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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1부 개정(안)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에 실린 금티오말산나트륨 등 10 품목(금티오말산나트륨, 덱사메타손포스페
이트이나트륨,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세포디짐나트륨, 세폭시틴나트륨, 세푸록심악세틸, 아만
타딘염산염, 아젤라산, 프리미돈, 프리미돈 정)에 대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시험에 대하여
packed column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시험법을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는 현대적 시험법으로 개선
하였으며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건조효모 등 11 품목(건조효모, 글리메피리
드 정, l-멘톨, 벤다작리신수화물, 세프라딘수화물, 이미프라민염산염 정,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주사
액, 트라마돌염산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펜토바르비탈나트륨,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정)에 대하여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덱사메타손프로피에노이트 등 21 품목(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덱사메타손프
로피오네이트 크림, 주사용 설박탐나트륨·아목시실린나트륨, 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주사용 설
박탐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 설박탐피복실, 세티리진염산염 액, 세파란틴, 세파클러 과립, 세페타메트
피복실염산염, 아목시실린·설박탐피복실 정, 케토티펜푸마르산염 시럽,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 캡슐,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페닐레프린염산염 시럽, 테가푸르·우라실 과립, 토브라마이신황산염 주사액,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정, 트리플루살 캡슐, 티옥트산, 페니토인 캡슐, 퓨시드산 겔)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시스템적합성을 설정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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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효모

건조효모

Dried Yeast

Dried Yeast

이 약은 Saccharomyces에 속하는 효모의 균체를 건
조하여 가루로 한 것이다.

이 약은 Saccharomyces속에 속하는 효모의 균체를
건조하여 가루로 한 것이다.

이 약은 정량할 때 그 1 g 중에 단백질 0.4 g 이상 및
티아민

[티아민염산염

(C12H17ClN4OS·HCl

:

이 약은 정량할 때 그 1 g 중에 단백질 0.4 g 이상 및
티아민 [티아민염산염 (C12H17ClN4OS·HCl : 337.27)

337.27)으로서] 100 μg 이상을 함유한다.

으로서] 20 μg 이상을 함유한다.

성

성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 ~ 갈색의 가루로 특이한

냄새 및 맛이 있다.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 ~ 갈색의 가루로 특이한

냄새 및 맛이 있다.
이 약은 현미경으로 볼 때 긴지름 약 3 ~ 25 μm의 원
형 또는 계란형의 단세포로 되어 있다.

확인시험

이 약은 현미경으로 볼 때 긴지름 약 6 ~ 12

확인시험

μm의 원형 또는 계란형의 단세포로 되어 있다.

정량법 2) 티아민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과 표

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생 략)

회

(현행과 같음)

1) 단백질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분

정 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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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 1 g 중 단백질의 양 (mg)

이 약 1 g 중 단백질의 양 (mg)


= 질소 (N)의 양 (mg) × 6.25 × [1 / 검체의

= 질소 (N)의 양 (mg) × 6.25 × 
검체의 양 g

양(g)]

2) 티아민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묽은염산

2) 티아민

1 mL 및 물 80 mL를 넣어 80 ~ 85 ℃의 수욕에서

mol/L 염산시액 50 mL를 넣어 섞은 후 121 ℃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 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30 분간 고압멸균한다. 용액을 식힌 후 4 mol/L 아세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10 분간 원심분리
한다. 위의 맑은 액 4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트
산·아세트산나트륨시액 5 mL 및 효소시액 1 mL를
정확하게 넣고 45 ~ 50 ℃에서 3 시간 방치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크로마토그래프용칼럼
(40 ~ 110 μm의 약산성

CM-가교셀룰로오스양이온

교환체 (H형) 2.5 mL를 안지름 약 1 cm, 높이 약 17
cm의 크로마토그래프관에 주입하여 조제한 것)에 넣고
1 분간에 약 0.5 mL의 속도로 유출시킨다. 다음에 소
량의 물로 크로마토그래프관의 내벽을 씻고 다시 물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0.1

트산나트륨용액으로 pH 4.0으로 조정하고 타카디아스
타제 100 mg을 넣고 45 ℃ 에서 18시간 반응시킨다.
반응액에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아민염산염표준
품 (미리 ｢티아민염산염｣과 같은 방법으로 수분을 측정
한다.)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
액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0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정확하게

10 mL로 1 분간에 약 1 mL의 속도로 크로마토그래프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용칼럼을 씻는다. 이 조작을 2 회 반복한다. 다음에 희

험하여 티아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석시킨 인산(1 → 50) 2.5 mL씩으로 1 분간에 약 0.5
mL의 속도로 2 회 용출하여 시험액을 모은다. 시험액
에 내부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1-옥탄설

폰산나트륨 10 mg을 넣어 녹이고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아민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265.36 / 337.27) × 0.01

티아민염산염표준품 (미리 ｢티아민염산염｣과 같은 방
법으로 수분을 측정한다.) 약 15 mg을 정밀하게 달아

타카디아스타제 : Aspergillus oryzae에서 추출한 효소.

0.001 mol/L 염산시액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조작조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장 치 : 이동상송액용펌프 및 반응시약송액용펌프, 검체

하여 내부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이동상 3

도입부, 칼럼, 반응코일, 냉각코일, 검출기 및 기록장치를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0 μL

쓰고 유도체화 반응시액과 염기성 반응시액의 출구와 검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체가 주입된 칼럼의 출구인 세 가지의 튜브를 각각 반응

라 시험한다.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티아민

코일로 연결한 후 반응코일의 출구를 형광광도계에 연결

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한다.
검출기 : 형광광도계 (여기파장 368 nm, 형광파장 420

이 약 1 g 중 티아민의 양 (μg)

nm)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염화물염산염표준품의 양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 의 스테인

T

(mg) ×  ×  ×12.5
S 검체의 양 g

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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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 온도

내부표준액

페나세틴 10 mg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반응코일 : 안지름 약 0.3 mm, 길이 약 2 m의 폴리테트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에 희석시킨 아세토니트

라플루오로에틸렌관

릴(1 → 5)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동상 : 인산완충액·메탄올혼합액(13 : 7)

조작조건

인산완충액 : 2.57 g 헵타술폰산나트륨, 1 g 염화테트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에틸암모늄, 6.8 g 이수소인산칼륨을 물에 녹여 1000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 의 스테

mL로 한다.

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유도체화 반응시액 : 페리시안화칼륨 50 mg 을 물에 녹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여 1000 mL 로 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염기성 반응시액 : 수산화칼륨 196 g을 물에 녹여 1000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2.7 g을 물 1000 mL에 녹이

mL로 한다.

고 희석시킨 인산(1 → 10)을 넣어 pH를 3.5로 조정한

반응코일온도 : 45 ℃ 부근의 일정온도

다. 이 약 800 mL에 1-옥탄설폰산나트륨 1.6 g을 녹

유 량 : 티아민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조정한

이고 아세토니트릴 200 mL를 넣는다.

다.

유 량 : 티아민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조정한

반응시약유량 : 이동상의 유량과 같음

다.

시스템적합성

칼럼의 선정 : 표준액 20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티아민,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로 조작할 때 티아민 피크의 이론단수는 2000 단 이상

분리도가 8 이상인 것을 쓴다.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티아민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금티오말산나트륨

금티오말산나트륨

Sodium Aurothiomalate

Sodium Aurothiomalate

(생
성

략)

상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확인시험 1) (생 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pH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pH (현행과 같음)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 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에탄올 이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3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물 2 mL 넣어 녹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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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9.5) 3 mL를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9.5) 2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이 액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3 mL를 정확하

하여 표준원액 (1)로 한다. 표준원액 (1) 2.5 mL를 정

게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준원액 (2)로 한다. 표준원액 (2) 1 mL를 정확하게 취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물을 넣

피크면적비 QT 및 QS 구한다 (3.0 % 이하).

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기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3.0
% 이하).



× 6 × 0.793



에탄올의 양 (mg) =

에탄올의 양 (mg) = (QT / QS) × 6 × 0.793



0.793 : 20℃에서의 에탄올의 밀도 (g/mL)

0.793 : 20℃에서의 에탄올의 밀도 (g/mL)
내부표준액 : 2-프로판올 용액(1 → 500)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물혼합액(1 → 1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3 mm, 길이 3 m의 관에 150 ∼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

180 μm의 체크로마토그래프용다공성스티렌디비닐벤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

젠공중합체

페닐 - 94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평균공경

0.0085

μm

,

300

∼

400m2/g)을 충전한다.

입힌다.

칼럼온도 : 18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50 ℃로 5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10 ℃씩
200 ℃까지 승온하고 200 ℃로 4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10 ℃
검출기온도 : 280 ℃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이 약 7 분이 되도록

유 량 : 5 mL/분

조정한다.

분할 비 : 1 : 5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에탄올, 내부 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

로 조작할 때 에탄올, 내부 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한

하고 분리도는 4 이상이다.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비의 상대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

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편차는 2.0 % 이하이다.

5) 글리세린 (생 략)
수

5) 글리세린 (현행과 같음)

분

(생 략)

수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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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메피리드 정

글리메피리드 정

Glimepiride Tablets

Glimepiride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유연물질 (생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략)

순도시험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pH 7.5의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pH 7.5의 인

인산수소이나트륨·시트르산완충액 900 mL를 써서

산수소이나트륨·시트르산완충액 900 mL를 써서 제 2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험 시작 15 분 뒤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15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

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글리메피리드

량에 따라 1 mL 중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 약 1.0

(C24H34N4O5S) 약 1.1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V´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리메피리드표준

다. 따로 글리메피리드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품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녹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8 mL를

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8 mL를 넣은 다음 시험액을

넣은 다음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다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정확하게

시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20 mL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

험하여 각 액의 글리메피리드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구한다. 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글리메피리드의 피크면

적합하다.

적 AT 및 AS를 구한다. 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무수물으로 환산한 글리메피리드표준품의 양 (mg)

= Ws × (AT / AS) × (V´ / V) × (1 / C) × 4.5

  ′


× × × × 


 

Ws : 무수물로 환산한 글리메피리드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표시량

C : 1 정 중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표시량

(mg)

(mg)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
건에 따른다.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에 따른다.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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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글리메피리드 피크의 이론단수는

로 조작할 때 글리메피리드 피크의 이론단수는 3000

3000 단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단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글리메피리드 피크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글리메피리드 피크면적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5 %이하이다.

의 상대표준편차는 1.5 %이하이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 방법에 따라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제제균일성시험

다음 방법에 따라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가지고 물 V / 20 mL에 넣어 붕해시킨

이 약 1 정을 가지고 물 V / 20 mL에 넣어 붕해시킨

다음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 V / 2 mL를 넣

다음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 V / 2 mL를 넣

어 흔들어 섞는다. 이 액에 내부표준액 V / 10 mL를

어 흔들어 섞는다. 이 액에 내부표준액 V / 10 mL를

정확하게

글리메피리드

정확하게 넣고 1 mL 중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

(C24H34N4O5S) 약 50 μg을 함유하도록 아세토니트

약 50 μg을 함유하도록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릴·물혼합액(4 : 1)을 넣어 V mL로 한다. 이 액을

1)을 넣어 V mL로 한다. 이 액을 원심분리하여 위의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글리메피리드표준품

리메피리드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20 mg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20 mg을 정확하게 달아 아

을 정확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에

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에 녹여 정확하게 100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아세토

2 mL를 정확하게 넣고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니트릴·물혼합액(4 : 1)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

1)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액으로 한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넣고

1

mL

중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글리메
피리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양 (mg)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글리메피리드표준품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글리메피리드표준품의 양 (mg) ×

T

(QT / QS) × (V / 400)



× × 
S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아세토니트릴·물
혼합액(4 : 1)용액(1 → 1000)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아세토니트릴·물혼
합액(4 : 1)용액(1 → 1000)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및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에
따른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게 달아 가루로 한다.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

달아 가루로 한다.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 약 3

약 3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3 mL를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3 mL를 넣고

넣고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 용액 30 mL를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 용액 30 mL를 넣어

넣어 흔들어 섞는다. 내부표준액 6 mL를 정확하게 넣

흔들어 섞는다. 내부표준액 6 mL를 정확하게 넣고 아

고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을 넣어 50 mL로

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을 넣어 50 mL로 하여

하여 원심분리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원심분리한 다음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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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글리메피리드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글리메피리드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20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

1)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5 mL를 정

정확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6 mL를 정확하게 넣고 아

확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6 mL를 정확하게 넣고 아세토

세토니트릴·물혼합액(4 : 1)을 넣어 50 mL로 하여

니트릴·물혼합액(4 : 1)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

여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글리메피리드의 피크면적비

표준물질에 대한 글리메피리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QT 및 QS를 구한다.

를 구한다.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양 (mg)

글리메피리드 (C24H34N4O5S)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글리메피리드표준품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글리메피리드표준품의 양 (mg) ×

T

× × 
S 

(QT / QS) × (3 / 20)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

Dexamethasone Phosphate Disodium

Dexamethasone Phosphate Disodium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에탄올 이 약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순도시험 1) 에탄올

이 약 약 0.05 g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물을 넣어 25

확하게 넣어 녹인 다음 물을 넣어 표선까지 채워 섞어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9.5) 2 mL를

검액으로 한다. 따로 희석시킨 에탄올(1 → 50)을 취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하여 25 ℃에서 비중을 측정하여 에탄올의 함량을 구

표준원액 (1)로 한다. 표준원액 (1) 2.5 mL를 정확하

하여 표준원액으로 하고 이 액 4 mL를 정확하게 취

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원액 (2)로

하여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내부표준액 5 mL

한다. 표준원액 (2)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

를 정확하게 넣고 물을 넣어 표선까지 채워 섞어 표준

액 5 mL를 섞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를 가지고 다음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를 가지고 다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내부

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내

표준물질의 피크높이에 대한 검액 및 표준액에서의 에

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검액 및 표준액에서의

탄올의 피크높이의 비 QT 및 QS를 구할 때 이 약 중

에탄올의 피크면적의 비 QT 및 QS를 구할 때 이 약 중

에탄올 (C2H5OH)의 양은 8.0 % 이하이다.

에탄올 (C2H5OH)의 양은 8.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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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C2H5OH)의 양 (%)





에탄올 (C2H5OH)의 양 (%) = 4×  × 



= 4 × (S / W)× (QT / QS)



S : 표준원액 중 에탄올의 양 (%)

S : 표준원액 중 에탄올의 양 (%)

W : 검액 중 이 약의 양 (g)

W : 검액 중 이 약의 양 (g)

내부표준액 : 2-프로판올·물혼합액(1 → 100)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물혼합액(1 → 1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8m인 유리관에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

80 ∼ 100 메쉬의 4-비닐피리딘과 스티렌디비닐벤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

젠 공중합체를 충전한다.

페닐 - 94 % 디메틸 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50 ℃로 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50 ℃씩

칼럼온도 : 약 120 ℃ 부근의 일정 온도

200 ℃까지 승온하고 200 ℃로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10 ℃
검출기온도 : 280 ℃
분할 비 : 1 : 5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에탄올과 내부표준품의 분리도는 2

로 조작할 때 에탄올과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한

이상이고 에탄올 의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높이비에 대한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비에 대한 상대

상대표준편차는 4.0 % 이하이다.

표준편차는 4.0 % 이하이다.

2) 인산염이온 (생 략)

2) 인산염이온 (현행과 같음)

3) 유리덱사메타손 (생 략)

3) 유리덱사메타손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생 략)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수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Dexamethasone Propionate

Dexamethasone 17-Propionate

O
OH
CH3
HO

OH
CH3

CH3

OH

H

•
F

H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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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H29FO5·C3H6O2 : 466.55

C22H29FO5·C3H6O2 : 466.55

(11β,16α)-9-Fluoro-11,17,21-trihydroxy-1

Pregna-1,4-diene-3,20-dione, 9-fluoro-11bet

6-methylpregna-1,4-diene-3,20-dione propionic

a,17,21-trihydroxy-16alpha-methyl-, 17-propion

acid, [15423-89-9]

ate [15423-89-9]
(생 략)

성

상 이 약은 흰색 결정성 가루로 냄새는 없다.

(현행과 같음)
성

상 이 약은 흰색 결정성 가루로 냄새는 없다.

이 약은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또는 아세톤에 잘 녹

이 약은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또는 아세톤에 잘 녹

고 아세트산에틸 또는 메탄올에 녹으며 에탄올에 조금

고 아세트산에틸 또는 메탄올에 녹으며 에탄올(95)에 조

녹고 에테르에 녹기 어렵다.

금 녹고 에테르에 녹기 어렵다.

이 약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융

점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융

점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 약 0.05 g을 수산화칼륨·에탄올시액 2 mL에

4) 이 약 0.05 g을 수산화칼륨·에탄올시액 2 mL에 넣

넣고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석시킨

고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석시킨 황산

황산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가만히 끓일 때 프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가만히 끓일 때 프로피온

로피온산에틸의 냄새가 난다.

산에틸의 냄새가 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 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기타스테로이드 이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

4) 기타스테로이드 이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

탄올 25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

올에 녹이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

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

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검액의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이외의 피크면적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의 덱사메

합은 표준액의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피크면적 보

타손프로피오네이트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다 크지 않다.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피크면적 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

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1 % 인산이수소칼륨용액혼합액 (13 :

이동상 : 메탄올·0.1 % 인산이수소칼륨용액혼합액(13 : 7)

7)
유

량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유지시간이 약

5.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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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

트 유지시간의 약 2 배 범위

트 유지시간의 약 2 배 범위

칼럼선정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0.05 g 및 파라

칼럼선정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0.05 g 및 파라옥

옥시벤조산부틸 0.01 g을 메탄올 25 mL에 녹인 다음

시벤조산부틸 0.01 g을 메탄올 25 mL에 녹인 다음 이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게 5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

로 조작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부틸, 덱사메타손프로피오

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부틸,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네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5 이상이다.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5 이상이다.

검출감도 : 표준액 20 μL에서 얻은 덱사메타손프로피오

검출감도 : 표준액 20 μL에서 얻은 덱사메타손프로피오

네이트의 피크높이가 20 ∼ 60 mm가 되도록 조정한다.

네이트의 피크높이가 20 ∼ 60 mm가 되도록 조정한다.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이 약 및 미리

정 량 법 1)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이 약 및 미리

건조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 25 mg을 정

건조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 25 mg을 정밀

밀하게 달아 메탄올 30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10

하게 달아 메탄올 30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10 mL

mL를 정확하게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를 정확하게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

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에 대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피크면적비 QT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

및 QS를 구한다.

한다.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C22H29FO5·C3H6O2)의 양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C22H29FO5·C3H6O2)의 양

(mg)

(mg)

T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의 양 (mg) ×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의 양 (mg) × ( QT
/ QS )

S

◦ 내부표준액 플루오렌의 메탄올용액 (3 ￫ 5000)

◦ 내부표준액 플루오렌의 메탄올용액(3 ￫ 5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

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1 % 인산이수소칼륨용액혼합액

이동상 : 메탄올·0.1 % 인산이수소칼륨용액혼합액(13

(13 : 7)

: 7)

유

유 량 : 1.0 mL/min

량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피크유지시간이

약 5.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50 mg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및 파라옥시벤조산부틸 10 mg을 메탄올을 넣어 녹이

로 조작할 때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내부표준물질

고 10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각각 피크의 대

으로 조작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부틸, 덱사메타손프로

칭계수는 0.8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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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네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에 대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2) 플루오르 이 약을 건조하여 약 10 mg을 정밀하게

2) 플루오르 이 약을 건조하여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

달아 0.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0.5 mL 및 물 20

아 0.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0.5 mL 및 물 20 mL

mL의 혼합액을 흡수액으로 하여 산소플라스크연소법

의 혼합액을 흡수액으로 하여 산소플라스크연소법에 따

에 따라 조작하여 검액을 만든다. 따로 이 약을 사용하

라 조작하여 검액을 만든다. 따로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을 만든다. 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을 만든다. 검액 및 공

액 및 공시험액을 각각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

시험액을 각각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연소플

고 연소플라스크를 물로 씻고 세액 및 물을 넣어 100

라스크를 물로 씻고 세액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시험액 및 보정액으로 한다. 시험액 및 보정

mL로 하여 시험액 및 보정액으로 한다. 시험액 및 보정

액 각각 8 mL 및 플루오르표준액 5.0 mL를 가지고 산

액 각각 8 mL 및 플루오르표준액 5.0 mL를 가지고 산

소플라스크연소법 다) 플루오르정량조작법에 따라 시

소플라스크연소법 다) 플루오르정량조작법에 따라 시험

험한다.

한다.

저 장 법 (생 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크림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크림

Dexamethasone Propionate Cream

Dexamethasone Propionate Cream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를 가지고 크
림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제

법 이 약은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를 가지고
크림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

이트 (C22H29FO5·C3H6O2) 약 2 mg에 해당하는 양을

트(C22H29FO5·C3H6O2) 약 2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물혼합액 (3 : 2) 15 mL 및 헥

밀하게 달아 메탄올·물혼합액(3 : 2) 15 mL 및 헥산

산 25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고 분리되는 아래

25 mL를 넣어 10 분간 흔들어 섞고 분리되는 아래층을

층을 취한다. 다시 위층에 메탄올·물혼합액 (3 : 2)

취한다. 다시 위층에 메탄올·물혼합액(3 : 2) 15 mL를

1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분리되는 아래층을 취한다.

넣어 흔들어 섞고 분리되는 아래층을 취한다. 이 조작을

이 조작을 2 회 반복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고 메

2 회 반복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고 메탄올·물혼합

탄올·물혼합액 (3 : 2)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

액(3 : 2)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로 한다. 따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 약 50

다. 따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 약 50 mg을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50 mL로 하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30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2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

mL를 정확하게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네이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
이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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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C22H29FO5·C3H6O2)의 양
(mg)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C22H29FO5·C3H6O2)의 양 (mg)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의 양(mg)

=

T

××
S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표준품의 양(mg) × (QT

◦ 내부표준액 : 디페닐의 메탄올용액 (1 → 2500)

◦ 내부표준액 : 디페닐의 메탄올용액(1 → 25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01 mol/L 인산이수소칼륨액 350 mL에 메

이동상 : 0.01 mol/L 인산이수소칼륨액 350 mL에 메탄

탄올을 넣어 1.0 L로 한다.

올을 넣어 1.0 L로 한다.

유

량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유지시간이 약

5.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

QS) × 0.04

유 량 : 1.2 mL/min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10 이상이다. 각각 피크의 대
칭계수는 0.8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에 대한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Doxycycline Hyclate Hydrate

Doxycycline Hyclate Hydrate

(생
성

략)

상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생 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생 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에탄올

이 약 약 1.0 g을 정밀하게 달

순도시험

1) 에탄올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아 내부표준액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9.5) 약 0.4 g을 정밀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9.5) 2

달아 내부표준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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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을 넣어

하여 표준원액 (1)로 한다. 표준원액(1) 2.5 mL를 정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

표준액 1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기

준원액(2)으로 한다. 표준원액(2) 1 mL를 정확하게 취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피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측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

정한다. 에탄올의 양은 4.3 ∼6.0 % 이다.

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측정한다. 에탄올의

이 약 1.0 g 중의 에탄올의 양(%)
=

양은 4.3 ∼6.0 % 이다.


무수에탄올의 채취량
×


이 약의 양 

이 약 1.0 g 중의 에탄올의 양(%)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 용액(1 → 2000)

= 무수에탄올의 채취량(g) / 이 약의 양(g) × QT / QS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 ․ 물 혼합액(1 → 1000)

칼 럼 : 안지름 약 3.2 mm, 길이 약 1.5m인 유리관

조작조건

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다공성에틸비닐벤젠-디비닐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벤젠공중합체(평균공경 0.0075 μm, 비표면적 500∼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

600 m2/g, 입자경 150 ∼ 180 μm)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

칼럼온도 : 약 135 ℃의 일정온도

페닐 - 94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50 ℃로 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50 ℃씩
200 ℃까지 승온하고 200 ℃로 5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10 ℃
검출기온도 : 280 ℃
분할 비 : 1 : 5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에탄올의 유지시간이 약 5 분이 되도록 조정

유 량 : 5 mL/분

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에탄올과 내부표준물질의 분리도는

로 조작할 때 에탄올과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한

2.0이상이다.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2.0 % 이하이다.

이하이다.

2) 중금속

(생 략)

3) 유연물질 (생 략)
수

분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감량 (생 략)

강열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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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멘톨

l-멘톨

l-Menthol

l-Menthol

(생 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무색의 결정으로 특이하고 상쾌한 냄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으로 특이하고 상쾌한 냄

새가 있고 맛은 처음에는 쏘는 듯하고 나중에는 시원하

새가 있다.

다.

이 약은 에탄올(95) 또는 에테르에 썩 잘 녹고 물에는

이 약은 에탄올(95) 또는 에테르에 썩 잘 녹고 물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매우 녹기 어렵다.

이 약은 실온에서 천천히 승화한다.

이 약은 실온에서 천천히 승화한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융

(생 략)

융

(현행과 같음)

1) 증발잔류물 (생 략)

순도시험

점

순도시험

점

1) 증발잔류물 (현행과 같음)

2) 티몰 (생 략)

2) 티몰 (현행과 같음)

3) 니트로메탄 또는 니트로에탄 (생 략)

3) 니트로메탄 또는 니트로에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약 2 g을 정밀하게 달아 무수피리딘·아

정 량 법

이 약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세트산탈수물혼합액(8 : 1) 20 mL를 정확하게 넣고 환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에서 2 시간 가열한다. 다음에 냉

l-멘톨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각기를 통하여 물 20 mL로 씻어 넣고 1 mol/L 수산화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l-멘

톨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l-멘톨 (C10H20O)의 양 (mg)

= 156.27 mg C10H20O

= l-멘톨표준품의 양 (mg) × (QT / QS)
내부표준액

아네톨 50 mg을 달아 헥산을 넣어 10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의 관에 폴
리에틸렌글리콜검을 1 μm 두께로 피복시킨다.
칼럼온도 : 130 ℃
검체도입부 및 검출기의 온도 : 250 ℃
운반기체 : 헬륨
유 량 : 약 10 mL/분
저 장 법

기밀용기에 넣어 냉소에 보존한다.

저 장 법

기밀용기. 냉소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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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다작리신수화물

벤다작리신염수화물

Bendazac Lysine Hydrate

Bendazac Lysine Hydrate

O

O

. H2N

. H2N

N

N

OH
N
O

OH
N

NH2
COOH

O

NH2
COOH

·2H2O

·2H2O

C22H28N4O5·2H2O : 464.52

C22H28N4O5·2H2O : 464.52

L-Lysine 2-[[1-(phenylmethyl)-1H-indazol-3

L-Lysine 2-[[1-(phenylmethyl)-1H- indazol-3-y

-yl] oxy]acetate (1:1) dihydrate, [81919-14-4]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l] oxy]acetate (1:1) dihydrate, [81919-14-4]

벤다작리신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벤다작리신염

(C22H28N4O5 : 428.49) 98.0 ∼ 102.0 %를 함유한다.

(C22H28N4O5 : 428.49) 98.0 ∼ 102.0 %를 함유한다.

성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갈색의 결정성 가루로 약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갈색의 결정성 가루로 약

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약은 물에 녹으며 메탄올에 조금 녹고 에탄올에는

이 약은 물에 녹으며 메탄올에 조금 녹고 에탄올(95)

녹기 어렵고 클로로포름,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

에는 녹기 어렵고 클로로포름,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다.

않는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융

융

점 (생 략)

비선광도 
D : +4.2 ∼ +4.6 °(건조, 3.5 g, 물 100
mL, 100 mm)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점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D : +4.2 ∼ +4.6 °(3.5 g, 물 100 mL,

100 mm)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염화물 (생 략)

2) 염화물 (현행과 같음)

3) 황산염 (생 략)

3) 황산염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5 ｇ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수산화나트륨용액 20 mL를 넣고 흔들어 녹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5 ｇ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수산화나트륨용액 20 mL를 넣고 흔들어 녹

인 다음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정

인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2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2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다. 따로 벤다작리신수화물표준품을 건조하고 약 0.5 ｇ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벤다작리신염수화물표준품을

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

건조하고 약 0.5 ｇ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

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

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06 nm에서의 흡광도

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06

AT 및 AS를 측정한다.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벤다작리신 (C22H28N4O5)의 양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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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T

= 벤다작리신수화물표준품의 양 (mg) × 


= 벤다작리신염수화물표준품의 양 (mg) × (AT / AS)

S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Sulbactam Sodium·Ampicillin Sodium

Sulbactam Sodium·Ampicillin Sodium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과 암피실린나트륨이 1 : 2의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과 암피실린나트륨이 1 : 2의 비

비율로 혼합된 것으로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율로 혼합된 것으로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 당

대하여 설박탐(C8H11NO5S : 233.24)으로서 280 ∼

설박탐 (C8H11NO5S : 233.24)으로서 280 ∼ 340 μg

340 μg (역가), 암피실린(C16H19N3O4S : 349.41)으

(역가), 암피실린 (C16H19N3O4S : 349.41)으로서 560

로서 560 ∼ 680 μg (역가)을 함유한다.

∼ 680 μg (역가)을 함유한다. 이 약의 역가는 설박탐
(C8H11NO5S : 233.24)과 암피실린 (C16H19N3O4S :
349.41)로서 양을 질량 (역가)으로 나타낸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또는 유백색의 가루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또는 유백색의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고 메탄올에 조금 녹으며 에탄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고 메탄올에 조금 녹으며 에탄

올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올(95)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확인시험 1) 설박탐나트륨 정량법 1)의 검액 및 표준액

확인시험

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설박탐나트륨, 암피실린나트륨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2) 암피실린나트륨 정량법 2)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pH 이 약을 물에 녹여 설박탐으로서 5 mg (역가)/mL
로 한 액의 pH는 8.0 ∼ 10.0이다.
무균시험 무균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할 때 적
합하여야 한다.

pH 이 약을 설박탐으로서 50 mg을 물 10mL에 녹인 액
의 pH는 8.0 ∼ 10.0이다.
무균시험 무균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할 때 적합
하다.

엔도톡신 무균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할 때 적

엔도톡신 무균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할 때 적합

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약은 설박탐으로서 1 mg (역

하다. 다만, 이 약은 설박탐으로서 1 mg (역가) 당 0.51

가) 당 0.51 EU 미만이다.

EU 미만이다.

수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설박탐나트륨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설박

정 량 법 이 약 표시량에 따라 물을 넣어 녹이고 이 액 적

탐 (C8H11NO5S)으로서 약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1 mL 당

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인 다음 내부표준액

설박탐 0.25 mg (역가) 및 암피실린 0.5 mg (역가)를

10.0 mL를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함유하도록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암피실린표준품 및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설박탐표준품 약 0.1 g (역가)

설박탐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

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여 1 mL 당 설박탐 0.25 mg (역가) 및 암피실린 0.5 m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g (역가)을 함유하도록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설박탐의 피크면적비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중의 설박

QT 및 QS를 구한다.

탐 및 암피실린의 피크면적 AT₁ 및 AS₁, AT₂ 및 AS₂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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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박탐(C8H11NO5S)의 역가 (μg)

T

설박탐 (C8H11NO5S)의 양 [μg (역가)]

= 설박탐표준품의 역가 (μg) × 


=표준액 중 설박탐의 농도 [역가(μg)/mL] × (AT₁ /

S

AS₁) × 검액 희석배수
◦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의 이동상용액(7

→ 1000)

암피실린 (C16H19N3O4S)의 양 [μg (역가)]

조작조건

=표준액 중 암피실린의 농도 [역가(μg)/mL〕× (AT₂
/ AS₂) × 검액 희석배수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검출기, 칼럼, 이동상, 유량은「주사용 설박탐나트륨·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250 mL에 0.005 mol/L 테트라-

n-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유 량 : 설박탐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조정한
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시험할 때
설박탐,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1.
5 이상.
2) 암피실린나트륨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암피실

린 (C16H19N3O4S)으로서 약 60 mg (역가)에 해당하
는 양 및 암피실린나트륨표준품 약 60 mg (역가)을 정
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들 액 5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암피실린의 피
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T

= 암피실린나트륨표준품의 역가 (μg)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175 mL에 0.005 mol/L 테트
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
L로 한다.
유 량 : 2.0 m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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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설박탐나트륨· 아목시실린나트륨

주사용 설박탐나트륨· 아목시실린나트륨

Sulbactam Sodium·

Sulbactam Sodium·

Amoxicillin Sodium for Injection

Amoxicillin Sodium for Injection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 및 아목실린나트륨을 가

제

법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 및 「아목시실린나트

륨」을 가지고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지고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제
성

상 (생 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이 약을 물에 녹여 아목시실린으로서 0.1 g (역가)/

pH 이 약을 아목시실린으로서 1.0 g (역가)을 물 10 mL

mL로 한 액의 pH는 7.0 ∼ 9.0이다.

에 녹인 액의 pH는 7.0 ∼ 9.0이다.

(기재순서 변경)

수

분 3.0 % 이하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발열성물질 이 약 1 mL 중 40 mg (역가)을 함유하도록

발열성물질 이 약 1 mL 중 40 mg (역가)을 함유하도록

생리식염주사액을 넣어 만든 액을 가지고 토끼의 체중

생리식염주사액을 넣어 만든 액을 가지고 토끼의 체중 1

1 kg 당 1 mL를 주사하여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kg 당 1 mL를 주사하여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수

(기재순서 변경)

분 3.0 % 이하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정 량 법 설박탐나트륨·아목시실린나트륨 이 약의 아목

정 량 법 설박탐나트륨·아목시실린나트륨 이 약의 아목

시실린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4 g (역가)을 정밀하

시실린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4 g (역가)을 정밀하게

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검액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검액으로

으로 한다. 따로 설박탐표준품 약 35 mg (역가) 및 아

한다. 따로 설박탐표준품 약 35 mg (역가) 및 아목시실

목시실린표준품 약 70 mg (역가)을 각각 정밀하게 달

린표준품 약 70 mg (역가)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물을

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설박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설박탐

및 아목시실린의 피크면적 AT1, 및 AS1, AT2, 및 AS2를

및 아목시실린의 피크면적 AT1, 및 AS1, AT2, 및 AS2를

측정한다.

측정한다.
설박탐(C8H11NO5S)의 양 [mg (역가)]

설박탐(C8H11NO5S)의 역가 (μg)

= 설박탐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1 / AS1)

T

= 설박탐표준품의 역가 (μg) × 

S

아목시실린(C16H19N3O5S)의 양 [mg (역가)]
아목시실린(C16H19N3O5S)의 역가 (μg)

= 아목시실린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2 /

T

= 아목시실린표준품의 역가 (μg) × 


AS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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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칼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린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린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01 mol/L 인산염완충액(pH 3.0)·메탄올

이동상 : 0.01 mol/L 인산염완충액(pH 3.0)·메탄올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혼합액(19 : 1)

혼합액(95 : 5)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설박탐나트륨, 아목시실린나트륨 순서로 유출
하고 분리도는 3 이상이다. 각각 피크의 대칭계수는 2.6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설박탐나트륨, 아목시실린
나트륨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1.0 % 이하이
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제

주사용 설박탐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

주사용 설박탐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

Sulbactam Sodium·

Sulbactam Sodium·

Piperacillin Sodium for Injection

Piperacillin Sodium for Injection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 및 피페라실린나트륨을

제

륨」을 가지고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가지고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설박탐나트륨 (생 략)
2) 피페라실린나트륨 (생 략)
pH 이 약을 물에 녹여 피페라실린으로서 0.1 g (역가)/

법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 및 「피페라실린나트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설박탐나트륨 (현행과 같음)
2) 피페라실린나트륨 (현행과 같음)
pH 이 약을 피페라실린으로서 1.0 g (역가)을 물 10 mL

mL로 한 액의 pH는 7.0 ∼ 9.0이다.

에 녹인 액의 pH는 7.0 ∼ 9.0이다.

(기재순서 변경)

수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엔도톡신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

100 mg 당 6.67 EU 미만이다.

분 1.0 % 이하 (1.0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이

약은

설박탐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

100 mg 당 6.67 EU 미만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수

(기재순서 변경)

분 1.0 % 이하 (1.0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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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법 1) 설박탐나트륨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설

정 량 법 1) 설박탐나트륨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설박

박탐(C8H11NO5S : 233.24) 25mg(역가)에 해당하는

탐(C8H11NO5S) 25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 및 설박

양 및 설박탐표준품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탐표준품 약 2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의 설박탐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의 설박탐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설박탐 (C8H11NO5S)의 양 [mg (역가)]

설박탐 (C8H11NO5S)의 역가 (μg)

= 설박탐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 / AS)

T

= 설박탐표준품의 역가 (μg)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0.2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

이동상 : 메탄올·물·0.2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

액·0.4 mol/L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액혼합액

액·0.4 mol/L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액혼합액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450 : 447 : 100 : 3)
유 량 : 약 1.0 mL/분

(450 : 447 : 100 : 3)

시스템적합성

유 량 : 약 1.0 mL/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설박탐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2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설박탐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피페

2) 피페라실린나트륨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피페라

라실린나트륨 (C23H27N5O7S) 약 50 mg (역가)에 해

실린나트륨 (C23H27N5O7S)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

당하는 양 및 피페라실린나트륨표준품 약 50 mg (역

는 양 및 피페라실린나트륨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μL씩을 가지고 정량법 1)의 조작조건으로 시험하여

정확하게 취하여 정량법 1)의 조작조건으로 시험하여 검

검액 및 표준액 중의 피페라실린의 피크면적 AT 및 AS

액 및 표준액 중의 피페라실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를 측정한다.

측정한다.

2) 피페라실린나트륨

피페라실린 (C23H27N5O7S)의 역가 (μg)

T

피페라실린 (C23H27N5O7S)의 양 [mg (역가)]
= 피페라실린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 / AS)

= 피페라실린표준품의 역가 (μg) × 

S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피페라실린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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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각 2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페라실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설박탐피복실

설박탐피복실

Sulbactam Pivoxil

Sulbactam Pivoxil

(생 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설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 당 620 ∼

박탐(C8H11NO5S : 233.24) 620 ∼ 680 μg (역가)을

680 μg (역가)을 함유한다. 이 약의 역가는 설박탐

함유한다.

(C8H11NO5S : 233.24)로서 질량 (역가)으로 나타낸다.

성

성

상 이 약은 유백색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조금 녹으며, 메탄올, 클로로포름 또는

상 이 약은 유백색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탄올, 클로로포름 또는 아세톤에 녹고 물에
는 조금 녹는다.

아세톤에는 녹는다.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생 략)
비선광도 (생 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융

융

점 (생 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중금속 (생 략)

순도시험

수

수

분 (생 략)

중금속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설박탐피복실표준품 약 75 mg을 정

정 량 법 이 약 및 설박탐피복실표준품 약 75 mg을 정밀

밀하게 달아 물·메탄올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하게 달아 물·메탄올혼합액(1 : 1)을 넣어 정확하게 10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설박탐의 피크면적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설박탐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AT 및 AS를 측정한다
설박탐(C8H11NO5S)의 양 [μg (역가)]

설박탐(C8H11NO5S)의 역가 (μg)

= 설박탐피복실표준품 중 설박탐의 역가 (μg) ×

= 설박탐피복실표준품 중 설박탐의 양 [mg (역가)] ×
(AT / AS) × 1000

T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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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 : 메탄올·1% 아세트산혼합액 (65 : 35)

이동상 : 메탄올·1 % 아세트산혼합액(13 : 7)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세파란틴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5000 단 이상, 0.8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란틴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티리진염산염 액

세티리진염산염 경구용액

Cetirizine Dihydrochloride Solution

Cetirizine Dihydrochloride Oral Solution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당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당하

하는 세티리진염산염(C21H25ClN2O3 ·2HCl : 461.81)

는 세티리진염산염 (C21H25ClN2O3·2HCl : 461.81)을

을 함유한다.

함유한다.

법 이 약은 세티리진염산염을 가지고 액제의 제법

제

법 이 약은 「세티리진염산염」을 가지고 경구용 액

제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티리진염산염(C21H25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티리진염산염 (C21H25

ClN2O3·2HCl)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

ClN2O3·2HCl)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

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는다. 물 15 mL를 넣

여 물 15 mL를 넣어 10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

어 10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음 50 % 아세토니

음 50 %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트릴을 넣어 100 mL로 하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티리진염산염표준품

따로 세티리진염산염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

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검액과 같이 조작하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

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세티

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세

리진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티리진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세티리진염산염 (C21H25ClN2O3·2HCl)의 양 (mg)
세티리진염산염(C21H25ClN2O3·2HCl)의 양 (mg)

= 세티리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T

= 세티리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조작조건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인레스강관에 5 ∼ 10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칼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 10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

이 동 상 : pH 7.0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

KP Forum Vol.15 No.2 (2018)

27

현

행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동 상 : pH 7.0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혼합

개 정 안
액(4 : 3)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액(80 : 60)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유 량 : 1.0 mL/분

로 조작할 때 세티리진염산염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5,000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티리진염산염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성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란틴

세파란틴

Cepharanthine

Cepharanthin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의 무결정성 가루로서 맛은

성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의 무결정성 가루로서 맛은

약간 쓰다.

약간 쓰다.

이 약은 물, 석유에테르에는 녹지 않고 에테르, 아세

이 약은 에테르, 아세톤, 에탄올(95)에 녹고 물, 석유

톤, 에탄올에 녹는다.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융점 : 145 ∼ 155 ℃

융점 : 145 ∼ 155 ℃

확인시험 1) (생 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D : +274 ~ +278° (건조한 다음 0.1g,
에탄올, 10 mL, 100 mm)

선 광 도 
D : +274 ~ +278° (건조한 다음 0.1g, 에
탄올(95), 10 mL, 100 mm).

정 량 법 이 약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정 량 법 이 약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

염산 20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여액

산 20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여액에 암

에 암모니아수를 넣어 알칼리성으로 한 다음 에테르 50

모니아수를 넣어 알칼리성으로 한 다음 에테르 50 mL를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는다. 이 에테르층을 취하여

넣고 세게 흔들어 섞는다. 이 에테르층을 취하여 저온에

저온에서 휘산시킨 다음 잔류물을 메탄올 50 mL에 녹

서 휘산시킨 다음 잔류물을 메탄올에 녹이고 메탄올을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란틴표준품 약 20 mg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

란틴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준액 각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

의 세파란틴의 피크높이 또는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세파란틴

다.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세파란틴 (C37H38N2O6)의 양 (mg)

세파란틴 (C37H38N2O6)의 양 (mg)
= 세파란틴표준품의 양 (mg) × (AT / AS)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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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세파란틴표준품의 양 (mg) ×  × 

S

개 정 안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조작조건

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이동상 : 메탄올·0.1 mol/L 아세트산혼합액(10 : 9)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유 량 : 1.0 mL/분

이동상 : 메탄올·0.1 mol/L 아세트산혼합액 (10 :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

시스템적합성

9)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유 량 : 1.0 mL/분

조작할 때 세파란틴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2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란틴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클러 과립

세파클로르 과립

Cefaclor Granules

Cefaclor Granule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20.0%에 해당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20.0%에 해당

하는 세파클러(C15H14ClN3O4S : 367.81)를 함유한다.

하는 세파클로르 (C15H14ClN3O4S : 367.81)를 함유한

제

법 이 약은 세파클러수화물을 가지고 과립제의 제

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러 1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2 mL를 넣어 녹여 히

다.
제

법 이 약은 「세파클로르수화물」을 가지고 과립제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로르 10 mg

드록시암모늄염산염시액 3 mL를 넣어 3 분간 방치한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2 mL를 넣어 녹여 히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드록시암모늄염산염시액 3 mL를 넣어 3 분간 방치한 다

섞을때 액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을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러 20 mg (역가)에

때 액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로르 20 mg (역가)에

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은

따로 세파클러표준품 20 mg (역가)를 물 10 mL에 녹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

세파클로르표준품 20 mg (역가)를 물 10 mL에 녹여 표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토니트릴·물·아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

세트산에틸·포름산혼합액(30 : 10 : 10 : 1)을 전개

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토니트릴·물·아세트산에틸·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포름산혼합액(30 : 10 :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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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

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제제의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의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을 필요하면 가루로 하고 표시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을 필요하면 가루로 하고 표시

량에 따라 세파클러 약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량에 따라 세파클로르 약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를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를 40

40 mL를 넣고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정확하게 50

mL를 넣고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정확하게 50 mL

mL로 하고,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로 하고,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

한다. 따로 세파클러표준품 약 20 mg(역가)을 정밀하

다. 따로 세파클로르표준품 약 20 mg (역가)을 정밀하

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에 녹여 정확

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에 녹여 정확

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을 넣어 정확하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을 넣어 정확하게 100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한

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으로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다. 다음 계산식으로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검액의

때, 검액의 개개 유연물질은 0.5 % 이하이다. 또한 총

개개 유연물질은 0.5 % 이하이다. 또한 총 유연물질의

유연물질의 양은 3.0 % 이하이다. 필요시 0.1 mol/L

양은 3.0 % 이하이다. 필요시 0.1 mol/L 인산염완충액

인산염완충액(pH 4.5) 50 μL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

(pH 4.5) 50 μL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보

로 시험하여 보정한다.

정한다.

S T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  ×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WS / WT) × (AT / AS) ×

S T

총 유연물질의 양(%) =  ×  ×  × 




총 유연물질의 양 (%) = (WS / WT) × (∑AT / AS)

T

T

(1 / C) × 5

S

× (1 / C) × 5

S

WS : 세파클러표준품의 양 [mg(역가)]

WS : 세파클로르표준품의 양 [mg (역가)]

WT : 이 약의 채취량 (g)

WT : 이 약의 채취량 (g)

AT : 검액 중 세파클러 및 용매의 피크 이외의 각 피

AT : 검액 중 세파클로르 및 용매의 피크 이외의 각

크 면적

피크 면적

AS : 표준액 중 세파클러의 피크 면적

AS : 표준액 중 세파클로르의 피크 면적

C

C : 1 g 중의 세파클로르 (C15H14ClN3O4S)의 표시량

: 1 g 중의 세파클러 (C15H14ClN3O4S)의 표시량

[mg (역가)]

[mg(역가)]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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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30

현

행

개 정 안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 단계적으로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 단계적으로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인산이수소나트륨수화물 7.8 g을 물

이동상 A : 인산이수소나트륨수화물 7.8 g을 물 10
00 mL에 녹여 인산으로 pH를 4.0으로 조정한다.

1000 mL에 녹여 인산으로 pH를 4.0으로 조정한다.
이동상 B : 이동상 A 550 mL에 액체크로마토그래

이동상 B : 이동상 A 550 mL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프용 아세토니트릴 450 mL를 넣는다.

용 아세토니트릴 450 mL를 넣는다.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 ∼ 30

95 → 75

5 → 25

25 → 100

30 ∼ 45

75 → 0

25 → 100

100

45 ∼ 55

0

100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 ∼ 30

95 → 75

5 → 25

30 ∼ 45

75 → 0

45 ∼ 55

0

시간(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4.5)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50 μL에서 얻은 세파클러 피크면
적은 표준액의 세파클러 피크면적의 3.5 ∼ 6.5 %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세파클러 피크의 이론단수는 4000 이

시간(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4.5)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50 μL에서 얻은 세파클로르 피크
면적은 표준액의 세파클러 피크면적의 3.5 ∼ 6.5 %
이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세파클로르 피크의 이론단수는 4000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0.8 ∼ 1.3 이다.

