에 있는 비무균
약품과 비멸균 최종 제형
(2) 원료 : 물과 가스를 제외한 약품 조제에 사용되
는 원료와 첨가물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
(3) 바이오버든 : 비무균 의약품에 존재하는 살아있
는 미생물의 수와 종류
(4) 조치수준 :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
치가 필요한 바이오버든 수준
(5) 경고수준 : 보통의 바이오버든 수준으로부터 잠
재적 영향의 조기 경고로써 확립된 바이오버든 수준.
그러나 시정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후속 조사가 필
요한 단계
(6)

품질관리

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권
한을 포함하는 절차, 운영 방법 및 조직 구조.

범위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총호기성균수는 활성 성분으로
서 살아있는 미생물은 포함하고 있는 약품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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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i) 의약품 명칭 부여
(ii) 샘플링과 시험의 빈도

샘플링 계획과 시험 빈도

(iii) 샘플링 방법(책임자, 샘플량, 환경 포함)

샘플링 방법
미생물 오염은 보통 원료 또는 비무균 의약품 배치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편중된
샘플링 계획은 제품속의 실제 바이오버든을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제품 배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
하는 샘플링 계획은 회고적 밸리데이션과 동시적 밸
리데이션에 의해 얻어진 바이오버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세 지점
에서, 각각의 지점 당 같은 양으로 취해진 샘플의 혼
합물을 제품 시험에 사용한다.

샘플링이 어려운 청

정 구역에서는, 샘플링을 하는 동안 제품으로의 미생
물 오염을 피하고, 제품 바이오버든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비수용성이나 건조된 제품의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이 안정하다는 것이 확인 된다면, 샘플링
직후의 시험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iv) 시험구역(시험 전까지의 보관조건 포함)으로 샘
플의 운송 방법
(v) 샘플처리(미생물 오염물의 회수 방법)
(vi) 살아있는 미생물 수 측정 (시험 횟수, 배양 배
지, 배지의 성장지지(growth-supporting )시험, 배
양방법 등 포함)
(vii) 특정미생물 검출(시험 횟수, 배양 배지, 배지
성장지지(growth-supporting) 시험, 배양방법 포
함)
(viii) 미생물 수와 미생물 오염의 특징의 평가
(ix) 미생물 허용 기준 수립(경고 수준과 조치수준
포함)
(x) 미생물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행해지는 조
치들
(xi) 시험 및 평가에 대한 책임자
(xii) 다른 필수 항목들

시험 빈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시험 빈도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은 아래와 같
다.
(i)

비무균 의약품의 제형

(ii) 제조 과정
(iii) 제조 빈도
(iv) 원료의 특성(천연원료, 합성 혼합물 등)
(v) 배치 크기
(vi) 바이오버든 추정치의 변화 (배치와 계절에 따른
변화)
(vii) 제품 바이오버든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제조
과정, 원료 공급자. 원료의 배치 수의 변화 등)
(viii) 기타
일반적으로, 초기 약품 생산에서는 제품의 미생물 특
성이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험은 높은 빈도로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고적 밸리데이션과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통해 바이
오버든 정보가 축적된다면, 이러한 빈도는 줄어들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은 시간(매주, 매달, 매계절)
또는 교대 배치를 근거로 하여 일정 빈도로 수행할
수도 있다.

미생물 제어 프로그램
비무균 의약품에 미생물한도시험법을 적용할 경우,
회수, 배양, 제품의 바이오버든 평가를 위한 방법은
검증하여야 하고 아래 목록을 포함하는 “미생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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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상-용해도 분석

항온 수욕

온도를 ± 0.1 ℃ 내에서 유지할 수 있

고, 대략 25 rpm으로 회전할 수 있는 수평축(shaft)
이 달린 항온 수욕을 사용한다. 이 축은 앰플을 고정
상-용해도 분석은 용해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물질
의 순도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온도에서 정해
진 양의 순수물질은 정해진 양의 용매에 용해된다.
이렇게 생성된 용액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 포화된 상

시키는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
욕에는 적합한 진동기가 있어서 초당 100 ∼ 120
회 진동을 가하며 앰플을 교반시킬 수 있고, 축과 앰
플을 고정시키는 적당한 클램프가 달려있다.

태이지만, 이외 물질은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 물질과
화학구조 및 물리적 성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
라도, 여전히 불포화 상태이다. 용해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녹는점이나 다른 물리적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
처럼 한 물질이 순수하거나, 시험 중인 물질의 백분
율 구성이 각 물질의 용해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혼합 물이 없다는 것을 가
리킨다. 반대로 용해도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의 불순
물이나 여러 불순물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상-용해도 분석은 결정형 고체인 혼합물로서 안정한
용액을 형성하는 모든 종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불순물이 섞인 고용체(固溶體)를 형성하는 혼합물에
는 쉽게 적용할 수 없다.
표준 용해방법은 6 가지 구분된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1) 일련의 각 시스템에서, 고정량을 측정한 용
매에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며 혼합; (2) 각 시스템에
대해 동일하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평형상태 확
립; (3) 용액으로부터 고체상의 분리; (4) 다양한 용
액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의 농도 측정; (5) 용매 단
위 당 물질의 중량에 대해서(x-축이나 시스템 구
성), 용매 단위 당 용해된 물질의 농도(y-축이나 용
액 구성)를 그래프로 작성; (6) 외삽 및 산출

용매
상-용해도 분석을 위한 적합한 용매는 다음 기준을

그림. 상-용해도 분석에서 사용하는 앰플(왼쪽)과 용
해플라스크(오른쪽)

만족한다: (1) 용매는 진공상태 하에서 증발할 수 있
는 충분한 휘발성이 있어야한다. 그러한 휘발성이 없

앰플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15 mL 용량

으면 용매와 해당 용액을 옮겨서 무게를 측정하는 데

앰플을 사용한다. 다른 용기가 새지 않고 이와 달리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끓는점이 60 ∼ 150 ℃

적합하다면 이러한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이에 있는 용매가 적당하다. (2) 용매는 시험하고

용해플라스크 :

자 하는 물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크를 사용한다.

위 그림과 같은 형태의 용해플라스

시험물질의 분해를 유발하거나 시험물질과 반응하는
용매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염을 용매화하
거나 염을 생성하는 용매는 피한다. (3) 용매의 순도
및 구성이 알려져 있어야한다. 신중하게 혼합하여 준
비한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미량의 불순물이 용해
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4) g 당 10 ∼
20 mg의 용해도가 적합하지만, 실제로 더 넓은 범위
가 이용될 수 있다.

방법
주의 : ± 10 μg 이내에서 모든 중량을 측정한다.
시스템 구성: 7 회 이상 세척한 15 mL 용량 앰플을
g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한다. 시험물질의 양을 g 단
위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각 앰플에 시험물질의 양을
점차 증가시키며 추가한다. 시험물질의 양은 첫 번째
앰플에서 선택된 용매의 5 mL로 용액이 될 양보다
약간 모자라도록 담고, 두 번째 앰플에서 약간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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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은 다음 각 앰플은 표시된 용해도를 만족시키는

계산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점차 증가시켜서 담도록 한

사용한 시험물질의 각 양에 대해서, 용액의 구성을

다. 각 앰플에 용매 5.0 mL을 추가하고, 드라이아이

세로축, 시스템 구성을 가로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작

스·아세톤욕으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냉

성한다.

각시킨 후,

더블-젯 에어-가스 버너를 사용하여 밀

상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단 하

봉한다. 각 앰플과 그 내용물은 상온에 두고 각 해당

나의 점에 해당하는 실제 용액을 나타내는 용기에 대

하는 유리 부분과 각각 밀봉된 앰플의 무게를 측정한

한 점은 기울기 1로 떨어지는 직선(AB)으로서 원점

다. 다음 식으로 각 앰플에 대해

을 지난다; 포화 용액에 해당하는 점은 기울기 S로

mg/g 단위로 시스

또 다른 떨어지는 직선(BC)인데, 이것은 시험물질에

템 구성을 계산한다.

존재하는 불순물이나 여러 불순물의 중량 부분을 나
타낸다. 직선에 떨어지지 않는 점들은 평형에 이르지

1000(W2 - W1) / (W3 - W2)

않음을 나타낸다. 곡선은 시험물질이 고용체일 수 있
음을 나타낸다. 다음 식에 따라서 시험물질의 순도
이 식에서 W2는 앰플과 시험물질의 무게를 합친 값

백분율을 계산한다.

이고, W1은 비어있는 앰플의 무게, W3은 앰플의 무
게와 시험물질, 용매 그리고 분리된 유리의 무게를
100 - 100S

합친 값이다.

평형

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은 물질과 혼합

방법(회전 혹은 진동), 온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
으로 회전법(7 ∼ 14 일) 보다 진동법(1 ∼ 7 일)
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평형에 이른다. 평형이 영향
을 받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앰플 1 개, 즉 연속 앰
플 중 최종 앰플에 가까운 것을 골라서 과포화된 용
액을 생성하도록 40 ℃로 가열할 수 있다. 평형은

S는 기울기로서, 그래프에서 계산할 수 있거나 직선
에 대한 실험값에 가장 잘 맞도록 최소제곱법으로 계
산할 수도 있다.
주요 구성성분의 용해도는 Y축을 통과하여 용해도
선(BC)을

확장시켜

얻는다.

Y축과

만나는

점은

g/mg의 외삽된 용해도로서 해당하는 혼합물에 대해
상수이다.

과포화된 용액에서 얻은 용해도가 불포화 용액으로부
터 평형에 이르는 시험 종류와 같은 선으로 떨어진다

정제기술

면 보증된다.

상-용해도

용액 구성

그림의 BC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

평형에 이르면 앰플은 항온 수욕의 선반

하는 용매와 용질의 모든 혼합에서 용매상은 필수적

에 수직으로 두고, 앰플 목 부분이 물 위로 나오도록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원래 존재하는 모든 불

한 후, 내용물이 진정되도록 한다. 앰플을 개봉하여

순물을 함유하는 반면에, 고체상은 기본적으로 불순

작은 면 거즈나 다른 적합한 필터가 달린 피펫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와 달리 순수하다고 판단된 물

각 앰플에서 2 mL 이상을 제거한다. 각 앰플로부터

질로부터 불순물의 농축물 뿐만 아니라 예상 혼합물

확실하게 무게를 측정한 용해 플라스크로 투명한 용

의 순수 대조 표본을 준비하기 위해 상-용해도 분석

액을 2.0 mL 나누어 담은 다음 용액의 무게를 알기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단순하게 수정하면 대

위해서 각 플라스크와 해당 용액의 무게를 합친 값을

개 정밀한 상-용해도 분석을 위해 필요한 노력보다

측정한다.

상당히 적은 노력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드라이아이스·아세톤욕으로

플라스크를

냉각시킨 다음 진공상태에서 용매를 증발시킨다. 혼

다.

합물의 안정성과 일치하는 온도까지 온도를 점차 올

실제로 시험표본의 측정량 중 약 10 %가 평형에서

리고, 일정한 무게로 잔류물을 건조시킨다. 다음 식

용해되도록 적합하게 구성한 무반응성 용매의 적당한

에 따라 g/mg 단위로 용액 구성을 계산한다.

양에서 해당 물질을 현탁화한다. 이 현탁액은 밀봉하
여(보통 돌리는 뚜껑이 달린 바이알이 적합하다) 상

1000(F3 - F1) / (F2 - F3)

온에서 평형이 될 때까지 흔들어준다(보통 24 시간
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후 모액을 빼서 상온이거
나 거의 상온에서 건조되도록 증발시킨다. 모액에는

이 식에서 F3는 플라스크와 잔류물의 무게를 합친

표본에서 존재하는 모든 불순물을 기본적으로 함유하

값이고, F1은 용해 플라스크의 무게, F2는 플라스크

기 때문에, 잔류물은 사용된 용매의 부피에서 용해된

와 용액의 무게를 합친 값이다.

고체의 중량에 대비하여 취해진 표본의 중량 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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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보통 불순물에 대해 농축된다.
모액을 제거한 후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결정은 적합

수착-탈착 등온곡선 측정

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에 대조표준으로 사
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순수하다.

원리
일정한 온도에서 그리고 수착 또는 탈착이 시간에 무
관한, 즉 평형상태에서, 상대습도와 수착 또는 탈착
의 관계를 측정할 때 함수 경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상대습도는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RH = (PC × 100) / P0

RH = 상대습도
PC = 수증기압
P0 = 동일조건 하에서의 포화수증기압

PC/P0 는 상대 압력을 나타내며, 수착 또는 수분 흡
수는 건조된 시료를 이미 알고 있는 상대 습도 하에
노출시켜 평가한다. 탈착은 이미 수분을 내포하고 있
는 시료를 가지고 상대습도를 낮춰 가면서 측정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등온 수착-탈착 등온선은
해당 기준온도에서만 유효하며, 따라서 각 온도마다
별개의 등온선이 존재한다. 보통, 평형상태에서, 특정
상대습도 하에서의 수분함량은, 수착을 측정하느냐
또는 탈착을 측정하여 얻은 값이냐에 상관없이 동일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착-탈착 이력현상이
나타난다.