상이고, 대칭계수는 0.8 ∼ 1.3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3회 반복할 때 세파클러 피크면적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3회 반복할 때 세파클로르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 이다.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 이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세파클로르 유지시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 다음부터 세파클러 유지시간

간의 약 2.5 배의 범위

의 약 2.5 배의 범위
<위치 이동>

수

용출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세파클러」 약 0.25 g

용출시험

분 6.5 % 이하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로르 약 0.25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으로 물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

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15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

한다. 용출시험 시작 15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을 취하여 공경 0.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

취하여 공경 0.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세파클러 약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세파클로르 약 20 μg

20 μg (역가)이 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역가)이 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클러표준품 약 20 mg

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클로르표준품 약 20 mg (역가)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

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

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5

여 파장 26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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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85 % 이상일 때 적합하

간의 용출률이 8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다.
세파클로르 (C15H14ClN3O4S)의 표시량에 대한
세파클러 (C15H14ClN3O4S)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용출률 (%)

S T  ′

=  ×  ×  ×  × 
T S



= (WS / WT) × (AT / AS) × (V' / V) × (1 / C)
× 90

Ws : 세파클러표준품의 양 [mg(역가)]

Ws : 세파클로르표준품의 양 [mg (역가)]

WT : 이 약의 채취량(mg)

WT : 이 약의 채취량(mg)

C : 1g 중 세파클러 (C15H14ClN3O4S)의 표시량 [mg

C : 1g 중 세파클로르 (C15H14ClN3O4S)의 표시량 [mg
(역가)]

(역가)]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다.

수

<위치 이동>

분 6.5 % 이하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정 량 법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러

정 량 법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량에 따라 세파클로르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 및 세파클러표준품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 및 세파클로르표준품

50 mg (역가)을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g (역가)을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클러의 피크면적 AT 및

따라 시험하여 세파클로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

AS를 측정한다.

한다.

세파클러 (C15H14CIN3O4S) 의 역가 (μg)

T

세파클로르 (C15H14CIN3O4S) 의 양 [mg (역가)]
= 세파클로르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 / AS)

 세파클러표준품의 역가 μ ×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1.0 g을 달아 물 780
mL에 녹이고 트리에틸아민 10 mL를 넣어 잘 섞은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1.0 g을 달아 물 780
mL에 녹이고 트리에틸아민 10 mL를 넣어 잘 섞은
다음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하고 메탄올 200 mL
를 넣는다.

다음 인산으로 pH를 2.5로 조정하고 메탄올 200 mL

유 량 : 1.0 mL/min

를 넣는다.

시스템적합성

유 량 : 세파클러의 유지시간이 약 4 분이 되도록 조
정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세파클로르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
각 10000 단 이상, 0.8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클로르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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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Cefetamet Pivoxil Hydrochloride

Cefetamet Pivoxil Hydrochloride

(생 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세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 당 653 μg

페타메트(C14H15N5O5S2 : 397.43)로서 653 μg (역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의 역가는 세페타메트

가) 이상을 함유한다.

(C14H15N5O5S2 : 397.43)로서 양을 질량 (역가)으로 나
타낸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 결정성 가루이며,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의 결정성 가루이며,

냄새는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쓰다.

냄새는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쓰다.

이 약은 메탄올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썩 잘 녹고, 에

이 약은 메탄올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썩 잘 녹고, 에

탄올에 잘 녹으며, 물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탄올에 잘 녹으며, 물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생 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 약의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용중수소화디메틸

5) <삭 제>

설폭시드용액(1 → 20)을 가지고 핵자기공명스펙트럼
측정용 테트라메틸실란을 내부기준물질로서 핵자기공
명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1H를 측정할 때 1.2 ppm
부근, 2.0 ppm 부근, 3.9 ppm 부근 및 6.9 ppm 부근
에서 각각 단일선의 신호를 나타내고, 각 신호의 면적강
도비는 9 : 3 : 3 : 1이다.
비선광도

α
 : +76 ∼ +84° (환산한 무수물로서

0.25 g, 에탄올, 25 mL, 100 mm)

선 광 도 α
 : +76 ∼ +84° (환산한 무수물로서 0.25
g, 에탄올(95), 25 mL, 100 mm).

흡 광 도 (생 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중금속시험법 제

순도시험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4 법에 따라 조

4 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

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를 넣는다 (20 ppm 이하).

다 (20 ppm 이하).

수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표준품 약 20

정 량 법 이 약 및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표준품 약 2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에 희석액Ⅰ을 넣어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에 희석액Ⅰ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각 5 mL를 정확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각 5 mL를 정확하

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6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6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희석

희석액Ⅱ를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

액Ⅱ를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

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페타메트피복실

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페타메트피복실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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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세페타메트(C14H15N5O5S2)의 역가 (μg)

T
=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표준품의 역가(μg)× 
S

개 정 안
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세페타메트 (C14H15N5O5S2)의 양 [μg (역가)]
=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표준품의 양 [mg (역가)] ×
(QT / QS) × 1000

◦ 내부표준액 : 프탈산디에틸의 희석액Ⅱ용액(1 →

◦ 내부표준액 : 프탈산디에틸의 희석액Ⅱ용액(1 →

500)

500)

◦ 희석액Ⅰ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11 : 9)

◦ 희석액Ⅰ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1 : 9)

◦ 희석액Ⅱ : 브롬화테트라 n-헵틸암모늄 3.20 g을

◦ 희석액Ⅱ : 브롬화테트라 n-헵틸암모늄 3.20 g을 달

달아 아세토니트릴 360 mL를 넣어 녹이고 메탄올 92

아 아세토니트릴 360 mL를 넣어 녹이고 메탄올 92 mL

mL 및 물 548 mL를 넣는다.

및 물 548 mL를 넣는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3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3 nm)

칼 럼 : 안지름 약 6 mm, 길이 약 150 m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6 mm, 길이 약 150 mm인 스테인레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2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무수인산수소이나트륨 5.796 g 및 인산이수소

이동상 : 무수인산수소이나트륨 5.796 g 및 인산이수소

칼륨 3.522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0

칼륨 3.522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0

mL로 하여 A액으로 한다. 시트르산 20.256 g 및 수산

mL로 하여 A액으로 한다. 시트르산 20.256 g 및 수산

화나트륨 7.840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화나트륨 7.840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하여 B액으로 한다. 브롬화테트라 n-헵틸암모늄 3.20

하여 B액으로 한다. 브롬화테트라 n-헵틸암모늄 3.20 g

g을 달아 아세토니트릴 360 mL를 넣어 녹이고 메탄올

을 달아 아세토니트릴 360 mL를 넣어 녹이고 메탄올

92 mL, 물 500 mL, A액 44 mL 및 B액 4 mL를 넣는

92 mL, 물 500 mL, A액 44 mL 및 B액 4 mL를 넣는

다.

다.

유

량 : 세페타메트피복실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유 량 : 세페타메트피복실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

되도록 조정한다.

도록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

시스템적합성

으로 시험할 때 세페타메트피복실, 내부표준물질의 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

서로 유출되고, 분리도가 6.0 이상인 것을 쓴다.

으로 시험할 때 세페타메트피복실,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로 유출되고, 분리도가 6.0 이상이다. 각각 피크의 대칭
계수는 0.8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페타메트피복실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KP Forum Vol.15 No.2 (2018)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34

현

개 정 안

세포디짐나트륨

세포디짐나트륨

Cefodizime Sodium

Cefodizime Sodium

(생
성

행

략)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확인시험

성

1) (생 략)

상

확인시험

2) (생 략)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 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생 략)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5) 에탄올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5) 에탄올 이 약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

5 mL를 넣은 후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어 검액으로 한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99.5) 2 mL를 정밀하게

다. 따로 에탄올(95) 약 2 g을 정밀하게 취하여 물을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원액

넣고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

(1)로 한다. 표준원액 (1)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표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원액 (2)로 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 표준원액 (2)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QT 및 QS를 구한다. 다음 식에 따라 에탄올의 양을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

구할 때 2.0 % 이하이다.

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다음 식에 따라 에탄올의 양을 구할
때 2.0 % 이하이다.

에탄올의 역가  
에탄올의 양 (%) =  × 




에탄올의 양 (%)



= (에탄올의 역가(g) / WT ) × ( QT / QS )

WT : 이 약의 취한 양 (g)
WT : 이 약의 취한 양 (g)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 용액(1 → 400)
조작조건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물 혼합액(1 → 1000)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조작조건

칼 럼 : 안지름 약 3.2 mm, 길이 약 3 m인 유리관에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리콜 20M을 180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m의 용융실리카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사불화에틸렌 폴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

리머에 15 %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페닐 - 94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입힌다.

칼럼온도 : 100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50 ℃로 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50 ℃씩
200 ℃까지 승온하고 200 ℃로 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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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체 : 질소

검출기온도 : 280 ℃

유 량 : 에탄올의 유지시간이 약 3 분이 되도록 조정한

운반기체 : 질소

다.

유 량 : 5 mL/분

시스템적합성

분할 비 : 1 : 5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에탄올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2.5 이상이다.

로 조작할 때 에탄올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출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크면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적에 대한 에탄올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이하이다.

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폭시틴나트륨

세폭시틴나트륨

Cefoxitin Sodium

Cefoxitin Sodium

(생
성

상

확인시험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성

1) (생 략)

확인시험

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생 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2) 아세톤 및 메탄올

이 약 5.0 g을 달아 물에 녹

2.0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아세톤 및 메탄올

이 약 5.0 g을 정밀하게 달아

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3.0 mL를 원심분

물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3.0 mL를

리관에 넣고 얼음물 중에서 2 분간 식히고 세게 흔들

얼음물 중에서 2 분간 식히고 0.24 mol/L 염산 3.0

면서 0.24 mol/L 염산 3.0 mL를 넣고 원심분리하여

mL를 넣고 원심분리하여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톤 5.0 mL를 취

따로 아세톤 0.63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여 용액 (1)

100 mL로 하여 용액 (1)로 한다. 또한 메탄올 0.63

로 한다. 또한 메탄올 5.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용액 (2)로

어 1000 mL로 하여 용액 (2)로 한다. 용액 (1)

한다. 용액 (1) 1.4 mL 및 용액 (2) 0.2 mL를 취하여

50.0 mL 및 용액 (2) 5.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내부표준액 1 mL을 넣은 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정확하게 5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의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

아세톤 및 메탄올 농도는 각각 0.050 % 및 0.005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V/V)이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다음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에서 아세톤 및 메탄올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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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면적을 측정하여 AU 및 AS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및 표준액에서 아세톤 및 메탄올의 피크면적을 측정하

계산할 때 아세톤 0.7 % 이하 및 메탄올 0.1 % 이하

여 AU 및 AS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할 때

이다.

아세톤 0.7 %이하 및 메탄올 0.1 % 이하이다.

아세톤 및 메탄올의 양 (%) =

∙


× 


아세톤 및 메탄올의 양 (%) =  ×   ×  



D : 20 ℃에서 아세톤 및 메탄올의 비중 (g/mL)
D : 20 ℃에서 아세톤 및 메탄올의 비중 (g/mL)

P : 표준액에서의 아세톤 및 메탄올의 농도 (v/v%)

P : 표준액에서의 아세톤 및 메탄올의 농도 (v/v%)

C : 검액에서의 세폭시틴나트륨의 농도 (g/mL)

C : 검액에서의 세폭시틴나트륨의 농도 (g/mL)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물혼합액(1→2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6.3 mm, 길이 약 1.8 m의 유리관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

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스티렌-디비닐벤젠공중합체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시아노프로필페

(평균 공경 0.3 ∼ 0.4 μm, 비표면적 50 m2/g 이

닐 - 94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입

하)를 충전한다.

힌다.

칼럼온도 : 110 ℃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50 ℃로 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10 ℃씩
200 ℃까지 승온하고 200℃로 4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100 ℃

검체도입부온도 : 140 ℃

검출기온도 : 200 ℃

검출기온도 : 200 ℃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50 mL/분

유 량 : 35 cm/초
분할 비 : 1 : 5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아세톤 및 에탄올 피크의 이론단수는

로 조작할 때 메탄올, 아세톤,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

각각 160 및 200 단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각각 1.3

출한다.

및 2.3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아세톤 및 에탄올

적에 대한 아세톤 및 에탄올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차는 5.0 % 이하이다.

3) 세폭시틴락톤 (생 략)
수

분 (생 략)

3) 세폭시틴락톤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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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푸록심악세틸

세푸록심악세틸

Cefuroxime Axetil

Cefuroxime Axetil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성

확인시험 1) (생 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생 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생 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생 략)

2) 비소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생 략)

3)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4) 아세톤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4) 아세톤 이 약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

0.2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디메틸설폭시드를 넣

액 0.6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디메틸설폭사이드를

어 녹이고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

넣어 녹이고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

톤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톤 표준품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설폭시드를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0.2 mL를 정확하게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

취하여 내부표준액 0.2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디

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0.6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메틸설폭시드를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

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아세톤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피크면적에 대한 아세톤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

를 구할 때 아세톤의 양은 1.3 % 이하이다.

할 때 아세톤의 양은 1.3 % 이하이다.

 
아세톤의 양 (%) =  ×  × 
 

아세톤의 양 (%) = (WS / WT) × (QT / QS) ×0.2

WS : 아세톤의 채취량(g)

WS : 아세톤의 채취량(g)

WT : 이 약의 채취량(g)

WT : 이 약의 채취량(g)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의 디메틸설폭시드용액(1 →

내부표준액 : 1-프로판올의 디메틸설폭시드용액(1 →

200)

2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유리관에

칼 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리콜 600 및 기체

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시아노프로필페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2 m인

크로마토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리콜 1500을 1 : 1

닐-94%디메틸폴리시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입힌다.

비율로 혼합한 것을 125 ∼ 150 μm의 기체크로마

칼럼온도 : 40 ℃로 1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10 ℃

토그래프용규조토에 20 % 비율로 피복시킨 것을 충

씩 240 ℃까지 승온하고 240 ℃로 5분간 유지한다.

전한다.
칼럼온도 : 90 ℃ 부근의 일정온도

검체 도입부 온도 : 140 ℃

검체도입부온도 : 115 ℃ 부근의 일정온도

검출기 온도 : 250 ℃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이 약 4 분이 되도록

유량 : 35cm/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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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으로 조작할 때 아세톤,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

로 조작할 때 아세톤,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한다.

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크면적에 대한 아세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적에 대한 아세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5.0 % 이하이다.

이하이다.

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이성질체비 (생 략)

이성질체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프라딘수화물

세프라딘이수화물

Cefradine Hydrate

Cefradine Dihydrat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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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2N

HO

O

H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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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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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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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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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H19N3O4S·2H2O : 385.44

2H2O

S
H

C16H19N3O4S·2H2O : 385.44

(6R,7R)-7-[2-Amino-2-(cyclohexa-1,4-dien

(6R,7R)-7-[2-Amino-2-(cyclohexa-1,4-dien

-1-yl)aceamido]-3-methyl-3,4-didehydrocepha

-1-yl)aceamido]-3-methyl-3,4-didehydrocepha

m-4-carboxylic acid monohydrate [31828-50-9]

m-4-carboxylic acid dihydrate [58456-86-3]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세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900

프라딘 (C16H19N3O4S : 349.41) 900 ~ 1050 μg (역

~ 1050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가는

가)을 함유한다.

세프라딘 (C16H19N3O4S : 349.40)으로서 양을 질량
(역가)으로 나타낸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성 가루이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성 가루이

며 냄새는 없든가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맛은

며 냄새는 없든가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쓰다.

이 약은 물에 조금 녹고 메탄올에 녹기 어려우며 에탄올

이 약은 물에 조금 녹고 메탄올에 녹기 어려우며 에탄올

(95)에 매우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95)에 매우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생 략)

결 정 성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pH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시험할 때 적합하다.

pH (현행과 같음)

KP Forum Vol.15 No.2 (2018)

39

현
순도시험

행

개 정 안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10 ppm 이하)

넣는다 (10 ppm 이하).

2) 비소 이 약 2.0 g을 달아 제 4 법에 따라 조작하여

2) 비소 이 약 2.0 g을 달아 제 4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1 ppm 이하)

시험한다 (1 ppm 이하).

3) 세팔렉신

3) 세팔렉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식에 따라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식에 따라

세팔렉신의 양을 구한다(5.0 % 이하).

세팔렉신의 양을 구한다 (5.0 % 이하).

T

세팔렉신 (C16H17N3O4S)의 양 (%) =  ×100


세팔렉신 (C16H17N3O4S)의 양 (%) = (AT / AS) ×
100

S

AT : 검액에서 얻은 세팔렉신 피크면적

AT : 검액에서 얻은 세팔렉신 피크면적

AS : 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AS : 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수

분

무균시험

(생 략)

수

분

무균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시험할 때 적

<삭 제>

(현행과 같음)

합하여야 한다.
엔도톡신

무균제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세프라딘 1

주사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세프라딘 1 mg

당 0.20 EU 미만이다.

mg 당 0.20 EU 미만이다.
정 량 법

엔도톡신

이 약 및 세프라딘표준품 약 50 mg (역가)씩

정 량 법

이 약 및 세프라딘표준품 약 50 mg (역가)씩

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20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따라 시험하여 다음 식에 따라 세프라딘의 양을 구한다.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식에 따라 세프라딘의
양을 구한다.

세프라딘 (C16H19N3O4S)의 역가 (μg)

T

= 세프라딘표준품의 역가 (μg)× 

S

세프라딘 (C16H19N3O4S)의 양 [μg (역가)]
= 세프라딘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 / AS) ×
1000

AT : 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AT : 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조작조건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이동상 : 물·메탄올·0.5 mol/L 아세트산나트륨·0.7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mol/L 아세트산혼합액(782 : 200 : 15 : 3)

이동상 : 물·메탄올·0.5 mol/L 아세트산나트륨·0.7

유 량 : 1.0 mL/분

mol/L 아세트산혼합액(782 : 200 : 15 : 3)

시스템적합성

유 량 : 1.0 mL/분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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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팔렉신 및 세프라딘의 상대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를 가지고

유지시간은 각각 0.8 및 1.0이며 두 피크 사이의 분리도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라딘에 대한 세팔렉신의

는 2.0 이상이다.

상대유지시간은 약 0.8이며 두 피크 사이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세프라딘 피크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씩을 가지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라딘 피크

◦시스템적합성용액 : 세프라딘표준품 및 세팔렉신표준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품을 적당량 달아 이동상에 녹여 각각 1 mL 당 0.5 mg

◦시스템적합성용액 : 세프라딘표준품 및 세팔렉신표준

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품을 적당량 달아 이동상에 녹여 각각 1 mL 당 0.5 mg
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아젤라산

아젤라산

Azelaic Acid

Azelaic Acid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성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생 략)

3)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4) 아세톤 이 약 5.0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4) 아세톤

5.0 mL를 넣고 다시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어 100

0.6 mL를 넣고 다시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정확하게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톤 0.2 g을 정밀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톤 표준품 0.5

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어 50 mL로 한다.

g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100 mL로

이 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액 5.0 mL를 넣고

한다. 이 액 0.5 mL를 취하여 내부표준액 0.6 mL를

다시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

넣고 다시 디메틸설폭시드를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의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각

각각의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하여 아세

의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하여 아세톤의

톤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0.5 % 이하이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0.5 % 이하이다.

이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다.
검체 중의 아세톤의 양 (mg)
검체 중의 아세톤의 양 (mg)

=아세톤표준품의 양 (mg)× (QT / QS) × 0.1



=아세톤표준품의 양 (mg) ×  × 
 
◦ 내부표준액 : 에틸벤젠의 디메틸포름아미드용액(1
→10000)
조작조건

◦ 내부 표준액 : 1-프로판올의 디메틸설폭시드 용액
(1→200)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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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9m인 유리관에

칼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폴리에틸렌글리콜 1500을 80

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시아노프로필페닐

∼ 100 메쉬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규조토에 10

-94%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μm의 두께로 입힌다.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85 ℃

칼럼온도 : 40 ℃로 1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10 ℃
씩 240 ℃까지 승온하고 240 ℃로 5분간 유지한다.
검체 도입부 온도 : 140 ℃
검출기 온도 : 250 ℃

운반기체 : 질소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45 mL/분

유량 : 35 cm/초
분할 비 : 1 : 5
시스템적합성

칼럼의 선정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조작할 때 아세톤, 에틸벤젠의 순서로 유출하고 각각

로 조작할 때 아세톤,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한다.

의 피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사용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아세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수

분 (생 략)

수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아만타딘염산염

아만타딘염산염

Amantadine Hydrochlordie

Amantadine Hydrochloride

(생
성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략)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성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 략)

3) 비소

4) 유연물질

4) 유연물질

이 약 0.50 g을 물 10 mL에 녹이고

(현행과 같음)
이 약 1 g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5.0 N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 및 클로로포름 10 mL를

수산화나트륨시액 20 mL 및 디클로로메탄 18 mL를

넣어 흔들어 섞는다. 깔때기에 무수황산나트륨 3 g을

넣고 흔들어 섞는다. 물 층을 제거하고, 유기층을 무수

놓은 탈지면을 써서 클로로포름층을 여과하여 여액을

황산나트륨으로 저어주며 건조한다. 남은 수분이 제거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클로

되도록 몇 분 동안 방치한 다음 여과한다. 여과액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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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포름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부표준액 0.2 mL를 넣고 디클로로메탄을 넣어 정확하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아만타딘염산염 표준

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품 10 mg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5.0 N 수산화나트륨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주피

시액 20 mL를 넣은 후 디클로로메탄 18 mL를 정확하

크 이외의 각각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주피크면적의

게 넣는다. 10분간 섞은 후 물 층은 제거하고, 유기층

1/3보다 크지 않다. 또 각각의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

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저어주며 건조한다. 남은 수분

준액의 주피크 면적보다 크지 않다.

이 제거되도록 몇 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다. 여과액
에 내부표준액 0.2 mL와 디클로로메탄 20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다
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
의 주피크 이외의 각각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주피크
면적의 1/3보다 크지 않다. 또 각각의 피크의 합계면적
은 표준액의 주피크 면적보다 크지 않다.
내부표준액 : 아다만탄 50 mg을 디클로로메탄 1 mL에
녹인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2 m인 스테인레스

칼럼 : 안지름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카

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석유계헥사메틸테트라코산

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시아노프로필페닐 –

류분지탄화수소혼합물(L) 및 수산화칼륨을 150 ∼

94%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입힌다.

180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각각 2 %
및 1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125 ℃ 부근의 일정온도에서 주입하고 5

칼럼온도 : 70 ℃로 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10 ℃씩

분간 유지한 다음 150 ℃가 될 때까지 1 분간 5 ℃

250 ℃까지 승온하고 250 ℃로 17 분간 유지한다.

씩 상승시키고 150 ℃ 부근의 일정온도에서 1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220 ℃

운반기체 : 질소

검출기온도 : 300 ℃

유 량 : 아만타딘의 유지시간이 약 11 분

되도록

조정한다.

운반기체 : 질소
유량 : 4 mL/분
분할 비 : 1 : 5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검출감도 : 표준액 2 μL에서 얻은 아만타딘의 피크
높이가 풀스케일의 약 10 %가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아만타딘염산염 순서로 유

시스템의 성능 : 나프탈렌 0.15 g을 검액 5 mL에

출한다.

녹이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나프탈렌, 아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아

만타딘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5 이상이다.

만타딘염산염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5.0%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아만타딘의
시간의 약 2 배 범위

유지

이하이다.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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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시실린·설박탐피복실 정

아목시실린·설박탐피복실 정

Amoxicillin·Sulbactam Pivoxil Tablets

Amoxicillin·Sulbactam Pivoxil Tablets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아목시실린과 설박탐피복실이 1 : 1(역

가)의 비율로 함유되도록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제

법 이 약은 「아목시실린」과 「설박탐피복실」이 1
: 1 (역가)의 비율로 함유되도록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

든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아목시실린 및 설박탐피복실 이 약 20 정 이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표

정 량 법 아목시실린 및 설박탐피복실 이 약 20 정 이상

시역가에 따라 아목시실린(C16H19N3O5S) 약 50 mg

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표시역

(역가) {설박탐(C8H11NO5S) 약 50mg} 해당량을 정

가에 따라 아목시실린 (C16H19N3O5S) 약 50 mg (역가)

밀하게 달아 물·메탄올 혼합액(1 : 1)으로 정확하게

{설박탐 (C8H11NO5S) 약 50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달아 물·메탄올 혼합액(1 : 1)으로 정확하게 100 mL

아목시실린표준품 약 50 mg (역가) 및 설박탐피복실

로 하여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목시실

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메탄

린표준품 약 50 mg (역가) 및 설박탐피복실표준품 약

올·물 혼합액(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50 mg (역가)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물 혼합액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1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험하여 각 액의 아목시실린과 설박탐피복실 피크면적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AT1 및 AS1와 AT2 및 AS2를 측정한다.

각 액의 아목시실린과 설박탐피복실 피크면적 AT1 및

AS1와 AT2 및 AS2를 측정한다.
아목시실린(C16H19N3O5S)의 역가(μg)

T

 아목시실린표준품의 역가  × 

S

아목시실린 (C16H19N3O5S)의 역가 (μg)
= 아목시실린표준품의 역가 (μg) × (AT1 / AS1)
설박탐 (C8H11NO5S)의 역가 (μg)

설박탐(C8H11NO5S)의 역가 (μg)

T

= 설박탐피복실표준품의 역가 (μg) × (AT2 / AS2)

 설박탐피복실표준품의 역가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

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0.1 mol/L 인산 혼합액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0.1 mol/L 인산 혼합액(25

(50 : 49.2 : 0.8)

: 24.6 : 0.4)

칼럼온도 : 40 ℃

칼럼온도 : 40 ℃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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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할 때 아목시실린, 설박탐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
가 5.0 이상이며 아목시실린 피크의 이론단수는 1000
단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1.5 이하이고 설박탐 피크의 이
론단수는 8000 단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아목시실린 피크면적과
설박탐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이노시플렉스

이노시플렉스

Inosiplex

Inosiplex

(생 략)

(현행과 같음)

Inosine 1-(dimethylamino)-2-propanol 4-(acet

Inosine, 1-(dimethylamino)-2-propanol, 4-(acet

ylamino)benzoate (1:3:3), [36703-88-5]

ylamino)benzoate (1:3:3), [36703-88-5]

(생 략)

(현행과 같음)

성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순도시험 1) (현행과 같음)

2) 염화물 (생 략)

2) 염화물 (현행과 같음)

3) 황산염 (생 략)

3) 황산염 (현행과 같음)

4) 중금속 (생 략)

4) 중금속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정 량 법 1) N,N-디메틸아미노이소프로판올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이 약을

정 량 법 1) N,N-디메틸아미노이소프로판올 이 약을 건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화나

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화나트

트륨액 10 mL 및 물 10 mL를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륨액 10 mL 및 물 10 mL를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녹이

녹이고 수기에는 0.1 mol/L 염산 20 mL를 넣은 다음

고 수기에는 0.1 mol/L 염산 20 mL를 넣은 다음 약한

약한 감압하에서 증류하여 증류플라스크에 액이 약 5

감압하에서 증류하여 증류플라스크에 액이 약 5 mL가

mL가 되었을 때 증류를 그치고 식힌 다음 물 10 mL를

되었을 때 증류를 그치고 식힌 다음 물 10 mL를 추가하

추가하고 증류플라스크의 액이 약 5 mL가 될 때까지

고 증류플라스크의 액이 약 5 mL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계속하여 증류한다. 수기에 받은 유액을 0.1 mol/L 수

증류한다. 수기에 받은 유액을 0.1 mol/L 수산화나트륨

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그

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그린·메틸레드

린·메틸레드시액 3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하여

시액 3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보정한다.
0.1 mol/L 염산 1 mL = 10.32 mg C5H13NO
0.1 mol/L 염산 1 mL = 10.316 mg C5H13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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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 이 약을 건조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 이 약을 건조하

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100

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액 5.0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

mL를 넣고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다. 따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 약 50 mg 및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

이노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

산표준품 약 50 mg 및 이노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

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

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지

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아세트아미노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

벤조산 및 이노신의 피크면적비 QT1, QT2, QS1 및 QS2

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를 구한다.

이노신의 피크면적비 QT1, QT2, QS1 및 QS2를 구한다.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C9H9NO3)의 양 (mg)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C9H9NO3)의 양 (mg)

T

=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의 양 (mg) × 


=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의 양 (mg) × (QT1 /

QS1)

S

이노신 (C10H12N4O5)의 양 (mg)

이노신 (C10H12N4O5)의 양 (mg)

T

= 이노신표준품의 양 (mg) × 


= 이노신표준품의 양 (mg) × (QT2 / QS2)

S

◦ 내부표준액 메틸클로티아지드 약 50 mg을 달아 이
◦ 내부표준액

메틸크로티아지드표준품 약 50 mg을

동상을 넣어 50 mL로 한다.

달아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2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pH 2.2로

이동상 : 0.2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pH 2.2로

조정한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7)

조정한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65 : 35)
유 량 : 1.5 mL/min

유 량 : 1.5 mL/min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이노신,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내부표준
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각각 2 및 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에 대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의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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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플렉스 시럽

이노시플렉스 시럽

Inosiplex Syrup

Inosiplex Syrup

(생 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이노시플렉스를 가지고 시럽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제

법 이 약은 ｢이노시플렉스｣를 가지고 시럽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1) N,N-디메틸아미노이소프로판올

이 약을

정 량 법 1) N,N-디메틸아미노이소프로판올 이 약을 이

이노시플렉스 0.25 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

노시플렉스 0.25 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

여 물 10 mL를 넣은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1 mol/L 수

10 mL를 넣은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1 mol/L 수산화나

산화나트륨액 10 mL를 넣어 증류플라스크의 액이 약

트륨액 10 mL를 넣어 증류플라스크의 액이 약 5 mL 남

5 mL 남을 때까지 감압 증류한다. 수기에는 0.1 mol/L

을 때까지 감압 증류한다. 수기에는 0.1 mol/L 염산 20

염산 20 mL를 넣는다. 수기에 받은 액을 0.1 mol/L 수

mL를 정확하게 넣는다. 수기에 받은 액을 0.1 mol/L 수

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그

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그

린·메틸레드시액 3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

린·메틸레드시액 3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

여 보정한다.

여 보정한다.

0.1 mol/L 염산 1 mL = 10.316 mg C5H13NO

0.1 mol/L 염산 1 mL = 10.32 mg C5H13NO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 이 약을 이노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 이 약을 이노시

시플렉스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플렉스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취하여 이동상

상을 넣어 100 mL로 한 다음 밀리포아여과지를 써서

을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정확하게 100 mL로하여 여과

여과한다. 이 여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액 5.0

한다. 여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

mL를 넣고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를 정확하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

다. 따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 약 50 mg 및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

이노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

약 50 mg 및 이노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액 5.0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내부표준액 5.0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50 mL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지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아세트아미노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아세트아

벤조산 및 이노신의 피크면적비 QT1, QT2, QS1 및 QS2

미노벤조산 및 이노신의 피크면적비 QT1, QT2, QS1 및

를 구한다.

QS2를 구한다.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C9H9NO3)의 양 (mg)

T
=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의 양 (mg) × 
S
이노신 (C10H12N4O5)의 양 (mg)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C9H9NO3)의 양 (mg)
=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의 양 (mg) × (QT1 /

QS1)
이노신 (C10H12N4O5)의 양 (mg)

KP Forum Vol.15 No.2 (2018)

47

현

행

개 정 안
= 이노신표준품의 양 (mg) × (QT2 / QS2)

T

= 이노신표준품의 양 (mg) × 

S

◦ 내부표준액

메틸크로티아지드표준품 약 50 mg을

◦ 내부표준액 메틸크로티아지드표준품 약 50 mg을 달

달아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한다.

아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이노시플렉스｣의 정량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법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에 따른다.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2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pH 2.2로
조정한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65 : 35)
유 량 : 1.5 mL/min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이노시플렉스 정

이노시플렉스 정

Inosiplex Tablets

Inosiplex Tablets

(생 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이노시플렉스를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제

법 이 약은 ｢이노시플렉스｣를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생 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05 mol/L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05 mol/L 아

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pH 4.0) 900 mL를 써서 제 2

세트산나트륨완충액(pH 4.0) 900 mL를 써서 제 2 법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

시량에 따라 1 mL 중 이노신으로서 약 120 μg을 함

라 1 mL 중 이노신으로서 약 120 μg을 함유하도록 시

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

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으로 한다. 따로 이노신표준품 약 24 mg을 정밀하게

로 이노신표준품 약 24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달아 시험액을 넣어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넣어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이노신의

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이노신의 피크면적 AT 및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이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이노신에 대한 용출

노신에 대한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이노시플렉스 표시량 중 이노신(C10H12N4O5)에 대한
용출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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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S ×  ×  ×  × 

S



= W × (AT / AS) × (V´/ V ) × (1 / C ) ×
(1115.23 / 268.23) × 450

Ws : 이노신 표준품의 양 (mg)

Ws : 이노신 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이노시플렉스 (C52H78N10O17)의 표시량

C : 1 정 중 이노시플렉스 (C52H78N10O17)의 표시량

(mg)

(mg)

1115.23 : 이노시플렉스 (C52H78N10O17)의 분자량

1115.23 : 이노시플렉스 (C52H78N10O17)의 분자량

268.23 : 이노신 (C10H12N4O5)의 분자량

268.23 : 이노신 (C10H12N4O5)의 분자량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른다.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65 : 35)에 0.2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넣어 pH 2.2로 조정한다.
유

량 : 1.5 mL/분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1) N,N-디메틸아미노이소프로판올 이 약 20

정 량 법 1) N,N-디메틸아미노이소프로판올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다. 이노시플렉스(C52H78N10O17) 약 0.25 g에 해당하

이노시플렉스 (C52H78N10O17) 약 0.25 g에 해당하는 양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0.0

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0.0 mL 및

mL 및 물 10 mL를 넣은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녹이고

물 10 mL를 넣은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녹이고 수기에는

수기에는 0.1 mol/L 염산 20.0 mL를 넣은 다음 약한

0.1 mol/L 염산 20.0 mL를 넣은 다음 약한 감압하에서

감압하에서 증류하여 증류플라스크의 액이 약 5 mL가

증류하여 증류플라스크의 액이 약 5 mL가 되었을 때 증

되었을 때 증류를 그치고 식힌 다음 물 10 mL를 추가

류를 그치고 식힌 다음 물 10 mL를 추가하고 증류플라

하고 증류 플라스크의 액이 약 5 mL가 될 때까지 계속

스크의 액이 약 5 mL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증류한다.

하여 증류한다. 수기에 받은 유액을 0.1 mol/L 수산화

수기에 받은 유액을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

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그린·

정한다 (지시약 : 브로모크레솔그린·메틸레드시액 3 방

메틸레드시액 3 방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하여 보정

울).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한다.
0.1 mol/L 염산 1 mL= 10.32 mg C5H13NO
0.1 mol/L 염산 1 mL = 10.316 mg C5H13NO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 이 약 20 정 이
이 약 20 정

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이노시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이노

플렉스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취하여 이동상

시플렉스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

을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정확하게 100 mL로하여 여과

동상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이

한다. 여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

여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액 5.0 mL를 넣고 이

를 정확하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

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파라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

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 약 50 mg 및 이노신표준품

약 50 mg 및 이노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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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내부표준액 5.0 mL를 넣

내부표준액 5.0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50 mL

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

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아세트아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

미노벤조산 및 이노신의 피크면적비 QT1, QT2, QS1 및

신의 피크면적비 QT1, QT2, QS1 및 QS2를 구한다.

QS2를 구한다.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C9H9NO3)의 양 (mg)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C9H9NO3)의 양 (mg)

T

=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의 양 (mg) × 


=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표준품의 양 (mg) × (QT1 /

QS1)

S

이노신 (C10H12N4O5)의 양 (mg)

이노신 (C10H12N4O5)의 양 (mg)
= 이노신표준품의 양 (mg) × (QT2 / QS2)

T
= 이노신표준품의 양 (mg)× 
S

◦ 내부표준액 메틸크로티아지드표준품 약 50 mg을 달
◦ 내부표준액 메틸크로티아지드표준품 50 mg을 달

아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한다.

아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이노시플렉스｣의 정량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54 nm)

법 2) 파라아세트아미노벤조산 및 이노신에 따른다.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2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pH 2.2로
조정한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65 : 35)
유 량 : 1.5 mL/min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이미프라민염산염 정

이미프라민염산염 정

Imipramine Hydrochloride Tablets

Imipramine Hydrochloride Tablets

(생 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희석시킨 pH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희석시킨 인

6.8인산염완충액(1 → 2)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산염완충액(pH 6.8)(1 → 2) 900 mL를 써서 용출시

제 2 법에 따라 매분 75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75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

시작 60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시험 시작 60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

0.8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경 0.8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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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

표시량에

여

따라

1

mL

중

이미프라민염산염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 약 10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C19H24N2·HCl) 약 10 μg을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희석시킨 pH 6.8인산염완충액(1 → 2)을 넣어 정확하

희석시킨 인산염완충액(pH 6.8)(1 → 2)을 넣어 정확

게 V '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미프라민염산

하게 V '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미프라민염

염표준품을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고 그 약 25 mg

산염표준품을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고 그 약 25

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pH 6.8인산염완충액(1 →

mg을

2)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4 mL를 정

6.8)(1 → 2)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pH 6.8인산염완충액(1 → 2)

4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인산염완충액(pH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6.8)(1 → 2)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

시험하여 파장 250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

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0 nm에서의 흡광도

한다.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60 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이 약의 60 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의 표시량에 대한

정밀하게

희석시킨

인산염완충액(pH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용출률 (%)

T  ′

=  S ×  ×  ×  ×36
S 


달아

= WS × (AT / AS) × (V ' / V) × 1 / C × 36

WS : 표준품의 양 (mg)

WS : 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의 표

C : 1 정 중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의 표

시량 (mg)

시량 (mg)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20 정을 가지고 0.01 mol/L 염산시액

이 약 20 정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

200 mL를 정확하게 넣고 정제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아 가루로 한다.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 약

잘 흔들어 섞는다. 이 액을 원심분리한 다음 이미프라민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염산용액(1 →

염산염 (C19H24N2·HCl)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의

25) 약 100 mL를 넣고 1 시간 동안 세게 흔들어 섞는

위의 맑은 액을 정확하게 취하여 0.01 mol/L 염산시액

다. 이 액에 염산용액(1 → 25)을 가해 섞어 정확하게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100 mL로 하고 여과한다. 처음 20 mL를 버리고 여과

이미프라민염산염표준품을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여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에

10 mL와 함께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테르 20 mL씩으로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2 분간 4 회 추출한다. 에테르 추출액을 모두 합하여 분

및 표준액 3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을 pH 5.6

액깔때기에 넣고 0.5 mol/L 염산시액 20 mL씩으로 4

프탈산수소칼륨완충액 15 mL, 브로모크레솔그린·수산

회 추출하여 수층을 비커에 모은다. 질소를 가하여 여분

화나트륨시액 8 mL 및 클로로포름 30 mL를 넣은 분액

의 에테르를 제거한 액을 부피플라스크에 옮기고 0.5

깔때기에 넣고 흔들어 섞는다. 클로로포름층은 적은 양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히 100 mL로 하여 검액으

의 탈지면을 놓은 깔때기를 써서 여과하여 100 mL 용

로 한다. 따로 이미프라민염산염표준품을 105 ℃에서 2

량플라스크에 넣는다. 다시 클로로포름 30 mL씩으로 2

시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0.5 mol/L 염

회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클로로포름층을 위의 용량플라

산시액을 넣어 정확히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스크에 합하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정확하게 취하여 0.5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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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액을 가지고 0.01 mol/L 염산시액 3 mL를 써서 같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

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

지고 0.5 mol/L 염산시액을 대조로하여 자외가시부흡광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0 nm에서의 흡광도

은 각 액의 파장 416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

AT 및 AS를 측정한다.

정한다.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의 양 (mg)
이미프라민염산염 (C19H24N2·HCl)의 양 (mg)

= 이미프라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T

= 이미프라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이소소르비드질산염 서방형캡슐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 서방형캡슐

Isosorbid Dinitrate Extended-Release Capsules

Isosorbid Dinitrate Extended-Release Capsule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

는 이소소르비드질산염 (C6H8N2O8 : 236.14)를 함유한

는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 (C6H8N2O8 : 236.14)을

다.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이소소르비드질산염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제

법 이 약은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를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용출시험

이 약 1 캡슐을 가지고 시험액으로 물 1000

이 약 1 캡슐을 가지고 시험액으로 물 10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

다. 용출개시 30 분 후 용출액 5 mL를 취하여 여과한

다. 용출개시 30 분 후 용출액 5 mL를 취하여 여과한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계속하여 2, 8 시간 후 용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계속하여 2, 8 시간 후 용

출액 5 mL를 각각 취하여 여과한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출액 5 mL를 각각 취하여 여과한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단, 8 시간 후의 검액은 채취량 5 mL에 물을 넣

한다 (단, 8 시간 후의 검액은 채취량 5 mL에 물을 넣

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각 시간별로 용출액

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각 시간별로 용출액

을 취한 다음 시험액 5 mL를 넣어 액을 보충한다. 따로

을 취한 다음 시험액 5 mL를 넣어 액을 보충한다. 따로

묽은이소소르비드질산염표준품 (이소소르비드질산염으

묽은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표준품 (이소소르비드디

로서 약 25 %) 약 16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20 mL

니트레이트로서 약 25 %) 약 160 mg을 정밀하게 달아

를 넣어 교반하여 녹인 다음 물을 넣어 250 mL로 한다.

물 20 mL를 넣어 교반하여 녹인 다음 물을 넣어 250

이 액 10.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한다. 용출시작 30 분, 2 시간 및 8 시간의 용출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용출시작 30 분, 2 시간 및 8

은 각각 30 % 이하, 30 ~ 65 % 및 70 % 이상이다.

시간의 용출률은 각각 30 % 이하, 30 ~ 65 % 및 70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을 정밀하게 단다. 이소소르비드질산염 (C6H8N2O8) 약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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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을

정밀하게

단다.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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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혼합액(55 : 45) 을 넣어 250 mL로 하여 여과한다.

(C6H8N2O8) 약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여액 10.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11 : 9) 을 넣어 정확하게

액으로 한다. 따로 묽은이소소르비드질산염표준품 (이소

250 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정확하게 취

소르비드질산염으로서 약 25 %) 약 160 mg (이소소르

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비드질산염으로서 약 40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다. 따로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표준품 약 40 mg을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55 : 45) 20 mL를 넣어 교반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11 : 9) 20

하여 완전히 녹인 다음 아세토니트릴·물 혼합액(55 :

mL를 넣어 교반하여 완전히 녹인 다음 아세토니트릴·

45)을 넣어 25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취하여

물 혼합액(11 : 9)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한다.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따라 시험하여 이소소르비드질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μL를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AS를 측정한다.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소소르비드질산염 (C6H8N2O8)의 양(mg)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 (C6H8N2O8)의 양 (mg)

T

= 이소소르비드질산염표준품의 양(mg) × 

S

= 이소소르비드디니트레이트표준품의 양 (mg) × (AT /

A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장파장 210 nm)

조작조건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 30 cm 인 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장파장 210 nm)

테인레스강관에 5 ~ 10 m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 30 cm 인 스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테인레스강관에 5 ~ 10 m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 (55 : 45)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유 량: 1.3 mL/분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11 : 9)
유

량: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이론단수는 5000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1.8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이소소르비드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이소코나졸질산염 크림

이소코나졸질산염 크림

Isoconazole Nitrate Cream

Isoconazole Nitrate Cream

(생 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이소코나졸질산염을 가지고 크림제의 제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이소코나졸질산염｣을 가지고 크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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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만든다.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이소코나졸질산염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이소코나졸질산염

(C18H14Cl4N2O·HNO3)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C18H14Cl4N2O·HNO3)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25.0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

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25 mL를 정확하게 넣고 수욕

온한다. 식힌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

에서 가온한다. 식힌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정확하게

액으로 한다. 따로 이소코나졸질산염표준품 약 25 mg을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소코나졸질산염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25.0 mL를 넣어 녹이고 클

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25 mL

로로포름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를 정확하게 넣어 녹이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정확하게

및 표준액 각 20 μL씩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

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이소

μL씩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코나졸질산염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이소코나졸질산염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이소코나졸질산염 (C18H14Cl4N2O·HNO3)의 양 (mg)

T
S

= 이소코나졸질산염표준품의 양 (mg)× 

이소코나졸질산염 (C18H14Cl4N2O·HNO3)의 양 (mg)
= 이소코나졸질산염표준품의 양 (mg) × (QT / QS)

◦ 내부표준액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약 50 mg

◦ 내부표준액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약 50 mg

을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을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 mL로 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3.9, 길이 약 30 cm 스테인레스강

칼 럼 : 안지름 약 3.9, 길이 약 30 cm 스테인레스강

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 (pH

이동상 : 메탄올·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7) (8 : 2)

4.7)혼합액(4 : 1)

유 량 : 2.0 mL/분

유

량 : 2.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이소코나졸의 순서로 유출
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이소코나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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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티펜푸마르산염 시럽

케토티펜푸마르산염 시럽

Ketotifen Fumarate Syrup

Ketotifen Fumarate Syrup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케토티펜푸마르산염을 가지고 시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개 정 안

제

법 이 약은 「케토티펜푸마르산염」을 가지고 시럽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이 약을 가지고 케토티펜푸마르산염 5 mg에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케토티펜푸마르산염 5 mg에 해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테르 50

당하는 양을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에테르 50 mL씩

mL씩으로 3 회 추출한 다음 에테르 추출액을 합하여

으로 3 회 추출한 다음 에테르 추출액을 합하여 감압 증

감압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을 메탄올에 녹여 5 mL로

발건고한다. 잔류물을 메탄올에 녹여 5 mL로 하여 검액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

으로 한다. 따로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 약 5 mg을

약 5 mg을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

달아 메탄올 5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검액 및 표준액 10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아세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아세토니트릴·물·암모니

토니트릴·물·강암모니아수혼합액 (90 : 10 : 1)을

아수(28)혼합액(90 :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상 및 Rƒ 값은 같다.

상 및 Rƒ 값은 같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케토티펜푸마르산

정 량 법 이 약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케토티펜푸마르산

염 (C19H19NOS·C4H4O4) 약 1.38 mg 에 해당하는

염 (C19H19NOS·C4H4O4) 약 1.38 mg에 해당하는 양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

을 정확하게 취하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을 넣어 표선까지 채워 섞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케토

검액으로 한다. 따로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 약 13.8

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 약 13.8 mg을 정밀하게 달아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고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녹여 표선까지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채워 섞고 이 액 1.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 mL로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

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법에 따라 시험하여 케토티펜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하여 각 액의 케토티펜푸마르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측정한다.

AS를 측정한다.
케토티펜푸마르산염 (C19H19NOS·C4H4O4)의 양 (mg)
케토티펜푸마르산염 (C19H19NOS·C4H4O4)의 양(mg)

=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0.1

= 케토티펜푸마르산염표준품의 양 (mg)

T

×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 25 cm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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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트리에틸아민혼합액 (65 : 35 :

이동상 : 메탄올·물·트리에틸아민혼합액(65 : 35 : 0.35)

0.35)

유 량 : 1.0 mL/분

유 량 : 2.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케토티펜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제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 캡슐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 캡슐

Chromocarb Dietylamine Capsules

Chromocarb Dietylamine Capsules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을 가지고 캡슐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제

법 이 약은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을 가지고 캡
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내용물의 질량을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 다음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크로모카르브

정밀하게 단 다음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크로모카르브디

디에틸아민 (C14H17NO4)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에틸아민 (C14H17NO4)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여과하여 검

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여과하여

액으로 한다. 따로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표준품 약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하여 각 액의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의 피크면적 AT

험하여 각 액의 크로모카르브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및 AS를 측정한다.

측정한다.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 (C14H17NO4)의 양 (mg)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 (C14H17NO4)의 양 (mg)

T

=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표준품의 양 (mg) × 


= 크로모카르브디에틸아민표준품의 양 (mg) × (AT /

AS)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6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6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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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05 mol/L 헥산설폰산나

이동상 : 0.005 mol/L 1-헥산설폰산나트륨의 0.1 %

트륨 0.1 % 인산혼합액 (20 : 80)

인산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4 : 1)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크로모카르브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주사액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주사액

Chlorpheniramine Maleate Injection

Chlorpheniramine Maleate Injection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이

약의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16H19ClN2·C4H4O4) 약 3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C16H19ClN2·C4H4O4) 약 3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확하게 취하여 100 mL 분액깔때기에 넣고 물 20 mL

확하게 취하여 100 mL 분액깔때기에 넣고 물 20 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2 mL를 넣은 다음 에테르 50 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2 mL를 넣은 다음 에테르 50 mL

씩으로 2 회 추출한다. 에테르추출액을 합하여 물 20

씩으로 2 회 추출한다. 에테르추출액을 합하여 물 20

mL로 씻고 다음에 0.25 mol/L 황산시액 20 mL, 20

mL로 씻고 다음에 0.25 mol/L 황산시액 20 mL, 20

mL 및 5 mL로 추출한다. 모든 추출액을 합하여 0.25

mL 및 5 mL로 추출한다. 모든 추출액을 합하여 0.25

mol/L 황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mol/L 황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검액

액 20 mL를 정확하게 달아 100 mL의 분액깔대기에

으로 한다. 따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품을 105

넣어 수산화나트륨시액 2 mL를 넣은 다음 에테르 50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약 3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mL 씩으로 2 회 추출한다. 따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

에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정

염표준품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약 30 mg을

확하게 취하여 100 mL의 분액깔때기에 넣고 수산화나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트륨시액 2 mL를 넣은 다음 에테르 50 mL씩 2 회 추

액 2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의 분액깔때기에

출한다.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넣고 수산화나트륨시액 2 mL를 넣은 다음 에테르 50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mL씩 2 회 추출한다.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

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5 nm에서의 흡광도 AT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

및 AS를 측정한다.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20H38N4O4)의 양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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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20H38N4O4)의 양 (mg)

AS) × 0.1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T

× × 
S 
저 장 법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생 략)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페닐레프린염산염 시럽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페닐레프린염산염 시럽

Chlorpheniramine Maleate and Phenylephrine

Chlorpheniramine Maleate and Phenylephrine

Hydrochloride Syrup

Hydrochloride Syrup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및 페닐레프린
염산염을 가지고 시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페닐레프린염산염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제

법 이 약은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및 「페닐
레프린염산염」을 가지고 시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은 같다.

은 같다.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의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이

약의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16H19ClN2·C4H4O4) 약 4 mg [페닐레프린염산염

(C16H19ClN2·C4H4O4) 약 4 mg 및 페닐레프린염산염

(C9H13NO2·HCl)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

(C9H13NO2·HCl)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하게 취하여 희석용매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달아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검액으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

로 한다. 따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품 약 40 mg

품 약 40 mg 및 페닐레프린염산염표준품 약 0.1 g을

및 페닐레프린염산염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정밀하게 달아 희석용매를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희석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용매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 AT1, AT2, AS1

AT1, AT2, AS1 및 AS2를 측정한다.

및 AS2를 측정한다.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C16H19ClN2·C4H4O4)의 양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16H19ClN2·C4H4O4)의 양

(mg)

(mg)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mg) ×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AT1

T

×

S


/ AS1) × 0.1
페닐레프린염산염 (C9H13NO2·HCl)의 양 (mg)

페닐레프린염산염(C9H13NO2·HCl)의 양(mg)
= 페닐레프린염산염표준품의 양(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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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S

◦ 희석용매 : 35 % 아세토니트릴용액을 인산으로

◦ 희석액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7)을 인산으

pH 2.0으로 조절한다.

로 pH 2.0으로 조절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2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레스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스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옥탄설폰산나트륨 2.0 g을 물·아세토니트릴

이동상 : 옥탄설폰산나트륨 2.0 g을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액 (65 : 35) 1000 mL 에 녹인 다음 인산을 넣

혼합액(13 : 7) 1000 mL에 녹인 다음 인산을 넣어

어 pH 2.0으로 조절한다.

pH 2.0으로 조절한다.

칼럼온도 : 40 ℃

칼럼온도 : 40 ℃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
건으로 시험할 때 클로르페니라민, 페닐레프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클로르페니라민과 페닐레프린의 분리도가 5.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클로르페니라민, 페닐레프
린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테가푸르·우라실 과립

테가푸르·우라실 과립

Tegafur and Uracil Granules

Tegafur and Uracil Granules

(생 략)
제

법 이 약은 테가푸르 및 우라실을 가지고 과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테가푸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테가푸르」 및 「우라실」을 가지고
과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테가푸르 (현행과 같음)

2) 우라실 이 약을 가지고 약 2.2 g을 달아 클로로포

2) 우라실 이 약 약 2.2 g을 달아 클로로포름 100 mL

름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여과하여 여과물을 취

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여과하여 여과물을 취하여 물 100

하여 물 100 mL를 넣어 수욕에서 때때로 흔들어 주면

mL를 넣어 수욕에서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약 30 분간

서 약 30 분간 가온한다. 뜨거울 때 이 액을 여과하고

가온한다. 뜨거울 때 이 액을 여과하고 여액을 얼음물에

여액을 얼음물에 식혀 생긴 침전을 취하여 메탄올 50

식혀 생긴 침전을 취하여 메탄올 50 mL로 씻은 다음

mL로 씻은 다음 105 ℃에서 1 시간 건조한 다음 약

105 ℃에서 1 시간 건조한 다음 약 100 mg을 달아 암

100 mg을 달아 암모니아시액 20 mL를 넣어 녹이고

모니아시액 20 mL를 넣어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을 검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우라실표준품 약 0.1

액으로 한다. 따로 우라실표준품 약 0.1 g을 달아 암모

KP Forum Vol.15 No.2 (2018)

59

현

행

개 정 안

g을 달아 암모니아시액 20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

니아시액 20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에 점적한다. 다음에 벤젠·아세트산(100)혼합액 (5

벤젠·아세트산(100)혼합액(5 : 4)을 전개용매로 하여

: 4)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을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은 같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액은 제

<신 설>

2 액을 쓴다.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다.

용출시험 이 약을 테가푸르 (C8H9FN2O3)로서 약 0.1 g

용출시험 이 약을 테가푸르 (C8H9FN2O3)로서 약 0.1 g 및

[우라실(C4H4N2O2)로서 약 0.224 g]에 해당하는 양

우라실 (C4H4N2O2)로서 약 0.224 g에 해당하는 양을

을 가지고 시험액으로 붕해시험액 제 1 액 900 mL를

가지고 시험액으로 붕해시험액 제 1 액 900 mL를 써서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출시험 시작 120 분 후에 용출액 12 mL를 취하여 공

시작 120 분 후에 용출액 12 mL를 취하여 공경 0.8 μ

경 0.8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여 처음 여

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고 처음 여액 4 mL는

액 4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5.0 mL를 취하여 붕해시

버리고 다음 여액 5.0 mL를 취하여 붕해시험액 제 1 액

험액 제 1 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따로 테가푸르표준품 약 0.111 g 및 우라실표준품 약

테가푸르표준품 약 0.111 g 및 우라실표준품 약 0.249

0.249 g을 정밀하게 달아 붕해시험액 제 1 액을 넣어

g을 정밀하게 달아 붕해시험액 제 1 액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씩을 취하여 붕해시험액

2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씩을 취하여 붕해시험액

제 1 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테가푸르 및 우라실 표

제 1 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테가푸르 및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우라실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20 nm, 271 nm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20 nm,

및 258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 약 120 분

271 nm 및 258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 약

후의 테가푸르의 용출률은 10 % 이하이며, 우라실의

120 분 후의 테가푸르의 용출률은 10 % 이하이며, 우라

용출률은 80 % 이상이다.

실의 용출률은 80 % 이상이다.

테가푸르 (C8H9FN2O3)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y] (%)

테가푸르 (C8H9FN2O3)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  ′ ′

  ×  × 
′ ′  ′ ′
검체취한 양

= ′ ′  ′ ′   ′ ′  ′ ′  × 100 ×

우라실(C4H4N2O2)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y] (%)
′  ′

=  ×
′
검체 취한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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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실 (C4H4N2O2)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  ′   ′ ] × (0.224 / 검체 취한 양)

′     ×    



′   ×    


An′  An  A 

(0.1 / 검체 취한 양)

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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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c, A3 : 258 nm, 271 nm 및 320 nm에서의 검
액의 흡광도

A1, A2c, A3

:

258 nm, 271 nm 및 320 nm에서의 검

액의 흡광도

AU1, AU2, AU3 : 258 nm, 271 nm 및 320 nm에서의
우라실표준액의 흡광도

AU1, AU2, AU3 : 258 nm, 271 nm 및 320 nm에서의
우라실표준액의 흡광도

AT1, AT2, AT3 : 258 nm, 271 nm 및 320 nm에서의
테가푸르표준액의 흡광도

AT1, AT2, AT3 : 258 nm, 271 nm 및 320 nm에서의
테가푸르표준액의 흡광도

WSU : 우라실표준품의 양 (mg)

WSU : 우라실표준품의 양 (mg)

WST : 테가푸르표준품의 양 (mg)

WST : 테가푸르표준품의 양 (mg)

정 량 법 이 약 20 포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 량 법 이 약 20 포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테가푸르 (C8H9FN2O3) 약 0.1 g[우라

정밀하게 단다. 테가푸르 (C8H9FN2O3) 약 0.1 g 및 우

실(C4H4N2O2) 0.224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

라실(C4H4N2O2) 0.224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

아 물을 넣어 200 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

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로 한다. 따로 테가푸르표준품 약 0.1 g 및 우라실표준

검액으로 한다. 따로 테가푸르표준품 약 0.1 g 및 우라실

품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200 mL로 하

표준품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5 μL씩을 가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5

지고 다음 조건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의 액체크로마토그래

여 각 액의 테가푸르 및 우라실의 피크면적 AT1, AT2,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테가푸르 및 우라실의 피

AS1 및 AS2를 측정한다.

크면적 AT1, AT2, AS1 및 AS2를 측정한다.

테가푸르 (C8H9FN2O3)의 양 (mg)

테가푸르 (C8H9FN2O3)의 양 (mg)

T

= 테가푸르표준품의 양 (mg)× 


= 테가푸르표준품의 양 (mg) × (AT1 / AS1)

S

우라실 (C4H4N2O2)의 양 (mg)
우라실(C4H4N2O2)의 양 (mg)

= 우라실표준품의 양 (mg) × (AT2 / AS2)

T
= 우라실표준품의 양 (mg)×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1 : 4)

이동상 : 20 % 메탄올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
으로 시험할 때 우라실, 테가푸르의 순서로 유출하고 테
가푸르와 우라실의 분리도가 5.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테가푸르, 우라실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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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토브라마이신황산염 주사액

토브라마이신황산염 주사액

Tobramycin Sulfate Injection

Tobramycin Sulfate Injection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토브라마이신황산염을 가지고 주사제의

제

개 정 안

법 이 약은 「토브라마이신황산염」을 가지고 주사

제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현행과 같음)

1) 이 약 및 토브라마이신표준품 약 60 mg

확인시험 1) 이 약 및 토브라마이신표준품 약 60 mg (역

(역가)씩을 각각 달아 물에 녹여 1 mL 중 6 mg (역

가)씩을 각각 달아 물에 녹여 1 mL 중 6 mg (역가)을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적당량씩을 취하여 박층크로마

액 및 표준액 적당량씩을 취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탄

다음에 메탄올·강암모니아수·클로로포름혼합액 (60

올·암모니아수(28)·클로로포름혼합액(12 : 6 : 5)을

: 30 : 25)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1 % 닌히드린의 부탄올용액

여기에 1 % 닌히드린의 1-부탄올용액 100 mL에 피리

100 mL에 피리딘 1 mL를 넣은 용액을 고르게 뿌리고

딘 1 mL를 넣은 용액을 고르게 뿌리고 110 ℃에서 10

11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50 mg (역가)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정 량 법 이 약 50 mg (역가)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

넣어 2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토브라마이

어 정확하게 2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토브

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라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정확하게 2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준액 4.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50 mL 용량

및 표준액 4.0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50 mL 용

플라스크에 넣고 2,4-디니트로플로오로벤젠시액 10

량 플라스크에 넣고 2,4-디니트로플로오로벤젠시액 10

mL와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시액 10 mL를 넣

mL와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시액 10 mL를 넣

어 흔들어 섞고 60 ± 2 ℃ 수욕에서 50 ± 5 분간 방

어 흔들어 섞고 60 ± 2 ℃ 수욕에서 50 ± 5 분간 방치

치한 다음 실온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아세토니트릴

한 다음 실온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아세토니트릴 약

약 20 mL를 넣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아세토니트릴로

20 mL를 넣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아세토니트릴로 정확

정확하게 50 mL로 하고 공경 0.5 μm 이하의 멤브레

하게 50 mL로 하고 공경 0.5 μm 이하의 멤브레인 필

인 필터로 여과한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터로 여과한 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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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토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토

브라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브라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토브라마이신 (C18H37N5O9)의 역가 (μg)

토브라마이신 (C18H37N5O9)의 역가 (μg)
= 토브라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AT / AS

T

= 토브라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유량 및 시스템적합성은 ｢토브라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65 nm)

마이신｣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트리스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2.0 g을 물
800 mL에 녹인다. 이 액에 1 mol/L 황산용액 20 mL
를 넣고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정확하게 2000 mL로 한
다.
유 량 : 1.2 mL/분
시스템의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p-나프톨벤제인 5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로 정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분
리도측정액으로 하고, 분리도측정액과 표준액을 섞어
서 주입할 때 토브라마이신에 대한 p-나프톨벤제인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6이며, 두 피크 사이의 분리도는
4.0 이상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상

트라마돌염산염

트라마돌염산염

Tramadol Hydrochloride

Tramadol Hydrochloride

(생 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 또는 메탄올에 잘 녹고 아세톤에는 매우 녹

이 약은 물에 매우 잘 녹고 메탄올, 에탄올(95) 및 아세

기 어렵다.

트산(100)에 잘 녹고 아세톤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융점 : 약 180 〜 184 ℃
이 약은 결정다형을 나타낸다.

확인시험

<신 설>

확인시험

1) 이 약 및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의 에탄올

(95)용액(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수스펙
트럼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
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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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 및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2) 이 약 및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순도시험의 유연물질 Ⅰ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삭 제>

따라 조작하여 시험할 때 검액 (2) 및 표준액 (1) 에서
얻은 주반점의 Rf 값은 같다.
3) 이 약의 수용액(1 → 5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를

3) 이 약의 수용액(1 → 5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융

점

비선광도

180 ~ 184 ℃

<삭 제>


D

: -0.10 ~ +0.10° (1.0 g, 물, 20 mL,

<삭 제>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

순도시험

100 mm).
순도시험

<삭 제>

인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액성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 10 mL에

1) 산 또는 알칼리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메틸레드시액 0.1 mL를 넣고 0.01 mol/L 염산 0.2 mL

액 10 mL에 메틸레드시액 0.2 mL를 넣고 0.01 mol/L

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갛다. 이 액에 노란색이 나타날

염산 0.2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갛다. 이 액에 노란

때까지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소비량은

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0.4 mL 이하이다.

때 소비량은 0.4 mL 이하이다.

3)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Ⅰ 이 약 0.10 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3) 유연물질 (1) 이 약 0.10 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여 검액 (1)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2)로 한다.

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따로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 50 mg을 달아 메탄올에 녹

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

여 1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트라마돌유연물질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Ⅰ 표준품 {(2RS)-2-[(디메틸아미노)메틸]시클로헥사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논} 1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이고 이 액 1 mL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을 미리 암모니아수(28)를 포화시

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

킨 전개조에서 적어도 20 분이상 방치한 다음 여기에 검

액

표준품

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점적한다. 다음에 톨루엔·2-

{(1RS,2SR)-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

프로판올·암모나이수(28)혼합액(80 : 19 : 1)을 전개

페닐)시클로헥산올} 5 mg을 달아 표준액 (1) 1 mL에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켜 드라겐돌프시액을 뿌린

녹여 표준액 (3)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

다음 박층판을 공기 중에서 5 분간 건조한다. 여기에 5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 아질산나트륨수용액을 표준액에서 반점이 나타날 때

(2), (3)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까지 뿌릴 때 검액의 트라마돌의 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준액의 반점보다 작다(0.2% 이하).

(2)로

한다.

또

트라마돌유연물질

Ⅱ

박층판을 암모니아수(28)가 든 이중 전개조의 한 쪽에

(2) 이 약 0.15 g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

넣어 박층판의 2/3 이상이 전개되도록 20 분간 포화시킨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다른 한 쪽의 톨루엔·2-프로판올·강아모나이수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혼합액(80 : 1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시킨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요오드 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

를 1 시간 쏘인 다음 자외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

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트라

(1)에서 얻은 유연물질 Ⅰ의 반점은 표준액 (2)에서 얻

마돌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9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은 반점보다 진하거나 크지 않다 (0.2 %). 표준액 (3)에

에서 얻은 트라마돌 피크면적의 1/5 보다 작고(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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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에서 명확하게 두 개의 반점이 분리

이하), 검액의 트라마돌 및 위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

될 때 유효하다.

액의 트라마돌피크면적의 1/10 보다 작다(0.1 % 이하).

5) 유연물질 이 약 0.15 g을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

또, 검액의 트라마돌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계면적은 표

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0 mL를 취

준액의 트라마돌의 피크면적의 2/5 보다 작다(0.4 % 이

하여 이동상을 넣어 10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이

하). 다만,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0.1 배보다

동상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
법에 따라 측정한다. 검액에서 얻은 유연물질 Ⅱ는 표준
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보다 크지 않고 (0.2 %), 주피
크 이외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0.5 배 이하이며 (0.1 %), 주피크 이외 피크들의 합계
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
다 (0.4 %). 다만,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0.1
배보다 작은 피크는 제외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럼: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

칼 럼: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강관에 5 μm의 염기불활성화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리카겔을 충전한다.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혼합액(0.2

:

이동상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혼합액(0.2

100)·아세토니트릴혼합액(705 : 295)

100)·아세토니트릴혼합액(141 : 59)

유 량 : 1.0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

시스템의 성능 : 트라마돌유연물질 Ⅱ 표준품 5 mg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검액 4.0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한다.

로 조작할 때 트라마돌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

각각 5000단 이상, 1.5 이하이다.

물질 Ⅱ 피크와 트라마돌 피크의 분리도는 2.0 이상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회 반복 조작할 때 트라마돌의 피크면적

다.

의 상대표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수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정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정

Trimebutine Maleate Tablets

Trimebutine Maleat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당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당하

하는 트리메부틴말레산염(C22H29NO5 C4H4O4 : 503.5

는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 : 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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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개 정 안
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을 가지고 정제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

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C22H29NO5·C4H4O4)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 60 mL를 넣어 수욕에

하게 달아 0.01 mol/L 염산시액 60 mL를 넣어 수욕에

서 5 분간 가온한 후 15 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서 5 분간 가온한 후 15 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아

아세토니트릴 35 mL 및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세토니트릴 35 mL 및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확하게 100 mL로 하여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을

을 여과하여 처음 여액 2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10

여과하여 처음 여액 2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10 mL

mL를 정확하게 취한 후 아세토니트릴 5 mL와 물을 넣

를 정확하게 취한 후 아세토니트릴 5 mL와 물을 넣어

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메부

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 0.1 g을 정밀하게 달아 0.01

틴말레산염표준품 0.1 g을 정밀하게 달아 0.01 mol/L

mol/L 염산시액 60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온하여 녹

염산시액 60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이고 식힌 후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후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토니트릴 35

토니트릴 35 mL 및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

mL 및 0.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를 가

2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

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라 측정할 때 검액 중 트리메부틴 이외의 피크면적의

검액 중 트리메부틴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표준액의

합은 표준액의 트리메부틴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트리메부틴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유량 및 칼럼의 선정은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유량 및 시스템적합성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검출감도 : 표준액 20 μL에서 얻은 트리메부틴의 피크
높이가 3 ~ 10 mm가 되도록 조정한다.
면적측정범위 : 말레산의 피크 다음부터 트리메부틴 유

측정범위 : 말레산의 피크 다음부터 트리메부틴 유지시간

지시간의 약 2 배의 범위

의 약 2 배의 범위

용출시험 이 약 1정을 가지고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1

용출시험 이 약 1정을 가지고 시험액으로 용출시험 제 1

액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액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

시험한다. 용출 개시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

험한다. 용출 개시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

한다. 처음 여액 10 mL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다. 처음 여액 10 mL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

정확하게 취하여 표기량에 따라 1 mL 중 트리메부틴말

하게 취하여 표기량에 따라 1 mL 중 트리메부틴말레산

레산염 100 μg을 함유하도록 용출시험 제 1 액을 넣

염 100 μg을 함유하도록 용출시험 제 1 액을 넣어 정확

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메

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메부틴말레

부틴말레산염표준품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용출

산염표준품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용출시험 제 1

시험 제 1 액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0

액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용출시험 제 1 액을 넣어 100

게 취하여 용출시험 제 1 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를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다음

KP Forum Vol.15 No.2 (2018)

66

현

행

개 정 안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험하여 각 액의 트리메부틴말레산염(C22H29NO5

의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의 피크

C4H4O4)의

・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5 % 이상이다.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
은 75 % 이상이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C22H29NO5·C4H4O4)의 표시량에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대한 용출률 (%)

= WS × (V' / V) × (AT / AS) × (1 / C)

T
′

= S ×  ×  × 



S

Ws : 트리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Ws : 트리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트리메부틴말레산염(C22H29NO5 ·C4H4O4)

C : 1 정 중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의

의 표시량 (mg)

표시량 (mg)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9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9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5 μm의

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

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
전한다.

다.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용액 A·아세토니트릴혼합액 (65 : 35)
유 량 : 1.0 mL/분
◦ 용액 A : 묽은 과염소산 (17 → 20000)에 아세트산
암모늄용액으로 pH 3.0으로 조정한 액 650mL에 1펜탄설폰산나트륨 1 g을 녹인 용액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게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5 μm

달아

가루로

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 C4H4O4)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50 %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여액 10 mL을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검액
으로 한다. 따로 트리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50 %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을 취하여 이동상을 넣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C22H29NO5·C4H4O4)의 양
= 트리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용액 A·아세토니트릴혼합액 (13 : 7)
유 량 : 1.0 mL/분
◦ 용액 A : 묽은 과염소산 (17 → 20000)에 아세트
산암모늄용액으로 pH 3.0으로 조정한 액 650mL에
1-펜탄설폰산나트륨 1 g을 녹인 용액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
밀하게 달아 50 %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여액 10 mL을 정확하
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검액
으로 한다. 따로 트리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50 %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
액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트리메부틴말레산염 (C22H29NO5·C4H4O4)의 양
= 트리메부틴말레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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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9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9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5 μm의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충전한

다.

이동상 : 용액 A·아세토니트릴 혼합액(13 : 7)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유 량 : 1.0 mL/분

이동상 : 용액 A·아세토니트릴혼합액 (65 : 35)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유 량 : 1.0 mL/분

로 조작할 때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 씩을 가지고 위의

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Triamcinolone Acetonide

Triamcinolone Acetonide

(생 략)
성

상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생 략)

성

상

1) 이 약 2 mg을 에탄올(95) 40 mL에 녹여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이 약 2 mg을 에탄올(95) 40 mL에 녹여

2,6-디-t-부틸크레솔시액 5 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2,6-di-t-부틸크레솔시액 5 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에서 20 분간 가

5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에서 20 분간 가

열할 때 액은 초록색을 나타낸다.

열할 때 액은 초록색을 나타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 약 및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을 건조하여

5) 이 약 및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

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만

일 두 스펙트럼에 차이가 날 때에는 각각 0.1 g씩을 에

일 두 스펙트럼에 차이가 날 때에는 각각 0.1 g씩을 에

탄올(95) 20 mL에 녹인 다음 에탄올을 증발하고 잔류

탄올(95) 20 mL에 녹인 다음 에탄올(95)을 증발하고

물을 건조한 것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잔류물을 건조한 것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비선광도

(생 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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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을 건

정 량 법

이 약 및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을 건

조하여 약 2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메탄올에

조하여 약 2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씩을 정확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씩을 정확

하게 취하여 각각에 내부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넣

하게 취하여 각각에 내부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넣

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

부표준물질의 피크높이에 대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부표준물질의 피크높이에 대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의 피크높이비 QT 및 QS를 구한다.

의 피크높이비 QT 및 QS를 구한다.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C24H31FO6)의 양 (mg)

T
S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의 양 (mg)×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C24H31FO6)의 양 (mg)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표준품의 양 (mg) × (QT /

QS)

내부표준액 프레드니솔론의 메탄올용액(1 → 5000)

내부표준액 프레드니솔론의 메탄올용액(1 → 5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15 ~ 30 cm인 스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15 ~ 30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부근의 일정 온도.

칼럼온도 : 25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3 : 1)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

유

유 량 : 1.0 mL/분

량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의 유지시간이 약 13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6 이상이다.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4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높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높

이에 대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의 피크높이비의 상

이에 대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의 피크높이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저 장 법

(생 략)

(현행과 같음)

트리플루살 캡슐

트리플루살 캡슐

Triflusal Capsules

Triflusal Capsules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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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약은 트리플루살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개 정 안
제

법 이 약은 「트리플루살」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기재순서 변경)

용출시험

(기재순서 변경)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pH 4.5

아세트산완충액 5 L에 1-프로판올 2500 mL를 넣어
섞은 액 900 mL를 써서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
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
을 취하여 여과하고 여액 5.0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플루살
표준품 약 33 mg를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70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 45 분간의 용출률이 70 % 이상일 때 적합
하다.
순도시험 이 약 20 캡슐 이상을 취하여 그 내용물의 질
량을 정밀하게 단다. 트리플루살 약 0.15 g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100 mL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4-트리플루오로메틸살
리실산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
릴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3.0 mL를 취하여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아세토니트릴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24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할 때 4-트
리플루오로메틸살리실산은 2.0 % 이하이다.
4-트리플루오로메틸살리실산의 양 (%)

T
표준품의 양 mg
=  ×  × 
S
검체의 양 mg
(기재순서 변경)

순도시험 이 약 20 캡슐 이상을 취하여 그 내용물의 질량
을 정밀하게 단다. 트리플루살 약 0.15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4-트리플루오로메틸살리실
산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3.0 mL를 취하여 아세토니트
릴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을 가지고 아세토니트릴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24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할 때 4-트리플루오로메틸살
리실산은 2.0 % 이하이다.
4-트리플루오로메틸살리실산의 양 (%)
= [표준품의 양 (mg) / 검체의 양 (mg)] × (AT /

AS) × 12
용출시험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pH 4.5 아세
트산완충액 5000 mL에 1-프로판올 2500 mL를 넣어
섞은 액 900 mL를 써서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
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
하여 여과하고 여액 5.0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플루살표준품 약
33 mg를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70 nm에서의 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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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 45 분간의 용출률이 70 % 이상일 때 적합하
다.

(기재순서 변경)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을 정밀하게 단다. 트리플루살 (C10H7F3O4) 약 0.1 g

을 정밀하게 단다. 트리플루살 (C10H7F3O4) 약 0.1 g에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25 mL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플루살표준품 약 0.1

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트리플루살표준품 약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조건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트리플루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트리플루살의 피크면적 AT 및 A
S를

측정한다.

트리플루살 (C10H7F3O4)의 양 (mg)
트리플루살 (C10H7F3O4)의 양 (mg)

T

= 트리플루살표준품의 양 (mg)× 


= 트리플루살표준품의 양 (mg) × (AT / AS)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아미노프로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아미노프로필

필실릴실리카겔로 충전한다.

실릴실리카겔로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5 mol/L 인산염완충액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5 mol/L 인산염완충액(pH

(pH 4.5)혼합액 (75 : 25)

4.5)혼합액(1 : 1)

유 량 : 1.2 mL/분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트리플루살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
각 5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트리플루살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성

티옥트산

티옥트산

Thioctic Acid

Thioctic Acid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 또는 노란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로서 냄새는 없다.

성

상

이 약은 연한 노란색 또는 노란색의 결정 또

는 결정성 가루로서 냄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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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클로로포름에 잘 녹

이 약은 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클로로포름에 잘 녹

으며 에탄올, 아세톤 또는 에테르에는 녹고 물에는 녹

고 에탄올(95), 아세톤 또는 에테르에는 녹으며 물에

지 않는다.

는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1) 이 약 5 mg을 달아 에탄올 1 mL에 녹여

확인시험

1) 이 약 5 mg을 달아 에탄올(95) 1 mL에 녹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표준품 5 mg을 에탄올 1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표준품 5 mg을 에탄올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95)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만든 박층크로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만든 박층크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판에 각각 점적하고 1-부탄올·암모니아·에탄올혼합

층판에 각각 점적하고 1-부탄올·암모니아·에탄올

액 (8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95)혼합액(8 : 3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등을 쪼일때 검액과 표준액에서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등을 쪼일때 검액과 표준

얻은 반점의 Rf값은 같다.

액에서 얻은 반점의 Rf값은 같다.

2) 이 약의 에탄올용액(1 → 100) 5 mL에 묽은염산

2) 이 약의 에탄올(95)용액(1 → 100) 5 mL에 묽은염

10 mL를 넣고 아연가루 1 g을 넣어 20 분간 격렬히

산 10 mL를 넣고 아연가루 1 g을 넣어 20 분간 격렬히

흔든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에 생성되는 흰색침전이

흔든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에 생성되는 흰색침전이 용

용해할 때까지 10 % 암모니아수를 계속 넣은 다음 니

해할 때까지 10 % 암모니아수를 계속 넣은 다음 니트로

트로프루싯나트륨시액 2 ~ 3방울을 넣을 때 곧 자홍색

프루싯나트륨시액 2 ~ 3방울을 넣을 때 곧 자홍색을 띤

을 띤 다음 퇴색한다.

다음 퇴색한다.

융

점

(생 략)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염화물 이 약 0.2 g을 에탄올(6 → 10) 혼

순도시험 1) 염화물 이 약 0.2 g을 에탄올(95)(6 → 10)

액 100 mL에 용해하고 이 액 50 mL를 가지고 시험한

혼액 100 mL에 용해하고 이 액 50 mL를 가지고 시험한

다.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0.2 mL를 넣는다

다. 비교액에는 0.01 mol/L 염산 0.2 mL를 넣는다

(0.071 % 이하).

(0.071 %).

2) 황산염 1) 의 액 50 mL를 가지고 시험한다. 비교

2) 황산염 1) 의 액 50 mL를 가지고 시험한다. 비교액

액에는 0.005 mol/L 황산 0.4 mL를 넣는다 (0.192

에는 0.005 mol/L 황산 0.4 mL를 넣는다 (0.192 %).

% 이하).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도가니에 넣고 500 ℃

3)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도가니에 넣고 500 ℃

이하에서 서서히 가열한 후 잔분에 묽은염산 5 mL를 넣

이하에서 서서히 가열한 후 잔분에 묽은염산 5 mL를

고 수욕 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묽은아세트산 2

넣고 수욕 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묽은아세트

mL를 넣어 녹이고 필요하면 여과하고 물을 넣어 50 mL

산 2 mL를 넣어 녹이고 필요하면 여과하고 물을 넣어

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

50 mL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다 (20 ppm).

mL를 넣는다 (20 ppm 이하).

건조감량

1.0 % 이하 [1.0 g, 산화인(V), 2 kPa, 18 시

간].

건조감량

1.0 % 이하 (1.0 g, 오산화인, 2 kPa, 18 시간)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건조하여 약 5 m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이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 량 법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

따로 황산데시케이터에서 4 시간 건조한 티옥트산표준

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의 조제와 같이

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에 녹여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100.0 mL로 만들고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여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티옥트산의 피크면적 AT 및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클로로포름 2.0 mL씩을 각각 취

AS를 구한다.

KP Forum Vol.15 No.2 (2018)

72

현

행

개 정 안

하고 70 ℃ 수욕에서 서서히 증발건고시킨 후 식혀 잔
류물에 2,6-디브로모퀴논클로르이미드 0.4 g을 95 %

티옥트산 (C8H14O2S2)의 양(mg)

에탄올에 녹여 100 mL로 한 용액 2 mL를 넣고 마개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 (mg) × ( AT / AS )

를 한 후 15 분간 방치하고 pH 2.2 염화칼륨·염산완
충액 10 mL를 넣은 다음 95 % 에탄올을 넣어 25.0

조작조건

mL로 한 다음 공시험액을 대조로 자외가시부흡광도측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440 nm 에서 흡광도 AS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

및 AT를 측정한다.

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티옥트산 (C8H14O2S2)의 양(mg)

T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 (mg)×  × 
S 

이동상 : 0.1 % 인산·아세토니트릴혼합액(3 : 2)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이동상 : .메탄올·아세토니트릴·0.005 mol/L 인산
이수소칼륨 (pH 3.0)혼합액(51: 41 : 8)
유 량 : 1.2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티옥트산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4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티옥트산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페니토인 캡슐

페니토인 캡슐

Phenytoin Capsules

Phenytoin Capsules

(생 략)
제

법 이 약은 페니토인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
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페니토인」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취하여 내용물의 질량을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취하여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가루로 한다. 페니토인 (C15H12N2O2)약

정밀하게 달고 가루로 한다. 페니토인 (C15H12N2O2)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으로 한다. 따로 페니토인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니토인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

달아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게 달아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표준액 각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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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AT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액 및 표

및 AS를 구한다.

준액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페니토인 (C15H12N2O2)의 양 (mg)

페니토인 (C15H12N2O2)의 양 (mg)

= 페니토인표준품의 양 (mg) × (AT / AS)

T

= 페니토인표준품의 양 (mg)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1 : 1)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50 : 50)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유 속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유 속 : 1.0 mL/분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페니토인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10000 단 이상, 0.8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페니토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펜토바르비탈나트륨

펜토바르비탈나트륨

Pentobarbital Sodium

Pentobarbital Sodium

(생 략)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알갱이 또는 가루로 냄

(현행과 같음)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알갱이 또는 가루로 냄

새는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새는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95)에 잘 녹고 에테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95)에 잘 녹고 에테

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의 수용액은 방치하면 분해되고 가열하면 분해가

이 약의 수용액은 방치하면 분해되고 가열하면 분해가

촉진된다.

촉진된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이성질체 (생 략)

2) 이성질체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생 략)

3) 중금속

4) 유연물질

4) 유연물질

이 약 약 0.1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0.1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

상 80 mL를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상 80 mL를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펜토바르비탈표준품 약 0.1 mg을 정확하게 달아 이동

펜토바르비탈표준품 약 0.1 mg을 정확하게 달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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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

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검

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검

액 중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펜토바르비탈유연

액 중 각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펜토바르비탈유연

물질 Ⅰ {6-이미노-5-에틸-5-(1-메틸부틸)바르비

물질 Ⅰ {6-이미노-5-에틸-5-(1-메틸부틸)바르비

투르산}은 0.2 % 이하,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Ⅱ {5-

투르산}은 0.2 % 이하,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Ⅱ {5-

에틸-5-(1-에틸프로필)바르비투르산}은 0.1 % 이

에틸-5-(1-에틸프로필)바르비투르산}은 0.1 % 이

하,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Ⅲ {5-에틸-5-(1,3-디메

하,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Ⅲ {5-에틸-5-(1,3-디메

틸부틸)바르비투르산}은 0.3 % 이하이다. 그 외 개개

틸부틸)바르비투르산}은 0.3 % 이하이다. 그 외 개개

유연물질의 양은 0.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의 양은

유연물질의 양은 0.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의 양은

0.5 % 이하이다. 다만, 유연물질Ⅰ 및 Ⅲ의 피크면적

0.5 % 이하이다. 다만, 유연물질Ⅰ 및 Ⅲ의 피크면적

은 자동적분법으로 측정하여 구한 피크면적을 감도계

은 자동적분법으로 측정하여 구한 피크면적을 감도계

수 1.5 및 0.9로 나눈 값으로 한다.

수 1.5 및 0.9로 나눈 값으로 한다.

i


유연물질의 양 (%) =  ×  ×  × 
 S


유연물질의 양 (%) = (248.25 / 226.27) × 10000
× (C / W) × (Ai / AS)

248.25 :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의 분자량

248.25 :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의 분자량

226.27 : 펜토바르비탈의 분자량

226.27 : 펜토바르비탈의 분자량

C : 표준액 중 펜토바르비탈의 농도 (mg/mL)

C : 표준액 중 펜토바르비탈의 농도 (mg/mL)

W : 무수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mg)

W : 무수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mg)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펜토바르비탈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펜토바르비탈 피크면적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01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아세토니트
릴(13 : 7) 혼합액에 인산을 넣어 pH 3.5로 조정한다.

유 량 : 약 1.0 mL/분

유 량 : 약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I, 펜토바르비탈유

로 조작할 때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I, 펜토바르비탈유

연물질 Ⅱ 및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Ⅲ의 펜토바르비탈

연물질 Ⅱ 및 펜토바르비탈유연물질 Ⅲ의 펜토바르비탈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은 각 약 0.39, 약 0.93 및 약 1.5

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은 각 약 0.39, 약 0.93 및 약 1.5

이다. 또한 질량분포비(k')는 2.5 이상이고, 펜토바르비

이다. 또한 질량분포비(k')는 2.5 이상이고, 펜토바르비

탈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15000 단 이

탈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15000 단 이

상, 1.5 이하이다.

상, 1.5 이하이다.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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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펜토바르비탈의 피크면적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펜토바르비탈의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5.0 % 이하이다.

의 상대표준편차는 15.0 % 이하이다.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암모니아수(28)(1 → 200)를 넣어 녹여 정

희석시킨 암모니아수(28)(1 → 200)를 넣어 녹여 정

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암모니아수(28)(1 → 200)를 넣어 정확하게

희석시킨 암모니아수(28)(1 → 200)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펜토바르비탈표준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펜토바르비탈표준

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암모니아수

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암모니아수

(28)(1 → 200)를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

(28)(1 → 200)를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암모니아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암모니아

수(28)(1 → 200)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수(28)(1 → 200)를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희석시킨 암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희석시킨 암

모니아수(28)(1 → 200)를 대조액으로 하여 자외가시

모니아수(28)(1 → 200)를 대조액으로 하여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40 nm에서의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40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펜토바르비탈나트륨 (C11H17N2NaO3)의 양 (mg)

펜토바르비탈나트륨 (C11H17N2NaO3)의 양 (mg)

T

= 펜토바르비탈표준품의 양 (mg)×  ×  × 
S


= 펜토바르비탈표준품의 양 (mg) × (AT / AS) ×

저 장 법

(1.097 / 4)

저 장 법

(생 략)

퓨시드산 겔

푸시드산 겔

Fusidic Acid Gel

Fusidic Acid Gel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20.0 %에 해당
하는 퓨시드산 (C31H48O6 : 516.71)을 함유한다.
제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퓨시드산을 가지고 겔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20.0 %에 해당하
는 푸시드산 (C31H48O6 : 516.71)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푸시드산수화물」을 가지고 겔제의 제
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유연물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 피크의

순도시험

유연물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 피크의

면적을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유연물질의

면적을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유연물질의

총 합은 2.0 % 이하이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

총 합은 2.0 % 이하이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라 약 3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20 mL

약 3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20 mL를 넣

를 넣어 5 분 동안 세게 흔들어 준 다음 질산칼륨 0.5

어 5 분 동안 세게 흔들어 준 다음 질산칼륨 0.5 g을 넣

g을 넣어 다시 1 분 동안 세게 흔들어 준다. 이 액을 주

어 다시 1 분 동안 세게 흔들어 준다. 이 액을 주사기를

사기를 이용하여 희석용매 15 mL를 통과시킨 고체상

이용하여 희석용매 15 mL를 통과시킨 고체상추출카트

추출카트리지를 통과시킨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

리지를 통과시킨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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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 여액 10 mL를 사용한다. 위의 여액 8.0 mL에

액 10 mL를 사용한다. 위의 여액 8.0 mL에 1 % 아세트

1 % 아세트산(100)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산(100)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한다.
유연물질의 양 (%) = (AT / AS) × 100

i
유연물질의 양    × 
S

Ai : 주피크 이외의 푸시드산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3
∼ 3.5인 피크면적의 합

Ai : 주피크 이외의 퓨시드산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As : 모든 피크의 합계면적

0.3 ∼ 3.5인 피크면적의 합

As : 모든 피크의 합계면적

다만, 푸시드산 면적의 0.01 % 이하인 피크면적은 제외
한다.

다만, 퓨시드산 면적의 0.01 % 이하인 피크면적은 제
외한다.
검출감도 퓨시드산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
게 달아 이동상에 녹인 다음 50 mL로 하고 이 액 1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용액
10 μL를 가지고 정량법의 조작조건으로 시험할 때 퓨
시드산의 피크높이가 약 5 mm가 되도록 조정한다.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 (역가)에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50 mL를 넣어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50 mL를 넣어 겔

겔이 녹을 때까지 수욕에서 가온하고 세게 흔들어준

이 녹을 때까지 수욕에서 가온하고 세게 흔들어준다.

다. 10 ℃ 이하로 식힌 다음 여과하여 처음 여액 4 ∼

10 ℃ 이하로 식힌 다음 여과하여 처음 여액 4 ∼ 5

5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실온으로 하여 검액으로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실온으로 하여 검액으로 한

한다. 따로 퓨시드산표준품 약 20 mg (역가)을 정밀

다. 따로 푸시드산수화물표준품 약 20 mg (역가)을 정

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

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각 액의 퓨시드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험하여 각 액의 퓨시드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
한다.

퓨시드산(C31H48O6)의 역가 (μg)

T

= 퓨시드산표준품의 역가  × 

S

푸시드산(C31H48O6)의 양〔mg (역가)〕
= 푸시드산수화물표준품의 양〔mg (역가)〕 × (AT /

A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인레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5 mol/L 인산용액·메탄올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5 mol/L 인산용액·메탄올

혼합액 (50 : 40 : 10)

혼합액(5 : 4 : 1)

유 량 : 1.2 mL/분

유 량 : 1.2 m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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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푸시드산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8000 단 이상, 1.2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푸시드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정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정

Formoterol Fumarate Tablets

Formoterol Fumarate Tablets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제

법 이 약은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을 가
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순도시험 1)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0.24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무수에탄올 10 mL를

0.24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99.5) 10 mL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얼음물에 식히고 원심분리한

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얼음물에 식히고 원심분

다. 위의 맑은 액 5 mL를 가지고 물 2 mL를 넣은 다음

리한다. 위의 맑은 액 5 mL를 가지고 물 2 mL를 넣은

탄산수소나트륨시액 1 방울 및 4-아미노안티피린용액

다음 탄산수소나트륨시액 1 방울 및 4-아미노안티피린

(1 → 100) 1 방울을 넣고 흔들어 섞고 다시 페리시안

용액(1 → 100) 1 방울을 넣고 흔들어 섞고 다시 페리

화칼륨시액 1 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등적색

시안화칼륨시액 1 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등

을 나타낸다.

적색을 나타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가지고 유리마개 원심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가지고 유리마개 원심분

리관에 넣고 에탄올·물혼합액 (1 : 1) 5.0 mL를 넣어

리관에 넣고 에탄올·물혼합액(1 : 1) 5.0 mL를 넣어

15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음 밀리포아 여과지로

15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녹인 다음 밀리포아 여과지로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포르모테롤푸마르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포르모테롤푸마르

산염수화물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해 둔다) 약 50

산염수화물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해 둔다)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넣어 녹여 50 mL로 한다. 이 액

mg을 정밀하게 달아 넣어 녹여 5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가지고 에탄올·물혼합액 (1 : 1)을 넣어 50

2.0 mL를 가지고 에탄올(95)·물혼합액(1 : 1)을 넣어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넣은 다음 에탄올·물혼합

5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넣은 다음 에탄올

액 (1 : 1)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95)·물혼합액(1 : 1)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액

액 및 표준액 각각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50 μL씩을 가지고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포르모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테롤푸마르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액의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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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C19H24N2O4)2·C4H4O4] 의 양(mg)
=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의 양 (mg)

T


××  × 
S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C19H24N2O4)2·C4H4O4] 의
양 (mg)
=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804.88 / 840.91) × (1 / 125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유량은 정량법에 따른다.