방법
시료들은 다양한 상대습도 하에서 챔버 안에 보관한
후, 질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편
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항량 (일정한 질량)에 도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고습도에서), 칭량
을 위해 챔버를 열고 닫을 때에 오차가 생기는 단점
이 있다.
동력학적인 중량 측정 수착 시스템들은 설정된 시스
템 내에서의 시료의 온라인 질량 측정을 통하여 일정
한 온도와 다양한 상대습도 하에서 시료와 수분과의
상호작용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제어시스템은
등온 조건을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고, 조건
변화에 따른 시료의 동적 반응을 모니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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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분해, 또는 승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탈착을 유도하기 위해 더 높은 온도를 사용
하는 것은 열질량 분석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 보고 및 해석
수착 데이터는 보통 상대습도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
른 질량 변화 (건조시료 대비 백분율) 그래프로 나타
낸다. 수착 등온선은 표와 그래프 형태로 작성된다.
측정방법은 데이터와 함께 추적 가능해야 한다.
그림 1. 수착측정을 위한 장비. A, 습도조절기; B, 온

수착-탈착 이력현상은, 예를 들어 시료의 다공성, 응

도조절부; C, 저울; D, 습도조절부; E, 대조군; F, 시

집 상태 (모세관 응축), 수화물 형성, 결정다형 변화

료군; G, 증기부; H, 유속조절기; I, 건조가스

또는 시료의 액화 측면에서 해석된다. 어떤 경우에
는, 특히 미세다공성 고체와 무정형의 고체와 같은

수착 등온곡선 (예, 0∼95 % 상대습도 범위에서)을
얻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는 주어진 습도에서 시료가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에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
떤 경우 (예, 조해) 에는,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않았
다 할지라도 최대 소요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기구
나 장치들은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베이스라인
안정성을 높이고 상대습도의 정확한 조절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로 되는 상대습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량 조절기를 이용하여 건조 기체와 포화 증기를 정
확하게 혼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고체 분
말의 정전기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온도나 상대습
도 (예를 들어, 인증을 받은 습도계, 인증을 받은 염
용액,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인된 염류의 조해 포인
트 등에 의해 제어되는) 의 검증은 장비 사양과 일치
해야 한다. 저울은 충분한 질량 분별능과 장기 안정
성을 갖추어야 한다.
질량 측정으로 검출할 수 없는 수분 흡수량을 용량
측정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비점 측정, 증류, 건조에 의한 손실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의한 수분 측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분 함량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흡착의 경우,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자 크기를 감소시켜 시료의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거
나 더 많은 시료를 이용하여 총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체의 분쇄는 고체의 표면구조
를 바꾸거나 또는 무정형으로 결정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흡수가 비표면적에 의
존하지 않는 흡수의 경우에는, 시료량의 증가만이 도
움이 된다. 그러나 시료량을 늘리는 것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시료를 탈용매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압) 이 과정이 용이한 반면에, 고체 시료에 탈수,

경우에는, 다량의 수증기를 수착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습도가 감소할 때 고체와 연합된 수분의
양은 상대습도가 증가되었을 때 원래 수착된 양보다
더 크다. 미세다공성 고체의 경우 수증기 흡착-탈착
이력현상은 모세관 응축 과정과 관련된 평형현상이
다. 이는 미세다공에 상당히 불규칙한 곡률이 있고
서로 다른 평형조건 하에서 이들이 “채워지고” (흡
착) “비워지기” (탈착) 때문에 일어난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비-다공성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의 평형 상태의 변화로 인해 증기와 고체간의 상
호작용 정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력현상이 나타나는
데, 예를 들어 고분자 사슬의 구조 또는 구조적 평형
에 대한 시간이 수분 탈착에 대한 시간보다 길기 때
문에 이력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착-탈착 등온
선 측정 시, 평형상태에 가깝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히 높은 상대습도에서 친수성 고분자의 경
우, 대개 “액체” 상태로 가소화된 고분자를 다루고
있고 이 상태에서 고체는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무관한 수분 수착 또는 탈착 값의 확
립이 매우 어렵다.
결정 수화물 형성의 경우, 압력 또는 상대습도 대비
수분흡수 관계는 특정 압력에서 흡수의 급격한 증가
를 나타내고 흡수된 수분의 양은 보통 고체에 대한
수분의 화학양론적 몰:몰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결정 수화물이 상 변화를 겪지 않거나
무수물이 무정형으로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착
또는 탈착이 흡착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나타날 수
도 있다. X-선 결정 분석과 열분석은 특히 이러한
시스템의 연구에 유용하다.
수증기 흡착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
체의 비표면적을 측정하여 고체의 표면의 단위 면적
당 수착되는 수분의 질량으로 흡착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는 고체 특성에 영향을 주는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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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의 잠재적인 중요성을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5 % m/m 수분 흡수는 100 m2/g

수분 활성 측정

의 표면을 거의 덮을 수 없는 반면에, 1.0 m2/g의
표면에 대해서는 100 배 더 높은 표면 커버력을 나
타낸다. 0.01 ∼ 10 m2/g 사이의 비표면적을 가지는
의약용 고체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낮게 나타난
것이 유효 표면에 대하여는 상당한 양의 수분에 해당
할 수 있다. “건조 표면적”은 흡수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형이 무정형에 비하여
상당량의 수분을 수착하지 않는다면 무정형 또는 부
분적으로 무정형인 고체의 수착은 결정화도에 따라
보정된 단위질량을 토대로 나타낼 수 있다.

원리
수분 활성은 동일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제
품 내의 수증기 압력비율이다. 이는 폐쇄계에서 제품
에 의해 생성된 상대습도의 1/100과 수치적으로 동
일하다. 상대습도는 부분 증기압 또는 이슬점의 직접
측정이나 노출되는 상대습도에 의해 물리적 또는 전
기적 특성이 바뀌는 센서에 의한 간접 측정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활성계수를 무시하면, 수분활성과
평형 상대습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A W = P / P0
ERH( %) = AW × 100

AW = 수분활성
P0 = 동일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
P = 제품 내의 수증기 압력
ERH = 평형 상대습도

방법
수분 활성은 고체의 수분과 상부공간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기밀 컵 안에 시료를 넣어 측
정한다. 시험 도중에 시료의 수착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상부공간의 부피는 시료 부피와 비교하여 작
아야 한다. 열역학적 과정인 평형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셀 내부에서 강제 순환에 의해 가속
화될 수도 있다. 얻어진 수분활성 값은 같은 시간에
측정된 해당 온도에서만 유효하므로, 측정 장비로 정
밀한 온도측정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시험 중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탐침은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료 위의 상부공간 내 공기의 습
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론적으
로 모든 종류의 습도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분석 목
적을 위해서는 소형화와 완건성이 전제조건이다. 수
분활성 측정은 이슬점/냉각거울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잘 닦아진 냉각된 거울을 응결 표면으로 사
용한다. 냉각시스템은 응결 거울로부터 빛이 반사되
어 들어가는 광전자 셀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시료와 평형상태에서 공기 흐름은 거울을 향하고 이
는 거울에 응결이 발생할 때까지 냉각된다. 이러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ERH가 결정되는 이슬점이
다. 이슬점/냉각거울법 또는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는
시판 장비들이 수분활성 측정에 이용할 때에는 장비
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증 및 보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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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러한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표 1에 예시
된 바와 같이 25 ℃에서 포화 염 용액을 사용하여,

아미노산분석법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진다.
표 1 – 표준 포화 염용액

평형
25℃ 포화 염용액 상대습도(%)
수분활성
황산칼륨 (K SO )
97.3
0.973
염화바륨 (BaCl )
90.2
0.902
염화나트륨 (NaCl)
75.3
0.753
질산마그네슘
52.9
0.529
(Mg(NO ) )
염화마그네슘 (MgCl )
32.8
0.328
염화리튬 (LiCl)
11.2
0.112
2

4

2

3 2

2

아미노산분석법은 단백질, 펩티드 및 기타 의약품의
아미노산 조성과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단백질
및 펩티드는 아미노산 잔기가 공유결합으로 선형 중
합한 고분자이다. 아미노산 서열은 단백질이나 펩티
다 분자의 특성을 규정한다. 단백질은 보통 독특한
형태를 가진 3 차원적으로 접힌 형태의 거대 분자인
반면, 펩티드는 이보다 더 작으며 2 ∼ 3 갱의 아미
노산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아미노산분석법은 단백
질 및 펩티드를 정량, 아미노산 조성을 바탕으로 단
백질 및 펩티드 규명, 단백질 및 펩티드 구조 분석
뒷받침, 펩티드 맵핑을 위한 단편화 방법 평가, 단백
질 및 펩티드에 존재할 수 있는 이상(atypical) 아미
노산 검출 등에 쓸 수 있다. 아미노산 분석 전에 단
백질/펩티드를 각 구성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 해야
한다.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한 다음 아미노산 분석
방법은 다른 의약품 중 유리 아미노산을 분석하는 방
법과 동일할 수 있다. 가수분해 검체 중의 아미노산
은 보통 유도체화하여 분석한다.

장치
아미노산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은 보통 검체 중 아
미노산의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분리에 근거한다.
최근에는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고안된 자동화 크로
마토그래프 장치를 이용한다.
아미노산 분석 장비는 기본적으로 칼럼에서 아미노
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동상의 농도기울기 제어가
가능한 저압 또는 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장비를
쓴다. 검체가 칼럼 전 유도체화법으로 분석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분석 장치에서 칼럼 후 유도체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검출기는 유도체화방법에 따라 다
르지만, 보통 자외가시부검출기 또는 형광검출기를
쓴다. 기록 장치(예, 적분기)는 검출기로부터 아날로
그 신호를 변환하여 정량한다. 사용하는 장비는 아미
노산 분석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 주의
아미노산

분석에

있어

배경

오염(Background

contamination)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고순도 시약
이 필요하다 (예, 순도가 낮은 염산은 글리신 오염의
우려가 있다.). 분석 시약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HPLC)용 용매만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몇 주마다
교체한다. 용매 중 잠재적 미생물 오염과 이물은 사
용 전 용매를 여과하고, 용매 용기를 밀폐하고,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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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 분석 장비를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

노산의 농도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 검량선은 아미노

치하여 줄일 수 있다.

산 피크면적을 그 아미노산의 반응계수로 나누어 아

실험실 운영기준은 아미노산 분석의 질을 결정 한

미노산의 nmol을 구하는 데 이용된다. 일상적인 분

다. 장비는 실험실에서도 사람의 통행이 적은 한적한

석의 경우 한 농도만을 이용한 검량선으로도 충분하

곳에 두고 실험실 청결에 유의한다. 운영지침에 따른

지만 검량선 파일을 자주 업데이트 해야 하며 분석

피펫의 세척과 보정이 필요하다. 피펫 팁은 뚜껑이

대조물질의 분석을 통해 분석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닫힌 상자에 보관하고 피펫 팁을 맨손으로 다루지 않

한다.

는다. 분석자는 가루가 없는 라텍스 또는 이와 유사
한 실험용장갑을 착용한다. 먼지가 글리신, 세린 및
알라닌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검체

바이알의

여닫는 횟수를 제한한다.
신뢰할 수 있는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서는 잘 유지
관리된 장비가 필요하다. 만약 장비가 정기적으로 사
용된다면 용매누출과 검출기 및 램프 안정성, 그리고
칼럼이 개별 아미노산의 분석에 필요한 분리도를 유
지하는 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 모든 필터와 기타 소
모품류는 정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세척하거나 교체한
다.

재현성
일관된 아미노산 분석 결과를 위해 분석의 재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미노산이나 그 유도체의 크
로마토그래피 분석 시,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많은 피
크가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나기 때문에 유지시간에 근
거하여 재현성 있게 피크를 확인하고 정량을 위해 피
크면적을 적분할 수 있는 아미노산 분석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재현성 평가는 표준
아미노산 용액을 조제하여 동일한 표준액을 여러 차
례 반복 (예, 6 회 분석 또는 그 이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유지 시간과 각 아미노산의 적분된 피크면적

표준물질

에 대해 상대표준편차 (RSD)가 계산된다. 재현성 평

적절한 아미노산 표준품이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시

가는 각기 다른 분석자에 의해 며칠에 걸쳐 수행되는

판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의 혼합 수용액으

다중반복 시험을 포함한다. 다중반복 시험은 검체 취

로 구성된다. 아미노산 구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급의 차이에 따른 변동성을 확인하고자 검체 희석과

대조시험으로 단백질 또는 펩티드 표준품을 시험 물

정을 포함한다. 종종, 재현성 평가의 일부로 표준 단

질과 함께 분석하여 분석과정의 무결성을 입증한다.

백질 (예, 소혈청 알부민)의 아미노산 조성도 분석한

고순도 소혈청 알부민이 대조군 단백질 표준품으로

다. 반복시험 변수 (예, RSD)를 평가함으로써, 실험

흔히 사용된다.

실은 통제가능 한 범위의 분석 한계를 설정한다. 최
상의 결과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장비의 교정
아미노산 분석 장비의 교정은 각 아미노산의 반응계
수와 분석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와 조성
의 아미노산 혼합물로 구성된 표준품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정 과정에서, 분석자는 기지 농도의
혼합 아미노산 표준품을 분석가능한 농도 범위에서

있는 최저농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미노산 분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하여 검체 조제,
시약의 품질 또는 실험실 운영규정에 기인한 분석시
간섭, 장비의 성능 및 유지, 자료 분석 및 해석, 분석
자의 수행능력 및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여 모든
파라미터는 밸리데이션 업무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되
어야 한다.

다양한 농도로 희석 한 후 분석을 반복한다. 농도별
아미노산의 피크면적을 이용하여 각 아미노산의 알려
진 농도에 대하여 검량선을 작성하면 분석 가능한 한

검체 조제

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자로 하여금 아미노산 농도에

정확한 아미노산 분석은 정제된 단백질과 펩티드 검

따라 피크면적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농도범위를 정

체가 필요하다. 완충액의 구성요소 (예, 염, 요소, 계

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분석결과를

면활성제)는 아미노산 분석을 방해할 수 있어 분석

얻기 위해 분석 가능한 농도범위 안에 들게 검체를

전에 검체로부터 제거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의 칼럼

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 유도체화법은 일반적으로 칼럼 전 유도체화법보다

각 아미노산의 반응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4 ∼ 6

는 완충액 구성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잠

개의 아미노산 표준 농도를 분석한다. 반응계수는 표

재적인 배경 오염을 줄이고 분석물질 의 회수율을 개

준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nmol 당 평균 피크면적

선하고 분석과정의 노동을 줄이기 위해 검체 조작을

또는 피크높이로 계산한다. 각 아미노산의 반응계수

간단하게 것이 바람직하다. 단백질 검체로부터 완충

로 이루어진 검량선 파일을 검체에 존재하는 각 아미

액 구성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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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다음 방법을 포함한다: (1) 단백질 검체를 역상

수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산가수분해 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시스템에 주입하여 충분한 유

법은 몇몇 아미노산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파괴로

기용매를 포함하는 휘발성 용매로 단백질을 제거하고

인해 분석에 변동을 줄 수 있다. 트립토판은 파괴되

검체를 진공원심분리기에서 건조; (2) 휘발성 완충용

고 세린 및 트레오닌은 부분적으로 파괴되며 메티오

액 또는 물에 대해 투석; (3) 원심 한외여과를 통해

닌은 산화될 수 있고 시스테인은 일반적으로 시스틴

휘발성 완충용액 또는 물로 완충액을 교체 ; (4) 유

으로 회수된다 (그러나 시스테인의 부분적 파괴 또는

기용매 (예, 아세톤)를 이용하여 완충액으로부터 단

환원 때문에 시스틴으로의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낮

백질 침전; (5) 겔 여과법.

다.). 적절한 진공 (200 mmHg 미만 또는 26.7 Pa)
을 적용하거나 반응 용기의 헤드스페이스에 불활성기

내부표준물질
아미노산 분석 과정에서 물리화학적 손실 및 변동을
보정하기 위하여 내부표준물질 사용을 권장한다. 정
확히 알고 있는 양의 내부표준물질을 가수분해 전 단
백질 용액에 첨가할 수 있다. 내부표준물질의 회수율
은 단백질 용액으로부터 아미노산의 회수율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유리아미노산은 가수분해 과정에서
단백질에 결합 아미노산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
는다. 이는 방출율 또는 분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수분해 과정 중의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결과를 해석할 때는 특별히 이 부분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표준물질은 가수분해
후 아미노산 혼합물에 첨가하여 검체 조제 과정의 차
이와 시약의 안정성 및 유속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
다. 이상적인 내부표준물질은 저렴한 상업적으로 제
조된 일차 아미노산이다. 이 것은 가수분해 동안 안
정해야 하고, 반응 계수는 농도에 대해 선형적이어야
하며, 다른 아미노산과 겹치지 않는 유지 시간에서
용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미노산 표
준품으로는 노르류신, 니트로티로신 및 α-아미노부
티르산이 있다.

체 (아르곤)를 주입하면 산화분해 정도를 줄일 수 있
다. 이소류신과 발린을 포함하는 펩티드 결합에서
Ile-Ile, Val-Val, Ile-Val, 및 Val-Ile 아미도 결합
은 부분적으로 쪼개어지고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은
탈아미드화 되어 각각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이 된
다. 산가수분해 도중의 트립토판, 아스파라긴 및 글
루타민의 소실 때문에 정량은 아미노산 17 종으로
제한된다. 이하 기술된 가수분해 기법 중 일부는 이
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술된 가수분
해 기법 중 일부 (예, 시험법 4-11)는 아미노산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산가
수분해 외의 제시된 가수분해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장단점 비교를 수반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산가수분해의 경시적 연구 (예, 산가수분해 24, 48,
72 시간에서 아미노산 분석)는 부분적으로 파괴되거
나 검체로부터 서서히 분리되는 아미노산의 초기 농
도를 분석하는 데 종종 사용된다. 불안정한 아미노산
(예, 세린 및 트레오닌)의 관찰된 농도를 가수분해
시간에 대하여 그래프화 하고 초기값을 외삽하여 추
정함으로써 아미노산의 초기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수분해 연구는 또한 서서히 분리
되는 아미노산 (예, 이소류신 및 발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가수분해를 통해 이러한 아미노산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 때의 농도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과 펩티드 검체의 가수분해는 아미노산 분석
에 필수적이다. 가수분해에 사용되는 초자는 매우 깨
끗해야 한다. 실험용 장갑의 분말이나 지문은 가수분
해 시험관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유리 가수분해
시험관을 세척하기 위하여 시험관을 1 mol/L 염산에
서 1 시간 동안 끓이거나 진한 질산 또는 진한 염산
과 진한 질산의 혼합물 (1 : 1)에 담근다. 세척된 가
수분해 시험관은 초순수로 씻어내고 액체크로마토그
래프용 메탄올로 세척 후 오븐에서 밤새 건조하여 사
용시까지 뚜껑을 닫은 채로 보관한다. 또 다른 방법
으로 깨끗한 초자를 500 ℃에서 4 시간 동안 열분해
하여 시험관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적절한 일회
용 시험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산가수분해는 아미노산 분석 전에 단백질 검체를 가

를 그 아미노산의 농도로 계산한다. 만약 가수분해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검체 중 아미노산 농도는
조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가수분해 조건에
의한 분해를 의미한다.
산가수분해의 경시적 연구의 대안은 아미노산 보정
용 표준아미노산을 검체와 동일하게 가수분해 시키는
것이다. 유리형 아미노산은 가수분해 과정에서 펩티
드 또는 단백질 내의 불안정한 아미노산의 분해속도
를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한다. 특히 서서히 분리되는
펩티드 결합 (예, Ile-Val 결합)에 있어서 재현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 파
괴된 아미노산의 량을 일부는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파 산가수분해가 사용되고 있는데 속도는 빠
르지만 특별한 주의와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파 가수분해의

적정 조건이 개별 단백질/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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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드 검체에 대해 각각 조사되어야 한다. 마이크로파

가수분해용액 2.5 mol/L 메르캅토설폰산용액.

가수분해 기법은 보통 몇 분 밖에 안 걸리는 대신 1

기체상 가수분해

분의 차이가

부적절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예,

∼ 100 μg을 가수분해 시험관에서 건조한다. 가수

불완전한 가수분해 또는 불안정한 아미노산의 분해).

분해 시험관을 가수분해용액 약 200 μL이 들어있

단백질 분해 효소 혼합물을 이용한 완전 단백질 분해

는 큰 시험관에 놓는다. 큰 시험관을 진공 (약 50

도 사용되고 있지만 복잡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가

mmHg 또는 6.7 Pa)에서 밀봉하여 가수분해용액을

필요하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보다는 펩티

증발시킨다. 가수분해 시험관을 170 ∼ 185 ℃사이

드에 더욱 적합하다 [주 : 미지의 단백질을 처음 분

에서 약 12.5 분간 가열한다. 가수분해한 다음 가수

석할 때는 적정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수

분해 시험관을 진공에서 15 분간 건조하여 잔류하는

분해 시간과 온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산을 제거한다.

시험에 사용할 단백질/펩티드 약 1

시험법 3

시험법 1
페놀을 함유하는 염산을 사용한 산가수분해는 아미노

가수분해 중 트립토판 산화는 티오글리콜산을 환원산

산 분석에 앞서 단백질/펩티드를 가수분해 하는 데

으로 사용함으로써 방지된다.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반응에 페놀을 첨

가수분해용액

가함으로써 티로신의 할로겐화를 방지한다.

세트산, 20 % 티오글리콜산 및 1 % 페놀을 함유하

가수분해용액

는 용액.

페놀을 0.1 % ∼ 1.0 % 함유하는 6

염산 7 mol/L, 10 % 트리플루오로아

mol/L 염산

기체상 가수분해

조작법

10 ∼ 50 μg을 검체 시험관에서 건조한다. 시험관

액체상 가수분해 단백질 또는 펩티드 검체를 가수분
해 시험관에 넣고 건조한다 [주 : 검체를 건조하여
검체 중 수분이 가수분해에 사용되는 산을 희석하지
않도록 한다.]. 동결건조한 단백질 500 μg 당 가수
분해용액 200 μL를 넣는다. 검체를 드라이아이스아세톤욕에서 식히고 진공에서 불꽃 접착한다. 산화
를 막기 위해 검체를 보통 진공 또는 불활성 기체 중
에서 110 ℃에서 24 시간 동안 가수분해한다. 단백

시험에 사용할 단백질/펩티드 약

을 가수분해용액 약 200 μL이 들어있는 큰 시험관
에 놓는다. 큰 시험관을 진공 (약 50 mmHg 또는
6.7 Pa)에서 밀봉하여 티오글리콜산을 증발시킨다.
시험관을 166 ℃에서 약 15 ∼ 30 분간 가열한다.
가수분해한 다음 시험관을 진공에서 5 분간 건조하
여 잔류하는 산을 제거한다. 이 시험법에 의한 트립
토판의 회수율은 존재하는 검체량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질이 완전히 가수분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가수
분해 시간을 더 늘려 조사한다 (예, 48 및 72 시
간).
기체상 가수분해 이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산가수분
해 방법의 하나로서 소량의 검체만이 사용가능 할 때
미량분석에서 선호된다. 기체상 가수분해를 통해 산
성 시약으로부터 검체의 오염 또한 최소화된다. 건조
된 검체가 들어있는 바이알을 적정량의 가수분해용액
이 들어있는 용기에 넣는다. 가수분해용액은 검체와
닿지 않는다. 용기의 헤드스페이스에 불활성 기체 또
는 진공 (200 mmHg 미만 또는 26.7 Pa)을 적용하
고 24 시간의 가수분해 시간 동안 약 110 ℃로 가
열한다. 산성 기체가 건조된 검체를 가수분해한다.
샘플 바이알에서 산의 응결이 최소화된다. 가수분해
후, 검체를 진공에서 건조하여 잔류하는 산을 제거한
다.

시험법 2
가수분해 중 트립토판 산화는 메르캅토에탄설폰산을
환원산으로 사용함으로써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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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4
시스테인-시스틴 및 메티오닌 산화는 단백질 가수분
해 전에 과산화포름산으로 진행한다.
산화용액

포름산과 30 % 과산화수소를 9 : 1로 섞

어 신선한 과산화포름산을 조제하고 실온에서 1 시
간 동안 방치한다.
조작법

단백질/펩티드 검체를 포름산 20 μL에 녹

이고 50 ℃ 에서 5 분간 가열한 후 산화용액 100
μL를 넣는다. 이 반응에서 시스테인은 시스테인산으
로 전환되고 메티오닌은 메티오닌설폰으로 전환된다.
10 ∼ 30 분간 산화가 진행되도록 한다. 진공 원심
분리기에서 검체로부터 과량의 시약을 제거한다. 이
방법은 할로겐화물의 존재 하에서 티로신 잔기의 변
형을 야기할 수 있다. 산화된 단백질은 시험법 1 또
는 시험법 2를 이용하여 산가수분해 할 수 있다.

시험법 5
아지드화나트륨을 이용한 액체상 가수분해에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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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시스틴 산화가 이루어진다.

화 반응은 1 ∼ 8 mol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단백질

가수분해용액

페놀 0.2 %를 함유하는 6 mol/L 염

표준검체와 동시에 진행하여 피리딜에틸-시스테인

산에 아지드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최종 농도가 0.2 %

회수에 있어 정확성을 높인다. 피리딜에틸화 반응에

(w/v)가 되게 한다. 첨가된 페놀이 티로신의 할로겐

서 방치 시간이 더 길어지면 단백질 중 라이신의 α

화를 방지한다.

-아미노 말단기와 ε-아미노기의 변형을 야기할 수

액체상 가수분해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는 110 ℃

있다.

에서 24 시간동안 진행된다. 가수분해 중 검체에 존
재하는 시스테인-시스틴은 가수분해용액에 존재하는
아지드화나트륨에 의하여 시스테인산으로 전환된다.
이 방법은 시험법 4에 비해 티로신 회수율이 좋지만,
메티오닌 정량은 안된다. 메티오닌은 모체인 메티오
닌과 그의 두 산화물인 메티오닌설폭시드 및 메티오
닌설폰으로 전환된다.

시험법 8
시스테인-시스틴 환원 및 알킬화는 액체상 피리딜에
틸화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액

다음의 세 용액을 조제하고 여과한다: 4

m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나트륨을 함
유하는 1 mol/L 트리스완충액 (pH 8.5) (원액 A),
8 mol/L 염산구아니딘용액 (원액 B), 10 % 2-메

시험법 6

르캅토에탄올용액 (원액 C).