레스강관에 약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트리에탄올아민·인산·옥
탄설포에이드혼합액 (500 : 500 : 1 : 1 : 0.5)
유 량 : 0.7 mL/분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
아

가루로

한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C19H24N2O4)2· C4H4O4] 약 0.08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원심분리관에 넣고 에탄올·물혼합
액(1 : 1)을 초음파진탕기에서 15 분간 초음파 처리하
여 녹인 다음 에탄올·물혼합액 (1 : 1)을 넣어 10.0
mL로 하고 밀리포아 여과지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 (미리 수
분을 측정해 둔다)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제
제균일성시험항의 표준액조제법에 따라 조제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각 50 μL씩을 가지고
함량균일성시험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의 피크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C19H24N2O4)2·C4H4O4] 의 양(mg)
=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의 양 (mg)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
아 가루로 한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 약
0.2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취하여 염화나트륨용
액(1→500) 40 mL 및 디메틸포름아미드 20 mL를 가
하여 5 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염화나트륨용액(1→
500)을 가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을 0.45
μm 필터로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탈수물로 환
산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표준품 20 mg을 정
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디메틸포름
아미드를 가하여 녹인 후 정확하게 100 mL 로 한다. 이
액 10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디메틸포름아미드로 정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 를 정확하게 취
하여 디메틸포름아미드 10 mL 를 넣은 후 염화나트륨
용액(1→500)을 가하여 정확하게 100 mL 로 한다. 이
액을 0.45 μm 필터로 여과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각 5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포
르모테롤푸마르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T


× × × 
S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C19H24N2O4)2·C4H4O4] 의 양 (mg)
= 탈수물로 환산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840.92 / 804.898) × (1 / 1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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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에탄올(95)·0.05 mol/L 아세트산암모늄용액
(13 : 7)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정확하게 취하여 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의 이론단
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5000 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프리미돈

프리미돈

Primidone

Primidon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성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 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이 약 0.10 g을

3)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피리딘 2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넣고 다시 비스트리메틸실릴아세트아미드 1 mL를 넣

검액으로 한다. 따로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표

이 약 0.10 g을 정

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100 ℃에서 5 분간 가열한

준품 10 mg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다. 식힌 다음 피리딘을 넣어 10 mL로 하여 검액으

표준원액 (1)로 하고,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로 한다. 따로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표준품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원액 (2)

50 mg을 피리딘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로 한다. 표준원액 (2)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2-에틸-2-페닐

정확하게 넣고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말론디아미드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 10 μL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

라 시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따라 측정하여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의 양을 구

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할 때 QT는 QS보다 크

할 때 프리미돈에 대한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는

지 않다.

0.1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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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의 양 (%)
= (AT / AS) × (CS / W) ×0.002

AT : 검액 중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20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의 피
크면적

CS : 표준액 중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의 농도
(μg/mL)

W : 검체의 무게 (g)
내부표준액

:

스테아릴알코올의

피리딘용액(1

→

2000)

페노바르비탈 표준액 : 페노바르비탈 표준품 10 mg을
메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페노바르비탈
표준액으로 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5 nm)

칼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1.5 m인 관에 기체

칼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cm인 스테인레

크로마토그래프용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리

50

%

페닐메틸실리콘폴리머를

125 ∼ 1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규조토에 3

카겔을 충전한다.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칼럼온도 : 195 ℃ 부근의 일정 온도

유량 : 1.0 mL/분

운반기체 : 질소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수용액(1.36 →

유 량 : 스테아릴알코올의 유지시간이 8 ∼ 9 분이

올혼합액(65 : 35)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1000)․메탄

시스템의 성능 :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표준원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액 (2)와 페노바르비탈 표준액을 1:1 비율로 혼합한 용

으로 조작할 때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내부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더해 10 mL로

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며 분리도는 3이상이다.

한 용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2-에틸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피크면
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5 % 이하이다.
4) 유연물질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2-페닐말론디아미드, 페노바르비탈의 순서로 유출되
며 분리도는 2.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표준
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회 반복
할 때 2-에틸-2-페닐말론디아미드 피크면적의 상대
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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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 정 안

프리미돈 정

프리미돈 정

Primidone Tablets

Primidone Tablets

(생
제

행

략)

(현행과 같음)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프리미돈 (C12H14N2O2) 약

게 달아 가루로 한다. 프리미돈 (C12H14N2O2) 약 250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9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250 mL 용량플라

35 mL를 넣고 1 시간 끓인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스크에 넣고 메탄올 125 mL를 넣어 15 분간 초음파

내부표준액 5.0 mL를 넣고 에탄올(95)을 넣어 정확

처리한다. 20분 이상 흔들어 충분히 녹인 다음 메탄올

하게 50 mL로 하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하고 공경이 0.45 μm인

프리미돈표준품 (미리 105℃에서 2 시간 건조한다)

필터로 여과하여 처음 여액 5 mL는 버린다. 여과한 액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95) 35 mL를 넣

2.5 mL에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고 1 시간 끓인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내부표준액

다. 따로 프리미돈 표준품 (미리 105℃에서 2 시간 건

5.0 mL를 넣고 에탄올(95)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조한다)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50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3 μL씩을

mL로 하고 이를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액 1 mL에 이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프리미돈의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
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프리미돈의
피크면적비 AT 및 AS를 구한다.

프리미돈 (C12H14N2O2)의 양 (mg)



= 프리미돈표준품의 양  × 


프리미돈 (C12H14N2O2)의 양 (%)



= 100 ×   ×  

AT : 검액 중 프리미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프리미돈의 피크면적
CS : 표준액 중 프리미돈의 농도 (μg/mL)
CT : 검액 중 프리미돈의 농도 (μg/mL)
내부표준액 : 안드로스테론의 에탄올(95)용액 (1 →
100)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0 nm)

칼 럼 : 안지름 약 4.0 mm, 길이 약 120 cm인

관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에 50% 페닐 - 50 % 메틸폴리실록산을 10 %의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

비율로 피복시킨 규조토를 충전한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약 260 ℃

칼럼온도 : 35 ℃

검출기 및 검체도입부 온도 : 약 310 ℃

유 량 : 1.0 m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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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운반기체 : 헬륨

행

개 정 안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수용액(6.8 ⟶

유 량 : 40 mL/분

1000)․테트라

히드로푸란․메탄올 혼합액(130 : 1 : 7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이론단수는 3000 이상이며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프리미돈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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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1부 신설(안)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중 세프라딘수화물의 경우, 기존의 세프라딘수화물로 표기되었던 세프라딘
이수화물의 의약품명을 세프라딘이수화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세프라딘일수화물의 신설을 제안하였
다.

세프라딘일수화물
Cefradine Hydrate

넣는다 (10 ppm 이하).
2) 비소 이 약 2.0 g을 달아 제 4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1 ppm 이하).
3) 세팔렉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식에 따라
세팔렉신의 양을 구한다 (5.0 % 이하).
세팔렉신 (C16H17N3O4S)의 양 (%)
= (AT / AS) × 100

C16H19N3O4S·H2O : 367.43
(6R,7R)-7-[2-Amino-2-(cyclohexa-1,4-dien

AT : 검액에서 얻은 세팔렉신 피크면적
AS : 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1-yl)aceamido]-3-methyl-3,4-didehydrocepha
m-4-carboxylic acid monohydrate [31828-50-9]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에 대하여
900 ~ 1050 μg (역가)을 함유한다. 다만, 이 약의 역
가는 세프라딘 (C16H19N3O4S : 349.40)으로서 양을 질

수

분

엔도톡신

6 % 이하 (0.2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주사제의 제조에 쓰이는 경우 세프라딘 1 mg

당 0.20 EU 미만이다.
정 량 법

이 약 및 세프라딘표준품 약 50 mg (역가)씩

량 (역가)으로 나타낸다.

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성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20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성 가루이

며 냄새는 없든가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이 약은 물에 조금 녹고 메탄올에 녹기 어려우며 에탄올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식에 따라 세프라딘의

(95)에 매우 녹기 어렵고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

양을 구한다.

다.
확인시험

이 약 및 세프라딘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세프라딘 (C16H19N3O4S)의 양 [μg (역가)]
= 세프라딘표준품의 양 [mg (역가)] × (AT / AS) ×
1000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다만, 스펙트럼
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각각을 메탄올에 녹인 다음 건조
하여 그 잔류물들을 가지고 시험을 반복한다.
결 정 성

시험할 때 적합하다.

AT : 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세프라딘과 세팔렉신 합계면적

pH 이 약 0.1 g을 물 10 mL에 녹인 액의 pH는 3.5 ~
조작조건

6.0이다.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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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84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메탄올·0.5 mol/L 아세트산나트륨·0.7
mol/L 아세트산혼합액(782 : 200 : 15 : 3)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라딘에 대한 세팔렉신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8이며 두 피크 사이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라딘 피크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시스템적합성용액 : 세프라딘표준품 및 세팔렉신표준
품을 적당량 달아 이동상에 녹여 각각 1 mL 당 0.5 mg
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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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2부 방사성의약품 개정(안) - 의견수렴용
대한민국약전 제2부에 실려있는 방사성의약품 27 품목에 대하여 현재 표지된 방사성동위원소의 표기
법을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 Sciences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
으며, 화학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일반명으로 개정하
였다.

현

행

개 정 안

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F-18]플루데옥시글루코스 주사액

주사액

[F-18]Fludeoxyglucose Injection

2-Deoxy-2-fluoro-D-glucose( F)
18

Injection

C6H1118FO5 : 181.15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플루오르-18을 2-데옥시
-2-플루오로-D-글루코스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불소-18을 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플루오르-18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사한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능
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얻거나 또는 유 제

방법을

사용하여

플루오르-18을

얻은

법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하

다음

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소-18

1,3,4,6-테트라아세틸-2-O-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닐-

을 얻은 다음 상이동촉매와 알칼리금속 이온을 사용하

β-D-만노피라노스와 친핵치환반응으로 1,3,4,6-테트

여 활성화한 후 1,3,4,6-테트라아세틸-2-O-트리플루

라아세틸-2-데옥시-2-플루오로-β-D-글루코스

오로메탄설포닐-D-만노피라노스와 친핵치환반응에 의

18

( F)를 합성하고 가수분해하여 아세틸기를 제거하고

하여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루오로-D-글루코스를 합성하고 가수분해하여 아세틸기

[F-18]1,3,4,6-테트라아세틸-2-데옥시-2-플

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2)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토니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이 약을

트릴·물혼합액(9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

가지고 아세토니트릴·물 혼합액(19 : 1)을 전개용매로

토그래프법에따라

2-데옥시-2-플루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F-18]

-D-글루코스( F) 반점 (Rƒ 값 약 0.4) 이외의 방사

플루데옥시글루코스 반점 (Rƒ 값 약 0.4 ~ 0.6) 이외의

시험할 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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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또는 액체크로마

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 이핵종 (생략)

2) 이핵종 (현행과 같음)

3) 화학적이물

3) 화학적이물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을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을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크립토픽스)를 사용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 (크립토픽스)를 사용

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에

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사이클로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사이클로

[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수에 녹여 약 50 μ

[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주사액에 녹여 약 50

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액(9 : 1)을

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 혼합액(9 :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요오드 결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린다. 요오

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덮은

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표준액과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표준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액과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않다.

진하지 않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을 가지고 미리 요오드화백금산염 시약에 담갔다 꺼
내 건조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박층판에 점
적한다. 점적 1분 후에 색의 변화를 관측할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3-요오드벤질구아니딘(131I) 주사액
3-Iodobenzylguanidine(

I) Injection

131

시험할 때 적합하다.

[I-131]이오벤구안 주사액
[I-131]Iobenguane Injection

3-요오드벤질구아니딘(131I) 주사액
C8H10131IN3 : 278.99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31을 3-요오도벤
질구아니딘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31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31을 이오벤구안의
형태로 함유하며, 담체로서 이오벤구안을 포함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31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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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비방사능은 시험당시 3-요오도벤질구아니딘 1
mg에 대하여 111 ∼ 185 MBq 이다.
제

법

이 약의 비방사능은 시험당시 이오벤구안 1 mg에 대하
여 111 ∼ 185 MBq 이다.

이 약은 3-요오도벤질구아니딘의 요오드 원자 제

이 약은 이오벤구안의 요오드 원자를 요오드

법

를 요오드-131로 치환하고, 미반응의 요오드-131 및

-131로 치환하고, 미반응의 요오드-131 및 유리한 요

유리한 요오드를 제거하여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

오드를 제거하여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

에 따라 만든다.

든다.

성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7.22
∼ 8.82 일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5.0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pH 4.5 ∼ 7.5
요오드화나트륨 0.5 g, 요오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요오드화나트륨 0.5 g,

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5.0 g을 물에 녹

요오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5.0 g을 물에

여 1 L로 한다. 이 액의 적량을 담체로 하고 80 % 메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의 적량을 담체로 하고

탄올용액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80 % 메탄올용액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

따라 약 10 cm 전개할 때 3-요오도벤질구아니딘

프법에 따라 약 10 cm 전개할 때 [I-131]이오벤구안

131

(

I)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
131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I) 반점은 3-요오

[I-131]이오벤구안 반점은 이오벤구안황산염의 생리식

도벤질구아니딘황산염의 생리식염액용액 (1 → 200)의

염주사액(1 → 200)의 적량을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여

적량을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여 티민·1-나프톨시액을

티민·1-나프톨시액을 반복하여 뿌리고 건조한 다음

반복하여 뿌리고 건조한 다음 희석시킨 차아염소산나트

희석시킨 차아염소산나트륨시액(1 → 5)을 뿌렸을 때의

륨시액 (1 → 5)을 뿌렸을 때의 정색으로 확인한다. 다

정색으로 확인한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다. 다만, 3-요오도벤질구아니딘(

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겔을 써서 만든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

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
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31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 % 이하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
Sodium Pertechnetate (

99m

Tc) Injection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Tc-99m]Sodium Pertechnetate Injection
Na99mTcO4 : 185.89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과테크
네튬산나트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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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법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 제 제

제

너레이터 또는 이에 따라 제조한 제너레이터로부터 생
리식염액으로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을

용출시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제너레이터 또는 이에 따라 제조한 제너레이터로부터
생리식염주사액으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을

용출시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순도시험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현행과 같음)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75 % 메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물·메탄

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올혼합액 (1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

약 3 시간 전개할 때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반점

프법에 따라 약 3 시간 전개할 때 [Tc-99m]과테크네

(Rƒ 값 약 0.6 ~ 0.7)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튬산나트륨 반점 (Rƒ 값 약 0.6 ~ 0.7) 이외의 방사능

% 이하이다.

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2) 몰리브덴-99 (생략)

2) 몰리브덴-99 (현행과 같음)

3) 알루미늄

3) 알루미늄

이 약 3.0 mL 및 알루미늄표준액 1.5

이 약 3.0 mL 및 알루미늄표준액 1.5

mL를 취하여 각각 물 2 mL, 3.5 mL 및 용시 조제한

mL를 취하여 각각 물 2 mL, 3.5 mL 및 쓸 때 만든

L-아스코르브산용액 (1 → 20) 2.4 mL 씩을 넣고 흔

L-아스코르브산용액 (1 → 20) 2.4 mL 씩을 넣고 흔

들어 섞어 15 분간 방치한다. 다음 각각에 물 5 mL 및

들어 섞은 다음 15 분간 방치한다. 다음 각각에 물 5

암모니아수(28)를 넣어 pH를 8로 조정하고 묽은염산을

mL 및 암모니아수 (28)를 넣어 pH를 8로 조정하고 묽

넣어 pH를 7로 조정한다. 여기에 아세트산·아세트산나

은염산을 넣어 pH를 7로 조정한다. 여기에 아세트산·

트륨완충액(pH 3.8) 5 mL, 알루미논시액 1 mL및 물

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pH 3.8) 5 mL, 알루미늄시액 1

을 넣어 25.0 mL로 하고 20 분간 방치하여 각각 검액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고 20 분간 방

및 표준액으로 한다. 따로 물 5.0 mL에 용시 조제한

치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따로 물 5.0 mL

L-아스코르브산용액 (1 → 20) 2.4 mL를 넣고 같은

에 쓸 때 만든 L-아스코르브산용액(1 → 20) 2.4 mL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

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액을 대조로 하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층장 1 cm, 파장 530 nm에서 흡

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층장 1 cm, 파장

광도를 측정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보

5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

다 작다 (10 ppm 이하).

액의 흡광도보다 작다 (10 ppm 이하).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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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 제너레이터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Sodium Pertechnetate (99mTc) Injection

제너레이터

Generator

[Tc-99m]Sodium Pertechnetate Injection
Generator

이 약은 제너레이터로 몰리브덴-99를 몰리브덴산암모 이 약은 제너레이터로 몰리브덴-99를 몰리브덴산암모
늄 또는 몰리브덴산나트륨의 형으로 적당한 칼럼에 충전 늄 또는 몰리브덴산나트륨의 형으로 적당한 칼럼에 충전
한 알루미나에 흡착시키고 여기에 과테크네튬산나트륨 한 알루미나에 흡착시키고 여기에 [Tc-99m]과테크네
(99mTc)주사액을 용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 및 불 튬산나트륨 주사액을 용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 및
필요한 피폭을 피하기에 충분한 차폐 장치를 합한 것이 불필요한 피폭을 피하기에 충분한 차폐 장치를 합한 것
다.
이다.
이 약의 칼럼에 생리식염수를 통하게 하여 과테크네튬 이 약의 칼럼에 생리식염주사액을 통하게 하여
산나트륨(99mTc)주사액을 용출할 수 있다. 이 약 중에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을 용출할 수 있
함유된 몰리브덴-99와 테크네튬-99m가 방사평형으로 다. 이 약 중에 함유된 몰리브덴-99와 테크네튬-99m
있을 때 이 약의 사용방법에 따라 이 약으로부터 용출되 가 방사평형으로 있을 때 이 약의 사용방법에 따라 이
는 과테크네튬산나트륨 (99mTc)주사액은 정량할 때 시 약으로부터 용출되는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
험당시 표시된 몰리브덴-99 방사능의 60.0 ~ 110.0 사액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몰리브덴-99 방사능
%를 함유한다.
의 6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적당한 칼럼에 적당량의 알루미나를 제
99

법

이 약은 적당한 칼럼에 적당량의 알루미나를

충전하고 이 알루미나에 몰리브덴산염( Mo)액을 넣어

충전하고 이 알루미나에 [Mo-99]몰리브덴산염액을 넣

흡착시킨 것을 세정액으로 잘 세척하여 멸균한 다음 그

어 흡착시킨 것을 세정액으로 잘 세척하여 멸균한 다음

밖의 장치와 합하여 제너레이터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그 밖의 장치와 합하여 제너레이터의 제법에 따라 만든
다.

용출액시험

이 약의 사용법에 따라 이 약으로부터 용출 용출액시험
99m

되는 액은「과테크네튬산나트륨(

Tc) 주사액」의 성

되는 액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의 성

상, 확인시험, pH 및 순도시험에 적합하다.
저 장 법 (생략)

이 약의 사용법에 따라 이 약으로부터 용출

상, 확인시험, pH 및 순도시험에 적합하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트르산갈륨(67Ga) 주사액

[Ga-67]시트르산갈륨 주사액

Gallium( Ga) Citrate Injection

[Ga-67]Gallium Citrate Injection

67

C6H567GaO7 : 255.93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갈륨-67을 시트르산갈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갈륨-67 방사능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갈륨-67을 시트르산갈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갈륨-67 방사능

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염화갈륨(67Ga)과 시트르산나트륨용 제
법
이 약은 [Ga-67]염화갈륨과 시트르산나트륨
액을 반응시켜 시트르산갈륨(67Ga)을 생성시킨 다음 주 용액을 반응시켜 [Ga-67]시트르산갈륨을 생성시킨 다

제

법

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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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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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77 ~
79 시간이다.
2)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0.1 mol/L 시트르산나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0.1

트륨·에탄올(95)혼합액(5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

mol/L 시트르산나트륨·에탄올(95)혼합액 (5 : 3)을

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3 시간 전개하여 시험할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67

때 시트르산갈륨( Ga)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

때 [Ga-67]시트르산갈륨 반점 (Rf 값 약 0.7 ~ 0.9)

의 2 % 이하이다 (Rf = 0.7 ~ 0.9)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2 % 이하이다.

2) 아연

2) 아연

이 약 0.05 mL에 물 0.75 mL 및 치몰블루

이 약 0.05 mL에 물 0.75 mL 및 티몰블루

시액 1 방울을 넣어 잘 흔들어 섞고 0.01 mol/L 암모

시액 1 방울을 넣어 잘 흔들어 섞고 0.01 mol/L 암모

니아로 pH 8.5로 조정하여 검액으로 하고 디에칠디치오

니아로 pH 8.5로 조정하여 검액으로 하고 디에틸디티오

카르바민산나트륨시액 0.05 mL 및 디티존·사염화탄소

카르바민산나트륨시액 0.05 mL 및 디티존·사염화탄소

시액 1 mL를 차례로 넣고 그 때마다 세게 흔들어 섞은

시액 1 mL를 차례로 넣고 그 때마다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여기에 황화나트륨시액 1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다음 여기에 황화나트륨시액 1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는다. 수분간 방치할 때 하층의 색은 비교액보다 진하

섞는다. 수 분간 방치할 때 하층의 색은 비교액보다 진

지 않다. 비교액에는 아연표준액 0.05 mL를 취하여 검

하지 않다. 비교액에는 아연표준액 0.05 mL를 취하여

액과 같이 조작한다 (5 ppm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5 ppm 이하).

3) 철

이 약 1.0 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묽은질산

3) 철 이 약 1.0 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묽은질산 6

6 mL 및 물에 넣어 20 mL로 하고 퍼옥시디황산암모

mL 및 물에 넣어 20 mL로 하고 퍼옥시디황산암모늄

늄 50 mg 및 치오시안산암모늄시액 5 mL를 넣어 차례

50 mg 및 티오시안산암모늄시액 5 mL를 넣어 차례로

로 흔들어 섞은 다음 1-부탄올 15 mL를 넣어 30 초

흔들어 섞은 다음 1-부탄올 15 mL를 넣어 30 초간

간 세게 흔들어 섞을 때 1-부탄올층의 색은 비교액보

세게 흔들어 섞을 때 1-부탄올층의 색은 비교액보다

다 진하지 않다. 비교액에는 철표준액 2.0 mL에 묽은질

진하지 않다. 비교액에는 철표준액 2.0 mL에 묽은질산

산 6 mL 및 물을 넣어 20 mL로 하고 이하 검액과 같

6 mL 및 물을 넣어 20 mL로 하고 이하 검액과 같이

이 조작한다 (20 ppm 이하).

조작한다 (20 ppm 이하).

4) 중금속

이 약 2.0 mL를 취하여 묽은초산 0.2 mL

4) 중금속

이 약 2.0 mL를 취하여 묽은아세트산 0.2

및 물에 넣어 5 mL로 하고 황화나트륨시액 1 방울을

mL 및 물에 넣어 5 mL로 하고 황화나트륨시액 1 방울

넣어 섞고 5 분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비교액보다 진

을 넣어 섞고 5 분간 방치할 때 액의 색은 비교액보다

하지 않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0.1 mL를 취하여 묽은

진하지 않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0.1 mL를 취하여 묽

초산 0.2 mL 및 물을 넣어 5 mL로 하고 이하 검액과

은아세트산 0.2 mL 및 물을 넣어 5 mL로 하고 이하

같이 조작한다 (0.5 ppm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0.5 ppm 이하).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삭제>
<삭제>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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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르캅토숙신산

디메르캅토숙신산

meso-2,3-Dimercaptosuccinic acid

Dimercaptosuccinic Acid

C4H6O4S2 :
상

: 182.22

(현행과 같음)

(생략)
성

C4H6O4S2

182.221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으로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으로

냄새는 없다.

냄새는 없다.

이 약은 알코올 및 에텔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칼리용

이 약은 알코올 및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칼리

액에는 잘 녹는다.

용액에는 잘 녹는다.

이 약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융

점

확인시험

(생략)
1) (생략)

융

점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1 g을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00 mL

2) 이 약 1 g을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00 mL

에 넣어 녹인 다음 그 20 mL를 취하여 니트로프루싯나

에 넣어 녹인 다음 이 액 20 mL를 취해 니트로프루싯

트륨시액 0.2 mL를 넣어 흔들어 섞을 때 곧 자색을 나

나트륨시액 0.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을 때 곧 자색을
나타낸다.

타낸다.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2) 비소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이 약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암모니아 정 량 법 이 약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암모니아수
수 1 mL에 넣어 검액으로 한다. 이 액에 0.2 mol/L 질 1 mL에 넣어 검액으로 한다. 이 액에 0.2 mol/L 질산
산을 넣어 pH를 약 5로 조정한 후 디티존 (0.0005 % 을 넣어 pH를 약 5로 조정한 후 디티존 (0.0005 % 클

정 량 법

클로로포름용액) 20 mL를 넣고 0.01 mol/L 질산은용

로로포름용액) 20 mL를 넣고 0.01 mol/L 질산은용액

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디티존층의 색

으로 적정한다. 다만, 적정의 종말점은 디티존층의 색이

이 어두운 녹색으로부터 등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어두운 녹색으로부터 등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디메르캅토숙신산의 양(%)
= [ 10.846 × (A - B) ×f ] / 검체 취한 양 (mg)
× 100

A : 본시험에 소비된 0.01 mol/L 질산은의 양 (mL)
B : 공시험에 소비된 0.01 mol/L 질산은의 양 (mL)
f : 0.01 mol/L 질산은의 규정도계수
저 장 법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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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본시험에 소비된 0.01 mol/L 질산은의 양 (mL)
: 공시험에 소비된 0.01 mol/L 질산은의 양 (mL)

f : 0.01 mol/L 질산은의 규정도계수
저 장 법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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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르캅토숙신산테크네튬(99mTc) 주사액

[Tc-99m]디메르캅토숙신산테크네튬 주사액

Technetium(99mTc) Dimercaptosuccinic acid

[Tc-99m]Technetium Dimercaptosuccinate

Injection

Injection
C8H8O9S499mTc : 475.31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디메르
캅토숙신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디메르
캅토숙신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방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99m
제
법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 ( Tc)주사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석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Ⅱ)이수화물 및 디메르캅토숙신산을 섞어서 주사제의

(Ⅱ)이수화물 및 디메르캅토숙신산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제법에 따라 만든다.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순도시험

pH (현행과 같음)
방사화학적이물

아세톤을 전개용매로 하여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톤을 전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15 분간 전개하여 시

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험할 때 원점부근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

원점부근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산화알루미늄을 써서 만든다.

다만, 박층판은 산화알루미늄을 써서 만든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삭제>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삭제>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틸렌디포스폰산

메드론산

Methylenediphosphonic Acid

Medronic Acid

H2O3P-CH2-PO3H2

H2O3P-CH2-PO3H2

CH6O6P2 : 176.00 메틸렌디포스폰산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메틸렌디포스폰산

CH6O6P2 : 176.00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메드론산(CH6O6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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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6O6P2) 99.0 ~ 101.0 % 를 함유한다.

99.0 ~ 101.0 % 를 함유한다.
상 이 약은 흰색의 무정형 또는 결정성 가루이며,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며, 물에 잘 녹는 성
물에 잘 녹고 에탄올에 조금 녹으며 디클로로메탄에는
다.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 50 mg을 황산 10 mL에 녹인 다음 이 확인시험 1) 이 약 및 메드론산 표준품의 핵자기공명스
액 1 mL를 취하여 마개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딤로쓰 펙트럼측정용 중수용액(1 → 10)을 가지고 핵자기공명
형 냉각관을 장치하여 흰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한 다 스펙트럽측정용테트라메틸실란을 내부표준물질로 하여
1
음 30 분간 끓인다. 이 액을 식힌 다음 물을 넣어 3 핵자기공명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H을 측정해서 비교

확인시험

mL로 하고, 8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를 5

한다.

~ 7로 한다. 이 액 1 mL를 시험관에 넣고, 몰리브덴산

2) 이 약 및 메드론산 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

암모늄아세트산용액 1 mL를 넣어 가열할 때 노란색의

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

침전이 생기고, 수산화나트륨시액 1 mL를 넣으면 침전

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이 사라진다.
융

융

점 (생략)

점 (현행과 같음)

이 약 1 g을 물 20 mL에 넣어 순도시험 인산염 이 약의 수용액(1→100) 10 mL을
전체 100 mL이 되도록 물로 희석하고 이 액 1 mL을
녹일 때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중금속 이 약 1.0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조작 전체 100 mL이 되도록 물로 희석하였을 때 1.0 % 이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하이다.

(20 ppm 이하).
3) 비소

이 약 0.5 g을 달아 제 3 법에 따라 조작하

여 시험한다 (4 ppm 이하).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틸렌디포스폰산테크네튬(99mTc) 주사액

[Tc-99m]메드론산테크네튬 주사액

Technetium (99mTc) Methylenediphosphonic

[Tc-99m]Technetium Medronate Injection

Acid Injection
메틸렌디포스폰산테크네튬(99mTc) 주사액

C2H8O14P499mTc : 478.88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메틸렌
디포스폰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메드론
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과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이수화물 및 메틸렌디포스폰산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

(Ⅱ)이수화물 및 메드론산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에

에 따라 만든다.

따라 만든다.

성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Ⅱ)

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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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7.8

pH 5.0 ~ 7.5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1-부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생리식염주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40 분간 전개할 때 원

액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점 부근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

험할 때 원점부근의 방사능 (시험1)은 가수분해된 테크

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

네튬-99m과

든다.

물·메탄올혼합액 (15 : 85)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

[Tc-99m]주석콜로이드테크네튬이다.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Rf가 0.6~0.8 부근의
방사능 (시험2)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이다.
시험1에서

원점부근의

방사능과

시험2에서

Rf가

0.6~0.8 부근의 방사능의 합이 총방사능의 10 % 이하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스타미비

세스타미비

Sestamibi

Sestamibi

C24H44BCuF4N4O4 : 602.99

C24H44NBCuF4N4O4 : 602.97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세스타미비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세스타미비 99.0 ~

(C24H44NBCuF4N4O4) 99.0 ~ 101.0 %를 함유한다.

101.0 %를 함유한다.

성

성

상 (생략)

확인시험 1) 테트라플루오르보레이트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테트라플루오르보레이트 (현행과 같음)

2) 구리 (생략)

2) 구리 (현행과 같음)

3) 세스타미비 (생략)

3) 세스타미비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이 약 및 세스타미비표준품 약 10 mg씩을 정 정 량 법 이 약 및 세스타미비표준품 약 10 mg씩을 정
밀하게 달아 물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밀하게 달아 물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 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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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각 액의 세스타미비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

험하여 각 액의 세스타미비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

정한다.

정한다.

세스타미비 (C24H44NBCuF4N4O4)의 양 (mg)

세스타미비(C24H44BCuF4N4O4)의 양 (mg)
= 세스타미비표준품의 양 (mg) × (AT 및 AS)

T

= 세스타미비표준품의 양 (mg) ×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동 상 : 메탄올·7.5 mmol/L 황산암모늄혼합액(70

이 동 상 : 메탄올·7.5 mmol/L 황산암모늄혼합액 (7

: 30)

: 3)

유 량 : 1.5 mL/분

유 량 : 1.5 mL/분
저 장 법 밀봉용기.

저 장 법 밀봉용기.

엑사메타짐

엑사메타짐

Exametazime

Exametazime

C13H28N4O2 : 272.39
(생략)

C13H28N4O2 : 272.39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융

점 (생략)

융

점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생략)

2) 비소 (현행과 같음)

3) 붕소

3) 붕소

이 약을 건조한 다음 약 0.1 g을 달아 10

이 약을 건조한 다음 약 0.1 g을 달아 10 %

% 수산화나트륨용액 1 mL에 넣어 녹이고 적외선 램프

수산화나트륨용액 1 mL에 넣어 녹이고 적외선 램프를

를 써서 15 시간 동 증발건고한다. 유기물질이 분해되

써서 15 시간 동안 증발건고한다. 유기물질이 분해되고

고 반응이 끝날 때까지 버너에서 빠르게 가열한 다음

반응이 끝날 때까지 버너에서 빠르게 가열한 다음 식히

식히고 물 0.1 mL를 넣고 쿠르쿠민시액 3 mL를 넣는

고 물 0.1 mL를 넣고 쿠르쿠민시액 3 mL를 넣는다.

다. 이 때,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시 주위

이 때,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시 주위를 두

를 두르며 흘려준다. 저온의 분젠버너를 써서 가온하며

르며 흘려준다. 저온으로 가온하며 잘 저어 잔류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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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봉으로 잘 저어 잔류물 (흑색의 탄소잔류물이

색의 탄소잔류물이 남아 있을 것임)을 녹인다. 약 10

남아 있을 것임)을 녹인다. 약 10 분간 실온에 방치하

분간 실온에 방치하고 완전히 녹았는지 확인한다. 두 개

고 완전히 녹았는지 확인한다. 두 개의 백금접시를 써서

의 백금접시를 써서 그 중 한 개는 50 μg/mL의 붕소

그 중 한 개는 50 μg/mL의 붕소 표준액 0.1 mL를 담

표준액 0.1 mL를 담고 다른 한 개에는 물 0.1 mL를

고 다른 한 개에는 물 0.1 mL를 담는다. 각각에 쿠르쿠

담는다. 각각에 쿠르쿠민시액 3 mL씩을 천천히 넣고

민시액 3 mL 씩을 천천히 넣고 넣는 동안 계속 교반한

넣는 동안 계속 교반한다. 다 넣은 다음 1 분 동안 저어

다. 다 넣은 다음 1 분 동안 저어준다. 약 15 분간 실

준다. 약 15 분 간 실온에서 방치한다. 3 개의 100 mL

온에서 방치한다. 3 개의 100 mL 용량플라스크와 플라

용량플라스크와 플라스틱 여과기를 준비하여 첫 번째

스틱 여과기를 준비하여 첫 번째 접시에 메탄올 10 mL

접시에 메탄올 10 mL를 천천히 넣고 내용물을 교반하

를 천천히 넣고 내용물을 교반하여 메탄올층에 산을 희

여 메탄올층에 산을 희석시킨 다음 상층을 첫 번째 플

석시킨 다음 상층을 첫 번째 플라스틱에 옮긴다. 세액이

라스틱에 옮긴다. 세액이 맑아질 때까지 메탄올로 접시

맑아질 때까지 메탄올로 접시를 계속 세척하여 플라스

를 계속 세척하여 플라스크에 옮긴다. 두 번째, 세 번째

크에 옮긴다. 두 번째, 세 번째 접시도 과정을 반복한다.

접시도 과정을 반복한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에 메탄올로

플라스크의 내용물에 메탄올로 표선을 채우고 잘 섞는

표선을 채우고 잘 섞는다. 검액 부분을 여과하고 자외가

다. 검액 부분을 여과하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검액과 표준액의 흡광도를

라 검액과 표준액의 흡광도를 500 nm에서 측정할 때

500 nm에서 측정할 때 검액 중 붕소의 함량은 50 μ

검액 중 붕소의 함량은 50 μg/g 이하이다.

g/g 이하이다.

검액 중 붕소의 함량 (μg/g 엑사메타짐)
=

검액 중 붕소의 함량 (μg/g 엑사메타짐)
= 검액의 흡광도 (AT) / 표준액의 흡광도 (AS) × 50

검액의 흡광도T 
× 50

표준액의 흡광도S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건조하여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
아 아세트산 50 mL에 녹여 0.1 mol/L 과염소산으로 아 아세트산 50 mL에 녹여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

정 량 법

법으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법으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13.620 mg C13H28N4O2

0.1 mol/L 과염소산 1 mL = 13.62 mg C13H28N4O2
저 장 법 밀폐용기.

저 장 법 (생략)

염산 N-이소프로필-4-요오도암페타민(123I)

[I-123]이오페타민 주사액

주사액

[I-123]Iofetamine Injection

N-Isopropyl-4-iodoamphetamine( I)
123

Hydrochloride Injection

염산 N-이소프로필-4-요오도암페타민(123I) 주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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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H18123IN: 299.18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23을 N-이소프로
필-4-요오도암페타민염산염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23을 이오페타민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 의 형태로 함유한다.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
제
법 이 약은 제논-124에 양성자를 쪼여 생성된 세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슘-123 및 제논-123의 붕괴로 얻어지는 요오드-123 제
법 이 약은 제논-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성
을 N-이소프로필-4-요오도암페타민염산염의 요오드 된 세슘-123 및 제논-123의 붕괴로 얻어지는 요오드
원자와 치환시킨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123을 이오페타민의 요오드 원자와 치환시킨 다음 주
성

상 (생략)

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2.7
2)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 13.7 시간이다.

pH 4.0 ~ 7.0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이 약을 가지고 클로로포 pH 4.5 ∼ 7.0
름·메탄올·아세트산(100)혼합액(84 : 15 : 1)을 전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메탄올·
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물·아세트산(100)혼합액 (800 : 200 : 1)을 전개용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N-이소프로필-4-요오도암페타민(123I)염산염 반점 이

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외의 방사능은 총 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N-이

[I-123]이오페타민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소프로필-4-요오도암페타민(123I)염산염 반점은 N-이

5 % 이하이다. [I-123]이오페타민 반점은 이오페타민

소프로필-4-요오도암페타민염산염용액(1

→ 100)을

용액(1 → 100)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박층판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박층판을 요오드 증기에 노출

요오드 증기에 노출시켰을 때의 정색으로 확인한다. 다

시켰을 때의 정색으로 확인한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

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든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

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할

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이외의 방사능은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의 방사능 이외의 방사

총방사능의 0.3 %이하이다.

능은 총방사능의 1 % 이하이다.

3) 포름산 (생략)
4) 구리 (생략)

3) 포름산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4) 구리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염화탈륨 (201TI) 주사액

[Tl-201]염화탈륨 주사액

Thallous( Tl) Chloride Injection

[Tl-201]Thallous Chloride Injection

201

20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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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약은 탈륨에 가속입자를 조사하여 생성되는 제

법

이 약은 탈륨에 가속입자를 조사하여 생성되는

납-201이 붕괴하여 얻어지는 탈륨-201을 분리하고

납-201이 붕괴하여 얻어지는 탈륨-201을 분리하고

염화탈륨(201TI) 액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

[Tl-201]염화탈륨 액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

라 만든다.
성

에 따라 만든다.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1 mol/L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토니

염산시액으로 포화한 다음 1-부탄올을 전개용매로 하

트릴·메탄올·염산·자일렌(100)혼합액 (17 : 5 : 2

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2 시간 전개하여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201

TI)의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

시험할 때 [Tl-201]염화탈륨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방사능의 5% 이하이다. 다만, 염화탈륨의 반점은 염화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염화탈륨의 반점은 염

시험할 때 염화탈륨(

탈륨용액(1 → 250)을 동일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인몰

화탈륨용액(1 → 4000)을 동일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리브덴산시액을 분무하고 여지를 말린 다음 브롬화수소

인몰리브덴산시액을 분무하고 여지를 말린 다음 브롬화

산용액(1 → 2)을 분무할 때 정색을 확인한다.

수소산용액(1 → 2)을 분무할 때 정색을 확인한다.

2) 이핵종 (생략)

2) 이핵종 (현행과 같음)

3) 구리 (생략)

3) 구리 (현행과 같음)

4) 탈륨 (생략)

4) 탈륨 (현행과 같음)

5) 중금속 (생략)

5) 중금속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요오드화나트륨(123I) 주사액

[I-123]요오드화나트륨 주사액

Sodium Iodide ( I) Injection

[I-123]Sodium Iodide Injection

123

화학식: NaI/분자량: 145.90

Na123I : 145.90

이 약은 요오드-123을 요오드화나트륨의 형태로 함유

이 약은 요오드-123을 요오드화나트륨의 형태로 함
유한다.

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사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

1) 이 약은 텔륨-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제

법

1) 이 약은 텔륨-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I)

생성된 요오드-123을 분리하여 [I-123]요오드화나트

형태로 만들어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륨 형태로 만들어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다.

만든다.

123

생성된 요오드-123을 분리하여 요오드화나트륨(

2) 이 약은 크세논-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성된

세슘-123과 크세논-123의 붕괴에 의해서 얻어진 요
123

오드-123을 분리하여 요오드화나트륨(

I) 형태로 만

2) 이 약은 제논-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성된 세
슘-123과 제논-123의 붕괴에 의해서 얻어진 요오드
-123을 분리하여 [I-123]요오드화나트륨 형태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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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어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상 이 약은 무색, 무취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성

상 이 약은 무색, 무취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 적당량에 대하여 감마선측정법의 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스펙트럼측

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59 MeV에서 극대

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59 MeV에서 극대를 나타낸

를 나타낸다.

다.

2)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요오드화물 반점에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2.7

방사능 극대를 볼 수 있다.

∼ 13.7 시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요오드화나트륨 0.5 g, 요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요오드화나트륨 0.5 g, 요
오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5.0 g을 물에

오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5.0 g을 물에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방울을 담체로 하고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 방울을 담체로 하

75 % 메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

고 75 % 메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

123

I)의

프법에 따라 전개할 때 [I-123]요오드화나트륨의 반점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에 따라 약 1 시간 전개할 때 요오드화나트륨(
123

I)의 반점은 전분시액, 묽은아세트산

[I-123]요오드화나트륨의 반점은 전분시액, 묽은아세트

및 아질산칼륨시액을 각각 고르게 뿌렸을 때의 정색으

산 및 아질산칼륨시액을 각각 고르게 뿌렸을 때의 정색

로 확인한다.

으로 확인한다.

요오드화나트륨(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할

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의 방사능은 95 % 이

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의 방사능은 95 %

상이다.

이상이다.
엔도톡신 (생략)
정 량 법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시험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략)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유효기간 검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삭제)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요오드화나트륨(131I) 액

[I-131]요오드화나트륨 액

Sodium Iodide ( I) Solution

[I-131]Sodium Iodide Solution

131

화학식: NaI/분자량: 153.90
이 약은 액제로 요오드-131을 요오드화나트륨의 형태
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31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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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131I : 153.90
이 약은 액제로 요오드-131을 요오드화나트륨의 형
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31 방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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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약은 요오드화나트륨(131I)을 정제한 다음 액 제

제

법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이 약은 [I-131]요오드화나트륨을 정제한 다

음 액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7.22
∼ 8.82 일이다.

2) 순도시험 2)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담체

(생략)

순도시험 1) 담체 (현행과 같음)

2) 방사화학적이물 (생략)

2) 방사화학적이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요오드화나트륨(131I) 캡슐

[I-131]요오드화나트륨 캡슐

Sodium Iodide (131I) Capsules

[I-131]Sodium Iodide Capsules
Na131I : 153.90

화학식: NaI/분자량: 153.90
(생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요오드화나트륨(

131

I)액을 가지고 캡슐 제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법

이 약은 [I-131]요오드화나트륨액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이 약 1 캡슐 그대로 또는 1 캡슐을 적량의 확인시험

1) 이 약 1 캡슐 그대로 또는 1 캡슐을 적량

온수에 녹인 액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트

의 정제수에 녹인 액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

로미터에

스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364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0.364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7.22
∼ 8.82 일이다.

2) 순도시험 2)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3)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담체 이 약 1 캡슐을 온수 6 mL에 녹인 액 순도시험

1) 담체

이 약 1 캡슐을 정제수 6 mL에 녹

에 염화철(Ⅲ)시액 2 ∼ 3 방울 및 클로로포름 1 mL를

인 액에 염화철(Ⅲ)시액 2 ∼ 3 방울 및 클로로포름 1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무색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층

이다.

은 무색이다.

2)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 1 캡슐을 적량의 온수에 녹

2) 방사화학적이물

인 액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요오드화나트륨

녹인 액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요오드화나트

0.5 g, 요오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5.0 g

륨 0.5 g, 요오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이 약 1 캡슐을 적량의 정제수에

을 물에 넣고 녹여 100 mL로 한다. 위의 액 1방울을

5.0 g을 물에 넣고 녹여 100 mL로 한다. 위의 액 1

담체로 하고 75 % 메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

방울을 담체로 하고 75 % 메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4시간 전개할 때 요오드산염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4 시간 전개할 때 요

반점의 방사능은 요오드화물 반점의 총 방사능의 5 %

오드산염 반점의 방사능은 요오드화물 반점의 총방사능

이하이고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염 반점 이외의 부분

의 5 % 이하이고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염 반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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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원점에 약간의 방사능을 인정할 수 있어도 그

의 부분에서는 원점에 약간의 방사능을 인정할 수 있어

외의 부분에서는 방사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요오

도 그 외의 부분에서는 방사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드화물 및 요오드산염의 반점은 위의 담체를 검체로 하

만,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염의 반점은 위의 담체를 검

여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 조작에 따라 확인한다.

체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 조작에 따라

전개한 여과지를 건조하여 유리관에 넣어 1 ∼ 2 분간

확인한다. 전개한 여과지를 건조하여 유리관에 넣어 1

황화수소를 통한 다음 플루오레세인나트륨용액 (1 →

∼ 2 분간 황화수소를 통한 다음 플루오레세인나트륨용

1000)을 뿌리고 그 위에 염소시액을 뿌릴 때 요오드화

액(1 → 1000)을 뿌리고 그 위에 염소시액을 뿌릴 때

물 및 요오드산이 정색한다. 전개한 여과지에 황화수소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이 정색한다. 전개한 여과지에

를 통하지 않고 플루오레세인나트륨용액 (1 → 1000)

황화수소를 통하지 않고 플루오레세인나트륨용액(1 →

을 뿌리고 그 위에 염소시액을 뿌릴 때 요오드화물만

1000)을 뿌리고 그 위에 염소시액을 뿌릴 때 요오드화

정색한다.

물만 정색한다.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정 량 법 이 약 1 캡슐 그대로 또는 1 캡슐을 적량의 온 정 량 법

이 약 1 캡슐 그대로 또는 1 캡슐을 적량의 정

수에 녹인 액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라

제수에 녹인 액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시험한다.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요오드화히푸르산나트륨(131I) 주사액

[I-131]요오도히푸르산나트륨 주사액

Sodium Iodohippurate( I) Injection

[I-131]Sodium Iodohippurate Injection

131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31을 2-요오도히
푸르산나트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도-131 방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31을 요오도히푸
르산나트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도-131 방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을 적용하지 않
는다.
제

이 약은 2-요오도히푸르산의 요오드 원자를 제

법

법

이 약은 요오도히푸르산의 요오드 원자를 요오

드-131로 치환하고 미반응의 요오드-131 및 유리된

리된 요오드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요오드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따라 만든다.

만든다.

성

요오드-131로 치환하고 미반응의 요오드-131 및 유

성

상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은 2-요오도히푸르산의 요오드 원자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
를 요오드-131로 치환하고 미반응의 요오드-131 및 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유리된 요오드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

0.364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에 따라 만든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7.22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 8.82 일이다.
pH (생략)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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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을 가지고 아세트산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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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벤젠·물혼합액(2 : 2 : 1)의 상층을 전개용

(100)·벤젠·물혼합액 (2 : 2 : 1)의 상층을 전개용

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3 시간 전

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개하여 시험할 때 2-요오도화히푸르산(131I) 반점 이

[I-131]요오도히푸르산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

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2-요

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I-131]요오도히푸르산 반

오도히푸르산(131I) 반점은 2-요오도히푸르산의 클로

점은 요오도히푸르산의 클로로포름용액(1 →100)을 같

로포름용액 (1 →100)을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여 브

은 방법으로 전개하여 브롬크레졸그린시액을 뿌렸을 때

롬크레졸그린시액을 뿌렸을 때의 정색으로 확인한다.

의 정색으로 확인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논(133Xe) 주사액

[Xe-133]제논 주사액

Xenon (133Xe) Injection

[Xe-133]Xenon Injection
133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제논-133을 용액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제논-133 방사능
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제논-133을 용액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제논-133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법 이 약은 제논-133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 제

법 이 약은 제논-133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
법에 따라 만든다.

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Xe : 132.91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4.5 ~ 8.0
순도시험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 순도시험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
선스펙트로미터에 의한 정량법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할 선스펙트로미터에 의한 정량법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할
때 시험 당시 제논-133 및 제논-133m 이외의 방사능

때 시험당시 제논-133 및 제논-133m 이외의 방사능

은 총방사능의 0.01 % 이하이다.