디메틸설폭시드에 의해 시스테인-시스틴 산화가 이

환원용액

루어진다.

제하여 6 mol/L 염산구아니딘을 포함한 0.25 mol/L

가수분해용액

페놀을 0.1 ∼ 1.0 % 함유하는 6

원액 B와 원액 A의 혼합액 (3 : 1)을 조

트리스완충액으로 한다.

mol/L 염산에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최종 농도가 2

조작법

검체 약 10 μg을 환원용액 50 μL에 녹이

% (v/v)가 되도록 한다.

고 원액 C를 약 2.5 μL 넣는다. 어두운 곳에서 실

기체상 가수분해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는 110 ℃

온으로 질소 또는 아르곤 하에서 2 시간 동안 보관

에서 24 시간 동안 진행된다. 가수분해 중 검체에

한다. 피리딜에틸화 반응을 위해 단백질 용액에 4-

존재하는 시스테인-시스틴은 가수분해용액에 존재하

비닐피리딘 약 2 μL을 추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실

는 디메틸설폭시드에 의하여 시스테산으로 전환된다.

온으로 다시 2시간 동안 방치한다. 역상 HPLC 분리

변동성을 제한하고 부분적 분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로부터 단백질/펩티드 분획을 회수함으로써 단백질/

시스테인 1 ∼ 8 mol을 함유하는 표준 단백질의 산

펩티드가 탈염된다. 회수한 검체는 산가수분해 전에

화 가수분해로부터 시스테산의 회수율을 평가하는 것

진공 원심분리기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을 권장한다.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물로부터 얻은
반응계수는 가수분해되지 않은 시스테산 표준품보다
일반적으로 약 30 % 정도 낮다. 히스티딘, 메티오
닌, 티로신 및 트립토판 또한 변형되기 때문에 이 방
법으로 완전한 조성분석은 할 수 없다.

시험법 9
시스테인-시스틴 환원 및 알킬화는 액체상 카르복시
메틸화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액

시험법 8에 서술한 대로 조제한다.

카르복시메틸화용액
시험법 7

에탄올(95) 1 mL 당 요오드아

세트아미드 100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조제한다.

시스테인-시스틴 환원 및 알킬화는 기체상 피리딜에

완충액

틸화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을 사용한다.

환원용액

조작법

피리딘 83.3 μL, 4-비닐피리딘 16.7 μ

시험법 8에서 서술한 대로 조제한 환원용액
검체를 완충액 50 μL에 녹이고 원액 C 약

L, 트리부틸포스핀 16.7 μL 및 물 83.3 mL를 적절

2.5 μL를 넣는다. 어두운 곳에서 실온으로 질소 또

한 용기에 넣고 섞는다.

는 아르곤 하에서 2 시간동안 보관한다. 티올의 총

조작법

단백질/펩티드 (1 ∼ 100 μg)를 가수분해

이론 함량의 1.5 배에 해당하는 카르복시메틸화용액

시험관에 담고 큰 시험관에 놓는다. 환원용액을 큰

을 넣고 어두운 곳에서 실온으로 다시 30 분 동안

시험관에 넣고 진공 (약 50 mm 수은 또는 6.7 Pa)

방치한다. [주 : 만약 단백질의 티올 함량을 알 수

에서 밀봉한 후 약 100 ℃에서 5 분간 방치한다. 그

없다면,

후 내부의 가수분해 시험관을 제거하고 진공 데시케

mmol/L 요오드아세트아미드 5 μL를 넣는다.] 과량

이터에서 15 분간 건조하여 잔류하는 시약을 제거한

의 2-메르탑토에탄올을 넣어 반응을 중지한다. 역상

다. 피리딜에틸화 된 단백질/펩티드는 위에서 서술한

HPLC 분리로부터 단백질/펩티드 분획을 회수함으로

방법을 사용하여 산가수분해 할 수 있다. 피리딜에틸

써 단백질/펩티드가 탈염된다. 회수한 검체는 산가수

나타나는

단백질

20

nmol

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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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전에 진공 원심분리기에서 건조할 수 있다. 산

수 있다. α,β-디아미노프로피온산 및 α,γ-디아

가수분해 동안 S-카르복시아미도메틸시스테인은 S-

미노부티르산 잔기는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분석에 근

카르복시메틸시스테인으로 전환될 것이다.

거한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프법을 통해서는 리신으로
부터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미노산 분리 방법
으로 이온교환을 사용하는 경우, 비유도체화된 혹은

시험법 10

BTI-유도체화된 산가수분해에서 정량된 아스파르트

시스테인-시스틴은 디티오글리콜산 또는 디티오프로
피온산과 반응하여 혼합 디설피드를 생성한다. [주 :
디티오글리콜산 또는 디티오프로피온산은 아미노산
분석 방법에서 요구되는 분리도에 따라 선택한다.]
환원용액 0.2 mol/L 수산화나트륨 1 mL 당 디티오
글리콜산 (또는 디티오프로피온산) 10 mg을 함유하

산 및 글루탐산의 함량과는 정량적인 차이가 있다.
[주 : 트레오닌, 메티오닌, 시스테인, 티로신 및 히스
티딘의 측정값은 BTI 유도체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아미노산 잔기들의 단백질/펩티드
함량을 알고 싶다면, BTI를 사용하지 않는 가수분해
를 진행해야 한다.]

는 용액.
조작

검체 약 20 μg을 가수분해 시험관에 넣고 환

원용액 5 μL를 넣는다. 이소프로필알코올 10 μL을

아미노산 분석의 방법론과 일반 원리

넣고 진공 원심분리를 통해 모든 검체 용액을 제거한

많은 아미노산 분석 기법이 존재하고, 그 중 어떤 기

다. 그 후 검체를 시험법 1에 따라 가수분해한다. 이

법을 선택하느냐는 보통 분석에서 요구하는 민감도에

방법은 다른 아미노산 잔기들이 부반응에 의해 유도

따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미노산 분석 기법의

체화되지 않고 검체를 가수분해 전에 탈염할 필요가

절반 정도가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유리아미

없다는 장점이 있다.

노산을 분리하고 칼럼 후 유도체화 (예, 닌히드린 또
는 o-프탈알데히드 사용)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칼럼 후 검출 기법은 염이나 요소와 같은 소량의 완

시험법 11

충액 구성요소를 함유하는 검체에 사용할 수 있고 일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은 산가수분해 동안 각각 아스
파르트산과 글루탐산으로 전환된다. 아스파라긴과 아
스파르트산 잔기를 합쳐 Asx로 나타내고, 글루타민
과 글루탐산 잔기를 합쳐 Glx로 나타낸다. 산가수분
해를 통해 단백질/펩티드는 비스(1,1-트리플루오로
아세톡시)이오도벤젠 (bis(1,1-trifluoroacetoxy)io
dobenzene , BTI)와 반응하여 아스파라긴과 글루타
민 잔기를 각각 디아미노프로피온산 및 디아미노부티
르산 잔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전환을 이용하여 분
석자는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 잔기가 있을 때 단
백질/펩티드의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 함량을 알아
낼 수 있다.
환원용액

다음의 세 용액을 조제하고 여과한다: 10

mmol/L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용액 (용액 A), 5
mol/L 염산구아니딘과 10 mmol/L 트리플루오로아
세트산 용액 (용액 B) 및 1 mL 당 BTI 36 mg 을
함유하는 금방 조제한 N,N-디메틸포름아미드용액
(용액 C).
조작법

깨끗한 가수분해 시험관에 검체 약 200 μg

을 넣고 용액 A 또는 용액 B 2 mL 및 용액 C 2
mL를 넣는다. 진공에서 가수분해 시험관을 밀봉한
다. 검체를 어두운 곳에서 60 ℃ 에서 4 시간 동안
가열한다. 그 후 검체를 물로 투석하여 과량의 시약
을 제거한다. 투석한 검체를 동일한 부피의 n-부틸
아세테이트로 3 회 추출한 후 동결건조한다. 그 후
단백질을 앞서 기술한 조작법에 따라 산가수분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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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분석 당 5 ∼ 10 μg의 단백질 검체를 필
요로 한다. 다른 아미노산 기법은 보통 유리아미노산
의 칼럼 전 유도체화 후 (예, phenyl isothiocyanat
e; 6-aminoquinolyl-N-hydroxysuccinimidyl-car
bonate; (dimethyl-amino)azobenzenesul-fonylch
loride; 9-fluorenyl-methylchloro-formate; 7-fl
uoro-4-nitrobenzo-2-oxa-1,3-diazole) 역상 H
PLC를 필요로 한다. 칼럼 전 유도체화 기법은 매우
민감하여 일반적으로 분석 당 0.5 ∼ 1.0 μg의 단
백질 검체를 필요로 하지만 검체 중 완충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칼럼 전 유도체화 기법은 또한
주어진 아미노산의 다중 유도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칼럼 후 유도체
화 기법은 일반적으로 칼럼 전 유도체화 기법보다 수
행 변동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음의 시험법들은 아미노산 정량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법을 위한 기구 및 시약은 시판 중
이다. 게다가, 다른 시약, 반응 절차 및 크로마토그래
피 시스템과 함께 이 방법론들의 많은 변형들이 존재
한다. 특정 변수들은 사용되는 정확한 기구와 절차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많은 실험실들이 각 아미노산 분
석 기법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
의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법에서 자료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가 가시화되고
피크 면적은 정량을 위해 적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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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변화시키는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용리된

시험법 1—칼럼 후 닌히드린 검출 일반 원리
칼럼 후 닌히드린 검출을 이용한 이온교환크로마토그
래프법은 아미노산 정량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Li+에 근거
한 양이온교환 시스템은 좀 더 복잡한 생리학적 검체
의 분석에 사용되며 좀 더 빠른 Na+에 근거한 양이
온교환 시스템은 단백질 가수분해물 (일반적으로 17
종 아미노산 성분을 포함)과 함께 얻어진 좀 더 단순
한 아미노산 혼합물에 사용된다. 이온교환칼럼을 이
용한 아미노산 분리는 pH와 양이온 강도를 변화시키
는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온도 구배는 분리를 향

아미노산을 OPA로 칼럼 후 유도체화 한 후 반응물
을 형광 검출기에 통과시킨다. OPA 유도체화된 아미
노산의 형광 강도를 348 nm의 들뜸파장과 450 nm
의 방출파장에서 관찰한다.
대부분의 아미노산 유도체에 있어 검출 한계는 수십
pmol 수준이라 간주된다. 수 pmol 수준에서 수십
nmol 수준의 범위에서 반응 직선성이 얻어진다. 좋
은 조성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수분해 전 500 ng
보다 많은 검체가 단백질/펩티드의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

상시키기 위해 흔히 이용된다.
아미노산이 닌히드린과 반응하면 반응물은 특징적인
보라색 또는 노란색을 나타낸다.

시험법 3—칼럼 전 PITC 유도체화 일반 원리
Phenylisothiocyanate (PITC)는 아미노산과 반응하

이미노산을 제외한 아미노산은 보라색을 보이며 570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낸다. 프롤린과 같은 이
미노산은 노란색을 보이며 440 nm에서 최대 흡광도
를 나타낸다. 닌히드린과 칼럼에서 용리된 아미노산
의 칼럼 후 반응을 440 nm와 570 nm에서 관찰하
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조성
을 알아낸다.

여 phenylthiocarbamyl (PTC) 유도체를 형성하며
이들은 254 nm에서 높은 감도로 검출된다. 그러므
로, PITC를 이용한 아미노산의 칼럼 전 유도체화 후
UV 검출을 이용한 역상 HPLC 분리는 아미노산 조
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진공에서 시약을 제거한 후 유도체화된 아미노산은
건조한 냉동 조건에서 수주간 유의성 있는 분해 없이

대부분의 아미노산 유도체에 있어 검출 한계는 10
pmol 이라 간주되지만 프롤린의 경우 50 pmol이다.
20 ∼ 500 pmol 범위에서 0.999를 넘는 상관계수
를 갖는 반응 직선성이 얻어진다. 좋은 조성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수분해 전 1 μg보다 많은 검체가 단
백질/펩티드의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

보관할 수 있다. 만약 주사용수가 차갑게 보관된다면
향후 3일간 크로마토그래피 반응에 있어 눈에 띄는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칼럼을 이용한 역상 HPLC에
서 PTC-아미노산의 분리는 아세토니트릴의 농도와
완충 이온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
다. 칼럼으로부터 용리된 PTC-아미노산은 254 nm

시험법 2—칼럼 후 OPA 형광 유도체화 일반 원리
o-프탈알데히드 (OPA)는 티올 화합물이 있을 때
일차 아민과 반응하여 형광이 강한 이소인돌 산물을
형성한다. 이 반응은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프법을 통
한 아미노산 분석에서 칼럼 후 유도체화를 위해 이용
된다. 분리 원칙은 시험법 1과 동일하다. 이 형태의
아미노산 분석을 위한 기구와 시약은 시판 중이다.