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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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산나트륨(51Cr) 주사액

[Cr-51]크롬산나트륨 주사액

Sodium Chromate (51Cr) Injection

[Cr-51]Sodium Chromate Injection
Na251CrO4 : 160.92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크롬-51을 크롬산나트륨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크롬-51을 크롬산나트륨의

의 형태로 함유한다.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크롬-51 방사능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크롬-51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의 비방사능은 크롬산나트륨 1 mg에 대하여

이 약의 비방사능은 크롬산나트륨 1 mg에 대하여 370

370 MBq 이상이다.

MBq 이상이다.
이 약은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 및 주사제의 불용성미
립자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 이 약은 크롬산나트륨(51Cr)을 정제한 다음 주 제

제

법

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이 약은 [Cr-51]크롬산나트륨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pH 5.5 ∼ 8.0

pH 5.5 ∼ 8.0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크롬산나트륨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크롬산나트륨

용액 (1 → 10) 1 방울을 담체로 하여 물·메탄

용액(1 → 10) 1

올·1-부탄올·벤젠혼합액(50 : 20 : 10 : 1)을 전개

모니아수(28)혼합액 (5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

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6 시간

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6

51

방울을 담체로 하여 물·에탄올·암
시간 전개할 때

전개할 때 크롬산나트륨( Cr)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Cr-51]크롬산나트륨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

총 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다만, 크롬산나트륨(51Cr)

의 10 % 이하이다. 다만, [Cr-51]크롬산나트륨 반점

반점은 그 색상으로 확인한다.

은 그 색상으로 확인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1) (생략)

정 량 법 1) (현행과 같음)

2) (생략)
저 장 법 (생략)

2)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테크네튬대응집인혈청알부민(99mTc) 주사액

[Tc-99m]테크네튬대응집알부민 주사액

Technetium (99mTc) Human Albumin

[Tc-99m]Technetium Macroaggregated

Macroaggregated Injection

Albumin Injection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테크네튬-99m을 테크네튬대
응집인혈청알부민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테크네튬-99m을 테크네튬
대응집알부민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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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제
99m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Tc) 주사액과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Ⅱ)

(Ⅱ)이수화물 및 대응집알부민현탁액을 섞어 주사제의

법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

이수화물 및 대응집인혈청알부민현탁액을 섞어 주사제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의 현탁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
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노란색의 현탁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펙

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물·메탄올혼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75 % 메탄올

합액 (1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

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2

에 따라 약 2 시간 전개할 때 원점부근 이외의 방사능

시간 전개할 때 원점부근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입도시험

이 약을 충분히 흔들어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

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입도시험

이 약을 충분히 흔들어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

시키고,

4,5,6,7-테트라클로로-2,4,5,7-테트라요오드

시키고, 4,5,6,7-테트라클로로-2,4,5,7-테트라요오드

플루오레세인나트륨용액(1 → 100) 1 ~ 2 방울을 넣

플루오레세인나트륨용액 (1 → 100) 1 ~ 2 방울을 넣

어 염색한 다음 그 일부를 취하여 현미경으로 입자경을

어 염색한 다음 그 일부를 취하여 현미경으로 입자경을

측정할 때 90 % 이상의 입자가 10 ~ 60 ㎛의 범위에

측정할 때 90 % 이상의 입자가 10 ~ 90 ㎛의 범위에

있고, 장경 100 ㎛ 이상의 입자는 함유하지 않는다.

있고, 장경 150 ㎛ 이상의 입자는 함유하지 않는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테트로포스민설포살리실산염

테트로포스민설포살리실산염

Tetrofosmin Sulfosalicylate

Tetrofosmin Sulfosalicylate

C32H52O16P2S2 : 818.82

C32H52O16P2S2 : 818.82

6,9-Bis(2-ethoxyethyl)-3,12-dioxa-6,9-diphos 6,9-Bis(2-ethoxyethyl)-3,12-dioxa-6,9-diphosp
hatetradecane 2-hydroxy-5-sulfobenzoic acid,
phatetradecane 2-hydroxy-5-sulfobenz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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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55-27-0]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테트로포스민설포 살
리실산염 (C32H52O16P2S2) 97.0 ~ 101.0 %를 함유한
다
성

상 (생략)

융

점 (생략)

개 정 안
[127455-27-0]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테트로포스민설포살리
실산염 (C32H52O16P2S2) 97.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2) 비소 (생략)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그 약 0.2 g을 정밀하게 달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아물 20 mL에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어 녹이고

0.02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

0.02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

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4

으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

방울).

액 4 방울).

0.02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0.02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16.38 mg C32H52O16P2S2

= 16.376 mg C32H52O16P2S2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테트로포스민테크네튬(99mTc) 주사액
Technetium (

이 약을 건조하여 그 약 0.2 g을 정밀하게 달

아 물 20 mL에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어 녹이고

99m

Tc) Tetrofosmin Injection

[Tc-99m]테트로포스민테크네튬 주사액
[Tc-99m]Technetium Tetrofosmin Injection

C36H80ClO10P499mTc : 931.28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테트로
포스민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테트로
포스민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방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Ⅱ)이수화물 및 테트로포스민설포살리실산염을 섞어

(Ⅱ)이수화물 및 테트로포스민설포살리실산염을 섞어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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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순도시험

pH (현행과 같음)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디클로로메 순도시험

탄․아세톤혼합액(13:7)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디클로로메

탄․아세톤 혼합액 (13 : 7)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

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15 분간 전개하여 시험한다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Tc-99m]테트로포스

(시험 1). 다만, 50 vol% 아세토니트릴을 전개용매로

민테크네튬 반점 (Rƒ 값 약 0.3 ∼ 0.7) 이외의 방사능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2 시간 전개한

은 박층상의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

다

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시험

2).

시험

1에서

테트로포스민테크네튬

(99mTc) 이외의 방사능은 박층상의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고, 시험 1에서 박층상의 총방사능에 대한 용매
선단부근의 방사능 비율과 시험 2에서 여과지상의 총
방사능에 대한 원점부근 방사능 비율의 합은 5 % 이
하이고, 시험 1에서 박층상의 총방사능에 대한 원점부
근의 방사능 비율과 시험 2에서 여과지상의 총방사능
에 대한 원점부근의 방사능 비율의 차는 10 % 이하
이다 (시험 1 : Rf = 0.3 ∼ 0.7, 시험 2 : Rf = 0.8
∼ 1.0).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피로인산테크네튬(99mTc) 주사액

[Tc-99m]피로인산테크네튬 주사액

Technetium (99mTc) Pyrophosphate Injection

[Tc-99m]Technetium Pyrophosphate
Injection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피로인산
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피로인
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법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과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Ⅱ)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이수화물 및 피로인산나트륨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에

(Ⅱ)이수화물 및 피로인산나트륨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

따라 만든다.

법에 따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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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행

개 정 안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메탄올·암모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메탄올·암모

니아시액혼합액(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

니아시액 혼합액 (1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

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2시간 전개할 때 원점 부근 이외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2 시간 전개할 때 원점부근 이

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피트산나트륨

피트산나트륨

Sodium Phytate

Sodium Phytate

Na2O3P

PO3Na2
O

Na2O3P

O

O

Na2O3P

O

O

O

PO3Na2

PO3Na2

C6H18O24P6·12Na : 935.91
Myo-inositol hexakis(dihydrogen phosphate) dodeca
sodium salt, [14306-25-3]
이 약을 정량할 때 피트산나트륨 (C6H18O24P6·12Na
) 95.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융

상 (생략)
점 58 ~ 60 ℃

pH (생략)
확인시험 1) (생략)
2)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2) 비소 (생략)
건조감량 (생략)
정 량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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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18O24P6·12Na : 935.91
Myo-inositol hexakis(dihydrogen phosphate) dodeca
sodium salt, [14306-25-3]
이 약을 정량할 때 피트산나트륨 95.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현행과 같음)

융점 58 ~ 60 ℃
pH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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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피트산테크네튬(99mTc) 주사액

[Tc-99m]피트산테크네튬 주사액

Technetium (99mTc) Phytate Injection

[Tc-99m]Technetium Phytate Injection

(생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

99m

Tc) 주사액과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Ⅱ)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이수화물 및 피트산나트륨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에

(Ⅱ)이수화물 및 피트산나트륨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따라 만든다.
성

성

상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생략)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생략)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스타미비테크네튬(99mTc)주사액
Technetium(

99m

Tc) Sestamibi Injection

[Tc-99m]세스타미비테크네튬 주사액
[Tc-99m]Technetium Sestamibi Injection

C36H66N6O699mTc : 777.87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헥사키스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세스타
(2-메톡시이소부틸이소니트릴) 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미비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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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

법

행

개 정 안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Ⅱ)이수화물 및 테트라키스 (2-메톡시이소부틸이소

(Ⅱ)이수화물 및 세스타미비를 섞고 가열한 다음 주사

니트릴) 테트라플루오로붕산구리(Ⅰ)를 섞고 가열한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략)

성

확인시험 1)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순도시험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현행과 같음)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토니트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토니트

릴·메탄올·0.5 mol/L 아세트산암모늄시액·테트라

릴·메탄올·0.5 mol/L 아세트산암모늄시액·테트라히

히드로푸란혼합액(4 : 3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드로푸란혼합액 (4 : 3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10 cm 전개하여 시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Tc-99m]세스

험할 때 헥사키스(2-메톡시이소부틸이소니트릴) 테크

타미비테크네튬 반점 (Rƒ 값 약 0.35 ∼ 0.55) 이외의

네튬(99mTc) 반점 (Rƒ 값 약 0.35 ∼ 0.55)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써서 만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써서 만

든다.

든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히드록시메틸렌디포스폰산테크네튬(99mTc)

[Tc-99m]옥시드론산테크네튬 주사액

주사액

[Tc-99m]Technetium Oxidronate Injection

Technetium (99mTc)
Hydroxymethylenediphosphonic Acid
Injection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옥시드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히드록
시메틸렌디포스폰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론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 제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

(Ⅱ)이수화물 및 히드록시메틸렌디포스폰산을 섞어 주

(Ⅱ)이수화물 및 옥시드론산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략)

확인시험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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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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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2)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생략)
순도시험

pH (현행과 같음)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염화암모늄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염화암모늄시

혼합액

액·10 mol/L 요소시액·아세트산(100)혼합액 (49 :

(49 : 49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

49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프법에 따라 약 10 cm 전개할 때 히드록시메틸렌디

라 약 10 cm 전개할 때 [Tc-99m]옥시드론산테크네

포스폰산테크네슘(99m

시액·10

mol/L

요소시액·아세트산(100)

약

튬 반점 (Rƒ값 약 0.9 ~ 1.0)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

0.90~1.00)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

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

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셀룰로오스를

프용셀룰로오스를 써서 만든다.

Tc)

반점(Rƒ값

써서 만든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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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2부 방사성의약품 신설(안) - 의견수렴용
방사성의약품으로서 중요한 것들 또는 국내에 제품화 되어 있는 방사성의약품 26종에 대하여 신설
(안)을 제안하였다. 방사성의약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 Sciences에
서 제시하는 방사성동위원소 표기법을 적용하였다.

[Tc-99m]엑사메타짐테크네튬 주사액

비율과 시험 2에서 박층상의 총방사능에 대한 용매 선

[Tc-99m]Technetium Exametazime

단부근의 방사능 비율의 합은 20 % 이하이고, 시험 2

Injection

에서 박층상의 총방사능에 대한 용매 선단부근의 방사
능 비율과 시험 3에서 여과지상의 총방사능에 대한 원
점부근의 방사능 비율의 합은 10 % 이하이며, 시험 3
에서 원점부근의 방사능은 여과지상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C13H25N4O399mTc : 384.27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테크네튬-99m을 엑사메타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짐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제

법

[I-123]요오드화나트륨 캡슐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

[I-123]Sodium Iodide Capsules

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제조한 주사용 염화
주석(II)이수화물 및 엑사메타짐을 섞어서 주사제의 제

Na123I : 145.90

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확인시험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 약은 캡슐제로 요오드-123을 요오드화나트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제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시험

1) 이 약 1 캡슐 그대로 또는 1 캡슐을 적량

의 정제수에 녹인 액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

pH 5.0 ~ 10.0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은 [I-123]요오드화나트륨액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5.52 ∼ 6.52 시간이다.

순도시험

법

2-부타논 및 생리식염주사

스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액을 각각의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때 0.159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따라 시험한다 (각각 시험 1 및 시험 2로 한다). 또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0 vol% 아세토니트릴을 전개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

12.7 ∼ 13.7 시간이다.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 3으로 한다). 시험
1에서 박층상의 총방사능에 대한 원점부근의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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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순도시험 1) 담체 이 약 1 캡슐을 정제수 6 mL에 녹

112

하여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인 액에 염화철(Ⅲ)시액 2 ∼ 3 방울 및 클로로포름
1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

성

층은 무색이다.

확인시험

2)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 1 캡슐을 적량의 정제수에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녹인 액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요오드화나

0.159 MeV에 피크를 확인한다.

트륨 0.5 g, 요오드산나트륨 1.0 g 및 탄산수소나트륨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0 g을 물에 넣고 녹여 100 mL로 한다. 위의 액 1

12.7∼ 13.7 시간이다.

방울을 담체로 하고 75 % 메탄올을 전개용매로 하여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1 시간 전개할 때 요

pH 7.0 ∼ 8.5

오드산염 반점의 방사능은 요오드화물 반점의 총방사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클로로

능의 5 % 이하이고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염 반점

포름·메탄올·초산(31)혼합액 (18 : 1 : 1)을 전개

이외의 부분에서는 원점에 약간의 방사능을 인정할 수

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있어도 그 외의 부분에서는 방사능이 확인되지 않는다.

[I-123]요오도히푸르산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

다만,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염의 반점은 위의 담체

능의 5 % 이하이다. 또한, [I-123]요오도히푸르산 반

를 검체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 조작에

점은 요오도히푸르산의 메탄올용액(1 → 50)을 같은

따라 확인한다. 전개한 여과지를 건조하여 유리관에

방법으로 전개하여 박층판을 요오드 증기에 노출시켰

넣어 1 ∼ 2 분간 황화수소를 통한 다음 플루오레세인

을 때의 정색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

나트륨용액(1 → 1000)을 뿌리고 그 위에 염소시액을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뿌릴 때 요오드화물 및 요오드산이 정색한다. 전개한

2) 이핵종

여과지에 황화수소를 통하지 않고 플루오레세인나트륨

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의 방사능 이외의

용액(1 → 1000)을 뿌리고 그 위에 염소시액을 뿌릴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 % 이하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때 요오드화물만 정색한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이 약 1 캡슐 그대로 또는 1 캡슐을 적량의

정제수에 녹인 액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따라 시험한다.

정 량 법
저 장 법 기밀용기, 차폐, 냉소보관.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I-123]요오도히푸르산나트륨 주사액
[I-123]Sodium Iodohippurate Injection
[Tc-99m]비시세이트테크네튬 주사액
[Tc-99m]Technetium Bicisate Injection

C9H7123INNaO3 : 323.05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23을 요오도히푸

C12H21N2O5S299mTc : 436.34

르산나트륨의 형태로 함유하며, 담체로서 요오도히푸르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비시세

산을 함유한다.

이트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 당시 표시된 요오도-123
방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제

법

이 약은 제논-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

성하는 세슘-123 및 제논-123의 붕괴로 얻어지는

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

요오드-123을 요오도히푸르산의 요오드 원자와 치환

석(II)이수화물 및 비시세이트와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

하고, 미반응의 요오드-123 및 유리한 요오드를 제거

에 따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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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순도시험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물·아세토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니트릴혼합액 (4 : 6)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Tc-99m]메브로페닌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테크네튬 반점 (Rƒ 값 약 0.35 ∼ 0.55) 이외의 방사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확인시험

5.52 ∼ 6.52 시간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pH 6.5 ~ 7.5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이 약을 가지고 에틸아세테

이트를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Tc-99m]비시세이트테크네튬 반점 (Rf 값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약 0.4 이상)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
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Tc-99m]펜테트산테크네튬 주사액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Tc-99m]Technetium Pentetate Injection

라 시험한다.
C14H18O10N399mTcNa : 510.21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펜테트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산테크네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Tc-99m]메브로페닌테크네튬 주사액

제

[Tc-99m]Technetium Mebrofenin Injection

법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

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
석(II)이수화물 및 펜테트산과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확인시험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C30H34Br2N4O1099mTc

: 869.33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메브로
페닌이합체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5.52 ~ 6.52 시간이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7.5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생리식염주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사액 및 메틸에틸케톤을 각각의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

제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각 시험 1 및

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

시험 2로 한다). 시험 1에서 원점부근의 방사능과 시

석(II)이수화물 및 메브로페닌과 섞어서 주사제의 제법

험 2에서 용매 선단부근의 방사능 비율의 합이 총방사

에 따라 만든다.

능의 5 % 이하이다.

성

법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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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114

[Tc-99m]메르티아티드테크네튬 주사액

네튬 반점 (Rf 값 약 0.55 ~ 0.85) 이외의 방사능은

[Tc-99m]Technetium Mertiatide Injection

총방사능의 6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셀롤로오스를 써서 만든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C8H8N3Na2O6S99mTc : 782.92

[F-18]플루오르화나트륨 주사액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테크네튬-99m을 메르티

[F-18]Sodium Fluoride Injection

아티드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테크네튬-99m
방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1)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
화주석(II)이수화물 및 메르티아티드를 섞고 가열한 다
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2) 이 약은 [Tc-99m]과테크네튬산나트륨 주사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염화주석(II)

Na18F : 40.988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불소-18을 플루오르화나
트륨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18을 얻은 다음 상이동촉매와 알칼리금속 이온을 사

이수화물 및 메르티아티드를 섞어 주사제의 제법에 따
라 만든다.
성

상 제법 1)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제법 2) 이 약은 엷은 황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4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52 ∼ 6.52 시간이다.
3) 순도시험에 따라 확인한다.
pH 제법 1) 5.5 ~ 7.0
방사화학적이물

제법 1)에 따라 만든 이 약

을 가지고 1)의 시험을, 제법 2)에 따라 만든 이 약을
가지고 2)의 시험을 한다.
1) 생리식염주사액·메탄올·초산(100)혼합액 (60 :
4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약 10 cm 전개하여 시험할 때 [Tc-99m]메르
티아티드테크네튬 반점 (Rf 값 약 0.35 ~ 0.50) 이외
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0 % 이하이다. 다만, 박층판
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2)

용하여 활성화한 후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05
∼ 115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5 ~ 8.0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0.003

mol/L 황산용액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

제법 2) 7.0 ~ 10.5
순도시험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

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소

아세토니트릴·생리식염주사액·초산(100)혼합액

(80 : 2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Tc-99m]메르티아티드테크

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F-18]플루오르화나트륨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칼럼은 액
체크로마토그래프용 이온교환수지를 충전한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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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주사액에 녹여 약
50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F-18]알로부딘 주사액
[F-18]Alovudine Injection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
액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
린다.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
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표준액과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미리 요오드화백금산염 시약에
담근 후 꺼내 건조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C10H1318FN2O4 : 243.22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불소-18을 알로부딘의 형
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
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제

법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

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소
-18을 얻은 다음 상이동촉매와 알칼리금속 이온을 사
용하여 활성화한 후 3-N-tert-부톡시카르보닐-(5
‘-O-(4,4'-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2-데옥시-3’
-O-(4-니트로벤젠설포닐)-β-D-thereo-펜타푸라
노실)티민과 친핵치환반응에 의하여 3-N-tert-부톡
시카르보닐-(5‘-O-(4,4'-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2-데옥시-3’-O-(4-플루오로)-β-D-thereo-펜
타푸라노실)티민을 합성한 후 가수분해하여 디메톡시
트리페닐메틸기와 tert-부톡시카르보닐기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박층판에 점적한다. 점적 1분 후에 색깔변화를 관측할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한, 불소-18과의 친핵성치환반응에 테
트라알킬암모늄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할 때 테트라알킬
암모늄염 잔류량은 0.4 μmol/mL 이하다.
4) 잔류용매 이 약을 가지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잔류용매의 양은 의약품 잔류용매기준
에서 정한 양 보다 많지 않다.
조작요건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
칼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고분자량 복합체 칼럼 또는
이와 유사한 칼럼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05
~ 115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F-18]Fluoroethyltyrosine Injection

pH 4.5 ∼ 8.5
순도시험

[F-18]플루오로에틸티로신 주사액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액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F-18]알로부딘 피

CO2H

크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18

F

나지 않는다.
3) 화학적이물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

을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 (크립토픽스)를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시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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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2

O

C11H1318FNO3 : 226.24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불소-18을 플루오로에틸
티로신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
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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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법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

따라 시험할 때 잔류용매의 양은 의약품 잔류용매기준

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소

에서 정한 양보다 많지 않다.

-18을 얻은 다음 상이동촉매와 알칼리금속 이온을 사

조작요건

용하여 활성화한 후 O-(2-토실옥시에틸)-N-트리틸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

-티로신-tert-부틸에스테르와 친핵치환반응에 의하

칼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고분자량 복합체 칼럼 또는

여

O-(2-플루오로)-N-트리틸-티로신-tert-부틸

이와 유사한 칼럼

에스테르를 합성한 후 가수분해하여 트리틸기와 tert-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부틸에스테르기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법에 따라 만든다.
성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05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 115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5 ∼ 8.5
순도시험

[F-18]플루오로콜린 주사액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토

[F-18]Fluorocholine Injection

니트릴․물혼합액 (4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F-18]플루오르에틸
티로신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
다.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3) 화학적이물

C5H1318FNO : 121.17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

을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크립토픽스)를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불소-18을 플루오로콜린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시클로

제

법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

[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주사액에 녹여 약

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소

50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18을 얻은 다음 상이동촉매와 알칼리금속 이온을 사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용하여 활성화한 후 디브로모메탄과 반응하여 [F-18]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

플루오로브로모메탄을 만들고 2-디메틸아미노에탄올

액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

과 친핵치환반응에 의하여 [F-18]플루오로콜린을 합

린다.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

성한 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성

얻은 표준액과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확인시험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검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미리 요오드화백금산염 시약에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담근 후 꺼내 건조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05

박층판에 점적한다. 점적 1분 후에 색깔변화를 관측할

~ 115 분이다.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진하지 않다. 또한, 불소-18과의 친핵성치환반응에 테

pH 4.5 ∼ 8.5

트라알킬암모늄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을 가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1.0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할 때 테트라알킬

mol/L 옥탄설포닌산⋅아세토니트릴혼합액 (9 : 1)을

암모늄염 잔류량은 0.4 μmol/mL 이하다.

전개용매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4) 잔류용매 이 약을 가지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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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F-18]플루오로콜린 피크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
능의 5 % 이하이다.
2) 이핵종

[F-18]이오플루판 주사액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F-18]Ioflupane Injection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3) 화학적이물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

을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크립토픽스)를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시클로
[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주사액에 녹여 약
50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C18H2318FINO2 : 430.29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불소-18을 이오플루판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
액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

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

린다.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제

법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양성자를 조사

얻은 표준액과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소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검

-18을 얻은 다음 상이동촉매와 알칼리금속 이온을 사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미리 요오드화백금산염 시약에

용하여 활성화한 후 메틸-3-(4-요오도페닐)-8-(3

담근 후 꺼내 건조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토실옥시)프로필)-8-아자비시클로[3.2.1]옥탄-2

박층판에 점적한다. 점적 1분 후에 색깔변화를 관측할

-카르복실레이트와 친핵치환반응으로 [F-18]에프피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씨아이티를 합성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

진하지 않다. 또한, 불소-18과의 친핵성치환반응에 테

라 만든다.

트라알킬암모늄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을 가

성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할 때 테트라알킬

확인시험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암모늄염 잔류량은 0.4 μmol/mL 이하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4) 잔류용매 이 약을 가지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따라 시험할 때 잔류용매의 양은 의약품 잔류용매기준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05

에서 정한 양 보다 많지 않다.

∼ 115 분이다.

조작요건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

pH 6.5 ∼ 7.5

칼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고분자량 복합체 칼럼 또는

순도시험

이와 유사한 칼럼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아세토니

트릴·물혼합액 (85 : 1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F-18]에프피씨아이티
피크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3) 화학적이물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

을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크립토픽스)를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사용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시클로
[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주사액에 녹여 약
50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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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

12.7∼ 13.7 시간이다.

액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린다.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

pH 4.5 ~ 5.8

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 순도

이 약 및 이오플루판

얻은 표준액과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표준액의 혼합물을 가지고 에틸아세테이트·아세톤·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검

트리에틸아민혼합액 (57 : 43 : 1)을 전개용매로 하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미리 요오드화백금산염 시약에

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I-123]

담근 후 꺼내 건조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이오플루판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6 % 이

박층판에 점적한다. 점적 1분 후에 색깔변화를 관측할

하이고 원점 부근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2 % 이하이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다. [I-123]이오플루판의 반점은 박층을 254 nm 파

진하지 않다. 또한, 불소-18과의 친핵성치환반응에 테

장의 자외선으로 조사하여 확인한다.

트라알킬암모늄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을 가

2) 이핵종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할 때 테트라알킬

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의 방사능 이외의

암모늄염 잔류량은 0.4 μmol/mL 이하다.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 % 이하이다.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엔도톡신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I-123]이오플루판 주사액

[I-123]이오마제닐 주사액

[I-123]Ioflupane Injection

[I-123]Iomazenil Injection

C18H23F123INO2 : 427.08

C15H14123IN3O3 : 407.20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요오드-123을 이오플루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요오드-123을 이오마제닐

판의 형태로 함유한다.

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 방
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사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제

제

법

이 약은 제논-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

법

이 약은 제논-124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

오드-123을 N-ω-플루오로프로필-2β-카르보메톡

오드-123을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에틸

시-3β-(4-트리메틸스테닐페닐)-노르트로판의 트리

5 , 6-디히드로-5-메틸-6 -옥소-7 -트리부틸틴

메틸틴과 반응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4H-이미다조[1,5-α][1,4]벤조디아제핀-3-카르

성

성된 세슘-123 및 제논-123의 붕괴로 얻어지는 요

성된 세슘-123 및 제논-123의 붕괴로 얻어지는 요

복시레이트, 메탄올, 빙초산 및 콜라민-T와 섞고 120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에서 가열한 뒤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성

0.159 MeV에 피크를 확인한다.

확인시험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KP Forum Vol.15 No.2 (2018)

119

0.159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4H-이미다조[1,5-α][1,4]벤조디아제핀-3-카르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복시레이트와 반응하여 [C-11]플루마제닐을 합성한

12.7∼ 13.7 시간이다.

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2) [C-11]요오드메탄을 흑연과 같은 고체 지지체에
서 실버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와 반응하여 만든

pH 5.0 ~ 6.0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에틸아

세테이트·아세톤·암모니아수(28)혼합액 (90 : 10 :

[C-11]메틸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를

1)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성

시험할 때[I-123]이오마제닐 반점 이외의 방사능은

확인시험

총방사능의 6 % 이하이다. [I-123]이오마제닐 반점

이용하여

제법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은 이오마제닐용액(1 → 250)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

0.511 MeV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하여 박층판을 요오드 증기에 노출시켰을 때의 정색으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로 확인한다. 다만, 박층판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19.9 ~ 20.9 분이다.

리카겔을 써서 만든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요오드-123의 방사능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1 % 이하이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pH 4.5 ~ 8.5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메탄

올·물혼합액 (45 : 5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C-11]플루마제닐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칼
럼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
전한다.

라 시험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C-11]플루마제닐 주사액
[C-11]Flumazenil Injection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C-11]라클로프라이드 주사액
[C-11]Raclopride Injection
C1411CH14FN3O3 : 302.29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탄소-11을 플루마제닐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탄소-11 방사
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권장량당 플루마제닐이 최대 50 μg을 넘지
않는다.
사이클로트론에서 질소-14에 양성자를 조사

C1411CH20Cl2N2O3 : 346.24

하여 얻은 [C-11]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거나 또는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탄소-11을 라클로프라이

제

법

직접적으로 [C-11]메탄의 형태로 얻는다.
1) [C-11]메탄을 요오드와 반응시켜 [C-11]요오드
메탄을

만들고

8-플루오로-6-옥소-5,6-디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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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탄소-11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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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능은 18.6 GBq/μmol 이상이다.
제

법

사이클로트론에서 질소-14에 양성자를 조사

하여 얻은 [C-11]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거나 또는

[C-11]아세트산나트륨 주사액

직접적으로 [C-11]메탄의 형태로 얻는다.

[C-11]Sodium Acetate Injection

1) [C-11]메탄을 요오드와 반응시켜 [C-11]요오드
메탄을

만들고

(S)-3,5-디클로로-2,6-디히드록시
C11CH3NaO2 : 82.03

-N-[(1-에틸피롤리딘-2-일)메틸]벤즈아미드 페놀

이 약은 탄소-11을 아세트산나트륨의 형태로 함유

레이트와 반응하여 [C-11]라클로프라이드를 합성한
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탄소-11 방사

2) [C-11]요오드메탄을 흑연과 같은 고체 지지체에
서 실버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와 반응하여 만든
[C-11]메틸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를

이용하여

제법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
성

상 이 약은 무색, 무취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하여 얻은 [C-11]이산화탄소를 메틸마그네슘브로마
이드와 반응한 다음 가수분해하여 [C-11]아세트산나
트륨을 합성한 후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만든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0.01

mol/L 인산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 (7 : 3)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C-11]라클로프라이드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다만, 칼럼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0.511 MeV에서 극대를 나타낸다.
19.9 ~ 20.9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pH 4.5 ∼ 8.5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이동상으로 하여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C-11]아세트산나트륨
피크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3) 화학적이물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pH 4.5 ~ 8.5

2) 이핵종

성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9.9 ~ 20.9 분이다.

순도시험

사이클로트론에서 질소-14에 양성자를 조사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라클로프라이

드타르타르산염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에 넣어 녹여 1 mg/mL의 용액을 만든 후 mL당 라클
로프라이드 10 ㎍이 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순도시험 1)
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라클로프라이드 이외의
피크는 전체 피크 면적의 2 % 이하이다. 라클로프라

나지 않는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정 량 법

시험할 때 적합하다.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이드는 표준액의 주요 피크로 확인한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In-111]펜테트산인듐 주사액
[In-111]Indium Pentetate Injection

라 시험한다.
C14H18O10N3111InNa2 : 545.29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인듐-111을 펜테트산인
듐의 형태로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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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인듐-111 방사

액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능의 90 ~ 110 %를 함유한다.

시험할 때 감마선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N-13]암모

제

니아의

법

이 약은 [In-111]염화인듐 주사액과 따로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펜테트산을 섞은

[N-13]암모니아 피크는 전도도 검출기에서 검출되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는 피크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칼럼은 액체크로마

성

상

확인시험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토그래프용 이온교환수지를 충전한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0.171 MeV과 0.245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나지 않는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3) 화학적이물

2.52 ~ 3.08 일이다.

함유한다. 데바르다합금을 사용한 경우에 10 μg/mL

3)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알루미늄 표준용액과 [N-13]암모니아의 흡광도를 비
교하였을 때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는 10 μg/mL 보다

pH 7.0 ~ 8.0
순도시험

방사화학적이물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이물을

이 약을 가지고 물·메탄올

크지 않다.

혼합액 (15 : 85)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In-111]펜테트산인듐 반점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Rf 값 약 0.8 ~ 1.0)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10 % 이하이다.
정 량 법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밀봉용기, 차폐.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N-13]암모니아 주사액

[Rb-82]염화루비듐 주사액

[N-13]Ammonnia Injection

[Rb-82]Rubidium Chloride Injection
82

13

NH4 : 17.04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질소-13을 암모니아의

루비듐의 형태로 함유한다.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질소-13 방사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루비듐-82 방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제

법

RbCl : 117.37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루비듐-82를 염화제일

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6에 양성자를 조사

법

이 약은 [Rb-82]염화루비듐 주사액 제너레

하여 얻은 질소-13은 산화된 질소([N-13]NOx) 형

이터 또는 이에 따라 제조한 제너레이터로부터 생리식

태이며, 이를 데바르다합금 및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

염주사액으로 [Rb-82]염화루비듐을 용출시켜 주사제

여 [N-13]암모니아를 합성한 후 정제한 다음 주사제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11 MeV와 0.777 MeV에 피크를 확인한다.

0.511 MeV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9.5

1.273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 10.5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8.0
순도시험

pH 4.5 ∼ 7.5

1) 이핵종

한 시간이 지난

용출액을 가지

이 약 ·0.1 mg/mL

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스트론튬-82는

염화암모늄혼합액 (1 : 1)을 가지고 2 mol/L 질산용

0.511 MeV과 0.777 MeV의 방사능 피크를 보이고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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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일의 반감기를 가지며 루비듐-83은 0.53 MeV
의 방사능 피크를 보이고 86.2일의 반감기를 갖는다.
스트론튬-82와 루비듐-83은 각각 용출된 루비듐-82

[Sr-89]염화스트론튬 주사액

의 MBq당 0.02 kBq, 0.05 kBq를 초과하지 않는다.

[Sr-89]Strontium Chloride Injection

스트론튬-85는 0.514 MeV의 방사능 피크를 보이며
64.8 일의 반감기를 갖는다. 스트론튬-85는 한 시간

89

SrCl2 : 159.81

이 지난 용출액에서 0.511 MeV와 0.777 MeV 피크
로부터 순수한 루비듐-82을 빼서 얻을 수 있다. 이러
한 스트론튬-85는 용출된 루비듐-82의 MBq당 0.02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스트론튬-89 방

kBq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화학적이물

가) 전해질액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스트론튬-89을 염화제이
스트론튬의 형태로 함유한다.

500 mL 용량플라스

크에 염화암모늄 107 g과 젤라틴 25 g 그리고 염산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식염주사액으로 [Sr-89]스트론튬을 용출시켜 주사제

처리한 후 500 mL까지 물을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나) 표준액 금속 주석 100 mg을 정확하게 달아 묽은
액을 주석함유 표준용액으로 한다. 50 mL 용량플라스
크에 0.5 mL 주석함유 표준용액을 넣고 0.1 N 염산을
넣어 50 mL로 한 것을 주석 표준용액 A로 하고 50
mL 용량플라스크에 1.0 mL 주석 표준용액 A를 넣고
생리식염주사액 10.0 mL을 넣은 후 나머지는 전해질액
으로 넣어 50 mL로 한 것을 주석 표준용액 B로 한다.
다) 검액 제너레이터에서 용출한 50 mL 용출액을 적
어도 1 시간동안 방치하여 루비듐-82를 완전히 붕괴
시킨 후 그 중 10 mL을 취해 40 mL의 전해질액을
넣어 희석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라) 조작 시험용액의 일부를 폴라로그래픽셀로 옮기고
5 분 동안 용액에 질소를 불어넣어 기포를 없앤다. 폴
라로 그래피에 적합한 수은 전극을 넣고 포화 칼로멜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백금 와이어를 보조 전극으로
사용하여 0.5 μA 전류범위에서 –0.5 ~ -0.75 volts
차등 펄스 폴라로그램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주석 표
준용액의 일부를 폴라로그래픽셀로 옮기고 폴라로그램
을 얻는다. 이때 –0.52 volts는 주석이 있음을 나타낸
다. 시험액의 피크 높이는 주석 표준용액의 높이보다
높지 않다 (1 μg/mL).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909 MeV에서 주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50.5 일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7.5
순도시험

1)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모든 감마선 방출 방사성 핵종은 스트
론튬-89의 37 MBq당 370 kBq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화학적 순도 알루미늄

가) 질산 희석액

40 mL의

진한 질산을 1000 mL까지 물로 희석한다.
나) 표준액 2000 mg의 알루미늄 금속을 1000 mL 용
량플라스크에 옮기고 6 N 염산 50 mL을 넣은 후 산
과 알루미늄이 접촉되도록 휘저으면서 모든 알루미늄
을 용해시키고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용액
5.0 mL을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을 넣
어 1000 mL로 한다. 다시 이 용액 10.0 mL을 100
mL 용량플라스크로 옮긴 후 질산 희석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해당 용액 각각 1.0, 2.0, 4.0 mL을 덜어
서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나눠 담고 희석액을 넣어
100 mL로 한다. 해당 용액들은 각각 mL 당 0.01,
0.02, 0.04 ug의 알루미늄을 함유한다.
다) 검액

이 약 1.0 mL을 100 mL 용량플라스크로

옮기고, 4.0 mL의 진한 질산을 조심히 넣은 후 천천
히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라) 조작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이 약은 [Sr-89]염화스트론튬 주사액 제너

레이터 또는 이에 따라 제조한 제너레이터로부터 생리

42 mL을 물 450 mL에 녹여 투명해질 때까지 초음파

염산 10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만든 100 mL 수용

법

원자흡수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309.3 nm

에서 알루미늄 방출선에서의 표준물 및 시험용액의 흡
광도로 결정한다. 표본의 알루미늄 제한량은 g 당 2
ug이다.
표본의 철의 제한량은 mL 당 5 μg이다.
표본의 납의 제한량은 mL 당 5 μ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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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스트론튬은 mL 당 6 mg에서 12.5 mg 범위이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Ga-68]에도트레오티드 주사액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Ga-68]Edotreotide Injection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Y-90]이브리투모맙튜세탄 주사액
[Y-90]Ibritumomab Tiuxetan Injection
분자량 : 148 kDa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이트륨-90을 이브리투모
맙튜세탄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이트륨-90 방
사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스트론튬–90의 붕괴로 얻어지는 이

C65H8968GaN14O18S2 : 1486.54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갈륨-68을 에도트레오티
드착물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갈륨-68 방사

트륨-90을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아세트산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나트륨 용액과 이브리투모맙튜세탄 용액을 섞은 후 실

제

법

이 약은 [Ga-68]염화갈륨 주사액과 따로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 주사용 에도트레오티드를

따라 만든다.

섞고 가열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온에서 5 분간 반응하여 합성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성

상

확인시험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2.28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0.511 MeV와 1.077 MeV에 피크를 확인한다. 측정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모드에 따라 1.02 MeV에 피크가 확인될 수 있다.
2)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63.7 ~ 64.5 시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8.0
순도시험

pH 5.5 ∼ 7.5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1

이 약을 가지고 생리식

mol/L 암모늄아세테이트·메탄올혼합액 (1 : 1)을 전

염주사액을 전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개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따라 시험할 때 [Y-90]이브리투모맙튜세탄 반점 (Rƒ

때 [Ga-68]에도트레오티드 반점 (Rƒ 값 약 0.8 ~

값 약 0.0 ~ 0.1)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1.0) 이외의 방사능은 총방사능의 5 % 이하이다.

이하이다.

2) 게르마늄-68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 일정량을 바이알에 정밀하게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취하여 게르마늄-68의 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갈륨

할 때 2.28 MeV 이외의 스트론튬-90 피크는 이트륨

-68이 붕괴하도록 특정 두께의 납용기에 넣고 최소

-90의 0.002 % 이내이어야 한다.

48시간 이상 보관한다. 이 후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2) 이핵종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따라 게르마늄-68의 방사능을 산출한다. 이 때 게르마
늄-68의 방사능은 총 방사능의 0.001 % 이하이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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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8.62)

라 시험한다.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ln

λ(Ac) :  : 악티늄-227의 붕괴상수
   


ln

λ(Th) :  : 토륨-227의 붕괴상수
  

[Ra-223]염화라듐 주사액



A1 : 처음 측정할 때 토륨-227의 방사능 (Bq)

[Ra-223]Radium Chloride Injection

A2 : 두 번째 측정할 때 토륨-227의 방사능 (Bq)

223

RaCl2 : 293.92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서 라듐-223을 염화제이라
듐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라듐-223 방사
능의 95.0 ~ 105.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악티늄-227의 붕괴로 얻어지는 라

듐-223을 분리하여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
라 만든다.
성

t1/2(Ac) : 악티늄-227의 반감기 (day) : 7951
t1/2(Th) : 토륨-227의 반감기 (day) : 18.68
98.62 : 악티늄-227이 토륨-227로 붕괴할 확률 (%)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t :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시간 간격 (day)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정 량 법

라 시험한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44 MeV, 0.155 MeV, 0.270 MeV, 0.324 MeV
및 0.338 MeV에 피크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비스무
스-211에

의한

0.351

MeV

라돈-219에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저 장 법 밀봉용기, 차폐.

의한

0.271 MeV 및 0.402 MeV, 납-211에 의한 0.405

[F-18]플루오로도파 주사액

MeV, 0.427 MeV, 0.705 MeV 및 0.832 Mev에 피

[F-18]Fluorodopa Injection

크를 확인할 수 있다.
pH 6.0 ∼ 8.0
순도시험

1) 토륨-227

이 약 일정량 (220~440

kBq)을 바이알에 취하고 같은 양의 염산으로 희석시킨
후 확인시험 1)에 따라 방사능을 측정할 경우 토륨-227
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다. (검출한계 : 0.1 %)
2) 악티늄-227

이 약 16.6 MBq을 취한 후 같은

C9H1018FNO4 : 214.06

양의 8 mol/L 질산 시액을 넣고 섞은 후 미리 디글리
콜아미드수지컬럼에 연결된 UTEVA 수지 컬럼에 이
용액을 채우고 4 mol/L 질산 시액 5 mL으로 흘려준
다. UTEVA 수지 컬럼을 제거한 후 디글리콜아미드
수지 컬럼을 4 mol/L 질산 시액 5 mL로 씻고 0.05
mol/L 질산 시액 10 mL을 가지고 용출시킨 다음 이
용출액을 검액으로 한다. 용출한 지 24±1 시간 후 확
인시험 1)에 따라 토륨-227 방사능을 측정한 후
24±1 시간 뒤 동일한 검액에서 한 번 더 방사능을
측정한다. 다음 식에서 얻은 악티늄-227의 방사능을
계산할 때 악티늄-227의 방사능은 라듐-223의 방사
능의 0.014 % 이하이다.
악티늄-227의 방사능(Bq) =
-λ(Th)t

(A2 – A1) × e


× 
     × 
      × 


이 약은 수성의 주사제로 불소-18을 플루오로도파
의 형태로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시험당시 표시된 불소-18 방사
능의 90.0 ∼ 110.0 %를 함유한다.
제

법 1) 친전자성 치환반응 사이클로트론에서 네
온-20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불소-18을 불소가스 또는 아세틸하이
포플로라이트와 반응하여 불소-18이 표지된 불소가스
또는 아세틸하이포플로라이트를 제조한다. 이 때, 제조
의 일부 과정에서 담체로서 불소가스(0.3-0.8 % 타
겟기체볼륨당)가 포함될 수 있다. 친전자성 치환반응
은 주석이탈기를 가진 플루오로도파 유도체에 불소화
탈금속반응을 실시 후 가수분해 반응을 거쳐서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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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트론에서 산소-18에

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미리 요오드화백금산염 시약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얻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담근 후 꺼내 건조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사용하여 얻은 불소-18을 상이동촉매를 이용하여 활

박층판에 점적한다. 점적 1분 후에 색깔변화를 관측할

성화한 후 (S)-tert-부틸 3-(5-포르밀-4-(메톡시

때 검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메톡시)-2-니트로페닐)-2-(트리틸아미노)프로파노

진하지 않다. 또한, 불소-18과의 친핵성치환반응에 테

에이트와 친핵치환반응에 의하여 반응하여 불소-18을

트라알킬암모늄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을 가

표지한 후 산화제를 넣어 (S)-tert-부틸 3-(2-플루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할 때 테트라알킬

2) 친핵성 치환반응

오로-5-(포르밀옥시)-4-(메톡시메톡시)페닐)-2(트리틸아미노)프로파노에이트를 합성한 후

가수분해

로 메톡시메틸기, 포르밀기 및 트리틸기를 제거하고
정제한 다음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맑은 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감마선스

펙트로미터에 의한 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암모늄염 잔류량은 0.4 μmol/mL 이하다.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엔도톡신

이 약 1 mL 당 엔도톡신으로서 175/V EU 미

만이다. 다만, V는 유효시간에 mL 당 최대권장량이다.
불용성이물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감마선측정법의 정량법에 따

라 시험한다.

0.511 MeV에서 피크를 확인한다.
2) 이 약을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때 반감기는 105
∼ 115 분이다.
3) 순도시험 1)에 따라 확인한다.
pH 4.0 ∼ 5.5
순도시험

1) 방사화학적이물

이 약을 가지고 0.1 %

아세트산·에탄올혼합액 (9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액체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F-18]플루오
로도파 이외의 방사능은 총 방사능의 10 % 이하이며, 2
% 이상의 방사화학적이물이 없다. 다만, 칼럼은 액체크
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2) 이핵종

이 약을 가지고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

할 때 0.511 MeV 및 1.02 MeV 이외의 피크는 나타
나지 않는다.
3) 거울상이성체

이 약을 가지고 10 mmol/L 과염

소산(pH 1.8)을 전개용매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할 때 L-이성체 이외의 방사능은 총
방사능의 5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칼럼은 액체크
로마토그래프용카이랄셀렉터 L-프롤린·구리착화합물
이 결합된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4) 화학적이물

제법에 따라 각각 다른 화학적 이물을

함유할 수 있다. 아미노폴리에테르(크립토픽스)를 사
용하여 합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검액으로 하고 따로
4,7,13,16,21,24-헥사옥사-1,10-디아자비시클로
[8,8,8]헥사코산표준품을 생리식염주사액에 녹여 약
50 μg/mL의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메탄올·암모니아수혼합
액 (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바람에 말
린다. 요오드 결정을 넣은 적당한 용기에 박층판을 넣
고 뚜껑을 덮은 다음 3 ∼ 5 분간 방치할 때 검액에서
얻은 표준액과 같은 Rf 값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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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2부 개정(안) - 의견수렴용
파라벤류 의약품의 경우 국제조화를 통해 유연물질, 정량법 등을 통일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약
전 의약품각조 2부 첨가제에 실린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부틸, 파라옥시벤조산에틸, 파라
옥시벤조산프로필의 유연물질 시험법 및 정량법을 HPLC를 통한 분석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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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옥시벤조산메틸

메틸파라벤

Methylparaben

Methylparaben

O

O

COCH3

COCH3

OH

OH

메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C8H8O3 : 152.15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Methyl 4-hydroxybenzoate [99-76-3]

이 약을 정량할 때 메틸파라벤 (C8H8O3) 98.0 ~

이 약을 정량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메틸 (C8H8O3) 98.0

102.0 %를 함유한다.

~ 102.0 %를 함유한다.
성

상

C8H8O3 : 152.15

Methyl 4-hydroxybenzoate [99-76-3]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 ∼ 거의 흰색의 결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정성 가루이다.

에는 녹기 어렵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에는 녹기 어렵다.

확인시험

이 약 및 파라옥시벤조산메틸표준품을 가지고 확인시험

이 약 및 메틸파라벤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펙트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수를 나타낸다.

타낸다.

융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

점

순도시험

l25 ~ 128 ℃
1) 용해상태

융

점

이 약 1.0 g을 에탄올(95) 10 순도시험

l25 ~ 128 ℃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에탄올(95)에 녹

mL에 녹일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

여 10 mL로 할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

하지 않다.

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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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 이 약 0.20 g을 에탄올(95) 3 mL에 녹이고 새

2) 산 1)의 액 2 mL에 에탄올(95) 3 mL를 넣은 다

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산화나

음 새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

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용액이 파란색을

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이 액에 액

나타낼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

그 소비량은 0.1 mL 이하이다.

트륨액을 넣을 때 그 양은 0.1 mL 이하이다.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

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

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

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

로 한다 (20 ppm 이하).

로 한다 (20 ppm 이하).

4) 납 이 약 5.0 g을 정밀히 달아 백금도가니에 취하
여 건조하고 탄화시킨 다음 450 ~ 550 ℃에서 회화한
다. 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식힌 다음 이에 회화보
조제로서 질산(1 → 2) 또는 50 % 질산마그네슘용액
또는 질산알루미늄·질산칼슘용액(질산알루미늄 40 g
및 질산칼슘 20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을 2 ~ 5
mL 가하여 적신 다음 건조하고 회화를 계속한다. 회화
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조작을 1 회 반복하고 필요
하면 마지막으로 질산(1 → 2) 2 ~ 5 mL를 가하여 회화
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을 물로 적셔주고 염산 2 ~
4 mL를 가하여 증발건고시킨 다음 0.5 mol/L 질산을
가하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지로
여과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5 mol/L 질산을 가하
여 25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액
1.0 mL를 백금도가니에 취하여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
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
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2.0 ppm 이
하).
사용기체 : 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장 : 283.3 nm
5) 비소 이 약 0.5 g을 달아 제 3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4 ppm이하).
6)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여 검

4) 유연물질

액으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톤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고, 이 액 1

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다음에 메탄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70 : 30 :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바람에 말린다. 이것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

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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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 반점은 표준액에서

측정할 때 검액의 메틸파라벤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0.6의 파라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메틸
파라벤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다만 파라
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감도게수 1.4를 곱하여
보정한다. 또한 검액의 메틸파라벤 및 파라히드록시벤
조산 이외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의 메틸파라벤 피크면
적보다 크지 않다 (0.5 %). 또 검액의 메틸파라벤 이외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메틸파라벤의 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1.0 %). 다만 표준액의 메틸파라
벤의 피크면적의 1/5 이하의 피크는 제외한다 (0.1%).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시
험조건을 따른다.
면적측정범위: 메틸파라벤 유지시간의 5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로부터
얻은 메틸파라벤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메틸파라벤의
피크면적의 14∼26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에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메틸파라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0.5 % 이하 (1 g, 실리카겔, 5 시간).
강열잔분

0.10 % 이하 (l g).

정 량 법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 정 량 법

강열잔분

0.1 % 이하 (l g).
이 약 및 메틸파라벤표준품 약 50 mg씩을 정

화나트륨액 20 mL를 정확하게 넣어 약 70 ℃에서 1

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 2.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시간 가열한 다음 곧 얼음물에 식힌다. 이 액을 가지고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0 mL를 정

과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제 2 변곡점까지 0.5 mol/L 황

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틸파라벤의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152.1 mg C8H8O3
저 장 법

밀폐용기.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메틸파라벤(C8H8O3)의 양 (mg) = MS × AT/AS
MS: 메틸파라벤의 채취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2 nm)
칼럼: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관
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35 ℃ 부근의 일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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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 메탄올·인산이수소칼륨용액(17 → 2500)혼
합액 (13 : 7)
유량: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칼럼의 성능: 이 약 및 파라히드록시벤조산 각 5 mg씩
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로 한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파
라히드록시벤조산, 메틸파라벤의 순서로 유출하고 메틸
파라벤에 대한 파라히드록시벤조산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6이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메틸파라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0.85 % 이하이다.
저 장 법

밀폐용기.

파라옥시벤조산부틸

부틸파라벤

Butylparaben

Butylparaben

O

O

COCH2CH2CH2CH3

COCH2CH2CH2CH3

OH

OH

부틸파라벤

파라옥시벤조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C11H14O3 : 194.23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C11H14O3 : 194.23

Butyl 4-hydroxybenzoate [94-26-8]

Butyl 4-hydroxybenzoate [94-26-8]

이 약은 정량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부틸 (C11H14O3)

이 약은 정량할 때 부틸파라벤 (C11H14O3) 98.0 ~

98.0 ~ 102.0 %를 함유한다.
성

상

102.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 ∼ 거의 흰색의 결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정성 가루이다.

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이 약 및 파라옥시벤조산부틸표준품을 가지고 확인시험

이 약 및 부틸파라벤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펙트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수를 나타낸다.
융

점

68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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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0 g을 에탄올(95) 10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에탄올(95)에 녹

mL에 녹일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

여 10 mL로 할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

하지 않다.

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2) 산 이 약 0.20 g을 에탄올(95) 3 mL에 녹이고 새

2) 산 1)의 액 2 mL에 에탄올(95) 3 mL를 넣은 다

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산화나

음 새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

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용액이 파란색을

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이 액에 액

나타낼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

그 소비량은 0.1 mL 이하이다.

륨액을 넣을 때 그 양은 0.1 mL 이하이다.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

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

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20 ppm 이하).

한다 (20 ppm 이하).

4)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여 검

4) 유연물질

액으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톤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고, 이 액 1

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다음에 메탄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70 : 30 :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바람에 말린다. 이것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측정할 때 검액의 부틸파라벤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0.1의 파라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부틸

이 약 50 mg을 메탄올 2.5 mL에 녹인

파라벤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다만 파라
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감도게수 1.4를 곱하여
보정한다. 또한 검액의 부틸파라벤 및 파라히드록시벤
조산 이외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의 부틸파라벤의 피크
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또 검액의 부틸파라벤 이
외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부틸파라벤의 피크면적
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1.0 %). 다만 표준액의 부틸파
라벤의

피크면적의

1/5

이하의

피크는

제외한다

(0.1%).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시험조건을 따른다.
측정범위: 부틸파라벤 유지시간의 1.5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은 정량법의 시스템적합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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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의 확인: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로부터
얻은 부틸파라벤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부틸파라벤의
피크면적의 14∼26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부틸파라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강열잔분

0.10 % 이하 (l g).

강열잔분

정 량 법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 정 량 법

0.1 % 이하 (l g).
이 약 및 부틸파라벤표준품 약 50 mg씩을 정

화나트륨액 20 mL를 정확하게 넣어 약 70 ℃에서 1

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 2.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시간 가열한 다음 곧 얼음물에 식힌다. 이 액을 가지고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0 mL를 정

과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제 2 변곡점까지 0.5 mol/L 황

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부틸파라벤의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194.2 mg C11H14O3
저 장 법

밀폐용기.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부틸파라벤(C11H14O3)의 양 (mg) = MS ×

AT/AS

MS: 부틸파라벤의 채취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2 nm)
칼럼: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관
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3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메탄올·인산이수소칼륨용액(17 → 2500)혼
합액 (1 : 1)
유량: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칼럼의 성능: 이 약, 프로필파라벤 및 파라히드록시벤
조산 각 5 mg씩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시스테적합성시험용용액(1)으
로 한다. 따로 이소부틸파라벤 5 mg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준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시스템
적합성시험용액(2)로

한다.

시스테적합성시험용용액

(1) 및 시스테적합성시험용용액(2) 각각 10 μL를 가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파라히드록시벤조산, 프
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부틸파라벤의 순서로 유
출하고, 부틸파라벤에 대한 파라히드록시벤조산, 프로
필파라벤 및 이소부틸파라벤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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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5 및 약 0.9이다. 또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
벤의 분리도는 5.0 이상이고, 이소부틸파라벤과 부틸파
라벤의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부틸파라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0.85 % 이하이다.
저 장 법

밀폐용기.

파라옥시벤조산에틸

에틸파라벤

Ethylparaben

Ethylparaben

O

O

COCH2CH3

COCH2CH3

OH

OH

에틸파라벤

에틸파라벤
C9H10O3 : 166.17 파라옥시벤조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칠

파라옥시안식향산에칠

Ethyl 4-hydroxybenzoate [120-47-8]

Ethyl 4-hydroxybenzoate [120-47-8]

이 약은 정량할 때 파라옥시벤조산에틸 (C9H10O3)
98.0 ~ 102.0 %를 함유한다.
성

상

C9H10O3 : 166.17

이 약은 정량할 때 에틸파라벤 (C9H10O3) 98.0 ~
102.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성 가루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 ∼ 거의 흰색

이다.

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확인시험

이 약 및 파라옥시벤조산에틸표준품을 가지고 확인시험

이 약 및 에틸파라벤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

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펙트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수를 나타낸다.
융

점

순도시험

타낸다.

115 ~ 118 ℃
1) 용해상태

융

점

이 약 1.0 g을 에탄올(95) 10 순도시험

115 ~ 118 ℃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에탄올(95)에 녹

mL에 녹일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

여 10 mL로 할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

하지 않다.

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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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2) 산 이 약 0.20 g을 에탄올(95) 3 mL에 녹이고 새

2) 산 1)의 액 2 mL에 에탄올(95) 3 mL를 넣은 다

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산화나

음 새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

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용액이 파란색을

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이 액에 액

나타낼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

그 소비량은 0.1 mL 이하이다.

륨액을 넣을 때 그 양은 0.1 mL 이하이다.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아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20 ppm 이하).

mL로 한다 (20 ppm 이하).

4) 수은 첨가제 (a) 약 1 g을 도자기제 보트에 고르게
펴고, 그 위에 이 약 10 ~ 300 mg을 취한다. 다시 그
위에 첨가제 (a) 약 0.5 g 및 첨가제 (b) 1 g을 차례로
고르게 펴 층을 이루게 한다. 다만, 연소부에 별도의 촉
매제가 장착된 자동수은분석기의 경우에는 니켈제 보트
에 첨가제를 가해주지 않고 검체만을 취한다. 보트를 연
소로 안에 넣고 공기 또는 산소를 0.5 ~ 1 L/분으로 흘
려주면서, 약 900 ℃로 가열하여 수은을 유출하고 포집
관에 포집한다. 포집관을 약 700 ℃로 가열하여, 수은
증기를 냉원자흡광분석장치에 보내고 흡광도를 측정하
여 A로 한다. 따로, 도자기제 보트에 첨가제만으로 동
일하게 흡광도를 측정하여 Ab로 한다. 따로 수은표준용
액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조작하여 얻어진 흡광도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고, A - Ab 값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검체 중 수은량을 산출한다 (1.0 ppm 이하).
조작조건
장 치 : 시료의 연소에서 금아말감에 의한 포집, 냉원
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측정까지 자동화된 수은측정장치
를 사용한다. 다만, 연소부에 별도의 촉매제가 장착된
수은측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은표준원액 : 염화수은(II) 0.135 g을 0.001 %
L-시스테인용액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1 mL는
염화수은(II) 100 μg을 함유한다.
◦ 수은표준용액 : 수은표준원액을 0.001% L-시스테
인용액으로 희석하여 0 ~ 200 ng/mL로 한다.
◦ 첨가제 : (a) 산화알루미늄 및 (b) 수산화칼슘·탄
산나트륨(1 : 1)을 사용할 때 950 ℃에서 30 분간 활
성화 시킨다.
5) 납 이 약 5.0 g을 정밀히 달아 백금도가니에 취하
여 건조하고 탄화시킨 다음 450 ~ 550 ℃에서 회화한
다. 회화가 잘되지 않으면 일단 식힌 다음 이에 회화보
조제로서 질산(1 → 2) 또는 50 % 질산마그네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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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질산알루미늄·질산칼슘용액(질산알루미늄 40 g
및 질산칼슘 20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을 2 ~ 5
mL 가하여 적신 다음 건조하고 회화를 계속한다. 회화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조작을 1 회 반복하고 필요
하면 마지막으로 질산(1 → 2) 2 ~ 5 mL를 가하여 회
화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을 물로 적셔주고 염산 2
~ 4 mL를 가하여 증발건고시킨 다음 0.5 mol/L 질산
을 가하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지
로 여과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5 mol/L 질산을
가하여 25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
액 1.0 mL를 백금도가니에 취하여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2.0
ppm 이하).
사용기체 : 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장 : 283.3 nm
6) 비소 이 약 0.5 g을 달아 제 3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4 ppm이하).
7)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여 검

4) 유연물질

액으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톤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이 약 50 mg을 메탄올 2.5 mL에 녹인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고, 이 액 1

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다음에 메탄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70 : 30 : 1)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람에 말린다. 이것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

측정할 때 검액의 에틸파라벤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점보다 진하지 않다.

0.5의 파라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에틸
파라벤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다만 파라
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감도게수 1.4를 곱하여
보정한다. 또한 검액의 에틸파라벤 및 파라히드록시벤
조산 이외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의 에틸파라벤의 피크
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또 검액의 에틸파라벤 이
외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에틸파라벤의 피크면적
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1.0 %). 다만 표준액의 에틸파
라벤의

피크면적의

1/5

이하의

피크는

제외한다

(0.1%).
시험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시험
조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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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측정범위: 에틸파라벤 유지시간의 4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로부터 얻
은 에틸파라벤의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에틸파라벤의 피
크면적의 14∼26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에
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에틸파라벤 피크면적의 상대
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건조감량

0.5 % 이하 (1 g, 실리카겔, 5시간).

강열잔분

0.10 % 이하 (l g).

정 량 법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 정 량 법

강열잔분

0.1 % 이하 (l g).
이 약 및 에틸파라벤표준품 약 50 mg씩을 정

화나트륨액 20 mL를 정확하게 넣어 약 70 ℃에서 1

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 2.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시간 가열한 다음 곧 얼음물에 식힌다. 이 액을 가지고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0 mL를 정

과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제 2 변곡점까지 0.5 mol/L 황

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에틸파라벤의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166.2 mg C9H10O3
저 장 법

밀폐용기.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에틸파라벤(C9H10O3)의 양 (mg) = MS ×

AT/AS

MS: 에틸파라벤의 채취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2 nm)
칼럼: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관
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3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메탄올·인산이수소칼륨용액(17 → 2500)혼
합액 (13 : 7)
유량: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칼럼의 성능: 이 약, 메틸파라벤 및 파라히드록시벤조
산 각 5 mg씩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10 mL로 한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파라히드록시벤조산, 메틸파라벤, 에틸파
라벤의 순서로 유출하고 에틸파라벤에 대한 파라히드록
시벤조산 및 메틸파라벤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5 및
약 0.8이고, 메틸파라벤과 에틸파라벤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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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에틸파라벤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0.85 % 이하이다.
저 장 법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프로필파라벤

Propylparaben

Propylparaben

O

O

COCH2CH2CH3

COCH2CH2CH3

OH

OH

프로필파라벤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C10H12O3 : 180.20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Propyl 4-hydroxybenzoate [94-13-3]

상

C10H12O3 : 180.20

Propyl 4-hydroxybenzoate [94-13-3]
이 약은 정량할 때 프로필파라벤 (C10H12O3) 98.0 ~

이 약은 정량할 때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C10H12O3)
98.0 ~ 102.0 %를 함유한다.
성

밀폐용기.

102.0 %를 함유한다.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성

상

이 약은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 ∼ 거의 흰색의 결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정성 가루이다.

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5) 또는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확인시험

이 약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표준품을 가지 확인시험

이 약 및 프로필파라벤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

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흡수스펙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흡수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융

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점

96 ~ 99 ℃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융

점

이 약 1.0 g을 에탄올(95) 10 순도시험

96 ~ 99 ℃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에탄올(95)에 녹

mL에 녹일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다 진

여 10 mL로 할 때 액은 맑고 액의 색은 다음 비교액보

하지 않다.

다 진하지 않다.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 비교액 염화코발트의 색의 비교원액 5.0 mL, 염화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제이철의 색의 비교원액 12.0 mL 및 황산구리(II)오수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2.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염산 (1 → 10)을 넣어 1000 mL로 한다.

2) 산 이 약 0.20 g을 에탄올(95) 3 mL에 녹이고 새

2) 산 1)의 액 2 mL에 에탄올(95) 3 mL를 넣은 다음

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산화나

새로 끓여 식힌 물 5 mL 및 브로모크레솔그린·수산화

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용액이 파란색을

나트륨·에탄올시액 0.1 mL를 넣는다. 이 액에 액의 색

나타낼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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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비량은 0.1 mL 이하이다.

을 넣을 때 그 양은 0.1 mL 이하이다.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3) 중금속 이 약 l.0 g을 아세톤 25 mL에 녹이고 묽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

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

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납표준액 2.0 mL에 아

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세톤 25 mL,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20 ppm 이하).

한다 (20 ppm 이하).

4)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여 검

4) 유연물질

액으로 한다. 이 액 0.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톤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0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고, 이 액 1

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다음에 메탄올·물·아세트산(100)혼합액(70 : 30 :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바람에 말린다. 이것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험한다. 각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측정할 때 검액의 프로필파라벤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약 0.3의 파라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이 약 50 mg을 메탄올 2.5 mL에 녹인

프로필파라벤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다만
파라히드록시벤조산의 피크면적은 감도게수 1.4를 곱하
여 보정한다. 또한 검액의 프로필파라벤 및 파라히드록
시벤조산 이외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의 프로필파라벤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5 %). 또 검액의 프로필파
라벤 이외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프로필파라벤의
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1.0 %). 다만 표준액
의 프로필파라벤의 피크면적의 1/5 이하의 피크는 제외
한다 (0.1%).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시험조건을 준용한다.
면적측정범위: 프로필파라벤 유지시간의 2.4 배의 범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은 정량법의 시스템적합성을 따른다.
검출의 확인: 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0 μL로부터
얻은 프로필파라벤 피크면적이 표준액의 프로필파라벤
피크면적의 14∼26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에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프로필파라벤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강열잔분

0.10 % 이하 (l g).

강열잔분

정 량 법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수산 정 량 법

0.1 % 이하 (l g).
이 약 및 프로필파라벤표준품 약 50 mg씩을

화나트륨액 20 mL를 정확하게 넣어 약 70 ℃에서 1

정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 2.5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시간 가열한 다음 곧 얼음물에 식힌다. 이 액을 가지고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0 mL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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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제 2 변곡점까지 0.5 mol/L 황

확하게 취하여 각각에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1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프로필파라벤의

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180.2 mg C10H12O3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저 장 법

프로필파라벤(C10H12O3)의 양 (mg) = MS × AT/AS

밀폐용기.

MS: 프로필파라벤의 채취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2 nm)
칼럼 :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의 스테인레스강관
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메탄올·인산이수소칼륨용액(17 → 2500) 혼
합액 (13 : 7)
유량 :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칼럼의 성능 : 이 약 및 에틸파라벤 및 파라히드록시벤
조산 각 5 mg씩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파라히드록시벤조산, 에틸파라벤, 프로
필파라벤의 순으로 유출하고 프로필파라벤에 대한 파라
히드록시벤조산 및 에틸파라벤의 상대유지시간은 약
0.3 및 약 0.7이고, 에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의 분리
도는 3.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에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프로필파라벤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0.85 % 이하이다.
저 장 법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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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피크린산에 대한 총포화약법의 규제에 따라 시약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크르산을 쓰
지 않는 방법으로의 철시험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시험법을 인용하는 주사제용 유리용기시
험법의 철용출시험도 함께 변경되며, 이로인해 영향을 받는 의약품각조는 플루오르화 칼슘, 카올린이 있
다.
또한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법의 차광성 시험에 대하여 빛에 불안정한 약물은 빛 노출에 급속하게
분해되는 경향이 있고 용기가 클수록 광산란 등 그 영향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표시용량이 클수
록 투과율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사제의 표시용량에 따라 투과율(%)의 한도를 적
용하는 시험법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68. 철시험법

68. 철시험법

철시험법은 의약품 중에 혼재하는 철의 한도시험법이다.
그 한도는 철 (Fe)의 양으로 나타낸다.

철시험법은 의약품 중에 혼재하는 철의 한도시험법이다.
그 한도는 철 (Fe)의 양으로 나타낸다.

의약품각조에는 철 (Fe로서)의 한도를 ppm 으로 (

)

안에 나타낸다.

의약품각조에는 철 (Fe로서)의 한도를 ppm 으로 (

)

안에 나타낸다.

검액 및 비교액의 조제법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 검액 및 비교액의 조제법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
으로 검액 및 비교액을 만든다.

으로 검액 및 비교액을 만든다.

제 1 법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의 검체를 달아 철

제 1 법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의 검체를 달아 철

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여 검액으로 한다.

비교액은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의 철표준액을 취

비교액은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의 철표준액을 취

하여

하여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pH

4.5) 30 mL를 넣어 만든다.

철시험용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4.5) 30 mL를 넣어 만든다.

(중략)
조 작 법

(pH

(현행과 같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조 작 법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A 법 (생략)

A 법 (현행과 같음)

B 법 검액 및 비교액에 L-아스코르브산 0.2 g을 넣어

B 법

녹이고 30 분간 방치한 다음 α,α’-디피리딜의 에탄

45 mL로 하고 염산 2 mL를 넣어 섞는다. 이들 액에 과

올용액(1 → 200) 1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다. 다

황산암모늄 결정 50 mg 및 3% 티오시안산암모늄용액 3

음 피크린산용액(3 → 1000) 2 mL 및 1,2-디클로로에

mL를 넣어 섞고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교할

탄 20 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1,2-디클로로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

에탄층을 따로 취하고 필요하면 탈지면 위에 무수황산나

하지 않다.

트륨 5 g을 놓은 깔때기로 여과한 다음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의 색을 비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
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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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생략)
알칼리용출시험 (생략)

60.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현행과 같음)
알칼리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착색용기의 철용출시험 착색용기 5 개 이상을 취하여 물로 착색용기의 철용출시험 착색용기 5 개 이상을 취하여 물로
잘 씻고 105 ℃에서 30 분간 건조하여 표시된 내용량만

잘 씻고 105 ℃에서 30 분간 건조하여 표시 용량만큼의

큼의 0.01 mol/L 염산을 넣고 용봉할 수 있는 용기는 용

0.01 mol/L 염산을 넣고 용봉할 수 있는 용기는 용봉하

봉하고 용봉할 수 없는 용기는 작은 경질비커 또는 경질

고 용봉할 수 없는 용기는 작은 경질비커 또는 경질시계

시계접시로 뚜껑을 하여 105 ℃에서 1 시간 가열한 다음

접시로 뚜껑을 하여 105 ℃에서 1 시간 가열한 다음 식

식히고 이 액 40.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철시험법 제

히고 용출액을 합친다. 이 액 40.0 mL를 정확하게 취하

1 법에 따라 검액을 조제하고 B 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

여 검액으로 하고 철시험법 B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

교액에는 철표준액 2.0 mL를 넣는다.

다. 비교액에는 철표준액 2.0 mL를 넣는다.

착색용기의 차광성 시험 착색용기 5 개를 취하여 그 각각 착색용기의 차광성 시험
을 될 수 있는대로 만곡이 적은 절편으로 절단한다. 절편

장

의 표면을 깨끗이 한 다음 분광광도계를 써서 빛이 절편

전자증배관이 있는 분광광도계를 쓴다.

치 포토다이오드 검출기 또는 적분구가 연결된 광

의 가운데를 수직으로 투과할 수 있게 절편을 셀 홀더에

검체조제 착색용기를 가지고 두께가 고른 대표적인 부

고정하고 공기를 대조로 하여 파장 290 ~ 450 nm 및

위를 카보런덤이나 다이아몬드 휠과 같은 습식 어브레시

590 ~ 610 nm에서 투과도를 20 nm의 간격으로 측정한

브 휠이 장착된 원판 톱을 써서 절편으로 자르고 흡광도

다. 그 투과율은 파장 290 ~ 450 nm에서 각각 50 % 이

측정에 적합하도록 다듬는다. 절편은 긁히지 않도록 조심

하, 파장 590 ~ 610 nm에서는 각각 60 % 이상이다. 다

하여 씻고 말린다. 절편이 너무 작아서 검체홀더의 구멍

만 용봉할 수 없는 용기로서 기벽 두께가 1.0 mm 이상인

을 덮을 수 없을 때는 덮이지 않는 부분을 불투명한 종이

것은 파장 590 ~ 610 nm에서 각각 45 % 이상이다.

나 테이프로 가린다. 이 때 절편의 길이가 슬릿보다 더 크
게 되도록 한다. 절편을 홀더에 넣기 전에 절편을 씻고
말린 다음 렌즈티슈로 닦는다. 절편을 홀더에 넣을 때는
왁스나 다른 편리한 수단을 쓰고, 지문이나 다른 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한다.
조 작 법

검체를 넣은 홀더를 슬릿과 평행한 원통축이

있는 분광광도계에 넣어 빛이 절편의 표면과 수직으로 투
과할 수 있게 하고 반사로 인한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하
여 공기를 대조로 하여 파장 290 ~ 450 nm에서 투과도
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거나 20 nm의 간격으로 측정한다.
그 투과율은 파장 290 ~ 450 nm에서 표 2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표 2. 주사제용 착색용기의 투과율 (%) 한도

표시용량 (mL)
1 이하

파장 290-450 nm에서의
최대 투과율(%)
용봉할 수 있는 용봉할 수 없는
용기
용기
50
25

1 초과 2 이하

45

20

2 초과 5 이하

40

15

5 초과 10 이하

35

13

10 초과 20 이하

30

12

20 초과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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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신규수재(안) - 의견수렴용
피티피 포장으로 대표되는 블리스터 포장의 수분투과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정보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일반정보에서는 블리스터 포장에 쓰는 용어, 장치, 흡습제 및 시험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통계학적인 부분에 관한 보완으로, 다변량 자료의 계량화학적 분석 및 해석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알고리즘, 보정, 밸리데이션, 검증, 이전 및 지속적인 관리단계들을 포함하는 계
량화학에 기반한 모델을 설명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적 관리를 통해 시험방법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활용할 만 한 통계학적 접근법들의 활용을 새로운
일반정보고 제안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정확도, 밀도 및 LOD의 분석 성능 특성을 어떻게 확립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통계적 측면에서 서술한다.
분체의 미세도 표시법에서는 분체(가루)로 된 입자에 대하여 75 μm 이하의 경우 표시방법을 설명하
고 있으며, 미세도에 따른 용어를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Vol.15 No.1에서 신설을 제
안하였던 「의약품 원료물질 및 제제의 품질 확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하여 내용을 더 보완하여
「원료의약품 및 제제의 품질확보에 대한 기본개념」으로 하였다. 또한 Vol.15 No.1에서 신설을 제안
한 흡입제의 공기역학적 입자크기측정법에 대한 정보로, 에어로졸의 입자특성을 평가하는 장비 및 측정
절차에 대해 예시적으로 그 방법을 설멍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제품 품질관리에 기여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크기 배제 크로마토
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 당사슬 분석 등을 통한 순도 평가를 다루며, 이들 시험법의 밸리데이션된 절
차를 소개하는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 모든 면역학적 시험법에 적용 가능한 일
반 정보로서, 생물학적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는 ‘면역학적 시험법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ELISA 등의 고체상 면역학적 시험법의 원리, 절차, 실험 구성, 분석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역학적 시험법 - 효소 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전기영동 분리법에 기반
하여 시험 멤브레인 표면으로 이전시킨 분석물을 항체를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인 ‘면역학적 시험법 면역블롯 분석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1) 개발 단계에서 플라스틱 시트의 재질, 두께,

고형제제의 블리스터 포장의
수증기투과성시험법

포켓 성형 조건, 포켓 크기 등을 검사한다.
2) 개발 단계와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시트의
재질, 두께, 포켓 성형 조건, 포켓의 크기 등을 변

이 시험법은 피티피 (PTP, press through
package) 포장으로 대표되는 블리스터 포장의 수
분투과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제제의 포장을
통한 흡습성 평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
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KP Forum Vol.15 No.2 (2018)

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수분투과속도를 비교한
다.
그러나 포켓이 아주 작아서 흡습제의 충전량이
미량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
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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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적으로 제작된 블리스터 포장의 수분투과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며, 핀홀 등으로 인한 누출
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니다.

4.1 검체의 제조
흡습제의 충전량은 포켓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지만, 덮개재료를 변형, 손상시키
지 않는 범위에서 포켓 용량의 80 % 정도의 양

1. 용어

으로 한다. 검체 제조에 있어서는 흡습제의 흡습

1) 성형재료 : 포켓 및 접착 면을 형성하는 재료.

에 충분히 유의한다. 모든 포켓에 흡습제를 되도

보통 단층, 복층 또는 알루미늄포일을 씌운 복층

록 균등하게 충전하고, 덮개재료를 밀봉한 다음

의 플라스틱 시트를 쓴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따로 같은 정도의 질량의

2) 덮는 재료 : 제제를 담은 다음에 포켓을 밀폐

유리구슬을 충전한 대조품을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하기 위해서 밀봉되는 재료. 보통 알루미늄포일을

다. 검체와 대조품은 되도록 같은 형상 및 크기로

쓴다.

한다. 만든 검체 및 대조품의 외관을 육안, 현미

3) 포켓 : 제제를 담기 위하여 성형재료를 볼록한

경 등으로 검사한다. 포켓은 정해진 모양을 유지

모양으로 부풀린 부분.

하고 있으며, 성형 불량, 덮개재의 비정상적인 주

4) 수분투과속도 : 블리스터 포장의 포켓 안으로

름, 핀홀, 밀봉 불량 등이 없는 것을 쓴다.

단위 시간당 침입하는 수분의 양 (mg/일/포켓).
4.2 검체 수
2. 장치

검체 수는 시트당 포켓 수가 10 이상인 것은 5

1) 항온항습장치 : 저장 조건의 온도 및 습도를

~ 10 시트로 하고, 시트당 포켓 수가 10 미만인

유지할 수 있는 장치.

것은 시트당 포켓 수를 감안하여 20 ~ 100 포켓

2) 천칭 : 화학천칭.

에 해당하는 시트 (다만, 10 시트 이상으로 한
다)로 한다. 한다. 대조품의 수는 검체와 같은 수

3. 흡습제

가 바람직하고,

적어도 2 시트로 한다.

흡습제는 다음 중에서 선택한다.
1) 수분측정용염화칼슘

5. 방법

쓸 때의 전처리: 미세한 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5.1. 저장조건

조심하면서 이 흡습제를 얕은 용기에 취하여 110

저장조건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에서 1 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산화인

지만, 다른 저장 조건에서 시험할 수도 있다.

(Ⅴ)]에 방치하여 식힌다.

1) 25 ± 2 ℃ / 60 ± 5 % 상대습도

2) 건조용합성제올라이트

2) 40 ± 2 ℃ / 75 ± 5 % 상대습도

수분흡착능력: 15 % 이상. 이 약 약 10 g을 정
밀하게 달아 40 ℃, 상대습도 75 %RH에서 24

5.2 저장

시간 방치한 다음 질량을 달아 검체에 대한 질량

검체와 대조품을 항온항습장치에 넣는다. 이때 검

의 증가량을 구한다.

체와 대조품을 겹쳐 세우지 말고 포켓 면이 윗면

쓸 때의 전처리: 이 흡습제를 얕은 용기에 취하여

이 되도록 하여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차폐물

350 ~ 600 ℃에서 2 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

이 없는 동시에 분출구에서 나오는 기류가 직접

이터 [산화인(Ⅴ)]에 방치하여 식힌다.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4. 검체

5.3 질량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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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장치에서 검체와 대조품을 꺼내어 실온

7.1 포켓의 수분투과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하고 곧 각 시트의 질량을 측정하고 항온항

포켓의 수분트과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습장치에 다시 넣는다. 0.1 mg의 자리 수까지 정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확하게 단다.

1) 성형재료의 재질 (분자구조, 밀도, 결정화도
등), 재질 구성, 두께

5.4 측정간격

2) 포켓 성형조건, 성형방법

측정간격은 수분투과속도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3) 포켓의 크기, 두께 균일성

조정하고, 항온항습장치 내의 환경 유지를 고려하

4) 저장조건, 포켓 내의 수분 활성

여 설정한다 (예를 들어, 시작, 1 일 후, 3 일 후,
7 일 후, 14 일 후, 21 일 후 및 28 일 후).

7.2 포켓의 두께 측정
필요에 따라 정밀도 1 μm 이상의 마이크로미터

5.5 측정종료

혹은 다이얼게이지 또는 동등한 정밀도를 갖는

각 측정 시점에서 검체 및 대조품의 각 시트의

측정기를 써서 별도로 채취한 성형시트의 10 포

질량을 측정하고, 각 측정 시점에서의 검체와 대

켓 이상에 대하여 윗면, 옆면, 구부러진 부위에서

조품의 평균값의 차이 (검체 질량의 증가량)를

적어도 1 점의 두께를 1 μm 단위까지 측정한다.

구한다. 세로축에 검체의 질량의 증가량 (mg),

포켓 성형조건을 검토할 때 미리 여러 부위를 측

가로축에 시간 (일)을 취하고, 최소제곱법에 따라

정하여 두께가 가장 얇아지기 쉬운 부위를 특별

직선회귀식을 구한다. 적어도 연속 3 시점 (시작

히 정하여 두고, 측정할 때 가압에 유의하면서 그

시점 제외)의 증가량이 직선성을 나타내고 또한

부위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포켓

충전한 흡습제의 질량에 대하여 10 % 흡습할 때

모양 및 측정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측정 부위를

측정을 끝마친다. 또한 직선성은 상관계수가 0.98

선정한다.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5.6 기타
질량을 측정한 결과, 다른 검체와 비교하여 매우
큰 질량 증가를 나타내는 검체가 있을 때는 핀홀
등에서 유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검체는 시험
에서 제외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검정
을 한다.

6. 수분투과속도의 산출
최소제곱법에 따라 구한 기울기, 즉 질량 증가량
(mg/일)을 시트당 포켓 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수분투과속도 (mg/일/포켓)로 한다. 수분투과속
도는 저장 조건 및 사용한 흡습제의 이름과 함께
기록한다.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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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루는 다른 일반정보에 대한 보충으로 볼

다변량 자료의 계량화학적 분석 및 해석

수 있다.
[주 – 이 일반정보에서 언급된 다변량 분석도구들
이 완전한 목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1. 도입

되며, 다른 동등하게 유효한 모델들이 제조자 및
이 일반정보의 다른 사용자의 분별에 따라 사용

1.1 범위와 목적
이 일반정보는 공정서 및 산업적 응용을 위한

될 수 있다.]

전형적인 다변량 자료의 계량화학적 분석 및 해
석을 위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실무에 대한 지침

1.2 내용 요약

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석기술(예를 들어, 분광학,

아래의 개념도(그림 1)은 이 일반정보의 내용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을 사용하는 응용 및 다양

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한다. 이 개념도는 계량화

한 목적(예를 들어, 지문분석, 확인시험, 분류, 특

학의 다양한 개념 및 실무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

성추정 등)을 위한 보정 및 밸리데이션을 포함하

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는 확립된 계량화학적 실무가 생애주기 접근법으
로 다루어진다. 정량 및 정성적 응용 양쪽이 기술

1.3 대상
이 일반정보는 주어진 응용을 위한 모델을 개

된다.
이 일반정보는 적절한 알고리즘, 보정, 밸리데

발하기 위해 계량화학 기술을 적용하는 계량화학

이션, 검증, 이전 및 지속적인 관리단계들의 선택

자 및 어떤 시험방법 내에서의 모델을 사용하는

을 포함하는 계량화학에 기반한 모델의 적절한

분석자 양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량화학자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시험방법의 품질과 성능을

는 어떤 주어진 응용을 위한 알고리즘 선택에 대

확실히 하는 방법을 다룬다.

한 도움과 그 생애주기를 통한 모델의 성능을 확

이 일반정보는 단변량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실히 하기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

그림 1. 내용 요약

KP Forum Vol.15 No.2 (2018)

145

석자는 그 응용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점을 맞추지 않고 대신 분광학 또는 크로마토그

계량화학 기술들의 강점과 제한점에 대한 통찰을

래프 자료와 같이 분석기기로부터 수집된 다변량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분석에 추점을 맞춘다. 다변량 자료세트
(즉, 많은 검체 및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다변량

2. 계량화학

자료)는  ×  자료표 또는 행렬을 구성한다. 행

계량화학은 원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

렬은  개의 검체 또는 대상 및 각 검체에 대해

한 공식적 논리를 채택하기 위한 수학적, 통계학

측정된  개의 변수를 가지는 X 로 표시된다. (그

적 및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화학의 분야로 정

림 2)

의되었다: 1) 최적의 측정 과정 및 실험을 설계하

결과적으로 이 일반정보에서 고려되는 자료분

고 선택하는 것 2) 화학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석기술은 본질적으로 다변량이 된다. 자료처리의

과년 화학적 정보의 최대량을 제공하는 것. 좀 더

목적에 따라 다른 도구들이 적용될 것이다. 우선,

구체적으로는 “계량화학”은 화학적 또는 관련

자료 취급 기술은 비통제형 및 통제형의 두 범주

자료의 분석을 위해 다변량 방법의 응용을 의미

로 나누어질 수 있다. 비통제형 도구는 정보의 추

하게 되었다. 다만, 특정 알고리즘은 화학적, 물리

출을 위해 X 행렬만을 사용하는데 반해, 통제형

적, 생물학적, 약학적 또는 기타 자료의 기원에

자료 분석에서는 X 행렬에 추가해서 검체들도 y

상관없이 거의 모든 측정자료로부터 정보를 추출

벡터에 의해 기술된다. 이는 각 검체에 대한 특성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일반정보는 최적의 과

정보(예를 들어, 농도, 효소저해활성)를 포함하는

정 또는 방법의 개발 및 적용된 실험설계법에 초

 ×  표이다. 통제형 자료분석기술은 X 행렬과

투영에 의한 자료 분해

그림 2. 잠재 투영 기법을 나타내는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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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벡터 사이의 모델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계량

목표로 한다. 의도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측정 대

화학 모델링에서는 비통제형 및 통제형의 목적

상, 출력형식, 결과와 함께 필요로 하는 성능 수

양쪽에 대해서 자료에 내재된 분산을 실험적으로

준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식들은 자료에 기반하게

(ATP)과 일치해야 한다. ATP는 분석과정 출력

된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 또는 도구들은

의 핵심 특성에 대한 성능 기준 및 분석과정의

4. 계량화학의 응용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일상적 사용에서 예상되는 판정 위험 확률들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통제형 기술(주성분

규정하게 된다.

기술하는

문장이며

분석 목표 프로파일

분석, PCA) 및 통제형 기술(부분최소제곱회귀,

모델의 보정은 계량화학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

PLS)은 본질상 잠재투영접근법이며, 이 방법은

용될 검체 세트의 선택, 필요한 전처리 알고리즘

여러 다른 유지시간 또는 파장에서의 신호 강도

과 함께 적절한 계량화학 알고리즘의 조정, 그리

와 같이 상관되어있을 수 있는 많은 수의 X 변수

고 ATP를 위해 미리 정의된 기준에 따른 모델

들을 가능하다면 더 적은 수의 상관되지 않은 변

성능의 평가를 포함하는 대화식 과정을 포함한다.

수들(주성분, PC, 잠재변수)로 변환한다. 그림 2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방법 성능이 의된 목적

에서는 원래의  차원 공간이 두 PC의 공간으로

및 ATP를 충족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보정 및

변환되었다. 원래의 자료 공간으로부터의 검체들

특정 기준의 평가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및 그

이 이 더 낮은 차원의 공간으로 투영되어 파생되

에 해당되는 한계들은 모두, 일상적 사용이 이루

는 검체 좌표들을 스코어(T)라고 한다. 둘 이상

어지기 전에, 성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

의 PC를 따라 스코어들을 시각화하면 스코어그림
이 되는데 이는 다른 검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로딩(P )은 원래의 변수들의 선
형 조합이며, 이 선형 조합에 사용된 계수 또는
가중값들이다. 특정 잠재변수들에 대한 로딩들도
도시될 수 있는데 이를 로딩그림이라고 한다. 로
딩그림은 원래의 변수들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중
요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스코어그림 및 로
딩그림 양쪽 다 줄어든 차원 공간 내에서 그 내
재된 자료구조(즉 군집 또는 이상검체의 존재)의
시각화 및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수 행렬(E )는 잔차오류로 정의된
다. 공통 분산의 좌표축을 따라 검체 정보는 모델
의 PC들에 의해서 확보된다. 이러한 PC들에 의
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잔차오류)이 각 변수에
서 각 검체에 대해 남게 되고 이것이 잔차 행렬
(E )을 구성하게 된다.

3. 모델 생애주기
분석과정의 부분으로서의 계량화학 모델의 개
발은 미리 정해진 의도한 목적을 충족하는 것을

그림 3. 계량화학 모델의 생애주기 업무흐름의
도식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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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방법 관리 프로토콜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석자간 및 일간 변동 및 다른 변동의 원인들과

다. 모델의 성능에 영향이 있는 변경은 그것을 갱

같은 예측되는 특성과 다른 요인들에서의 관련

신하는 미리 정해진 활동들을 기작하게 해야 한

변동성을 포함할 수 있다. 제조 상황에서는, 규격

다. 모델 갱신 또한 그 생애주기의 과정에서 다른

내 및 규격외를 나타내는 검체들의 배치들이 포

장비 또는 다른 장소에 대한 방법 이전 수행의

함되어야 한다. 보정 검체들에 포함될 인자 및 변

필요에 따라 기작되어야 한다. 재밸리데이션의 정

동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기반 접근법이 권장

도는 모델 갱신의 규모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것

된다.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다. 그림 3은 기술된 업무흐름을 도식적으로 나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 또는 타당성연구

타내어 보여준다.

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 사용되는 접근법들 중 하
나이다.

3.1 모델 개발: 보정

필요한 검체의 대수는 보정 모델의 복잡성(즉,

다변량 보정의 목표는 예측변수들(예를 들어

반응 및 예측변수 양쪽의 변동성의 종류 및 범

분광학적 파장 범위에 대한 흡광도 값들)을 특정

위)에 따라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검체의 개수가

화합물의 농도와 같은 반응변수들과 연결하는 모

많을수록 보정 범위에 걸쳐서 옳은 결과를 얻게

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반응변수들은 예측변수들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한편, 보정 검체의

보다 얻기가 보통 더 까다롭고 비용이 든다. 최종

분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용의 특성에 따라

모델의 세부내역은 반응변수의 측정을 위해 (적

서 검체의 균일한 분포가 선호되지만 모든 경우

용 가능한 경우) 최초에 사용되는 대조법의 품질

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보정 검체들을 얻

뿐만 아니라 검체, 변수, 알고리즘, 전처리 선택사

는 것이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실험설계법(DoE)

항의 선택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

또는 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법이 보정 모델을

향을 받기 때문에 보정은 중대한 단계이다. 따라

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흔히 사용된다.

서 이 부분에서 제시된 모델 보정의 개별 구성요

선택된 검체에서 얻어진 자료(즉, 그림 2의 X

소들의 순서는 항상 운영의 순서인 것은 아니며,

행렬의 선택된 행의 수)는 추가적인 선별절차를

개별 단계들은 후속 단계들의 결과물에 따라 재

거쳐야 한다. 탐색적 자료 분석법(정성적 응용 사

귀적 형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 좋은 성능을 위

례 참고)은 자료구조를 이해하고, 검체들의 잠재

해서는 보정 모델이 의도된 변이에 대해 완건해

적 군집들을 검출하고, 이상검체들을 확인하고,

야 한다.

대표적인 검체들을 선택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이
상검체들은 주어진 관측이 모델 공간 내에 잘 맞

검체 선택

아 들어가는 정도(예를 들어, 잠재변수법에 대한

보정 모델을 위한 검체 선택은 모델 개발에 있

호텔링의   ) 및 모델 부공간까지 거리(예를 들

어 중대한 과정이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논리들이

어, 잠재변수법에 대한 잔차)를 나타내는 척도들

두 가지 기준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보정 검체들

을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을 선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변동성의 종류/
범위 그리고 검체의 개수. 선택된 검체에서의 반

자료전처리

응값들의 범위는 의도된 응용을 위한 반응 변동

자료전처리의 목표는 자료 세트 내에서의 관심

의 전체 예상되는 범위를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되는 변동은 증폭하고 변수 및 관측들에 대한

예측변수에서의 변동의 범위 및 종류는 입자크기,

이상 변동은 줄이기 위하여 X 행렬의 열에 대해

검체 준비에 사용된 구성성분의 다른 로트들, 분

수학적 변환법을 전개하는 것이다. 전처리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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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자료분석에 있어 중요한 초기 단계이며

지털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선형 오프셋

변수 선택과 함께 재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전

및 잡음의 기여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일반

처리법 선택사양들의 초기 선택은 검체 자료 또

적으로 시행한다. 정규화는 관측들을 스케일링해

는 바탕이 되는 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에 의해

서 모델 창출에 있어 개체들이 비슷한 영향을 주

안내되어야 한다. 탐색적 다변량 자료 분석을 통

도록 하는 것이데 이는 1) 측정에 영향이 있는

해서도 지침이 얻어질 수 있다(정성적 응용 사례

분석대상 이외의 요인들(예를 들어, 입자 크기,

참고). 초기 선택은 후속의 모델 성능 최적화의

검체 부피 또는 정제 두께에 의한 검체 층장의

맥락 내에서 변경되고 정제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변동성)에 대한 고려 2) 정량적 모델을 위해 농

실무적으로 거의 항상 순환적이다. 서로 다른 전

도 또는 질량의 변동에 대한 교정, 그리고 3) 측

처리 전략들에 걸친 비교는 자료에 대한 더 나은

정의 인공물(예를 들어, 기기 성능 변동)의 감쇄

이해를 가져오고, 이는 신호대 잡음비의 극대화를

등에 의한 것이다. 분광학적 측정에서와 같이 변

위하여 전처리법을 더욱 정제할 수 있다.

수들이 상당히 상관되어 있으면, 표준정규변량

그러나 두 가지 주의점이 있다. 전처리법은 사

(SNV) 및 배수분산교정(MSC)를 통해 정규화가

려분별있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1) 과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규화는 각 검체

도한 처리는 신호를 줄이고 원하지 않는 변동의

(행)에 대해 전형적으로 시행된다.

증대를 가져오게 되며 2) 많은 계량화학적인 방

변수들이 다른 단위, 감도 또는 신호대 잡음비

법들이 잡음성의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자

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변수 스케일링이

료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자동스케일링이 전형적으로

사례에서는 전처리법이 기기에서 수행되며, 기기

사용되지만, 분석자는 스케일링/가중 파라미터로

공급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사

서 반복 측정값들의 통합표준편차들을 사용하는

적인 것이어서 자료에 대해 어떤 변형이 이루어

것과 같은 다른 대안들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졌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량화

정규화는 각 변수(열)에 대해 전형적으로 각 변

학자는 보고되어진 원자료에 이미 적용되어진 그

수(열)에 대해 수행된다. 어느 전처리 접근법이

어떤 전처리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주의하여야만

주어진 자료 세트에 대해 최상인지를 결정하는

한다.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자가 최상의 전처리

전처리법은 자료의 변환, 정규화 및 다른 수학

기법을 찾기 위하여 다른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

적 처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검체들(자료 행렬의

은 보통 시행착오적인 과정이 된다. 또한 전처리

행들)에 대한 전처리는 평균 또는 중앙값 중심이

기법들을 조합하는 것이 주어진 자료에 대해 적

동, 스케일링 및 다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변

용될 수 있다.