에서 관찰한다.
대부분의 아미노산 유도체에 있어 검출 한계는 1
pmol 이라 간주된다. 20 ∼ 500 pmol 범위에서
0.999를 넘는 상관계수를 갖는 반응 직선성이 얻어
진다. 좋은 조성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수분해 전
단백질/펩티드 500 mg보다 많은 검체가 단백질/펩
티드의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

이 방법의 많은 변형법이 존재한다.
비록 OPA 는 이차 아민 (프롤린과 같은 이미노산)
과 반응하여 형광 물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차아염
소산나트륨과의 산화는 이차 아민이 OPA와 반응하
게 한다. 시험법은 유리아미노산 분리를 위해 산성이
강한 양이온교환 칼럼을 사용하고 그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칼럼

후

산화를

한

뒤

OPA와

N-acetyl-L-cysteine, 2-mercaptoethanol 등의
티올 화합물을 이용한 칼럼 후 유도체화를 이용한다.
일차 아미노산의 유도체화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지
속적인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온교환칼럼에서의 아미노산 분리는 pH와 양이온

시험법 4—칼럼 전 AQC 유도체화 일반 원리
6-aminoquinolyl-N-hydroxysuccinimidylcarbam
ate(AQC)로 아미노산을 칼럼 전 유도체화 후 형광
검출을 이용한 역상 HPLC 분리가 이용된다.
AQC는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역상 HPLC를 이용한
분석으로 쉽게 처리되는 안정된 형광의 비대칭 요소
유도체

(AQC-아미노산)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AQC를 이용한 아미노산의 칼럼 전 유도체화 후 역
상 HPLC 분리는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
된다.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칼럼을 이용한 AQC-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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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분리는 아세토니트릴의 농도와 염을 변화시키는

fmol 정도의 낮은 검출한계가 보고되었다.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250 nm의 들뜸파장과 395
nm의 방출파장에서 유도체의 선택적인 형광 검출은
주요 형광 시약 부산물인 6-아미노퀴놀린의 유의성
있는 간섭 없이 반응물의 직접적인 주입을 감안한다.
과량의 시약을 급속 가수분해 하여 (t1/2 < 15 초)
6-aminoquinoline-N-hydroxy

-succinimide및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1 분 후에는 더 이상의 유도

시험법 6—칼럼 전 DABS-Cl 유도체화 일반 원리
(Dimethylamino)azobenzenesulfonyl

chloride

(DABS-Cl)로 아미노산의 칼럼 전 유도체화 후 가
시광 검출을 이용한 역상 HPLC 분리가 이용된다.
DABS-Cl은 아미노산의 표지를 위해 이용되는 발색
시약이다. DABS-Cl (DABS-아미노산)로 표지된

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AQC 아미노산의 피크면적은 기본적으로 실온에서
최소 1주간 변하지 않으며 유도체는 밤새 자동화 크
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충분한 안

아미노산은 매우 안정적이며 436 nm에서 최대 흡광
도를 나타낸다.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한 19 종 아미노산 유도체인
DABS-아미노산은 아세토니트릴과 수성 완충액의

전성을 가진다.
Cys를 제외한 각 아미노산에서 검출 한계는 약 40
fmol ∼ 320 fmol 범위에 있다고 간주된다. Cys의
검출한계는 약 800 fmol이다. 2.5 ∼ 200 μmol/L
범위에서 0.999를 넘는 상관계수를 갖는 반응 직선
성이 얻어진다. 단백질/펩티드 30 ng을 함유하는 유
도체화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분석을 통해 좋은 조

혼합물로

구성된

구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상

HPLC의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칼럼으로 분리할 수
있다. 칼럼으로부터 용리된 분리된 DABS-아미노산
은 가시부 중 436 nm에서 검출된다.
이 시험법은 아미노산과 함께 프롤린과 같은 이미노
산도 동일한 민감도로 분석할 수 있다. DABS-Cl
유도체화 시험법은 단백질 가수분해 시험법 2에서

성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기술한

mercaptoethanesulfonic

acid,

p-toluenesulfonicacid또는 methanesulfonic acid
시험법 5—칼럼 전 OPA 유도체화 일반 원리

와 같은 술폰산을 이용한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에

o-프탈알데히드 (OPA)로 아미노산의 칼럼 전 유도

의해 트립토판 잔기의 정량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체화 후 형광 검출을 이용한 역상 HPLC 분리가 사

다른 산 반응성 잔기인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은 단

용된다. 이 기법은 이차 아민 (예, 프롤린)으로 존재

백질 가수분해 시험법 11에서 기술한 단백질/펩티드

하는 아미노산을 검출하지 않는다.

의 BTI 처리에 의해 각각 diaminopropionic acid

티올 시약과 결합한 OPA는 일차 아민기와 반응하여

및d diaminobutyric acid로 전환함으로써 분석할 수

형광이

있다.

강한

이소인돌

산물을

형성한다.

2-Mercaptoethanol 및 3-mercaptopropionic acid

단백질 구성원이 아닌 아미노산인 노르류신은 이 시

가 티올로서 사용될 수 있다. OPA는 그 자체로는 형

험법에서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화합

광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간섭 피크를 생산하지 않는

물은 크로마토그래피 중 일차 아미노산의 피크로 복

다. 게다가, 반응을 위한 신속한 동역학과 함께 수용

잡한 부분에서 용리되기 때문이다. 니트로티로신은

액에서의 용해도와 안정성으로 인해 자동화 유도체화

깨끗한 부분에서 용리되기 때문에 내부표준물질로 사

및 검체를 시약과 섞기 위한 자동샘플러를 사용한 분

용할 수 있다.

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차 아미노산

DABS-아미노산의 검출한계는 약 1 pmol이다. 개별

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결점으로 여겨진

DABS-아미노산은 2 ∼ 5 pmol의 낮은 농도에서

다. 이 시험법은 이차 아민 (예, 프롤린)으로 존재하

신뢰성 있는 정량 분석이 가능하며 각 분석을 위해

는 아미노산을 검출하지 않는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dabsylation 한 단백질 가수분해물 10 ng ∼ 30 ng

위하여 이 기법은 시험법 7 또는 시험법 8에서 서술

만이 필요하다.

한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OPA로

아미노산을

칼럼

전

유도체화

후

역상

HPLC 분리를 진행한다. OPA-아미노산 유도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HPLC 분리와 분석은 유도체화 후
즉시 수행한다. 유도체화된 아미노산의 검출을 위해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는

형광

검출기를

구비한다.

348 nm의 들뜸파장 및 450 nm의 방출파장에서
OPA-유도체화된 아미노산의 형광 강도를 관찰한다.
분석의 실용 한계는 1 pmol 이지만 형광으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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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7—칼럼 전FMOC-Cl 유도체화 일반 원리
9-Fluorenylmethyl chloroformate (FMOC-Cl)로
아미노산의 칼럼 전 유도체화 후 형광 검출을 이용한
역상 HPLC 분리가 이용된다.
FMOC-Cl은 일차 및 이차 아미노산 모두와 반응하
여 형광이 강한 산물을 형성한다. FMOC-Cl와 아미
노산의 반응은 수용액 중에서 온화한 조건에서 진행

160

되며 30 초 내로 완료된다. 유도체들은 안정적이며

과 발린 잔기는 일부 쪼개어진다. 메티오닌은 산가수

오직 히스티딘 유도체만이 분해된다. FMOC-Cl은

분해 동안 산화될 수 있으며 일부 아미노산 (예, 글

그 자체로 형광이며 과량의 시약 및 형광 부산물은

리신 및 세린)은 흔한 오염물질이다. 기체상 가수분

FMOC-아미노산의 손실 없이 제거할 수 있다.

해 중에 적절한 진공 (200 mmHg 미만 또는 26.7

FMOC-아미노산은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칼럼을 이

Pa)을 적용하거나 반응 용기의 헤드스페이스에 불활

용한 역상 HPLC에 의해 분리된다. 분리는 아세트산

성기체 (아르곤)를 주입하면 산화분해 정도를 줄일

완충액·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 (5 : 4 : 1)로

수 있다. 따라서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물로부터 시

부터 아세토니트릴·아세트산완충액혼합액 (1 : 1)

스테인, 트립토판, 트레오닌, 이소류신, 발린, 메티오

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구배 용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닌, 글리신 및 세린에 대해 얻어진 정량 결과는 변동

20 종의 아미노산 유도체가 20 분내 분리된다. 칼럼

이 심하며 추가적인 조사 및 고찰이 타당할 수 있다.

으로부터 용리된 각 유도체는 260 nm의 들뜸파장과
313 nm의 방출파장으로 설정한 형광 검출기를 통해
관찰한다.
검출한계는 낮은 fmol 범위에 있다. 대부분의 아미노
산에서 0.1 ∼ 50 mmol/L의 직선 범위가 얻어진다.

계산
아미노산 몰 백분율

단백질 중 100개의 잔기 당 특

정 아미노산 잔기의 수를 의미한다. 이 결과는 조사
하는 단백질/펩티드의 분자량을 알 수 없을 때 아미
노산 분석 자료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

시험법 8—칼럼 전 NBD-F 유도체화 일반 원리

정보는 단백질의 정체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

7-Fluoro-4-nitrobenzo-2-oxa-1,3-diazole

며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각 시험법에서 기술

(NBD-F)로 아미노산의 칼럼 전 유도체화 후 형광

한 대로 얻어진 피크들을 주의하여 확인하고 계산한

검출을 이용한 역상 HPLC 분리가 이용된다.

다. 검체에 존재하는 각 아미노산의 몰 퍼센트를 다

7-Fluoro-4-nitrobenzo-2-oxa-1,3-diazole

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NBD-F)은 일차 및 이차 아미노산 모두와 반응하
여 형광이 강한 산물을 형성한다. NBD-F를 이용한

100rU / r

아미노산의 유도체화는 60 ℃ 에서 5 분간 가열하여
이루어진다.
NBD-아미노산 유도체는 아세토니트릴과 수성 완충
액 혼합물로 구성된 구배 용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
상 HPLC의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칼럼에서 분리되
며 17 종의 아미노산 유도체가 35 분내 분리된다.
E-aminocaproicacid는 크로마토그래피의 깨끗한 부
분에서 용리되기 때문에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칼럼으로부터 용리된 각 유도체는 480 nm의
들뜸파장과 530 nm의 방출파장으로 설정한 형광 검
출기를 통해 관찰한다.
이 시험법의 감도는 칼럼 전 OPA 유도체화 방법
(시험법 5)과 거의 유사하며 차이점은 OPA는 프롤

여기에서 rU 는 시험 대상 아미노산의 피크 반응 (단
위 : nmol), r 은 검체에 존재하는 모든 아미노산의
피크 반응의 합 (단위 : nmol)이다. 시험 대상 아미
노산의 몰 퍼센트를 알고 있는 단백질의 자료와 비교
함으로써 검체 단백질의 정체를 확립하거나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지의 단백질 검체

이 자료 분석 기법은 아미노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미지의 단백질 검체의 단백질
농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회수된 각 아미
노산의 질량 (단위 : mg)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다.

린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점은 OPA와 비
mMW / 1000

교하여 NBD-F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각 아미노산의 검출한계는 약 10 fmol이다. HPLC용
최종 칼럼 전 표지 반응 혼합물에서 단백질 가수분해
물 약 1.5 μg으로 프로파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m

은시험대상아미노산의회수량(단위

:

nmol) , MW 는 펩티드 결합 형성 중에 제거된 물분
자의 무게를 보정한 그 아미노산의 평균 분자량

자료 계산 및 분석
단백질/펩티드 가수분해물의 아미노산 함량을 구할
때, 산가수분해 단계는 트립토판과 시스테인을 분해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린과 트레오닌
은 산가수분해에 의해 일부 분해되는 반면, 이소류신

(mg)을 의미한다. 회수된 아미노산의 질량의 합을
통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분해된 아미노산의
적절한 보정 후에 분석된 단백질의 총 질량의 추정치
를 알 수 있다.
만약 미지의 단백질의 분자량을 알 수 있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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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PAGE 분석 또는 질량 분광학을 통해) 미지의

아미노산의 알고 있는 잔기 수이다. 평균 상대 조성

단백질의 조성을 예측할 수 있다. 각 아미노산의 잔

오차는 개별 아미노산의 상대 조성 오차의 절대값들

기의 수를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의 평균으로, 일반적으로 이 계산을 할 때는 트립토
판과 시스테인을 제외한다.
평균 상대 조성 오차는 초과 시간 실행한 분석의 안

m / (1000M / MWT)

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백질 검체와
알고 있는 조성 사이의 아미노산 조성의 일치는 검체

여기에서

m은

시험대상아미노산의회수량(단위

:

nmol), M 은 단백질의 총 질량 (단위 : mg), MWT
는 미지의 단백질의 분자량 (단위 : mg)을 나타낸
다.
알고 있는 단백질 검체 이 자료 분석 기법은 아미노
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자량과 아미노산 조성을
알고 있는 단백질 검체의 아미노산 조성과 단백질 농
도를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분석하는 단백질
의 조성을 알고 있을 때 일부 아미노산이 회수가 잘
된다는 사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아미노산
의 회수는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분해 (예, 트립토
판, 시스테인, 트레오닌, 세린, 메티오닌), 불완전한
결합 쪼개짐 (예, 이소류신 및 발린) 및 유리아미노
산 오염 (예, 글리신 및 세린에 의해) 때문에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회수된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양을 정량하는데
선택된다. 잘 회수된 아미노산은 일반적으로 아스파
르트산염-아스파라긴, 글루타메이트-글루타민, 알라
닌, 류신, 페닐알라닌, 라이신 및 아르기닌이다.
이 목록은 소유한 분석 시스템의 경험에 근거하여 수
정될 수 있다. 잘 회수된 각 아미노산의 양 (단위 :
nmol)을 그 아미노산 잔기의 예상 수로 나누어 잘
회수된 각 아미노산에 근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구한
다. 계산된 단백질 함량 결과의 평균을 구한다. 잘
회수된 각 아미노산에 대해 구한 단백질 함량은 평균
에서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 평균으로부터 허용할 수
없는 편차를 가진 아미노산의 단백질 함량 값은 버린
다. 일반적으로, 평균으로부터 변화가 5 %를 초과하
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남아있는 값들
로부터 평균 단백질 함량을 다시 계산하여 검체의 단
백질 함량을 구한다. 각 아미노산의 함량을 평균 단
백질 함량 계산값으로 나누어 분석에 의한 검체의 아
미노산 조성을 결정한다.
상대 조성 오차 (단위 : 백분율)를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100m / mS