수들(자료 행렬의 열들)도 변환, 정렬(예를 들어,
시간 왜곡) 또는 스케일링(예를 들어, 자동스케일

알고리즘 선택

링)될 수 있다. 중심이동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계량화학적 응용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성공

전처리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귀 모델

으로 많은 다른 알고리즘들이 시도되어 왔다. 다

에서 중심이동된 자료의 사용은 절편항을 제거해

변량 선형회귀(MLR) 및 그 변형(로버스트 또는

서 잠재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한 모델로 귀결된다.

가중 회귀)과 같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 주성분

선형 배경신호(예를 들어 편향/오프셋 교정) 또는

회귀(PCR) 및 PLS와 같은 광범위하게 사용된

다항 간섭신호를 제거하거나 미분, 웨이브렛, 푸

잠재변수접근법, k-최인접이웃(kNN)과 같은 국

리에 필터 또는 사비스키-골레이 필터와 같은 디

소적 방법, 그리고 지원벡터기계(SVM) 및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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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ANN)과 같은 좀 더 복잡한 방법들이 그

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방법들에 포함된다. 흔히 사용되는 알로리즘 도구

변수 선택은 우선 원리 및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

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4. 계량화학 응용

전처리된 자료로부터의 더 적은 수의 변수들이

에서 찾을 수 있다. 검체 선택, 변수 선택, 그리고

정확도, 정밀도 및 완건성과 같은 월등한 성능을

자료 정규화 및 전처리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그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와 더불어 각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 파라미터들

변수 선택에 대한 논리의 두 번째 부분은 과잉

의 조합이 보정 모델의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적합을 피하는 것이다. 과잉적합은 모델이 자료

칠 수 있다. 때로는 알고리즘의 선택조차 검체 선

중의 의도된 변동성을 기술할뿐 아니라 잡음의

택, 변수 선택 및 전처리의 단계들과 함께 재귀적

모델까지 포함하게 되는 상황이다. 후자는 모델의

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선택은 현재의

예측 특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 계량화

과제, 소프트웨어 확보가능성, 그리고 주제 관련

학에서는 전형적으로 예측 변수의 수(수백 또는

전문가의 방법에 대한 친숙성에 의존할 수 있다.

수천)는 관측의 수(십여 개에서 수백)보다 더 많

일부 알고리즘은 PLS 스코어, 로딩 및 계수 도식

다. 과잉적합을 다루기 위한 두 가지 일반적 전략

등과 같이 진단 및 해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들을

이 있다. 하나의 전략은 예측 변수들의 하부 세트

제공하는 한편 다른 것들은 때로는 그 내부 작업

만을 수동 또는 계산에 의해 선택하고 모델 개발

이

“블랙박

을 위해 이들 변수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동으

스”(예를 들어, 신경망)로 지칭된다는 것이 추가

로 (예를 들어, 주어진 화합물의 특성 분광학적

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파장들만을 선택하기) 또는 단계적 회귀와 같은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본질상 실험적이라는 것을

다양한 통계학적인 선택법 또는 F-검정, t-검정,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항상, 어떤 종류의

상관계수, 신호대 잡음비, 강도 역치, 투영 거리에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이 생성한 결

서의 변수 중요성과 같은 단순한 단변량 통계 척

과가 적절하며 옳은 것인지와 모델 성능이 ATP

도 또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예측 변수들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결

이 선택될 수 있다. 다변량 접근법들은 주요 특성

과들은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교차밸리

을 정의하는 PC 변수 로딩, 선형 판별자, 또는 회

데이션 및 궁극적으로는 모델 개발에 사용되지

귀계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않은 독립적인 시험 자료세트를 이용한 밸리데이
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과잉적합을 피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에서는
변수들이 전혀 선택되지 않는다. PLS 및 PCR과
같은 잠재변수법은 그 본질상 중요 예측 변수들

변수 선택

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덜

변수 선택의 의된 목적은 모델의 성능을 향상

중요한 것들은 가중을 줄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

시킬 수 있는 예측 변수들의 하부 세트(즉, 그림

다. 이러한 새로운 잠재 변수들 또는 성분들은 관

2에서의 X 행렬의 열)를 확인하는 것이다. 계량

측된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서 구성된다. 변수

화학에서의 변수 선택에 대한 기반 논리는 두 가

선택과 결합되면 잠재변수법의 성능이 상당히 향

지이다. 첫 째, 특정 예측 변수들는 의도된 목적

상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부 예측 변수들은

에 대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이상적으로 이

잡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델 구성 과정을

변인들은 최소화되거나 모델에서 제거되어야 한

방해하기 때문이다.

다. 예를 들어, 분광기가 생성하는 전체 영역 중

정보력이 있는 예측 변수들을의 하부 세트를

특정 파장들만이 반응 변인의 수준들에서의 변동

선택하는 것은 자료 세트의 크기를 줄이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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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제공하며 후처리를 위한 더 나은 모델

있으며, 다른 교차밸리데이션의 유형들의 결과에

을 얻게 할 것이다. 인증과 같은 응용을 위한 보

비해 일관성이 떨어진다. 자료를 사전 정보에 따

호조치의 하나는 정보가 결여된 예측 변수들을

라 분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복수의 배치들

제거하는 것은 섞음질된 가품이나 이러한 제거된

에 걸쳐 사용가능한 기록 자료 세트들이 주어진

예측 변수들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

경우 배치별 하나의 하부 세트와 같은 것이다. 교

체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차밸리데이션을 위한 다른 선택사항은 붓스트랩

이다.

인데, 이는 각 재귀반복에서 자료의 특정 부분이
보정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확률표집이 되는 한

교차밸리데이션

편, 자료의 나머지는 시험 세트로 사용된다. 예측

실무에서 교차밸리데이션은 모델 성능을 추정

오차의 안정된 추정값을 얻기 위해서 많은 횟수

하고,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예를 들어, PLS의

(전형적으로 100 이상의 주기) 과정이 반복된다.

성분의 개수)을 세밀 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오차 척도는 교차밸리데이션 과정에서 모델 성

자료를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보정 세트

능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성능계

및 추정이 이루어져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

수이다. 방법의 의도된 목적이 정성법에 대한 오

는데 사용되는 시험 세트(또는 내부 밸리데이션

분류 비율 및 정량법에 대한 예측 오차와 같은

세트)로 반복적으로 분할(즉, 그림 2에서의 X 행

오차의 본질을 결정한다. 정성 또는 정량 응용에

렬의 행의 개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관없이 교차밸리데이션 내에서 오차를 규정하

일반적으로 -층 교차밸리데이션 접근법이 사

기 위해서 두 가지 척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되는데 이는 자료를 교차밸리데이션을 수행하

데 이는 보정의 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C) 및

기 위해서  개의 하부 세트로 나누는 것이다. 

RMSECV이다. RMSEC는 보정에서 남아있는 검

재귀반복의 각 단계에서 -1 하부 세트들은 모

체들에 대해 계산되는데 이는 모델이 추가되는

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이 모델은 나머지 

각 추가 요인(즉 PC)들과 함께 단조감소한다. 이

번째 자료 조각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하

에

부 세트들이 추정될 때까지 과정이 반복된다. 교

RMSECV는 마지막 의미있는 (즉, 관련 신호를

차밸리데이션 동안 기준값들과 추정값들 사이의

포함하는) 요인이 추가될 때까지 감소란다. 그런

오차가

제곱근평균제곱오차

다음, 각 추가 요인이 모델에 포함됨에 따라

(RMSECV)로서 기록된다. 자료를  개의 부분

RMSECV는 증가하게 되어 보정 자료의 과잉적합

으로 분할하기 위한 복수의 방법들이 존재한다.

을 나타내게 된다. 모델에서의 요인들의 개수에

원래의 보정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할하는 것으

대한 RMSEC 및 RMSECV의 도시를 예측잔차제

로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주목해할만한 한

곱합 도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최상의 실무는

측면은 보정 및 교차밸리데이션에 사용된 어떤

RMSECV 도시선의 최소값이 나타나는 지점을 넘

배치들이든 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한 독립적인 자

어서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추

료 세트로서 취급되거나 재사용되지는 말아야 한

가로, 관측값과 예측값 사이의 상관(예를 들어,

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회당-하나-제

  )도 정량적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일반적

거 교차밸리데이션(LOOCV)라고 불리는 것인데

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교차밸리데이션 결과

이 방법에서는 검체들이 한 회당 하나씩 제거된

는 보정 및 시험 세트가 비견될 수 있을 때(즉,

다. LOOCV는 격렬한 계산을 수반할 수 있고, 결

동일한 모집단에서 얻어진 경우)에만 의미가 있

과들은 이상검체들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받을 수

다.

교차밸리데이션의

비해,

교차밸리데이션

중에

계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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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된다. 정량적 응용에는 제곱근평균제곱추정오
3.2 방법 밸리데이션

차(RMSEP), 추정제곱오차(SEP) 및 편향이 방

밸리데이션의 목표는 어떤 방법의 성능이 그

법 정확도의 전형적인 척도들이다. 분류와 같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성적 응용에는 때로 오분류비율 또는 양성예측

모델 밸리데이션과 방법 밸리데이션은 서로 다른

비율이 방법 정확도를 규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

두 활동들이다. 모델 밸리데이션은 통상적으로 확

다. 독립적인 시험 세트를 가지고 시험될 때 모델

인 또는 정량 오류 및 불확도를 통하여 모델의

이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 밸리

RMSEP가 RMSEC 및 RMSECV에 비견될 수 있

데이션 세트 또는 교차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

음과 ATP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이 종종 확인된

것을 수반한다. 보통 파라미터는 변수들의 범위,

다.

전처리법 유형, 모델 순위, 알고리즘 선택 등등을

정밀도 : RMSEP 및 SEP의 통상 척도들이 정확

포함한다. 3.1 모델 개발: 보정에서 이러한 활동

도 및 정밀도 양쪽을 망라한다. 정밀도의 평가에

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방법

는 보고 가능한 결과에 수반하는 불확도의 결정

밸리데이션은 완전히 독립적인 외부 밸리데이션

및 불확도 기여 변동 근원을 정량화하는 “오류

세트에 기반하고, 방법 유형 범주에 따라 시험법

편성”을 판정하는 분산요소분석이 수반된다. 정

밸리데이션에 묘사된 밸리데이션 요건을 따라야

밀도 단독 추정을 위해서는 반복들에 대한 결과

만 한다. 적합기준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정당화

들에 걸친 표준편차 및 방법 내에서의 동일 검체

되어야 한다. 생애주기 동안, 모델 이전 또는 모

에 대한 일간, 분석자간, 기기간 및 실험실간 독

델 갱신 이후에 방법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

립적인 분석들이 사용될 수 있다.

방법 밸리데이션 및 재밸리데이션 전략은 위험

선택성 : 정량법 및 정성법 양쪽에 대해, 가능만

및 과학 기반이어야 하고 그 영향력 수준에 따라

하다면, 계량화학적 모델의 바탕이 되는 화학적

적절해야 한다.

또는 물리적 의미를 입증하고 밸리데이션하도록

충분히

정확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한 전형적인 성능 특성들

해야 한다. 예를 들어, PLS, PCR, PLS 판별분석

은 정량 모델에 대해서는 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PLS-DA) 및 PCA에 대해 모델 구성, 자료 전

직선성, 범위 및 완건성이며, 정성 모델에 대해서

처리, 회귀벡터, 로딩벡터에 사용된 변수들(분광

는 선택성 및 완건성이다. 그 척도들과 그 설명은

학적 범위와 같은 것)의 과학적 의미가 입증되어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정형적인 성능

야 한다. 선택성은 계량화학적 방법이 결과를 정

척도들에 더해서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

확하고 정밀하게 보고하는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

(LOQ), 감도, 분석감도 및 유효 분해능 등과 같

향을 미치는 검체 요소들(검체에 존재하는 매질

은 척도들은 밸리데이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

또는 다른 비분석대상 화합물)의 경향성에 의해

을 수 있으나 특정 분석적 응용 및 모델이 수반

서도 밸리데이션될 수 있다. 선택성의 수준은 변

되는 분석 기법을 위한 방법 성능의 한도를 이해

화하는 양의 잠재적 방해 물질의 존재 하에서의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정확도 및 정밀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시험될
물질들은 기반이 되는 물리적/화학적 방법론 및

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한 성능 특성들

모델링 접근법을 고려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아래 영역들은 방법 밸리데이션 속성 설명 및 척

선택성은 오염, 준표준 또는 가짜 검체들을 포함

도를 제공한다.

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목표 기준 내 및 밖 양

정확도 : 에측값과 기준값 사이의 통학적 비교가

쪽의 진짜 검체들은 실제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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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이, 통제된 대

및 분광기에서 평균되는 스펙트럼의 개수와 같은

량 공정에 대한 목표 밖의 검체를 확보하는 것은

방법 파라미터 변동성 등을 포함한다. 밸리데이션

비용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한 경

결과와 함께, 보정 세트 또는 라이브러리의 설계

우, 목표 검체들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목표

및 모델 파라미터들의 선택과 같은 방법 개발 전

밖의 검체들의 배제 패널이 측정의 선택성에 대

략이 방법의 완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려될

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목

수 있다.

표 밖의 모의 검체(소규모 검체와 같은 것) 의도
된 목적 및 범위에 대한 방법의 적합성을 밸리데

밸리데이션 검체

이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밸리

계량화학적 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해 고려되어

데이션 검체의 적합성은 적절한 포함 및 배제 기

야 할 다른 일번적 측면으로 밸리데이션 검체가

준으로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포함된다. 밸리데이션 검체는 모델의 예측 능력을

정성적 방법들은 검체를 바르게 확인하거나 분

입증하기 위하여 보정 검체들에 대해 독립적이어

류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수신자조작특성

야 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밸리데이션

(ROC) 곡선 및 식별률(POI)이 일반적으로 사용

검체들이 보정 세트에 또는 모델 최적화를 위해

되는 척도이다(ROC 곡선에 대한 상세 정보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 밸리데이션 또는

4.1 정성 및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C

교차 밸리데이션이 전형적으로 모델 파라미터 최

접근법은 결정 역치의 범위에 걸친 진짜양성율

적화를 위하여 보정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최종

(TPR) 및 거짓양성율(FPR)의 설명을 의도한다.

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좋은 확인시험법은 곡선아래면적(AUC)가 1에 근

않는다. 방법 완건성은 분산의 특정 근원을 가지

접하는 ROC 곡선을 생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잘

고 있는 진짜 검체의 편가에 바탕을 둔다. 의약품

설계된 확인시험법에 대해서는, 분석대상물질이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공정중, 출하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양성식별률은 거의 영이고,

안정성 시험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것과

분석대상물질의 농도 또는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명목 생산 규모에서의 밸리데이션 검체들이

양성식별율은 1에 접근한다.

포함된다. 식물 검체에 대해서는 분류학적 대상,

직선성 : 계량화학적 방법 구축에 사용되는 알고

원산지, 수확계절 및 다른 변이들이 포함될 수 있

리즘은 분석 신호와 분석대상물질 사이의 관계를

다. 여러 식품 구성성분 및 부형제와 같은 천연유

모델링하는데 적적한 한, 선형 또는 비선형일 수

래 물질들에 대해서는 물질의 원산지 또는 미생

있다. 모델 적합도 또는 그 예측 특성들 평가하는

물학적 기원, 가공 조건, 불순물 조성 및 다른 관

데 흔히 사용되는 척도들은 관측값에 대한 예측

련 요소들과 같은 변수들이 밸리데이션 검체 세

값의 도시에서의 상관계수, 기울기, y-절편 및

트에 포함될 수 있다.

잔차제곱합이다. 분석 범위에 걸친 관측값에 대한
잔차 사이의 도시는 어떤 패턴도 보이지 않는 것
으로 기대된다.

적합 및 진단 기준
다른 분석 과정에서와 같이, 어떤 계량화학적

범위 : 방법의 범위는 그 의도된 용도(예를 들어,

방법에 대한 적합 기준은 밸리데이션 프로톸ᄅ을

규격화)에 적합하여야 한다.

의 시행 이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일차적인 분석

완건성 : 고려되는 전형적 인자들은 물질의 정상

과정[예를

들어,

적인 변동성(예를 들어, 로트간 변동성), 조작환

(NMR)

또는

경 변동성, 사소한 기기 관리와 같은 기기 변동성

(HPLC)]으로부터의 대조값을 가지고 이차적인

중량분석,

핵자기공명분광법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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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예를 들어, 근적외(NIR) 또는 라만]으로부

제어 전략이 개발되고 모델 개발 및 절차 밸리데

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화학적 모델이 개발되

이션의 부분으로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전략은 지

었다면, 밸리데이션을 위한 ATP는 일차적인 방

속적인 모니터링 및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한 필요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해서, 모델의 핵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확도

심 측면과 연관된 일탈들의 확인을 허용하는 측

는 대조 기법의 그것으로 제한될지라도, 이차적인

정 주기와 함께 모델 모니터링, 분석 및 조정을

방법을 이용해서는 월등한 정밀도를 획득하는 것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유지의 수준

이 가능할 수 있다.

은 위험평가 활동의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한 성능 특성에서 다루어진

모델 위험성에 대해 적절해야 한다. 적용가능하다

요소들에 더해서, 방법 밸리데이션은 일상적 용도

면, 모델에 대한 입력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분석

를 위한 적용 전에 다변량 모델에 대한 진단 한

기기는 적격성 평가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계의 설정도 고려해야만 한다. 모델 공간을 벗어

검증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 지침에 대해

나는 검체들은 이상검체로 간주되며 보고가능한

서는 적절한 분석기기에 관련된 일반시험법을 참

모델 예측을 획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모델 진

고).

단법은 모델 공간 밖의 어떤 검체이든 표지할 수

생애주기에 걸친 모델 성능의 지속적인 보증은

있는 증명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진단 한도들을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례들이 고려되어야

Ÿ

모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검토

만 한다. 첫 번째는 보정 자료 세트 내 자료 세트

Ÿ

위험평가에 대한 고찰

의 지레점 및 잔차의 통계적 분포를 결정하는 것

Ÿ

설치 후 변경 및 사전 규정된 모델 유지에
대한 고찰

이다. 두 번째는 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의도되
어진 모델 공간 내부 및 외부의 밸리데이션 검체

Ÿ

필요시 모델 갱신 및 과정 재밸리데이션

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NIR 분광법

모델의 지속적 검토는 사전 규정된 간격으로 해

기반의 함량균일성시험법에 대해, 모델 공간 외부

야 하며 또한 모델 성능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건

대비 내부 검체들은 방법에 대해 의도된 범위 밖

들에 의해서도 촉발되어야 한다. 원료 물질 변동

의 약효성분 농도를 함유하는 검체들 대비 목표

성 또는 제조자의 변경, 검체 매질을 변경할 수

표시량에 해당되는 검체들이 될 수 있다.

있는 상방향 공정에서의 변화 드리프트 (예를 들
어, 공정 장비 또는 운전 설정들), 모델 예측에서

3.3 모델 모니터링

의 드리프트, [규격외(OOS) 또는 경향외(OOT)

모델 생애주기에 걸쳐, 모델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의 핵심 원인에 의존하는] 모델에 의해 주어지는

있는 변경들이 발생할 수 있다. 모델의 지속적인

OOS 또는 OOT 결과들이 그러한 사건들의 사례

성능 검증에 대해 또한 필요하다면 모델 갱신 및

에 포함된다. 모델 출력에 기반하는 촉발인자에

방법 재밸리데이션에 대해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

더해서 모델 진단 척도들에 기반하는 촉발인자들

어야 한다. 모델 모니터링, 모델 갱신 및 모델 이

및 그에 해당되는 조치 규칙들이 포함되어애 한

전 사이에서의 특정한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다변량 모델들은 단변량 모델들에 비해서 이

의도된 응용을 위한 적절한 순서를 결정하기 위

상 자료 징후에 더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 다

해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논거가 적용되어야만 한

음을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다변량 모

다.

델 진단들을 통계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함 2)

생애주기에 걸쳐서 모델 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모델 개발 및 절차 밸리데이선 과정에서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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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기 위함 3) 제어 전략의 부분으로서의

에 대한 기기의 반응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변

모니터링을 위한 다변향 진단을 적용하기 위함.

경될 것이 없다. 대신에 원래의 모델은 더 이상

모델 예측과 대조 또는 직교화 과정의 비교가 정

유효하지 않은데, 이는 원래의 보정의 확장된 범

기적인 기반 또는 검토 과정에 의해 촉발된 조사

위, 새로운 분석대상의 추가, 또는 다른, 이전에는

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이지 않았던 변동(예를 들어, 입자 크기 분포의

새로운 검체들에 적용되는 경우, 모델 진단의

변화, 또는 화학적 과정의 새로운 평형상태로 이

사용은 모델 개발 및 절차 밸리데이션 중에 사용

동) 때문이다. 따라서 보정 공간은 이러한 변동을

된 보정 및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서 모델 예측

보이는 검체들과 함께 확장되어야만 한다.

이 유효하다는 것과 또한 결과가 이상값을 만들

두 번째 범주는 검체들은 동일하지만 측정 시

어내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한다. 이상값의 관측은

스템 반응 함수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는 보통

결과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OOS 결과의

측정 부품들의 변동(새로운 광원, 광학부의 혼탁,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OOS 결과는 예

파장표시 변동)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기기간에

측이 적합 기준의 밖에 떨어지고 모델 진단은 한

방법 이전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는

도 내에 있는 경우에 모델에 의해서 생성되는 관

기기표준화 문제이다. 기기 또는 측정 과정에서의

측이다. 정성적 모델의 경우에 부적합 결과는 이

경시적 변동은 보정 모델을 사용불능으로 만들

상값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조사를 촉발해야 한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모델 갱신이 필요하게 되

그러한 조사의 출력물은 결과가 OOS인지의 여부

거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를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 모델 갱신의 각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검토 과정은 모델 유지 연장 필요

다양한 모델 갱신 기법들이 있다. 일부 갱신 기법

에 관한 결정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위

들은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하지

험평가 행위의 결과이거나 미리 규정한 결정 업

만 다른 것들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적절한 모

무흐름의 결과물일 수 있다. 모델 위험성 및 활용

델 갱신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은 배경 원인 인자

은 모델 유지의 연장을 정의할 것이고, 이는 모델

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일

조건들의 제한, 보정 세트의 조정(검체가 추가되

반 규칙으로서, 단순한 갱신 방법들(예를 들어,

거나 교체되거나 제거될 수 있음), 또는 심지어

아래에 기술된 기울기 및 편향 조정)이 먼저 고

모델의 완전한 재구성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 그

려되어야 한다.

리고 그에 해당하는 논거는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문서화되어야만 한다.

어떤 모델 유지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 전
처리 및 변수 선택 등과 같은 원래의 모델의 기
초적인 구축이 타당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정하

3.4 모델 갱신 및 방법 이전

는 것이 좋은 실천이다. 정성적 및 정량적 응용에

모델 갱신은 분석절차 검증의 일부로 고려되어

기반한 모델 갱신들 모두에 대해 간단한 전처리

야만 하며 정당화 및 활동들은 분석절차 생애주

접근법 및 과학적으로 타당한 변수 선택 접근법

기의 일부로서 문서화되어야만 한다. 모델 갱신을

이 모델 갱신에 수반된 도전들을 처리하고자 하

수행하기 전에 갱신을 촉발한 배경 원인 인자를

는 초기 시도로서 권장된다. 이런 접근법들은 기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델 갱신에 대한 사유

기, 측정조건 또는 검체 매질들에 의해 발생한 변

는 대략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화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단순히 보정 세트가 확장될 필
요가 있을 때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분석대상

기울기 및 편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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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 모델 갱신법 중 하나는 편향 조정,
기울기 조정 또는 양쪽으로 예측값을 후처리하는

보정 이전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정량적 응용에 대해 보통

기기 표준화 및 보정 이전법들은 측정 시스템

사용된다. 일부 정성적 응용에 대해서도 이 접근

의 반응 함수를 변환해서 대조 측정 시스템의 것

법은 방법의 본질에 본질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과 일치시키는데 사용된다. 대조 측정 시스템은

있다. 제한적인 정황들에서 평향/기울기 조정이

완전히 다른 분석기로 구성될 수 있거나 반응 함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들 들어, 예측대상

수의 변이를 경험하기 이전의 같은 분석기일 수

인 검체들의 매질이 보정/밸리데이션 검체 세트와

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절대 다수는 일반적으

는 계통적으로 다르다느면 모델 예측값들은 일정

로 원래의 기기에서 측정된 안정한 이전 검체들

한 값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향/기울기

의 사용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기기가 표준화될

조정은 다른 매질(예를 들어 새로운 분석대상/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해, 기기 표준화에 보통

섭)에서 기인하는 변동과 같은 자료에의 어떤 새

사용되는 접근법들은 검체 매질 및 측정 조건에

로운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기 않을 것이다. 따

의 변화로 기인하는 도전을 해결하는데도 효과적

라서, 배경 원인 인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

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편향/기울기 조정은 권장되지 않는다. 기존 모델
을 사용하여 얻은 새로운 자료에 대응하는 잔차
에 대한 조사 또는 PCA와 같은 기법을 이용한
부가적인 탐색적자료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계량화학의 응용 참고)

3.5 재밸리데이션
다변량 모델을 재적용하기 전에 적절한 절차
재밸리데이션이 원래의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것과 동등한 기준을 사용하여 확립되어야

보정 확장

한다. 이러한 재밸리데이션은 분석절차 검증의 부

원래의 보정 세트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되

분으로서 모델의 유효성을 문서화하는 필요하다.

는 새로운 검체의 개수, 새로운 보정 세트의 전체

과학적 정당성 및 실험적 접근법 등과 같은 측면

적인 조성에 대한 추가 검체들의 영향력(지레점),

들을 포함하는, 재밸리데이션 절차의 본질 및 범

그리고 새로운 검체들을 보정 및 밸리데이션 세

위는 갱신 원인 및 적절한 성능을 확립하는데 필

트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요한 조정 행위의 본질에 기반해야만 한다. 재밸

원래의 보정 및 밸리데이션 세트들을 모든 새로

리데이션은 분석 절차 생애주기의 부분으로써 문

운 검체들로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새

서화되어야 한다.

로운 검체들과 원래의 검체들의 하부세트를 사용
하는 것이 조언될 수 있다. 켄나드-스톤 알고리

4. 계량화학의 응용

즘 및 최근접이웃 접근법과 같은 여러 접근법들

앞 2. 계량화학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량화

이 기존 보정 세트에 추가할 새로운 검체들을 선

학적 분석은 자료의 확보성 및 주어진 응용의 특

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

성에 따라 통제 또는 비통제 방식으로 수행될 수

든 접근법들은 새로운 검체들을 높은 지레점(모

있다. 이 부분은 여러 분석 시나리오뿐 아니라 흔

델 열향력)에 기초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

히 사용되는 계량화학 도구들(즉, 알고리즘들)에

다. 호텔링의   , 다변량 스코어 도시, 그리고 그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추가로, 여러 특정 응용들

들의 해당되는 한도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이 자세히 기술될 것이다.

데 있어 효과적인 접근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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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성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러 일반적인 것들이 정성적
도구에서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 측면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제형 기법들은 분

정성적 계량화학 분석들은 통제 또는 비통제

석 센서 정보이외에도 자료 세트 내에 검체들에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

연관된 이산 정보(예를 들어 범주 표지)를 사용

서법의 대체법인 분석 절차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한다, 이는 시각화 기법(예를 들어, PCA로부터의

어떤 계량화학 모델이라도 3. 모델 생애주기에서

PC들의 스코어 도시)에 더해, 통계학적 기준을

기술된 바와 같이 검증되어야만 한다. 이는 분석

제공하여, 군집(또는 범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

되는 검체들에 대해 극히 조금만 알려져 있다면

을 의도한다. 그러면 경계는 주어진 범주로의 새

이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체들의 포함 또는 제외를 위한 적합 기준으로

비통제형 분석은 생애주기 얼개 내에서 공정서법

사용될 수 있다. 모델을 만드는 분석자들은 여러

의 계량화학적 대체법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

유용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

요한 지지 역할을 하며, 후속의 통제형 접근법을

형판별분석(LDA) 및 이항식판별분석(QDA), 유

개발하기 기전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시

사범주연성독립모델법(SIMCA),

들은 정성적 응용 사례에서 제공된다)

PLS-DA등과 같은 것이다. 더욱 복잡한 기법들

kNN,

및

정성적 공정서법은 미지 검체에 대한 어떤 범

도 정당성 증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모델의

주형 시성치의 값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각 유형은 그 자체의 강점 및 약점을 가진다. 특

들이다. 범주형 특성의 일부 사례들은 다음과 같

정 알고리즘이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주지 않으

다:

면 다른 알고리즘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Ÿ

화학적 확인특성: 미결정셀룰로오스 대비 약
효성분(API)

Ÿ

Ÿ

Ÿ

들은 정성적 도구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다.
모델 개발, 최적화 및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범

형태학: 결정다형 A 대비 결정다형 B; 단사

주화 및 분류 기법들는 3. 모델 생애주기에서 기

정계 대비 삼사정계

술한 것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이 기법들은 범주

검체 진위성: 진성 검체 대비 비진성 검체

지정을 위한 역치 또는 한도를 개발한다. 가장 단

또는 섞음질된 검체

순한 유형의 범주화는 두 개 군집계(예를 들어,

검체 기원: 시설 A 대비 시설 B; 로트

양호/불량 또는 A/B)이다. 새로운 검체가 모델에

ABC-001 대비 로트 XYZ-002

의해서 양호 또는 불량 (A 또는 B)으로 범주화

범주형 특성들은 다변량 공간에서의 근접성 또

되면, 이는 판별 기법이라 불리는 것으로부터의

는 거리를 지렛대로 하여 사용된 응용 및 기법에

결과이다. 범주화는 새로운 검체를 A, B, A 또는

따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들로 검체들을 정

B 양쪽, 또는 A도 B 어느쪽도 아님을 지정하는

성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통제형 계량

기법이다. 모델의 오류율은 틀린 범주화의 수를

화학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모델될 수

검체의 총수로 나눈 것이다. 응용 및 그 수반되는

있다.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따르면 이런 유

위험 수준의 필요성에 의존하여 오류율은 군집특

형의 모델들에 기반한 절차들은 확인시험을 위한

이성이거나 군집들간 통합일 수 있다. 응용의 특

범주 IV의 방법들에 해당되기에 적합하며 의도된

정 상세내역들이 검체를 하나를 넘는 범주들로 지

용도에 대한 적절한 선택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수용할만한 결과일지의 여부를 결정

밸리데이션 되어야 한다. “확인시험”은 어떤 범

할 것이다. 이것이 회피되어야하는 경우에는 하나

위의 분석 시나리오들을 기술하는데 일반적으로

의 군집 결과를 보증할 수 있도록 범주화 역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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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 개발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군집화 알고리즘 : 군집화 분석의 목표는 자료를
여러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다. 계통적군집분석

정성적 도구

(HCA)과 같은 일부 방법들은 덴드로그램(그림

PCA : PCA는 2. 계량화학에서 간략히 소개된

5)으로 불리는 나무와 같은 구조로 귀결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탐색적 분석 도구이다. PCA는 변

이는 자료 세트 내에서 발생하는 검체들의 군집

수 축약 기법이며 소위 주성분(PC들, 그림 2 참

들 또는 이상 대상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덴

고)이라는 새로운 변수들을 정의함으로써 자료에

드로그램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

대해 작용한다. PC들은 직교하며 자료에서의 가

으며 따라서 자료 세트의 다른 측면들을 보일 수

장 큰 (잔류) 변이의 방향으로 정의된다. PCA의

있다. 분류식 또는 하향식 방법으로 불리는 첫 번

결과는 PC 스코어와 로딩으로 논의되는데, 이들

째 가능성은 전체 자료 세트에서 시작하여 각 대

은 검체들의 군집들 또는 이상검체들을 시각화하

상체가 개별 군집에 있게 되거나 한 군집의 모든

기 위하여 두 개 (때로는 세 개) 차원에서 그래

요소들이 주어진 유사성 기준을 만족하게 될 때

픽화 도시되는데 반해 (스코어 도시, 그림 4 참

까지 순차적 단계로 자료 세트를 나누어나간다.

고), 로딩은 원래의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응집식 또는 상향식 방법이라 불리는 두 번째 시

다. 스코어는 PC 공간에 대한 검체들의 투사들인

나리오에서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개별 대상체/군

반면, 로딩은 원래의 변수들의 값에 곱해서 특정

집들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비슷한 것들이 합쳐져

검체에 대한 구성 스코어를 생성하는 가중값(계

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진행한

수)를 제공한다. 로딩들은 행렬의 어느 변수들이

다. 두 선택사항 중, 산향식 접근법이 계산상 강

두드러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며 스코어 도

도가 덜한 경향이고, 대부분의 컴퓨터 패키지에서

시에서의 관측된 검체 분보에 대한 기초를 제공

사용되며, 더 자주 사용된다.

하는 잠재 변수들에 의해 포획된 정보를 “이

대상체들 또는 군집들 사이의 (비)유사성을 나

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PC들은 또한 PCR을

타내는데 사용되는 모수들은 상관성 기반(예를

통해서 정량적 모델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들어, 유사성을 위해서는 상관 계수,  또는 비유

있다 (4.2 정량 참고).

사성을 위해서는   ), 거리 기반(예를 들어 유
클리드 거리) 척도들 또는 양쪽의 조합(예를 들
어 마할라노비스 거리)일 수 있다. 두 군집이 이
들 (비)유사성 척도들에 연관된 높이에서 덴드로
그램 상 연결된다. 적용되는 모수들은 낮은 곳에
서 연결되는 군집/개체들은 유사하고, 반면에 높
은 곳에서 연결되는 것들은 비유사하다는 방식으
로 표시된다. 많은 여러 방법들 또는 기준들이 어
떤 개체/군집들이 연속적으로 융합되는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단일 연결, 완
전 연결, (가중) 평균 연결, 그리고 중앙 연결].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덴드로그램은 매우 달라
보일 수 잇다. 임의 수평선들을 그림으로써(그림

그림 4. PCA 스코어 도시: PC1 대비
PC2의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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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들은 덴드로그램에서 매우 높은 곳에서 연결

판별 기법들도 또한 군집 구분을 최적화할 것이

되며 많은 경우 단일 개체 군집이 된다. 군집화

며 더 큰 감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범주들 어

결과의 안정성은 많은 인자들에 의해 영향받을

느 것으로부터도 유래하지 않는 대상체가 주어지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료 중의 잡음, 검체 크기,

는 경우, 실패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에 반

알고리즘의 선택, 거리 척도, 등등이다. 분류식 방

해, 모수 모델법들은 모델에 대해 수립된 신뢰 경

법은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응집식 방법에 비해서

계 안에 들어오는데 실패한 어떤 검체이든 배제하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생성하는 경향이다.

게 될 것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모수 모델

모수 모델링: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물질 또는 제

알고리즘은 아마도 SIMCA이고, 이는 자료를 모

제화물의 인증은 화학적 프로파일(예를 들어, 스

델하는데 PCA이 사용되고 그 한도를 정의하는데

펙트럼 또는 크로마토그램)의 다변량 모수 모델

호텔링의   및  잔차가 사용된다. 일부 사례에

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때로

서는 모수 모델 접근법이 한 검체가 하나를 초과

“단일-군집 분류자”라고 지칭한다. 기본적으로,

흔 군집에 지정되는 식으로 “연성 범주화:로 귀

모수 모델은 알려진 진성 검체로부터의 자료를

결될 것이다. 공정서 사용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둘러싸는 신뢰 경계로 통계학적으로 또는 실험적

서는 애매한 군집 지정의 사례들을 위해 적절한

으로 개발된다. 모수 모델은 단일 군집으로부터의

조치가 미리 정의되어야만 한다. 또는  및  오

자료들에

류율이 설정되고 위험에 따라 정당화되어야 한다.

분포(전형적으로

다변량 정규분포)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자료들 주류의 거동 또는
구조를 묘사한다. 모수 모델에 대한 예측은 그 분

정성적 응용 사례

포의 신뢰 경계의 바깥으로 벗어나는 점을 확인

탐색적 분석 : 비통제형 알고리즘은 통상적으로

하게 한다. 군집화 또는 판별 접근법들은 앞에서

초기 탐색적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데, 공식

언급된 바와 같이 미지 검체의 확인을 제공하는

적 보정 및 밸리데이션이 이를 선행한다, 비통제

반면, 모수 모델은 미지 검체가 진성 군집에 속하

형 자료 탐색은 어떤 사전 지식 없이, 활용 가능

는지 또는 분포에 의해서 적의되는 것 이외의 특

한 자료 범주 내에 구분되는 범주들 또는 이상

성을 나타내는지와 같은 지정을 할 것이다. 일부

검체들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빠르게 지시할

그림 5. 27개 대상에 대한 덴드로그램에 기반한 계통적 군집화. 가로축: 대상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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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UC를 보이는 ROC 곡선 도시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분광학적 자료에

험은 검체 스펙트럼을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비교

적용된 PCA가 다른 공급자들로부터의 검체들 사

하고 둘 사이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것을 수반한

이를 구별하는데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탐색적

다. 여러 다른 계량화학적 알고리즘이 확인시험에

모델은 잠재 변수들을 생성하는데, 이는 관련 분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모델 개발 및 유지관

석 신호의 가장 큰 분량을 가지는 원래의 변수들

리는 3. 모델 생애주기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확

확인하여 후속 모델들로 진행하게 하거나 변수

인시험을 위한 모든 방법은 통제형 범주화 방법

선택 접근법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토될

인데 그 이유는 알려진 정체성을 가지는 물질로

수 있다. 이는 어느 인자를 후속 설계 및 보정에

부터 하나의 표준 스펙트럼 또는 표준 스펙트럼

포함할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설계(DoE)의

들의 세트가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되기

분석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탐색

때문이다. 알고리즘들은 자료 전처리 이후에 원래

적 분석은 간섭원(예를 들어, 산란 효과, 광학적

의 변수 공간 또는 변환된 변수 공간(예를 들어,

층장 차이, 검체의 물리적 성질들 및 기기 신호

잠재 변수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동)으로부터의 신호에 대비하여 원하는 분석대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상물질 신호의 상대적인 기여를 극대화 하기 위

모델들에 기반한 절차들은 확인시험을 위한 범주

하여 다양한 신호 전처리 선택사항을 시험하고

IV의 방법들에 해당되기에 적합하며, 최소한, 의

실험적으로 최적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된 용도에 대한 적절한 선택성을 증명하는 것

물질 확인시험 : 확인시험은 모든 약효성분, 부형

으로 밸리데이션되어야 한다. 성능 검증의 예시적

제, 의약제제 및 포장물질에 대해 그들을 인증하

접근법은 TPR 및 FPR의 문서화이다. TPR은 옳

고 정확한 물질들이 제조, 출하 시험, 포장 작업

게 확인된 검체의 퍼센트인 반면, FPR은 틀리게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검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확인된 검체의 퍼센트이다. TPR은 또는 감도라고

수행된다. 분광학적 확인시험법은 확인시험에 가

도 하며 FPR은 선택성이라고도 한다. 어떤 접근

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들 중 하나인 푸리에변환

법을 따르는지와는 관계없이, 항상 FPR과 TPR

적외분광법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으로 확인시

사이의 절충이 있으며, 이러한 절충 행위 및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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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성능은 ROC 곡선 도시에서 가장 잘 시각화

유형( 또는 )을 다른 것에 비해서 더 관심을

된다 (그림 6 참고).

가지기 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역치를 선택할 때

고전적인 ROC 곡선은 TPR을 세로축에 FPR을

모델이 더욱 보수적이 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 역

가로축에 도시함으로써 생성된다. ROC 곡선 상의

치는 조치 기준 또는 평가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각 점은 특정 역치에서 얻어지는 TPR과 FPR의

있다.

특정한 쌍을 나타낸다. 역치는 전형적으로 알고리

복잡한 물질 확증법: 식물유래 영양성분 및 검체

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숫자이며 그것을 초과하면

들은 수많은 구성성분들의 복잡한 혼합물일 수

이는 양성 확인에 해당된다. 이 역치값은 절차 개

잇다. 인증은 복수의 분석대상물질의 존재와 그들

발 과정에서 결정된다. 역치는 가설검정으로부터

의 상대적인 농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섞음

의  값, 적중품질지수(HQI) 역치, 마할라노비스

질 또는 유연물질의 부재를 잠재적으로 입증하는

거리 역치, PLS 판별 스코어 역치 또는 다른 어

것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에서의 인증

떤 역치일 수 있다.

은 계량화학적 접근법이 적절한 다변량 결정 과

절차 개발 과정에서 일련의 알려진 양성 및 음

정이다. 전형적으로 검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석

성 검체가 검사되며, 각 검체에 대한 알고리즘 출

대상물질(그리고

력이 기록된다. 특정 역치, 에서 작동하는 경우

정보를 종합하는 특징적인 “지문” 패턴이 분리

에 방법의 성능은 하나의 TPR/FRP 쌍에 의해

동정 기법 또는 분광학적 측정의 조합을 적용함

특징지워지며 전체 조작특성곡선은 어떤 범위의

으로써 얻어진다. 검체 지분에서의 화학적 조성

결정 역치들에 대해 TPR/FPR 쌍들을 도시함으

정보는 다변량 패턴인식의 기초를 제공한다. 특별

로써 생성될 수 있다. 거짓-양성 확인시험은 너

히, 질량분석법 및 NMR 분광법과 같은 뛰어난

무 낮은 결정 역치에 해당된다. 거짓 양성들은 결

분석학적 선택성을 가지는 기법들이, 특히 다구성

정 역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그

성분 검체의 크로마토그래프 분리에 대한 검출기

러나, 과도하게 높은 결정 역치는 거짓-음성 확

로 작동하는 경우에, 강력한 지문적인 도구로서

인시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출현해왔다. 크로마토그래프 지문은 세계보건기구

좋은 확인시험법은 그림 t에 보인 것과 같이
ROC 곡선의 왼쪽 위쪽 구석에 하나 또는 그 이

잠재적으로 섞음질)로

부터의

및 미국식품의약품국에 의해 식물 의약품에 대한
유효한 확인시험 절차로서 인지되고 있다.

상의 TPR/FPR 쌍들을 만드는 곡선을 생성할 것

검체의 기원 및 순도에 따라, 전체 지문 또는

이다. 이런 특성은 AUC에 의해서 가장 잘 획득

피크의 선택된 하부세트를 사용하여 다변량 번주

된다. 임의 결정법은 0.5의 AUC를 가지는 대각

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변수

선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반면, 좋은 확인시험법은

선택 접근법은 검체의 본직 또는 ATP에 따라 최

1에 가까운 AUC를 가지게 된다. ROC 곡선의 모

적 접근법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잇다. 검체들

양은 검체의 분광학적 성질들과 확인시험에 사용

이 통제형 모델 구성 및 후속하는 모델 성능 검

된 계량화학적 알고리즘의 조합에 따른 것이다.

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문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ROC 곡선의 특성규명은 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

것과는 다른) 객관적 대조 기법에 의해서 얻어지

션에 수반되는 근본적인 임무이다.

는 수반되는 표지 또는 정량적 특성(활성)을 가

두 개 군집 모델에 대해, 거짓 양성 및 거짓 음

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시험의 의도된 용도

성들은 잘못 지정된 검체들이다. 진짜 양성 및 진

에 기반한 모델 개발 및 성능 검정 작업에 적절

짜 음성들과 함께, 그것들은 모델의 감도 및 선택

한 변동성의 기원 및 수준이 포함되는 것을 확실

성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분석자는 오류의 한

히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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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용한 도구들을 LDA, QDA, SIMCA,

들어, 네 가지 물질 (A, B, C, D)의 NIR 스펙트

kNN 및 PLS-DA와 같은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

럼들로부터 구성된 범주화 모델은 네 개의 범주

는 분석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더 복잡한 기법들

들을 가진다. 이전에 본 적 없고 모델 보정에도

(예를 들어, SVM)도 또한 정당화되면 사용될 수

포함되지 않은, 변동원 (예를 들어, 다른 수분함

있다.

량)을 가진 어떤 물질은 범주화되지 못하고, 따라

다성분 검체 인증을 위한 계량화학적 방법들은

서 이상 검체로 확인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비슷

<분석법의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하게, 다른 물질 (E)의 스펙트럼이 모델에 적용

에 필요한 자료 요소, 범주 IV에 부합해야 한다.

되면, 모델은 그것을 어떤 주어진 범주로도 범주

다양한 수치적 방법들이 예측 성능을 검증하는데

화할 수 없어야 하고, 이상검체의 본질 및 응용의

사용될 수 있다. 순수한 물질 확인시험을 위한 정

특정 요구에 따라, 기존 범주들에 대한 보정 자료

성적 도구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예측 성능은 응용

를 보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생성해야

에 적절한 범주화 역치가 확립되면 TPR 및 FPR

한다.

의 비교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전체 분석법의
공식적 밸리데이션 전에 이 역치를 최종화하는

4.2 정량

것이 중요한다.
범주화: 이것은 통제형 학습 기법이다. 보정의 목

일반적 측면

표는 X 및 Y (범주 표지들) 양쪽을 아는 보정 세
트에 기반한 범주화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일

분석 절차의 의도한 용도가 범주가 아닌 연속적

단 얻어지면, 범주화 규칙은 X 자료를 얻을 수

으로 변할 수 있는 값들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있는 새로운 대상체들에 예측을 위해 사용될 수

검체 구성성분 또는 성질들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있다.