여기에서 m 은 아미노산잔기당 nmol로 나타낸 시험
대상 아미노산의 실험하여 구한 정량값, mS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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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백질의 정체와 순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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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포함한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1. 출발물질
2. 부산물
3. 중간체

본 일반정보 항은 약전에 등재된 원료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에 존재할 수 있는 불순물 및 분해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료의
약품 중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은 원료의약품의 제조
공정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완제의약품 중
분해산물은 원료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과 환경, 부
형제 또는 직접 용기 및 포장 시스템의 반응산물로부
터 발생할 수 있다. 생물 및 생명공학의약품, 발효의
약품 및 그것으로부터 유래한 반합성의약품, 그리고
방사성의약품은 본 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와 이들이 사용되는 문맥을 본 약전에 포
함함으로써 공정서에 수재된 품목의 불순물 및 분해
산물에 대한 의사소통이 향상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많은 활동과 토
론이 있어왔다. 용어와 문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발표와 신속한 이용
이 요구되었고, 여기에 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완제의약품의 순도 또는 불순물 측정은 약전 기준 설
정의 문제이다. 시간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분해가 쟁
점이 되는 경우, 안정성을 나타내는 시험방법은 순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제제 첨가제로부터 활성성
분의 분리는 동일한 정성적 순도 문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약전 제제의 많은 각조들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포함한다. 유의성 있는 불순물을 더 많이 알
려지게 되면, 일부 각조는 특정 한도시험을 설정하게
된다.

4. 분해산물
5. 시약, 리간드 및 촉매
6. 기하이성질체 및 입체이성질체
무기불순물은 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
들은 보통 알 수 있고 정체가 확인되며 다음을 포함
한다.
1. 시약, 리간드 및 촉매
2. 중금속 또는 다른 잔류 금속
3. 무기염
4. 기타 물질 (예, 여과보조제, 숯)
잔류용매는 원료의약품의 합성에서 액상 제제 또는
현탁액의 전달체로서 사용되는 유기 액체이다. 이들
은 일반적으로 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
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잔류용매 <467> 참고).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 한도를 설정하
는 것은 화학적 및 안전성 우려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에 있어 유기 및 무기 불순물과
잔류용매의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완제의약품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
해 원료의약품의 개발 과정 동안 불순물 또는 분해산
물의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한도 설정의 기본
원칙이다.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 밸리데이션 되었고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의
검출 및 정량에 적합하다는 문서화된 근거가 설정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전은 불순물 시험이 원료의약품
의 각조에 있거나 이들 불순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 않는 경우 차후 제제에 있어 불순물 시험을 반
복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 로트의 완제의약품에 사용
되는 원료의약품의 같은 뱃치에 대해 충분한 시료가
보관중 일 것이다. 약전 품목의 분석을 통해 사용된
원료의약품의 공식적인 특성에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
다 보유 시료의 분석이 뒤따라 이루어진다.

완제의약품
완제의약품의 기준은 시판 제품의 제조 동안 및 권장
되는 보관조건 하에서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분해산물
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안정성 연구, 분해 경로의
지식, 제품 개발 연구 및 실험실 연구를 통해 분해
프로파일을 규명되어야 한다. 완제의약품 기준에서
분해산물은 제안된 상업 공정으로 제조된 뱃치에서
발견되는 분해산물에 근거해야 한다.

원료의약품
불순물의 분류

이 과정에서 상업 공정으로 제조된 뱃치의 분해산물
불순물은 다음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기불순물 (공정 및 의약품 관련)
2. 무기불순물
3. 잔류용매
유기불순물은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및/또는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은 정체가 확인되거나 확
인되지 않을 수 있고,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이며, 다

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안전성 및 임상 시험 배치 및
안정성 연구에서 관찰되는 분해 프로파일에 대한 논
의가 포함해야 한다. 유난히 강력하거나 독성 또는
예상치 못한 약물학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분
해산물에 대해서, 분석 방법의 정량/검출한계는 분해
산물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쳐야한다.
완제의약품에 있어 분해산물 한도를 설정하는 개념은
완제의약품의 안전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자료, 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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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분해 경로, 제조공정, 알려진 부형제 상호작

석법과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

용, 안전성 평가 연구, 권장된 보관 조건에서 수행된

보 또한 가치가 있다.

안정성 연구를 포함하는 자료,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중간체—원료의약품의 합성 단계에서 생산되는 물질

프로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이나 원료의약품이 되기 전에 추가적인 화학적 변환

연구에 적용되는 타당성 있는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을 거치는 물질. 중간체는 보통 공정 중에 분리된다.

한다.

일반 불순물—일부 각조는 일반불순물에 대해 언급한

분해산물이 아닌 불순물 (예, 원료의약품으로부터의

다.

공정 불순물)은 보통 완제의약품에서 통제되지 않는

기타 불순물

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원료의약품에서 통제되고 시간

다형체—동일 원료의약품의 다른 결정형. 여기에는

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용매화 및 수화산물 (pseudopolymorphs라고도 함)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그리고 무정형이 포함될 수 있다. 다형체는 정의상으

방법이 밸리데이션 되었고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의

로는 불순물이 아니지만 결정형, 수화 또는 용매화

검출 및 정량에 적합하다는 문서화된 근거가 설정되

상태, 부정형 특성의 이해는 원료의약품의 전반적인

어야 한다.

특징 규명에 매우 중요하다.

완제의약품은 안전성 자료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

공정 오염물질—공정 오염물질은 확인 또는 미확인

보다 낮은 수준의 잔류용매를 포함해야 한다.

물질 (유연물질과 물 제외)로서 시약, 촉매, 기타 무
기불순물 (예, 중금속, 염화물 또는 황산염)을 포함

정의
부수성분—부수성분은 많은 원료의약품의 특징이며
약전적 의미로는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약전
에서는 부수성분에 대해 함량의 한도, 명시된 범위
또는 정의된 혼합물을 설정한다.
부수성분의 예로는 기하이성질체와 광학이성질체 (또
는 라세미체) 및 혼합물인 항생제가 있다. 유의성 있
는 원치 않는 생물학적 효과 때문에 독성 불순물로
여겨질 수 있는 성분은 부수성분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
분해산물—완제의약품의 제조 및/또는 보관 중에 빛,
온도, pH, 물의 영향 또는부형제 및/또는 직접 용기
및 포장 시스템과의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원료의약
품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순물.
이물 (외부 오염물질)—제조 공정과 관계없는 원인
및 오염이나 불순물에 의해 발생하는 불순물. 이러한
불순물들은 각조 시험 및 분석을 선택할 때 예측되지
않는다. 각조 시험 및 분석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 부
적당한 이물의 존재로 인해약전 표준으로부터의 변동
이 생긴다. 이물의 예로는 토근 중 에페드린 또는 경
구 액제 진통제 중 농약이 있다. 본 약전에서는 비공
식적 방법에 의한 이물의 검출을 허용한다.
확인 불순물 및 확인 분해산물—구조 규명이 완료된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
불순물—원료의약품으로 정의된 화학물이 아닌 원료
의약품의 성분과 더불어 완제의약품에 있어서는 제제
성분이 아닌 성분.
무기불순물—무기불순물은 제조공정 (예, 잔류금속,
무기염, 여과보조제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무
기불순물은 일반적으로 중금속 및 강열잔분과 같은
시험에 의해 관리할 수 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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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물 (외부 오염물질)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오염물질들은 제조 또는 취급 절차에서 들어오
게 된다.
시약—출발물질, 중간체, 또는 원료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매 이외의 물질.
유연물질—유연물질은 원료의약품과 구조적으로 연관
이 있다. 이 물질들은 (a) 출발물질, 중간체, 또는 부
산물과 같이 합성 제조 공정에서 야기되며 보관 중
증가하지 않는 확인 및 미확인 불순물이거나 (b) 원
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제조 공정으로부터 혹은
물질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확인 및 미확인 분해산물
일 수 있다.
잔류용매—원료의약품의 합성에 있어 액상 제제 또는
현탁액의 전달체로 사용되는 유기 액체
지정

불순물

및

지정

분해산물—앞서

Signal

Impurities로 언급되었으며, 지정불순물 또는 지정
분해산물은 개별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적용 가능한
개별 각조에서 특정 허용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불순
물 또는 분해산물이다. 지정 불순물 또는 지정 분해
산물은 지정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출발물질—원료의약품의 합성에 사용되며 중간체 및/
또는 원료의약품의 구조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출발
물질은 보통 시판 중이며 잘 정의된 물리화학적 특성
과 구조를 가진다.
입체이성질 불순물—원료의약품과 동일한 2 차 화학
구조를 갖지만 구조 내 키랄 중심에서 치환기의 3
차 배향이 다른 화합물. 모든 키랄 중심이 반대 배향
에 있는 경우, 그 불순물은 거울상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 불순물)이다. 이 분류에 있는 불순물의 확인
은 종종 특별한 키랄 크로마토그래피적 접근을 필요
로 한다. 부분입체이성질 또는 에피머 불순물은 키랄

164

중심들 중 일부만이 반대 배향에 있는 경우 생성된
다.

의약품 등의 시험에 쓰는 물

독성 불순물—독성 불순물은 중요하지 않은 성분이더
라도 유의성 있는 원치 않는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며
특정 시험에 의해 개별 확인 및 정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불순물은 약전 품목의 합성, 조제, 또는 분해
로부터 발생한다. 밸리데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화된 시험 및 기준이 선정된다. 가능한 경우, 이들은
불순물 표준품과의 비교도 특별히 포함한다. 제조자
는 이러한 불순물이 독성 불순물로 분류되는 것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확인 불순물 및 미확인 분해산물—구조 규명이 완
료되지 않고 오로지 정량적인 분석 특성 (예, 크로마
토그래피 유지 시간)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불순물 도
는 분해산물.

의약품 등의 시험에 쓰는 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약
전의 통칙 23에 ‘시험을 방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등 시험하는데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라고 되
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시험의 목적에 알맞은 물임
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한다.
이 의약품 등의 시험에 사용되는 물은 시험방법 중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제수’,

‘정제수 (기밀용기 내)’ 또는 이온교환이나 초여과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험용으로 만든 물을 사용하
면 된다. 또한 다른 시설 등에서 시험용으로 제조된
물을 구해 사용해도 된다.

미지정 불순물 또는 미지정 분해산물—일반 허용기준
에 의해 제한되지만 개별 각조에서 고유의 특정 허용

대한민국약전의 일반시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용

기준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등재되지는 않은 불순물

수로는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또는 분해산물.

∙ 암모늄 시험용수 : 암모늄시험법(암모늄 표준액)
∙ 유기체탄소 측정에 사용하는 물(측정용수) : 유기
체탄소시험법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용수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
∙ 엔도톡신 시험용수 : 엔도톡신시험법
∙ 미립자시험용수(주사제 시험용) : 주사제의 불용
성미립자시험법
∙ 미립자시험용수(점안제 시험용) : 점안제의 불용
성미립자시험법
∙ 미립자시험용수(플라스틱제 의약품 용기 시험용)
: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의 미립자시험

대한민국약전의 시험에 관한 기재에서 단순히 ‘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칙 23에 규정된
‘의약품 등의 시험에 쓰는 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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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차광성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산화되기 쉬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및 수액용
고무마개의 용기설계 시의 기본 요구사항

운 의약품인 경우에는 산소가 투과되기 쉬운 용기재
료는 부적절하다. 수용액 의약품이나 건조를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증기가 투과되기 쉬운 용
기재료는 부적절하다. 또한 물 이외의 용액인 경우에

서론

도 해당 용매의 투과성에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항에서는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및 수액용 고무

또한 재료 플라스틱은 용기의 용도에 맞는 레벨의 경

마개에 요구되는 기본요건, 설계단계 시의 독성평가

도나 유연성, 내충격성, 인장강도, 인열강도, 굴곡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내열성 등 물리적 성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의약품에 사용되는 용기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

한 이물이나 탁도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할 필요가

성,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제 용기라도 일정한

용기의 적합성은 개별 재질뿐 아니라 의약품과 함께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시험 대상이 되는 용

또한 플라스틱제 용기의 도입 시에는 적절한 폐기처

기가 기본요건, 즉 설계사양에 적합한지를 시험 및/
또는

학술문헌 등에 근거하여 검증해야 한다. 또한

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액용 고무마개

이 적합성은 적절한 품질보증계획에 근거하여 유지되

고무마개에 알레르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천연고무

어야 한다. 용기를 선택할 때 제조 시에 첨가된 물질

나 재료조성을 보증할 수 없는 리사이클재료를 사용

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용기의 제조과정에 관한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 수증기,

모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매를 통과시키지 않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고무마개는 그 용도에 맞는 수준의 밀폐 및 밀

설계 시의 일반적 요건

봉성, 바늘 통과성, 강도(내코어링성) 등, 또한 바늘

용기는 보존 중인 의약품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을 뺀 후의 자기 밀폐성 등의 물리적 기능을 갖출 필

된다. 의약품이 용기의 표면에 흡착하거나 용기재료

요가 있다.

내부로 옮겨져 의약품 농도가 일정 이상 변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용기재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약품

용기의 설계단계에서 독성시험

이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설계단계에서 용기에 대해 독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용기는 의약품에 의해 변형, 열화, 변질되어서는 안

있다. 그 후 각종 독성시험의 시험방법과 그것에 근

된다. 또한 저장, 운반 시의 온도변화에 의해 허용할

거한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그 근거를 명확하

수 없는 용기의 변형 등에 의해 본래의 기능 저하를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은 시험 대상이 되는

초래해서는 안된다.

용기 또는 그 부분을 시료로 실시하도록 한다. 용기

용기의 용출물 또는 이행물질이 의약품의 유효성과

가 복수의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재료들로 이루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노머나 첨가제

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재료부분에 대해 시험을 실시

와 같은 화학물질의 용출 또는 이행은 안전성 면에서

한다. 복합재료(라미네이트, 합성물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적어야 한다.

한종류의 재료로 간주하지만, 가능한 의약품이 접하

멸균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용기의 품질이

는 면이 추출액 등과 접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

멸균 전후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위의 용기의

하다.

기본요건은 멸균 후에 충족될 필요가 있다. 멸균 후
에 일정 이상의 새로운 독성물질이 잔류하거나 생성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멸균
후의 저장 및 운반 시에 의약품의 미생물오염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플라스틱제 용기의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은 일정 수
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재료 조성을
보증할 수 없는 리사이클 플라스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빛에 불안정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존 중에 의약품
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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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및 수액용 고무마개에서 관리단
위별로 보관하는 시험 성적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제조단계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험항목에 대해
규격치를 설정하고,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의 관리단
위별로 시험성적을 보관한다. 또한 규격치의 설정 근
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액상 이외의 내
용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ⅰ) 회화시험 : 강도잔분, 중금속.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금속함량(납, 카드뮴 등)
(ⅱ) 용출물시험 : pH, 자외흡수스펙트럼, 과망간산

166

칼륨 환원성물질, 거품, 증발잔류물
(ⅲ) 세포독성시험
(ⅳ) 기타 : 필요 사항
수액용 고무마개
고무마개의 제조에서는 적어도 수액용 고무마개 시험
법의 시험항목 외에 관리해야할 시험항목에 대해 규
격치를 설정하고, 수액용 고무마개의 관리 단위별로
시험성적을 보관한다. 또한 규격치 설정 근거를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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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미국약전포럼

Injectable Pharmaceutical Packaging/Delivery
Systems에는 주사제용 의약품의 포장/전달시스

(U.S.PHARMACOPEIAL FORUM)

템에서 탄성중합체 재질로 만들어진 1차포장 성
분에 대한 기능적합성 기준을 다룬다. 탄성중합체

포장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마개는 치수 호환이 가능한 포장/전달 시스템을

〈381〉 Elastomeric Closures for Injections

적절히 갖추고 있을 때 포장 내용물을 보호하고

이

Elastomeric

담는 동시에 사용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접

Injectable

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일 탄성중합체 마개 유

Packaging/Delivery

형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은 포장/전달시스템에 의

Systems”로 변경하였으며 열경과성 및 열가소

존하며 하나 이상의 기능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성 탄성중합체 성분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강

도

조하였다. 이 챕터의 범위를 넓혀 주사제의 포장

Assessment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탄성중합체 성분이 포함

Functionality

되도록 하였다. 탄성중합체 성분에는 바이알, 병,

Packaging/Delivery Systems에서 초기 포장 개

프리필드시린지(플런져, 바늘, 실드, 팁캡), 카트

발에 대한 마개 기능적 평가를 비교할 수 있으며

리지(플런져, 실 라이너), 플렉서블 백 및 인퓨전

시험샘플과 그 조제용 물질, 시험샘플 모집단 크

세트, 일회용주사기용 플런져 등이 있다. 〈231〉

기, 시험절차, 시험적합기준(데이터 해석) 및 시

Heavy Metals를 삭제하고 추출가능한 원소 측정

험결과보고에 대한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을 위한 최신 시험법을 추가하였으며, 기능적 시

〈660〉

험 및 평가를 이 챕터에서 생략하여 〈382〉

Glass Test, Glass Grains Test, 및 Surface

Elastomeric

in

Etching Test의 실행을 돕기 위한 추가 정보를

Injectable Pharmaceutical Packaging/Delivery

제공하기 위해 개정이 제안되었다. 우선 이 챕터

Systems에는

기능적

〈1382〉

의 제목이 〈660〉Glass Containers Used in

Assessment

of

Closure

Pharmaceutical Packaging/Delivery Systems

Pharmaceutical

로 변경되었으며, 유리용기의 표면유리시험, 유리

Packaging/Delivery Systems에는 평가를 위한

입자시험 및 표면에칭시험에 대한 사양을 하나의

기본적인 정보를 싣도록 새로운 챕터를 만들었으

표로 통합하고 시험에 사용된 오토클레이브에 대

며,

of

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챕터의 기준규격에서

in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2018년에 시험 및 시험법

Pharmaceutical Packaging/Delivery Systems

을 최신화하기 위한 수정제안이 많이 있을 것으

에서는 현재 챕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약포장

로 예상하고 있다. 유리용기 내부 표면 내구성에

시스템에서 쓰이는 탄성중합체 성분와 그 구성의

대한 의도를 명확히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재료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탄성중합체 화학,

소에

제조기술 및 부품의 후처리에 대해 전문적인 수

Evaluation of the Inner Surface Durability of

준으로 소개하고 성분의 기본적인 기능 특성 및

Glass Containers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그 제

확인 시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목을 “〈1660〉 Glass Containers Used in

〈382〉 Elastomeric Closure Functionality in

Pharmaceutical Packaging/Delivery Systems:

시험법은

제목을

Components

“〈381〉

Used

in

Pharmaceutical

Functionality

Closure

in

Functionality
시험을,

Elastomeric
Injectable

〈1381〉Elastomeric

Elastomer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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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Used

있다.

이

챕터를
of
in

보완하는

〈1382〉

Elastomeric

Closure

Injectable

Containers—Glass는

대한

이해를

Pharmaceutical

the

돕기위해

Surface

〈1660〉

168

Manufacture and

Evaluation

of

the

Inner

Validation of Alternative Procedures로 제안하

Surface Durability”로 변경하였다. 여기에서는

였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에 적용하기 적절하도록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에 관한 내용을 표 1에

명확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USP 사양을 준수한다

추가하였으며 Glass Surface Chemistry (유리

고 주장하는 건강보조식픔은 이 요구사항을 충족

표면 화학) 섹션이 개정되고 Glass Particles

해야 한다. 이 개정된 챕터에는 제안된 절차를 수

and Flakes에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다. 그 외

행하는데 필요한 USP Reference Standards도

Critical Parameters in the Autoclave Loading

나열되어 있다.

Procedure, Trays, Autoclave Loads, Sample

〈1231〉 Wate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Types and Sizes, 및 Autoclave Calibration

를 통해 미생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셈플링 섹션

and Load Mapping에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다.

에 정보를 추가하여 샘플 보존시간에 대한 명확

〈665〉Polymeric Components and Systems

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미생물 평가 섹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

션에서

and Biopharmaceutical Drug Products 는 의약

Elemental impurities requirements를 준수하도

품 및 생물약제활성 제약성분(APIs) 및 의약품

록 하는 화학적 평가에서 설명을 제공하였다.

일부

용어에

수정사항이

있었다.

(DPs)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분자 성분을 적격성
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지난 USPF 42(3)의 〈

제제 및 제형에 관한 사항

661.3〉Plastic

Systems

〈724〉 Drug Release는 〈711〉Dissolution에

Used in Pharmaceutical Manufacturing에서 시

서 사용되는 Paddle over Disk에 관한 정보

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서 〈1665〉

(Figure

Plastic Components and Systems Used to

screen(Figure 2.) 액세서리 공급자를 추가하였

Manufacture Pharmaceutical Drug Products를

다.

신설하였으며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고분자성

〈1151〉 Pharmaceutical Dosage Forms에서

분 및 시스템의 물질특성과 선택 및 안전성에 대

는 츄어블겔(Chewable gels)에 대한 정보 및 산

해 서술하고 있다.

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제제 릴리즈 프

〈671〉 Containers—Performance Testing 에

로파일에 대한 논의 및 용어집의 내용을 명확히

서는 분류체계가 적용되는 섹션을 재구성하였으

하였다. 츄어블겔제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

며, blisters와 packs.에 관한 분류시험의 통합을

품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gummies"라

제안하였다. 또한, 〈660〉Containers—Glass에

고 명명된 제형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포함되고 〈661.2〉Plastic Packaging Systems

2040〉

for

Dietary Supplements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며,

Components

Pharmaceutical

Use에

and

추가되는

광투과

1b.)를

업데이트하고

Disintegration

(Spectral Transmission)섹션의 삭제를 제안하

이에

였다.

Chewable

관한

and

의약품각조로서
Gels과

Holding

wire

Dissolution
Ascorbic

Cholecalciferol

of

Acid

Chewable

Gels가 제안되었다. 산제에 관해서는 분석용 체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원료를 특성화하지만 흡입제품에 대해 특별히 요

〈467〉 Residual Solvents는 ICH 조화합의된

구되는 분말의 크기범위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

항목으로, ICH는 주로 안전 및 독성 문제에 초점

다. 또한 새로운 섹션으로서 Release Profile이

을 맞추었지만 USP에서는 ICH의 해석 및 이행

추가되었는데, 의약품복용량 양식과 투여경로에

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제조 및 분석 과정에 초

공통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래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개정에서는 개정된 정

특정 제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던 내용이지만 일

보와 용어뿐만 아니라 설명이 제공되었으며, 의견

반항으로 다룸으로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수렴을 통해 일부 수치가 수정되었고, 이전에 제

였다. 그 외 용어집에서는 투약형태에 대한 약리

안된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섹션을 새로운 일반정

토론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였다.

보

챕터인〈1467〉Residual

Solvents—

Verific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 and

물성 관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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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Solubility Measurements는 용해도의

소프트겔제, 액제, 산제 및 겔제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과 관련된 개념 및 수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

만들 수 있다. 이 챕터에서는 건강보조식품 또는

한다. 또한 제약원료의 용해도를 평가하는 데 사

제약응용을 위해 엄격한 위생조건하에서 전문 발

용되는 일반적인 시험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인

효하여 생산한 프로바이오틱스에 적용되는 것으

간 및 동물의약품을 위하여 생체 및 종에 관련된

로 발효배지가 특정 미생물종에 맞춰진 각종 영

용해도를 얻기위한 용해도 측정의 사용법을 설명

양소를 함유하도록 하였고 신중하게 정의된 조건

한다.

에서 배양한다. 미생물 세포가 자라난 후에는 원

〈741〉 Melting Range or Temperature에는

심분리를 통해 수확하며 적절한 보호제가 농축된

지난 PF 42 (2)의 Stimuli article에 수재되었던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조직 즉, 바이오매스에 첨가

Evaluation of USP Melting Point Standards

될 수도 있다. 바이오매스는 동결건조하거나 분무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근거로

건조하여 분말형태로 만든다. 건조된 바이오매스

"lamp rate"(분당 온도 변화)의 정의를 통합하여

는 그대로 제제화하거나 하나 이상의 배양물을

시차 주사 열량계(DSC)를 포함한 온도 및 범위

적합한 부형제와 블렌딩 할 수도 있다. 제제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가열 속도를 설명하였다. 새로운

프로바이오틱 성분은 정제나 캡슐제, 소프트겔제,

라벨에 표시하도록 되었는 lamp rate를 바탕으로

산제, 겔제 등과 같은 제형이 되는 과정을 더 겪

USP 융점표준을 써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

을 수 있다.

며, 융용범위나 온도가 실온에 가까운 물질에 대

〈198〉

해서는 Class Ia, Apparatus II를 통해 시작온도

Spectroscopy Identity Testing of Bacterial

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Polysaccharides

〈915〉 Measurement of Structural Strength

Manufacture는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of Semisolids by Penetrometry를 통해 반고형

다당체의 동등성 시험에서 핵자기공명분석을 응

원료물질 또는 제형의 구조적 강도 및 경도를 침

용하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 제안되었다. 이

입도계(Penetrometer)를 써서 측정하는 경험적

챕터는 다당류의 특성규명 및 품질관리를 돕기

방법을

위한

서술하였다.

추가로

gravity-driven

Nuclear

것으로

Magnetic
Used

Resonance

in

〈1234〉Vaccines

Vaccine

for

Human

penetrometry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Use—Polysaccharide

기존의 gravity-driven penetrometry 측정에

Vaccines, 〈1235〉Vaccines for Human Use

필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체법으로

—General Considerations, 〈1238〉Vaccines

서 컴퓨터 제어기구를 써서 penetrometry를 측

for Human Use—Bacterial Vaccines와 관게된

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챕터이다. 여기에서는 다당류의 확인을 위한 범

〈1912〉

Measurement

of

Hardness

of

Semisolids는 반고체의 점탄성 특성을 정량화하

and

Glycoconjugate

위, 실험절차, 분석기준 및 시스템적합성을 설명
하였다.

는 데 사용되는 수학 모델과 점탄성 특성을 평가
하고 반고체의 겉보기 항복 응력(apparent yield
stress)을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험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기타 참고 정보
〈1168〉

Compounding

for

Phase

I

Investigational Studies의 목적은 1 phase 임상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준비 지침을 제공하는 것

생물학적 시험

이다.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는 복잡하므로 제약업

〈64〉 Probiotic Tests

계는 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이 챕터는 미생물확인, 미생물수 측정, 미생물오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구중 하나가 phase 1

염 및 기타 생균제제의 요구사항에 맞는 시험방

임상연구 준비를 위한 복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법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제안하는 챕터이다. 프

이 장에서는 조제자의 준비가 임상시험용 제제

로바이오틱스는 적절한 양으로 투여할 때에는 숙

제조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주에게 건상상의 이익을 주는 생균으로, 다른 성

재료 관리에 관한 인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분들과 함께 제형화할 수 있으며 정제, 캡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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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 나노기술 기반의 제형 특성개요를
그 외 Stimuli to the Revision Process로서
수재된

Pharmaceutical

Foams에서는

USP

General Chapter에 더 많은 제형들의 추가에 대

제공하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 제품 및 안전고려
사항을 설명하고 특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제형 구조는
의약품 각조에 더 많은 폼(foam) 유형의 제품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그 품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질특성의 평가뿐만아니라 폼의 유형, 폼 제품의
구성요소 및 기본 원리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였

Ph.Eur.9.0의 General texts 5.1.10 Guidelines

다.

for using the test for bacterial endotoxins의

현재 의약품 품질관리에 쓰는 분석 절차는 해당

내용이 일부 삭제 및 추가되었다. 특히, 12-2.

의약품의 의도된 목적에 맞춰어진 것으로, 의약품

REPLACEMENT

의 설계 및 계발, 자격 및 지속적 검증을 고려하

METHOD NOT DESCRIBED IN THE PH.

는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라이프사이클의 일

EUR에서는 지난 Ph.Eur.8.0의 “method for

부로,

전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것이다.

Proposed New USP General Chapter: The
Analytical Procedure Lifecycle 〈1220〉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general chapter는 보다

BY

bacterial endotoxins by

AN

ALTERNATIVE

another method”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살아 있는
동물의 추출액(예를 들면 amoebocyte lysate)이

완전하고 유용할 수 있는 전과정에서의 개념을

아닌 recombinant Factor C 시약의 사용”이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는 ICH의 Q8(R2), Q9,

Endotoxin 시험에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Q10 및 Q11에서 말하는 QbD에 부합한다. 라이

여기서 소개된 Recombinant Factor C 란 LAL

프사이클 접근법은 비록 시험절차의 복잡성과 위

시약이 Endotoxin과 반응하여 응고되는 단계의

험성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모든 시험절차

가장 기본이 되는 효소인 Factor C를 재조합한

에서 적용될 수 있다.
〈905〉Uniformity of Dosage Units에서 제로
허용기준(ZTC)은 표본의 크기(N)가 30인 특정
범위 밖의 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 큰 표본에
대한 적절한 기준적용이 많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것으로 LAL 시약의 반응 매커니즘의 첫 단계를
응용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LAL
test 매커니즘, 그림2. recombinant Factor C
test 매커니즘)

표본 크기에 ZTC를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뱃치 리릴
스 테스트에 일반적으로 30보다 큰 샘플의 크기
가 필요하며 ZTC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pplying the USP 〈
905〉 Content Uniformity Zero Tolerance
Criterion to Large Sample Sizes에서는 샘플
크기가 30보다 큰 경우 간격을 벗어나는 허용 결
과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제시된 기준
이 큰 샘플결과를 수집할 때 해당샘플이 제제균
일성의 ZTC와 일치하는 지 판단할 수 있는 도구

(그림1. LAL test 매커니즘)

를 제공한다.
Drug Products Containing Nanomaterials는 현
재 나노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의 분류를 요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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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동안 PMDA를 통해 매달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단, 용출 등에 관한 원안에 대해서는 3개
월)로 하였으나 일본약전원안 특히 의약품각조에
관한 원안 의견 공모시 용출성 이외에도 추가시
험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검증하기 위하

(그림2. recombinant Factor C test 매커니즘)

여 용출성 뿐만 아니라 의약품각조에 대한 의견
Pharmeuropa 29.1에서는 General chapter중

공모 기간은 3개월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오산화인

최근의 개정으로는 아미노산시험법(アミノ酸分

(diphosphorus pentoxide)의 독성을 고려하여

析法)에서 단백질의 가수분해 방법 6 및 방법 7

2.2.32.

Loss

on

Drying에서

분자 체(molecular sieve)로 대체하는 것이 제안
된다. 일각에서는 변경을 검증 할 필요성을 논의
했지만 현재의 건조 방법의 고유한 가변성과 대

항을 수정하였다. 방법 6에서는 시스테인/시스틴
의 산화를 디메틸설폭시드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
이며 방법 7에서는 시스테인/시스틴의 환원 및
알킬화를

기체상 피리딜에틸화반응으로

하도록

체 건조제로 얻은 경험을 재고할 필요가 없다는

한다.

결론에 이르렀다. 표준화된 분량의 건조제를 사용

분체의

하면 일정 정도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세 약전의 조화합의에 따라 규정한 표시법으로

된다. 이용 가능한 도구로 달성하기가 어렵다고보

입도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보통은

고 된 '고진공'상태는 삭제를 위해 제안된다. 또한

X-ray 회절측정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넓은

일반 챕터 전반에 대한 새로운 템플릿을 사용하

입경 범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는데, 이는 MG (General Methods) 작업반에서
논의 중이다. 시험 중 mercuric bromide paper
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입도표시법(粉体の細かさの表示法)은

그밖에 제제균일성시험 중 국제조화의 대상 이
외에
「

◇

일본약전에서
◇」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표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제 총칙 [3] 제제 각조 2.4. 구강용 반고형제의

2.3.2. IDENTIFICATION OF FATTY OILS

(4)항, 6.2. 안연고의 (7)항, 9.2 직장용 반고형

BY THIN-LAYER CHROMATOGRAPHY에서

제 (4)항, 11.4. 연고의 (3)항, 11.5 크림제의

는

2.3.2.-1)에

(3)항 및 11.6 겔제의 (3)항을 “<2.53>점도측

hydrogenated arachis oil의 크로마토그램을 추

정법 또는 <6.16>반고형제의 유동학적 측정법에

가하였다.

서 시험할 때, 의약품 각조의 규정에 적합하다.”

5.23.

method

A(Figure

MONOGRAPHS

ON

HERBAL

DRUG

EXTRACTS (INFORMATION CHAPTER)에서
는 Pharmeuropa 29.1의 Herbal drug extracts

로 수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신규 수재 일반시험법으로 6.16 반고
형제의 유동학적 측정법(半固形製剤の流動学的測
定法)을 제안하였는데, 반고형제의 유동학적 측정

(0765)에서 제안 된 DERgenuine과 DERtotal의 차

법은 구강용 반고형제, 안연고제, 연고제, 크림제,

이점을 근거로 본문을 적절히 개정했다.

겔제 등의 반고형제에 힘을 가할 때 유동성과 변
형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측정법은 제 1 법
(전연성 시험법) 및 제 2 법 (조도 시험법)이 있

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다. 반고형제제의 유동학적 성질은 일본약전 2.53
점도측정법의 제 2 법 회전 점도계법에 의해 정
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 측정법은 제품의 유
동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값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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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QRPHQLXP6WHPDQG5KL]RP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7RNLVKDNX\DNXVDQ([WUDFW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YLVLRQ'UDIWVIRU)LUVW6XSSOHPHQWWR-3
㸯2IILFLDO0RQRJUDSKV㸫&UXGH'UXJV
 5HYLVLRQ
<RNXNDQVDQ([WUDFW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DQFHORI5HYLVLRQ'UDIWVIRU)LUVW6XSSOHPHQWWR-3
㸯*HQHUDO,QIRUPDWLRQ
 $GGLWLRQ
*XLGHOLQH RQ LPSXULWLHV LQ GUXJ VXEVWDQFHV DQG
SUHSDUDWLRQ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DQFHORIWKH'UDIWIRU-3
㸯2IILFLDO0RQRJUDSK
 $GGLWLRQ
&KORUSURPD]LQH +\GURFKORULGH 㺃 3KHQREDUELWDO 㺃
3URPHWKD]LQH+\GURFKORULGH7DEOHWVāāāāāāāāāāāāā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㸯 2IILFLDO,QTXLU\6WDJH'UDIW
 0RQRJUDSK
ձ&DOFLXP&DUERQDW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Useful Information
305-5HIHUHQFH6WDQGDUGV2UGHULQJ,QIRUPDWLRQIRU)RUHLJQ
8VHU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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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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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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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

아데포비어디피복실
Adefovir Dipivoxil

MFDS 15-06

일반

200 mg/vial

98.2 (as is)

200,000

2

구연산알베린
Alverine Citrate

MFDS 15-08

일반

200 mg/vial

98.6 (as is)

100,000

3

아라키드산
Arachidic Acid

MFDS 15-09

일반

200 mg/vial

99.8 (as is)

60,000

4

베헨산
Behenic Acid

MFDS 15-10

일반

200 mg/vial

90.3 (as is)

80,000

5

케노데옥시콜산
Chenodeoxycholic Acid

MFDS 15-11

일반

200 mg/vial

98.3 (as is)

100,000

6

실니디핀
Cilnidipine

MFDS 15-12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7

시티콜린
Citicoline

MFDS 15-13

일반

200 mg/vial

90.9 (as is)

50,000

8

도데칸산
Dodecanoic Acid

MFDS 15-14

일반

200 mg/vial

99.5 (as is)

90,000

9

게피티니브
Gefitinib

MFDS 15-15

일반

200 mg/vial

97.4 (as is)

50,000

10

헵타데칸산
Heptadecanoic Acid

MFDS 15-17

일반

200 mg/vial

98.3 (as is)

60,000

11

L-시스테인
L-Cysteine

MFDS 15-18

일반

200 mg/vial

98.8 (as is)

290,000

12

레르카니디핀염산염
Lercanidipine HCl

MFDS 15-19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3

L-히스티딘
L-Histidine

MFDS 15-20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14

리토콜산
Lithocholic Acid

MFDS 15-22

일반

200 mg/vial

99.9 (as is)

100,000

15

록소프로펜
Loxoprofen

MFDS 15-23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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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명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6

L-피로글루탐산
L-Pyroglutamic Acid

MFDS 15-24

일반

200 mg/vial

98.9 (as is)

50,000

17

염화리소짐
Lysozyme Chloride

MFDS 15-25

일반

200 mg/vial

93.6 (as is)

90,000

18

마데카신산
Madecassic Acid

MFDS 15-26

일반

200 mg/vial

85.7 (as is)

50,000

19

p-아미노페놀
p-Aminophenol

MFDS 15-27

일반

200 mg/vial

99.5 (as is)

300,000

20

프레가발린
Pregabalin

MFDS 15-28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30,000

21

프로피베린염산염
Propiverine HCl

MFDS 15-29

일반

200 mg/vial

99.6 (as is)

70,000

22

레바미피드
Rebamipide

MFDS 15-30

일반

200 mg/vial

98.5 (as is)

90,000

23

솔리페나신숙신산염
Solifenacin Succinate

MFDS 15-31

일반

200 mg/vial

99.8 (as is)

100,000

24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Allylisopropylacetylurea

MFDS 15-07

향정

200 mg/vial

98.1 (as is)

50,000

25

부프레노르핀염산염
Buprenorphine HCl

MFDS 15-01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26

펜타닐시트르산염
Fentanyl Citrate

MFDS 15-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27

플루디아제팜
Fludiazepam

MFDS 15-04

향정

100 mg/vial

99.6 (as is)

1,400,000

28

로르메타제팜
Lormetazepam

MFDS 15-05

향정

100 mg/vial

99.5 (as is)

1,200,000

29

진피(陳皮)
Citrus reticulataBlanco

진피CIRE2015-01

생약

3 g/vial

11,200

30

진피(陳皮)
Citrus unshiuMarkovich

진피CIUN2015-01

생약

3 g/vial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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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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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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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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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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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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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너

대한민국약전포럼 (Vol. 14, No. 1)
Korean Pharmacopoeial Forum
발 행 일 : 2017년 6월 30일
발 행 인 : 손여원
편 집 위 원 : 서경원, 신원, 이광문, 김남희, 우나리, 전정륜, 김선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찬순, 김길수, 김은정, 정현주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김병후 (한미약품)

김영관 (국제약품)

김완수 (일동제약)

김혜수 (한풍제약)

박선영 (보령바이오파마(주))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이강만 (이화여자대학교)

장승엽 (뉴젠팜)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조정환 (숙명여자대학교)

발 행 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Tel : 043-719-4616, Fax : 043-719-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