정량적 모델이 필요하다. 정적 모델을 위한 과정

범주화 모델은 두 주요 군집으로 구별될 수 있다:

과 비슷하게, 정량적 계량화학 모델들은, 최적의

강성 및 연성. 강성 범주화는 확률 추정을 생성하

예측 성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독립 X -블록

지 않고 직접적으로 범주화 결정 경계를 목표로

및 종속 y 변수들 양쪽을 사용하는 통제형 방식

한다. 강성 범주화 기법의 사례는 kNN 및 전문가

으로 생성된다. 차이는 y 값들의 본질에서 발생하

시스템이다. 연성 범주화는 뚜렷하게 범주 조건부

는데, 이는 정량적 응용을 위하여 (범주형이기 보

우도를 추정하고 그런 다음 추정 최우도에 기반

다는) 연속형/수량형이다. <분석법의 밸리데이션>

한 범주 지정을 한다. SIMCA가 흔히 사용되는

에 대하여, 정량적 계량화학 모델들은 의약품 또

연성 범주화 기법이다. 양쪽 시나리오에서, 범주

는 최종 의약제품의 함량 결정, 불순물 수준, 또

경계들을 결정하는 역치들이 중요하며 얻어지는

는 성능 특성 각각에 대해 범주 I, II 또는 III으

TPR 및 FPR, ATP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로 귀속되기에 적절하다. 연속 변수에 대한 값을

요건에 기반한 방법 개발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생성하는 오프라인 방식 또는 인라인/온라인/엣라

한다. 이러한 비율들은 또한 완전한 절차 밸리데

인 방식 공정중 시험들 또한 정량적 계량화학 모

이션의 부분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델의 적절한 사용을 대표할 것이다. ATP에 대한

많은 응용에서, 어떤 검체가 두 개의 범주로 범주

분석의 특정 요구사항(3. 모델 생애주기 참고)은

화되는 것을 수용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검체

성능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밸리데이션 척도를

가 어떠한 범주에도 범주화되지 못하면 그 검체

안내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는 보정 세트에 대해 이상 검체일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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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도구
정량적 응용에 필요한 알고리즘 도구들은 범위

한 모델은 y와 개별 x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

가 넓다. 더 완전한 서술은 부록 추가 정보원을

예측 MLR 모델은 의약품 공정서 시험을 위한

참고한다. 흔히 사용되는 도구들이 여기에서 간략

절차 또는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게 기술된다. 어떤 계량화학적 모델에서와 같이

생산품 중의 수분 시험과 같은 특정 용도를 위해

도구는 ATP에 맟추어져야 하고, 반대로도 그렇

설계되어진 필터식 NIR은 몇 개의 자료점들만의

다. 특정 장점 및 단점은 각 도구의 특성이며, 계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량화학자는 그 사용을 정당화할 때 이들을 염두

개발 및 밸리데이션은 PLS와 같은 잠재 변수

에 두어야만 한다.

모델과 함께 사용된 것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다중선형회귀(MLR): 이 도구는 관측 자료에 대

있다. MLR 모델의 개발 및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해 선형 식을 맞춤으로써 어떤 종속 변수(또는 y,

1) 적절한 자료 전처리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으

반응 변수)와 다중 독립 변수들(또는 x, 설명 변

며, 2) 모델 성능의 추정을 위해 교차-밸리데이

수) 사이의 상관을 수립한다. MLR은 다음과 같

션이 사용되며, 3) 독립적인 자료 세트가 모델을

이 두 가지 광범위한 응응을 가진다.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MLR의 첫 번째 광범위한 응용은 반응 변수에

MLR의 한계는 모델의 변수들이 공선성을 가지

대한 영향의 중요성과 크기를 설명하는 모델을

는 경우에 모델 예측 성능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전형적으로 DoE 스크리닝

수 있다는 것이다. 공선성의 문제는 MLR에만 한

및 반응 분석에서 사용된다. 전형적으로 입력 변

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원래의 변수들의 선형 조

수들은 상호 독립적이고 설계에 의해 큰 크기를

합인 직교 (비공선성의) 잠재 변수들의 새로운

나타낸다. 종종 제곱항과 같은 고차항 및 교호항

기초 세트들의 생성을 통해서 PLS 모델법에서는

이 포함되며, 모델에 대한 기여가 더 작은 것들을

완화된다. 그러나, 이는 MLR 모델에 대해서 관련

제거하기 위해서 순차 과정이 사용된다. 모델에

이 있지는 않다. MLR 모델에서, 보정 세트에서의

너무 많은 변수들을 피하라는 주의가 조언되는데,

공선성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변수 선택

그 이유는 너무 많은 항을 포함하는 것은 모델을

또는 변환 (예를 들어, 평균 중심이동)이 필요할

과잉적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척도들도 적절

수 있다. MLR 모델이 이상검체 및 높은 지레점

할 수도 있으나, 조정된   통계값이 모델에 너

을 보이는 검체를 확인하기 위한 일부 진단 척도

무 많은 인자들이 있은지의 여부를 추정하는데

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PLS 모델들이 새로운 검

보통 사용된다. 조정된   은 모델 항의 개수 및

체의 예측 중에 제공하는 진단 척도 (예를 들어,

검체의 개수를 고려하는 표준 결정계수의 변형이

호텔링의   및 X 잔차 검정)를 가지지는 않는

며, 조정된   의 도시로 귀결되는데, 이는 최댓

다.

값을 가지며, 이 최댓값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항

주성분회귀(PCR): 이는 PC들의 기초 세트를 얻

이 과잉적합을 가져오게 된다.

기 위해 X 블록 자료에 대해 PCA가 먼저 수행

MLR의 두 번째 광범위한 응용은 분석 목적의

되는 두 단계 모델화 접근법이다. 그런 다음 PC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MLR은 y 및 x 값

들은 y 값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 모델을 개발하

의 관측된 자료 세트에 대해 예측 모델을 맞추는

기 위하여 y 자료들과 함께 사용된다.

데 사용될 수 있다. 수립된 모델은 새로운 검체들

부분최소제곱(PLS):

의 x로부터 y 값을 에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PLS-DA, 정성적 도구 참고) 모델화 시나리오

상관된 x 입력들로부터 생성되는 예측 목적을 위

양쪽에 대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계량화학적 알

이는

정량적

및

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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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들 중 하나이다. PLS가 MLR 및 PCR에

고형 의약제형에 대해 정량법 절차의 대부분은

비해 제공하는 계산적 장점은 PC들이 PLS 알고

HPLC에 기반한다. HPLC 분석은 시간을 많이

리즘에서는 X 및 y 자료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소요하고 종종 이동상으로 큰 부피의 용매의 사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 PCR에 비해 더 적

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HPLC는 상당한 직선성을

은 잠재 변수들을 필요로 하는 예측 모델로 귀결

가지며 전형적으로 단변량 수학(즉, 하나의 측정

되어 완건성을 향상하게 된다. PLS는 약간의 비

변수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이적으로 검체 농도

선형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반면, PCR 및 MLR은

에 비례한다)을 사용하여 보정된다.

선형 모델화 기법이다. 더구나, 다른 알고리즘 접

이에 반해서, 정량법의 대체법들은 분광학(예를

근법들을 통해 동일한 X 블록 자료를 가지고 하

들어, NIR 및 투광라만분광법)에 기반 하며, 향상

나를

있다.

된 분석 속도의 장점을 제공하고, 비파괴적이다.

PLS-1은 각 y 변수에 대한 별도의 모델로 귀결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분석대상물질 신호는 대응되

된다. PLS-2는 둘 이상의 y 변수들의 값을 동시

는 HPLC법만큼의 직선성의 정도 또는 신호대 잡

에 예측할 수 있는 단일 모델을 생성할 것이다.

음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게다거 어떤 단일

각 접근법의 상대적인 장점들은 응용에 따라 달

변수도 직접적이고 특이적으로 관심이 되는 농도

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측되는 각 구성성분

와 연관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종 PLS 회귀

을 규명하는데 다른 수학적 전처리가 필요하다면,

에 기반하는 다변량 모델들이 정량법 및 함량균

분리된 PLS-1 모델들이 단일 PLS-2 모델에 비

일성을 위한 분광학적 절차에서 흔히 사용된다.

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범주 I 시험법들에 대해서는 전체 분석 절차의 밸

초과하는

y

변수를

모델화할

수

리데이션 과정에서 결과들의 정확도, 정밀도, 선
정량적 응용 사례

택성, 직선성 및 범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품제형 정량법 및 함량균일성: 최종 제형에서의

이러한 성능 측면들 각각이 단변량 기법들과 연

약효성분 함량의 정량은 많은 개별 제형 단위(예

관된 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다변량 모델 개발 및

를 들어, 정제 또는 캡슐제)의 균일한 혼합물로부

밸리데이션 동안 고려된다,

터 취하는 검체의 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수행

대부분의 분광학적 방법들은 절대적 관점에서

된다. 그런 다음, 정량적 결과는 시험된 배치에

는 정량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NIR 또는 라만

대한 “평균 함량” (약효성분 표시량에 대한 퍼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되는 모델들은 일차 대조

센트로 표시)으로 보고된다. 함량균일성은 정량법

기법(보통 HPLC 또는 NMR 분광법)에 대해 상

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되기는 하지만,

대적으로 보정되어야만 한다. NIR 및 라만의 비

측정은 개별 검체에 대해 수행된다. 보고되는 결

파괴적 특질이 주어지는 한, 이러한 기법들 중 하

과는 분석되는 개별 재형 단위들에 걸친 정량 결

나를 사용하여 검체의 주어진 세트를 분석하고

과들의 변동성에 기본적으로 기반한다. 정량법 및

나서 대조 함량 값들을 얻기 위하여 HPLC 또는

함량균일성시험법은

검체(들)에서의

NMR 분광법을 통하여 검체의 같은 세트를 후속

것을 의도하며

하여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런 접근법은 고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확립된 정의에 따르면

형 제형들의 정량법으로는 전형적이기는 하지만,

범주 I 시험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

어떤 제형, 약효성분들, 결정다형들, 또는 부형제

서에 걸쳐서존재하는 다른 구성성분도 포함하기

들의 정량을 위한 대조 값들을 보정 검체 준비

는 하지만, 목표 분석대상물질은 검체 중의 활성

과정에서 기록되는 중량분석 자료와 같은 다른

성분일 것이다.

기법들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가

“주요”

문제되는

구성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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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다. 계량화학적 모델은 NIR 또는 라만 분

에서는, 상업적 규모를 대표하는 물질적 성질들을

광 자료와 대조 기법들로부터의 함량 값들을 사

재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

용하여 다변량 보정을 통해 개발된다. 정확도는

다. 추가로 다른 규모들로부터의 검체들 사이에

모델 예측과 대조 값들 사이의 절대 차이를 이용

존재하는 최소한의 편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주

함으로써 결정된다. 정밀도는 절차 결과만의 표준

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리적 성질에 있어서의 어

편차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라서, 정밀도는 전체

떠한 차이 또는 변동성에 대해서 모델 (또는 절

로서의 분석 절차에 대한 성능 척도이다. 즉, 같

차) 결과들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하

은 스펙트럼 입력이 주어지면 같은 수치 출력이

여, 상업적 규모의 검체들이 모델 (또는 절차) 밸

항상 생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밀도

리데이션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는 계량화학적 모델화 접근법 (예를 들어, 전처

러한 인자들로부터 초래되는 예측 편향을 줄이기

리, 모델화 알고리즘, 잠재 변수의 개수)의 특성

위해서 초기 탐색적 자료 분석 (정성적 응용 사

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밀도는 모

례 참고) 동안에 수학적 처리 알고리즘들 (예를

델 개발뿐 아니라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평가되어

들어 정규화, 이차 미분)이 가능한 많이 최적화되

야 한다. 계량화학적 방법의 정확도는 모델을 보

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께, 입자 크기 및 밀도의

정하는데 사용된 대조 분석 기법의 정확도를 능

차이가 NIR 스펙트럼들에서 스펙트럼 기울기 변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화 및 배경신호 오프세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러나 특정 사례에서는 대조 기법의 정밀도를 능

이 알려져 있다. 어떤 특정 영향이 존재하는지에

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 부적절하게 선택된 전처리법은 스펙트럼 차

방법의 분석 범위는 다변량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보정 검체들의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분

이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해서 예측에 있어 오류
를 가져올 수 있다.

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따르면, 정량법 보정 검체

계량화학적 모델의 적합도 및 예측 성능은 모

들은 표시량의 80%-120%의 범위에서 분석대상

델 출력을 목표 분석대상물질(들)의, 이상적으로

물질 함량을 가져야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함량균

는 독립적인 시험 검체들의 세트로부터 얻은 결

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시량의 70%-130%

과를 활용하여, 대조 또는 명목 값들을 상대로 도

가 권장 범위이다. 일부의 경우에 정량법 결과 및

시한 것의 직선성을 통해서 증명하여야 한다. 비

함량균일성 결과 양쪽이 검체 측정을 동일한 세

가공 분석 신호는 분석대상물질의 대조 농도들과

트로부터 확보될 수 있다. 개별 제형 단위들의 요

는 비선형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되는 개수를 평균하면 ‘평균 함량“모수와 동

다중 잠재 변수들이 계량화학적 모델 구축을 위

등한 값을 제공할 것이다. 개별 제형 단위 결과들

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물질 농도와

의 같은 세트에 대한 표준편차와 결합된 이 평균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결과를 이용한”적합값“의 계산 (함량균일성시

모델의 주요 측면은 입력들이 아니고 모델 출력

험 참고)은 함량균일성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

들이다. 농도에 대한 예측 잔차의 도시는 어떤한

런 시나리오에서 단일 보정 세트는 두 권고 범위

계통적인 적합도 결려를 드러나게 하는데 도움이

(70 % - 130 %)보다 더 넓게 펼쳐져야 한다.

될 수 있다. 이러한 잔차도시에서의 패턴의 어떤

상업적 생산 규모에서 생성되는 보정 검체에서

관측은 다음과 같은 것의 갱신 필요를 나타낼 수

함량 값들의 충분히 넓은 범위를 얻는 것이 실제

있다: 1) 모델에 포함되는 잠재 변수들의 개수,

적이지 않으면, 보정 검체들도 더 작은 규모로 또

2) 전처리 수학적 방법, 또는 3) 모델화에 사용

는 실험실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되는 알고리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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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법을 위한 절차의 선택성의 증명은 가능성

가 채택되어야만 한다.

있는 간섭원 또는 검체 구성성분 및 제조 공정

범주 II 과정에서의 한도시험을 위해 해당 분석

또는 공급망의 물질 특성 이해에 기반한 물질 대

대상물질의 변화하는 농도를 포함하는 보정 세트

체에 기초할 수 있다. 하나의 접근법은 OOS인

가 그러한 분석 절차의 성능을 특정하는데 종종

낮은 정량 결과는 제형 단위의 위약에 대해서 일

사용된다. 요구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성능

관성 있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일 수 있

척도들로는 정확도, 범위, 직선성 등등이 포함될

다. 다른 접근법은 다른 제품 (특별히 동일한 시

수 있다. 성능 척도의 사용은 한도시험의 본질에

설에서

달린 것이다.

생산되거나

같은 실험실에서

시험되는

것)의 제형 단위들이 일관성 있게 OOS인 정량

이에 반해,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따른 한

값들로 귀결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일 수 있다.

도시험의 밸리데이션 동안 선택성과 LOD를 입증

불순물 한도시험 : 중간체, 원료의약품 및 최종

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택성을 위해서는, 로딩/회

의약제품 중의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의 결정을

귀 벡터와 해당 순수 구성성분을 대표하는 스펙

위한 일상적 시험이 필요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

트럼 사이의 비교가 종종 사용된다. 추가로, 규정

한 시험은 한도시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분

된 범위 내에서의 분석대상물질의 분석에 대한

석법의 밸리데이션> 범주 II).

매질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보정 세트에 도입되

전형적으로, 이러한 불순물 시험들은 HPLC 또

는 다른 변수로부터의 영향력 없이 해당 분석대

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수분용 칼피셔적정법)

상물질에 대해 분석 과정이 선택적이라는 것을

에 기반한다. 이러한 분석 절차들은 상당히 직선

증명하는데 있어 다른 유용한 접근법이다. 더구

적이고 전형적으로 단변량 수학을 사용하여 보정

나, 방법 선택성의 증거는 보정 자료 세트로부터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때로 시간낭비적이

선택성비를 계산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데, 이는

고, 수작업에 의한 표집을 수반하는데, 이는 높은

모델로 재구성된 스펙트럼들의 분산을 잔차 스펙

활성을 가지는 제품 또는 약효성분 합성 과정에

트럼들의 분산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의된다. 분석

서 생성되는 독성 중간체들에 대한 것일 때 특별

대상물질 흡수대에서의 선택성비는 다른 스펙트

히 불리하다.

럼 영역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분광학 (예를 들어 NIR 및 라만 분광

LOD에 관해서는 PLS 모델에 대한 일반적으로

법)에 기반한, 정량법에 대한 대체법들은 분석 속

수용되는 추정인자는 없다. LOD를 결정하기 위

도 향상,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측정의 비파괴

한 통상의 방법은 스펙트럼 신호대 잡음비의 계

적 본질로 인해서 사람에 의한 표집의 완전한 제

산을 수반한다. 공시험 검체(들)에 대한 반복 분

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감소된 감

석에 대한 모델 결과가 잡음을 나타내는데 사용

도 (LOD) 및 대응되는 대조법에서 요구되는 분

될 수 있다. 다르게는, 다변량 모델의 표준 오차

석대상물질의 농도 범위에 걸친 잠재적으로 비선

를 사용하여 잡음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

형적인 센서 반응으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상쇄된

다른 더 정교한 접근법들오는 PLS 모델들의 다

다. 아런 이유 때문에, 스펙트럼 전처리 및 잠재

변량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제인된다. 어떤 접근

변수 모델을 결합하는 다변량 접근법이 이러한

법이든, 추정 LOD는 그 농도에서 또는 그 근처

한도시험들을 위한 분광학적 방법들에서 보통 채

의 분석대상물질 수준을 가지는 검체를 사용하여

택된다. 그러나, 분광학에 기반한 한도시험에 대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분광학적 방법을 통

한 적절한 감도를 획득하는 것과 연관된 잠재적

해 획득될 수 있는 LOD는 크로마토그래프 접근

어려움 때문에 조심스러운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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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계량화학적 모델에 기반한 LOD가 ATP

성공적인 모델을 설계하는데 있어 핵심은 입력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수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정점 인자는 약물 함

용출시험 : In vitro 용출은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량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면, 용출 속도 인

in vivo 약물방출 프로파일을 예측하고 품질관리

자는 제품 또는 중간제품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

목적으로 배치간 일관성을 평가는데 사용되는 것

성들에 대한 자료 세트로부터 모델화될 수 있다.

으로 고형 제형에 대한 중요한 성능 시험이다. 계

물리화학적 성질 및 공학적 개념의 필요한 지식

량화학 모델이 측정된 관련 제품 특성들로부터 의

이 제품의 용출에 잠재적 영향을 가지는 관련 입

약제제 용출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력들을 확인하고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러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대체 절차로서 수립

전형적으로 (과립 또는 혼합에 대한 입자 크기

될 수 있다. 다르게는, 용출 프로파일이 개별 모델

자료, 혼합 또는 정제들에 대한 NIR 측정들 및

들을 사용하여 용출 곡선의 여러 시간 지점으로부

물리적 정제 특성과 같은) 여러 공정 단계들에서

터의 여러 반응들을 통해 모델화될 수 있다.

측정되는 물질 특성이 입력에 포함된다.

적합 기준이 단일 시점에 의존하는 것일지라도,

모델 보정에서의 검체들을 정의하기 위한 두

용출 자료는 프로파일 (즉, 여러 시점에서 획들된

가지 접근법이 있다: 배치 검체들 및 개별 단위

일련의 값들)로서 수집될 수 있다. 계량화학적 모

용량 검체들이다. 배치 검체 접근법에 대해서는

델을 구축할 때는 전체 프로파일을 예측할 수 있

하나의 제품 배치를 하나의 검체로 취급하는 것

도록 하는 것이 모델에 있어 필수적이다. 용출 프

이며, 입력 변수들은 배치의 특성 평균값들이다.

로파일에서 시점의 개수 및 시간 간격은 제품 유

개별 단위 용량 접근법은 (개별 정제에 대한 NIR

형 (예를 들어, 중간 방출 대비 변형 방출/서방)

측정과 같은) 개별 단위 용량들의 특성을 측정하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통상의 접근법은 프로파

는 것이다. 양쪽 접근법으로부터의 입력 변수들은

일을 단일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종

주요 품질 특성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다른 원료

속 변수 (또는 y, 반응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물질 특성들로 보충될 수도 있다.

이 변수는 다른 측정 변수와 결합되어 용출 프로

모델 기반 용출 예측법의 밸리데이션은 사용된

파일을 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변환은 용출

특정 접근법에 따라서, 전형적인 HPLC 용출법

프로파일 자료를 (일차 반응속도식 또는 그 변형

밸리데이션과는 다를 수 있다. <분석법의 밸리데

과 같은) 기계론적 모델 또는 (와이불 함수와 같

이션>에서 용출시험이 범주 III의 방법으로 취급

은) 실험적 모델에 맞추는 것으로 달성된다. 변환

되는 것에 따라, HPLC 용출법은 정밀도에 더 많

이후에는 몇 개의 변수들 (전형적으로, 두세 개

은 강조점을 둔다.

변수들)이 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배치 검체 접근법에서, 모델 기반 방법은 용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는 용출 속도 인자

을 개별 정제들의 특성 대신 배치 특성으로 취급

및 정점 인자이며, 지연 시간과 같은 세 번째 변

하며, 정확도가 방법 밸리데이션 또는 검증의 초

수가 필요할 수 있다. 용출 속도 인자는 용출의

점이다. 예를 들어, 각 배치는 검체를 구성하고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델화를 위한 종속변수

큰 밸리데이션 세트를 구성하는 것을 현실적이지

가 될 것이다. 정점 인자는 용액 중의 약물의 최

않다. 이런 접근법은 어떤 배치에 대해 단일 프로

종 양을 나타내며, 이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약

파일을 생성하며,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는 제품

물 함량과 같아야 한다. 이러한 두 인자들은 프로

배치 품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변동성

파일을 재구성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용출 예측

평가는

을 위한 모델은 용출 속도의 예측에 사용된다.

한다. 최종 용출 결과의 변동성은 입력값의 변동

용출시험법에서의 기준에

맞추어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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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검체 (배치)의

한 가능한 자료에 가장 적합한 보정 모델을 확인

변동을 평가는 가능한 방법들로는 입력값의 분산

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과정들에 활용된다, 각 모

분석, 모의실험 및 배치를 다수의 하부 배치들로

델은 통계학적 모수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교차

나누는 것이 포함된다.

밸리데이션을 위해서는 검체들의 전체 자료세트

개별 단위 용량 접근법에서는 모델 기반 방법

가 개별 검체들 또는 검체들의 군집으로 분할되

이 갭ᄅ 용량 단위들을 평가한다. 많은 정제들이

고, 나머지 검체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제거되어 나

시험되면 이는 용출시험법에서의 적합기준이 주

머지 검체들을 사용하여 구축되는 보정 모델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큰  상황이 된다. 계량

대하여 미지 검체로서 시험된다. 특성 통계값은

화학자는 이러한 기준들이 용출시험법에서의 기

교차 밸리데이션 표준오차 (SECV)이다.

준들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합격 기준을 가진

행렬 : 계량화학적 분석 과정에서 입력값 및 출력

다는 것을 (모의실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증명되

값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열과 행으로 된 이차

는 한, 적합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다. 방법 밸리

원 자료 구조. 각 행은 개별 검체에 해당되고 각

데이션 또는 검증에 있어, (규격 근처 또는 아래

열은 개별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

인) 낮은 용출을 보이는 검체 최소 하나를 가지

다.

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량화학적 모델 기반 방법

밸리데이션 세트 : 모델의 성능 특성을 시험하는

은 정상적인 검체들로부터 이 낮은 용출 검체를

자료 세트. 훈련용 자료 세트 (보정 세트)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시험하는 것은 성능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제공
하고 따라서 이 긍정적 관점이 기대에 부합될 때

용어

까지 전처리법 및 모델의 미세조정을 재귀적으로

많은 통상의 계량화학 용어들은 이 일반정보의

반복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밸리데이션 자

본문 내에서 정의되어 있다. 일부 추가 용어들이

료 세트는 훈련용 자료 세트에 대해 독립적이다.

여기에 정의었으며 본문에서의 그 사용에 대한

그래서 밸리데이션 또는 교차 밸리데이션은 모델

참조가 된다. 더 완전한 기술을 위해서는 부록,

성능을 적절하게 측정하데 필요하다. 밸리데이션

추가 정보원에 나열된 본문들을 참고한다.

자료 세트에 따른 모델 성능은 항상 훈련용 자료

보정 모델 : 분석 기기로부터의 반응을 검체의 성

세트에 따른 그 성능과 같거나 더 나쁠 것이다.

질과 연관시키거나, 보정 자료 세트의 배경 구종

성능 특성이 부합되지 않으면, 계량화학자는 모델

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학적 식

이 자료에 대해 과소 또는 과잉 적합인지의 여부

보정 세트 : 계량화학적 범주화 또는 모델을 개발

및 모델의 재귀적 반복이 수용가능한 오류율에

하는데 사용되는 자료의 집합

부합되는데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해야만 한다.

미분 : 측정 변수(즉, 가로축)에 대한 강도의 변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면, 한 단계 되돌아 가서,

화. 미분은 검체 특성으로 인한 (일정 또는 선형)

전처리 조건을 변경하고 동일한 과제를 다시 수

배경신호 오프세트의 제거, 또는 신호에서의 작은

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변화 (예를 들어, 인접 피크의 흡수견을 가지는
분광학 또는 크로마트그래프 피크와 같은 것)를

부록 (추가 정보원)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선택성 및 감도를 향상시키

Ÿ

Massart DL, Vandeginste BGM, Buydens LMC,

는 것을 돕는데 유용하다.

De long P, Lewi PI, Smeyers-Verbeke I, eds.

내부 밸리데이션 : 교차 밸리데이션과 같은 재표

Handbook of Chemometrics and Qualimetrics:

집 통계의 응용. 보정 자료의 하부 세트들이 활용

Part A. 1st ed. Amsterdam: Elsevi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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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V.; 1997.

1/WHO_EDM_TRM_2000.1.pdf. Accessed 25

Vandeginste BGM, Rutan SC, eds. Handbook

May 2016.

of Chemometrics and Qualimetrics: Part B. 1st

Ÿ

Ÿ

ed. Amsterdam: Elsevier Science B.v.; 1998.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 Rockville,

Mocak I. Chemometrics in medicine and

M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June

pharmacy. Nova Biotechnalogica et Chimica.

2004. http://www.fda.gov/downloads/drugs/

2012;11 (1 ):11-25.

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

Singh I, luneja P, Kaur B, Kumar P.

ces/ucm070491.pdf. Accessed 25 May 2016.

Pharmaceutical applications of chemometric

Ÿ

6. Lambertus G, Shi Z, Forbes R, Kramer IT,

techniques. ISRN Anal Chem. 2013; article ID

Doherty 5, Hermiller J. et al. On-line

795178. http://www.hindawi.com/journals/

application of near-infrared spectroscopy for

isrn/2013/795178/. Accessed 25 May 2016.

monitoring water levels in parts per million in

Brown S, Tauler R, Walczak B, eds.

a manufacturing-scale distillation process.

Comprehensive Chemometrics: Chemical and

Appl Spectrose. 2014;68(4): 445-457.

Biochemical Data Analysis. 1st ed.

Ÿ

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uidance for

7. Allegrini F, Olivieri AC. IUPAC-con sistent

Amsterdam: Elsevier Science B.V.; 2009.

approach to the limit of detection in partial

Varmuza K, Filzmoser P. Introduction to

least-squares calibration. Anal Chem.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in

2014;86:7858-7866.

Chemometrics. Boca Raton, FL: CRC Press
(Taylor & Francis Grou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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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3. 정확도 및 정밀도에서 제공되고는 있지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위한 통계학적 도구

만, 이러한 방법들이 자료 분석을 위한 유일한 접
근법임을

나타내거나

대체법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의 시사가 의도되지는 않는다.
1. 서론

표 1은 이 일반정도에서의 분석 절차를 기술하

이 일반정보는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서 기

는데 사용되는 용어를 제공한다. 개별 측정값 및

술된대로 절차 밸리데이션에서의 통계학적 접근

보고값에 대한 정의는 통칙 7.10 요건의 해석과

법들의 활용을 기술한다. 이 일반정보의 목적에

괘를 같이 한다.

따라, “절차 밸리데이션”은 설계 및 개발 이후,
시험 전에 방법 생애주기의 분석 절차 적격성시
험 단계를 의미한다.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은 분석 절차의 의도된

표 1. 분석 절차 밸리데이션 용어

실험실 검체

용도에 기반하여 분석 절차의 능력이 밸리데이션
되어야함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분석법의 밸리

실험실에 접수된 물질
분쇄 또는 제분 등과 같은 실험

분석 검체

데이션>은 또한 용도의 일반적 유형을 기술하고

실 검체에 대한 어떤 물리적 조
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이러한 용도에 적절한 성능 모수의 수집에 기반
한 절차 범주 (I, II, III 또는 IV)를 제안한다. 밸

설명

용어

시험 분량

분석 검체로부터 시험을 위하여
취해지는 물질의 분량 (분석분)

리데이션 과정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는 성능 모

시험 분량 또는 시험 분량의 용

수는 정확도, 정밀도, 선택성, 검출한계 (LOD),

액 중의 분석대상물질의 화학적

정량한계, 직선성 및 범위를 포함한다. 일부 상황

검액

대한 화학적 조작으로 얻어지는

(예를 들어, 생물학적 정량법)에서는 상대 정확도

용액

가 정확도 대신 자리를 차지한다. 이 일반정보는
정확도, 정밀도 및 LOD의 분석 성능 특성을 어
떻게 확립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량분
석 과정을 위해서는 참값 또는 수용되는 대조값

유도체화와 같은 시험 분량에

개별 측정값
(ID)
보고값

이 있으면 정확도만이 평가될 수 있다. 일부의 경

검액 한 단위로부터의 측정된
수치
검액 하나 이상으로부터의 측정
들의 평균값

우에는, 상대 정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많은 분석 절차들에서 정확도를 평가할 수 없

모든 분석 절차들이 표 1에 보인 모든 단계들

다고 해도 정밀도는 평가될 수 있다. LOD를 다

을 가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추가 조작을 필

루는 부분은 범주 II에서의 한도 시험에 적용될

요로 하지 않는 액체 실험실 검체는 검액 단계로

수 있다.

바로 진행한다. 보고값이 특정 용도에 적합하다는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서의 다른 분석 성능
특성, 즉 선택성, 완건성 및 직선성은 이 일반정
보의 범주 밖에 있다.

증명이 분석 밸리데이션의 핵심이다.
표 2는 고형 구강제형에 대한 표 1 용어의 사
례를 제공한다.

밸리데이션은 절차의 용도 적합성의 근거를 제
공하여만 하므로,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부합

2. 밸리데이션 전 고려사항

되는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학적 가설

절차 밸리데이션은 분석 절차를 확립하는 과정

검정 패러다임이 보통 사용된다. 일부 통계학적

에서의 초석이다. 절차 밸리데이션의 목표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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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코팅정의 사례
용어
실험실 검체
분석 검체
시험 분량
검액
ID
보고값

설명
코팅정 100 개
실험실 검체로부터 20 정을 취하여 유봉과 유발로 분쇄한다
반복 1: 분석 검체로부터의 분쇄된

반복 2: 분석 검체로부터의 분쇄된

분말 분석분 1 g

분말 분석분 1 g

반복 1: 시험 분량을 용매 1 L에

반복 2: 시험 분량을 용매 1 L에

녹임

녹임

반복 1의 ID 1:

반복 1의 ID 2:

반복 2의 ID 1:

반복 2의 ID 2:

검액

검액

검액

검액

4 개 측정의 평균값

조건 하에서 시행되었을 때, 절차가 용도에 맞는

일자, 시약 로트, 시약 공급처 및 기기와

요구사항을 반족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같은 인자들을 완건성 인자라고 한다. 완건

다. 성공적인 밸리데이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성 인자가 정밀도에 영향을 줄 때는 동일

위해서는 절차의 모든 측면이 밸리데이션 이전에

완건성 집합 (예를 들어, 분석자) 내에서

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밸리데이

보고값들은 상관되어 있다. 상관의 강도에

션 과정에서의 놀라운 (“좋은 것” 또는 “나쁜

따라서, 이러한 의존성을 적절하게 감안할

것”이든 간에) 발견은, 절차가 적절하게 개발되

수 있는 통계학적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었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평가되어

완건성 인자들은 사전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야 한다. 그에 더해, 사전밸리데이션 작업은 잘못

실험적으로 또는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확

된 결론을 내리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인될 수 있다.

밸리데이션 실험의 총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적합

Ÿ

통계학적 가정은 자료 분석이 합리적으로 만

한 접근법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검체 준비를 위

족할 만하다고 간주하는가?

한 일반적인 원리 및 계획, 일반 원리, 실험 설계,

∘

이러한 가정들로는 정규성, 분산의 균일성

자료 수집, 통계학적 평가 및 적합 기준들은 공식

및 독립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질의에 답하

밸리데이션의 개시 이전에 서명된 밸리데이션 실

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전밸리데이션 과정

험 프로토콜로서 문서화되어야 한다.

에서 통계학적 검정 또는 시각편 표현을

밸리데이션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질의들은 다음

채택하는 것이 유용한다. <분석 자료 – 해

을 포함한다:

석 및 처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Ÿ

분석 절차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온도 및 시
간과 같은 조작 모수들에 대한 허용 범위는

제공한다.
Ÿ

무엇인가?
∘

Ÿ

절차를 위한 필요한 범위는 무엇인가?
∘

분석 절차의 범위는 기술된 절차를 사용하

이러한 범위들의 완건성은 통계적 실험설

여 적당한 수준의 정밀도, 정확도 및 직선

계 (DOE)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는가?

성을 가지고 결정될 수 있음이 증명되어진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완건성 인자는 무엇인

분석대상물질의 상한 및 하한 수준 사이의

가?

간격이다.

∘

시험 절차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분석자,

Ÿ

정확도 밸리데이션을 위해 확립된 절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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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되는 대조값 또는 결과값이 존재하는
가?
∘

Ÿ

  
그렇지 않다면, 국제조화의정서(ICH) Q2
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단 정밀도, 직선성



= 보고값

및 선택성이 확립되어만 정확도가 추론될



= 참값 또는 허용 대조값

수 있다.



= 절차의 계통 편향



= 임의 측정 오차

얼마나 많은 개별 측정값들이 보고값을 구성
할 것이며, 이들이 어떻게 모아지는가?
∘

Ÿ

(타우) 및 (베타) 모두는 고정된 통계학적

이 질의에 답하기 위래서는 절차 변이 및

모수들이며,  는 평균이 영이고 표준편차 (시그

절차의 궁극적 목적에의 기여요소들을 이

마)를 가지는 정규확률변수이다. 의 크기는 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밸리데이션 과

고값을 얻기 의해서 평균된 개별 측정값들의 개

정에서의 분산 구성요소들의 추정은 이런

수에 의존한다.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절차의 정확도는 와  사이의 일치 근

적절한 밸리데이션 적합 기준들은 무엇인가?

접도를 나타낸다. 근접도는    의 장기간 평

∘

각 관련 밸리데이션 모수에 대한 특정 사

균으로 나타낸다. 이 장기간 평균을 계통 편향이

전 규정된 수준들보다 정량이 나쁘지 않다

라 하며 로 나타낸다. 를 추정하기 위해 참값,

는 통계학적 증거가 있을 때 밸리데이션은

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분석법의 밸리데이

성공한다.

션>은 표준품 또는 잘 규명된 독립적 절차가 의

무엇이 정량법이 용에 맞다는 것을 정의하

값을 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

며, 이는 어떻게 적합 기준들과 연관되는

다. 정확도는 절차의 요구되는 범위에 걸쳐서 확

가?

립되어야 한다.

∘

Ÿ

(1)

얼마나 큰 밸리데이션 실험이 필요한가?
∘

∘

정밀도는 절차가 어떤 주어진 분석 검체의 여

정확도 및 정밀도가 서전 규정된 적합 기

러 시험 분량들에 대해서 (다른 가능한 조건들

준들에 보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하에서) 절차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보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고값들 사이의 일치도이다. 가장 일반적인 정밀도

있도록 밸리데이션 실험은 적절한 검정력

척도는 표준편차 이다. 이는 식 4에서 변수  로

을 가져야 한다. 컴퓨터 모의실험은 검정력

표시되어 있다.   항은 분산이라 지칭된다. 정밀

계산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도는 가 감소할수록 향상된다. 많은 일반적으로

비용 및 통계학적 효율성은 직선성, 정확도

사용되는 통계 절차들은 정규 분포의 가정에 의

및 정밀도의 평가가 결합될 수 있으면 확

존하는데, 여기에서 는 변동성의 자연적인 시성

보될 수 있다.

치이다.

이러한 것 및 유사한 질의들에 대한 답변의 바탕
위에 적절한 밸리데이션 실험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다.

3.1 정확도 및 정밀도의 추정법
통계학적 분석을 이용한 로트 출하를 위한 시
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가 제공되고 있다.

3. 정확도 및 정밀도
보고값을 제시하기 위한 유용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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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퍼센트, 50%, 100% 및 150%에 해당되는
표준품의 세 개 다른 양이 칭량되었다. 각 보고값



= 계통 편향

의 측정 단위는 mg/g의 단위로 표시된 DS의 질




= 표본 평균

량분획이며 농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



= 참값 또는 허용 대조값

세 가지 농도 모두에 대하여 의 값은 1000
mg/g이다. 밸리데이션 자료 세트로부터 계산된

여기에서

 ), 표본 표준편차
통계값들은 표본 평균값 ( 



(  ) 및 보고값의 개수 ()이다. 표 3은  = 9




의 보고값들 및 계산된 통계값을 제공한다.

표 3. 실험에 대한 보고값
검액 농도

검액
(%)
50
1
50
2
50
3
100
4
100
5
100
6
150
7
150
8
150
9
표본 평균 ( 
)
표본 표준편차 (  )

보고값
(mg/g)
996.07
988.43
995.90
987.22
990.53
999.39
996.33
993.67
987.76
992.81
4.44

이 예시의 목적을 위하여 몇가지 가정들이 만
들어졌는데 이는 표 3의 결합된 자료 세트의 분
석을 가능하게 한다.






 



(3)




= 표본 평균

  = 개별 값


= 보고값의 개수

미지의  값에 대한 점추정값은




   







 


 

(4)

= 미지의  값에 대한 점추정값

  = 개별 값



= 표본 평균



= 보고값의 개수

점추정값들은 그에 수반되는 불확도를 가지므

1) 모든  = 9의 보고값들은 독립적이다.
2) 보고값의 표준편차는 모든 세 개 농도 수준들
에서 일정하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
료 변환으로 여전히 표 3의 모든 자료의 조합
(결합)이 허락될 수 있다. 변환이 성공적이지
않므년 각 농도 수준은 개별적으로 정밀도에

로 최상의 관행은 불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통계학적인 신뢰구간의 계산을 요구한다. 통계학
적인 신뢰구간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및 에
대한 가능성 있는 값의 범위를 제공한다. 편향 
에 대한    % 양측 신뢰구간은

대하여 밸리데이션 되어야만 한다.
3) 평균 보고값은 농도 수준들에 걸쳐서 동등하



   ± 

      × 



(5)

다.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분산분석이 채
택될 필요가 있고 각 농도 수준에 대해 개별적

 = 편향의     % 양측 신뢰구간

으로 정확도를 밸리데이션해야 한다.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포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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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수



 = 식 4로부터의 결과
  
예를

들어,

  이고,

  으로,


 


    






   mg/g

 

(8)

    은 에 대한     ×    =
식 5 및 7에서의 신뢰구간은 밸리데이션 프로

90 % 양측 신뢰구간을 제공한다. 표 3의 예시자
료를    mg/g과 함께 사용하면, 에 대한

토콜에 포함된 기준에 대하여 통계적 검정을 수
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점추정값만을 사용하는

90% 신뢰구간은

것은 요구되는 과학적 엄격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식 5의 양측 신뢰구간은 통계학적 동등성의




    ±       × 



두 단측 검정(TOST)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사례에서 정확도에 대한 요구는 증

 
    ±   × 


   ∼     mg/g

거가 의 절대값이 NMT 15 mg/g임을 입증하면
(6)

밸리데이션되는 것으로 가정하자. –9.94에서 –
4.44 mg/g의 계산된 신뢰구간은 –15에서 +15

 = 편향의     % 양측 신뢰구간
     

=

왼쪽으로

  의

면적

mg/g의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오므로 평향 기준
및

은

만족된다.

전형적으로

대부분

TOST는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의 제1형 오류를 채용한다. 이 오류율은

포 백분위수

진실은 만족되지 않는데도 적합 기준이 만족되는

 = 식 4로부터의 결과

것으로 선언하게 되는 최대 위험을 나타낸다. 따
라서,   를 가지고는 식 5에서 양측 신뢰구

전형적으로 표준편차는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간은     % = 90%이다.

보이는

대해서는

식 7에서의 상한은 정밀도를 밸리데이션하는데

    %의 신뢰상한만이 고려된다. 에 대한

사용된다. 정밀도에 대한 사전 정의된 적합 기준

    %의 신뢰상한은

은 가 <20 mg/g인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것이

필요하므로

표준편차에

식 8에서 계산된 상한 7.60 mg/g은 95% 신뢰도




 


    



로서 에 대해 예상하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7)

7.60 mg/g은 <20 mg/g이므로 정밀도는 95%의
신뢰로서 성공적으로 밸리데이션되었다.

 = 에 대한     %의 신뢰상한
 = 식 4로부터의 결과

3.2 정확도 및 정밀도의 통합 밸리데이션

 = 보고값의 개수

분석 절차가 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를 평가할 때, 종종 편향과 정밀도의 통합 영향을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카이-제곱 분포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 분석 절차의 유용

의 백분위수

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분적으로 에 의존

예를 들어,    이고,   이면, 
이다. 표 3의 자료를 사용하면

  

 

한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의 값을 가지는 절차
는 큰 의 값을 가지는 절차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더 큰 의 값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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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및 정밀도 양쪽을 동시에 밸리데이션하는

식 11을 사용하여 적절한 통계학적 구간을

데 사용될 수 있는 단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계산한다.

유용한다. 하나의 그런 기준은 허버츠 등의 일련

2) 계산된 구간이     에서    까지

의 문헌(3-5)에서 제안되었으며 다음을 확실히

의 범위에 완전히 들어오면, 식 9의 기준이

하는 것을 추구한다.

만족되며, 절차는 정확도 및 정밀도 양쪽에
대해 밸리데이션된다.

           ≥ 

또는

             ≥ 

(9)


±

×

      



  

(10)

  = 대조 확률
 = 적합 한도

 = 표본 평균


 = 보고값

       = 왼쪽으로     의 면적

 = 참값 또는 허용 대조값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 필요 확률값

t-분포 백분위수
 = 식 4로부터의 결과

식

9는

두

가지

해석을

가진다.

이는

(i)

    에서    까지의 범위에 다음 보고값
이

들어올

확률이

≥  이라는

것

또는

(ii)

식

9를

밸리데이션하기

위해

사용되는

   % 허용 구간은

    에서    까지의 범위에 들어오는 모

± ×

든 미래의 보고값의 비율이 ≥  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두 통계학적 구간은
식 9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안되
어진다:







     ×    

×  

    







(11)

1) (함량 허용 구간이라고도 하는) 예측 구
간은 (i)을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2) (함량 허용 구간이라고도 하는) 허용 구
간은 (ii)를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한과 미커(6)는 예측 구간은 또한 기대 허용 구
간으로 지칭되며 허용 구간은 또한 함량 허용 구
간으롷 지징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허용 구
간에 수반되는 간섭은 큰 세트의 값들을 고려하
므로 허용 구간은 항상 예측 구간보다 더 넓다.
구간의 선택은 (i) 또는 (ii) 및 기업의 위험 프로
파일을 평가하고, 밸리데이션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존한다.
구간은 식 9를 통해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평가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1)예측 구간은 식 10을 그리고 허용 구간은

 = 표본 평균


 = 식 11로부터의 결과
 = 식 4로부터의 결과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

는 표준정규 백분위수
 = 보고값의 개수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카이-제곱 분포
의 백분위수

 에 대한 식은 정확한 표값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호위 (7)에 의한 근사에 기반
한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으면 실제 상황에서
근사가 잘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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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표 3의 자료에 대해 식 10에 대

이 (8)에 의해 기술된 신뢰구간 또는 베이지안
접근법을

한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식

9에서

           을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

      

×



이 추정된 확률이  를 초과하면 밸리데이션 기준

  

은 만족된다. 베이지안 허용 간격은 볼핑거 (9)에
의해

  ±   ×  



 




(12)

제시되었으며

통계

소프트웨어

팩키지

WinBUGS (10,11)를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베이지안 분석은 어려우므로, 경험있는 통계학자

  ∼    mg/g

의 도움이 추천된다.

     및    으로 식 11에 대한 구간
은

4.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LOD 및 정량한계 (LOQ)는 <분석법의 밸리데





     ×    

×  

    









이션>의 범주 II의 절차들의 밸리데이션에서 결정
되는 두 가지의 연관된 양들이다. 이들은 DS 및
최종 의약제품 중의 불순물 또는 분해산물의 결
정을 위한 절차들이. 각 용도를 위해 단 하나만






   ×    

×      

 







± ×

에는 LOD. 이들 한계들은 LOD에 대해서는 검출
한도(LD) LOQ에 대해서는 정량하한(LLOQ)를

  ±   × 
  ∼   mg/g

필요하다: 정량 시험에는 LOQ, 정량적 한도 시험

포함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13)

다음의 정의는 <분석법의 밸리데이션> 및 ICH
Q2와 부합된다.

 에 대한 식은 정확한 값은 2.637이며, 근사

Ÿ

는 상당히 잘 잘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앞에서

검출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가장 적은

예측된 바와 같이 식 13에 대한 구간은 식 12에
대한 구간보다 더 넓다.

LOD는 기술된 실험 조건 하에서, 검체에서

양이지만, 정량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Ÿ

식 9에 대한 기준이  와  사이의 차이가

LOQ는 기술된 실험 조건 하에서, 검체에서
수용가능한 정밀도 및 정확도를 가지고 결

NLT   로서 의 <2%를 확실히 하도록 설

정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가장 적은

계되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양이다.
LOD 또는 LOQ의 후보값들은 사전 밸리데이션

                 mg/g

동안 검토되거나 위험 평가에 기초한다. 그런 다
음 후보값들은 밸리데이션되어야만 한다. 이는

                 mg/g
(14)

LOQ에 대해 특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후보값
을 결정하기 위한 수식은 수용가능한 정확도 및
정밀도의 요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값의

식 12 및 13 모두 908에서 1020 mg/g의 범
위에 들어오므로, 절차는 구간 양쪽을 사용하여
밸리데이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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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OD (  )는 참이라면,   의 확률로  를

4.1 검출한계 (LOD) 추정
LOD의 추정을 위한 기본 접근법은 순수및응용

초과하는 값으로서 정의된다. 즉,

화학국제연합(IUPAC)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 채택된 대체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정의

         

(16)

는 거짓 양성 및 거짓 음성 결정의 언급을 도입
함으로써, 결정을 하는데 있어 LOD 사용에서의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며, 이들 값이 실험실의 역
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LOD의 IUPAC/ISO 정의는 분석대상물질이 존
재하지 않을 때 확률 로서 초과하는 신호 측정
값으로 정의되는 임계값 (  )의 배경 개념에 기
반한다. 즉,

         

(15)

 = 분석대상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확
률 로서 초과하는 신호 측정값

 = 공시료에 대한 추정 평균 측정값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는 표
준 정규 분위수

 = 신호 공간에서의 LOD
 = LOD의 IUPAC/ISO 정의를 이용한 임
계값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는 표
준 정규 분위수
  = 진짜 반복 변이

식 15 및 16을  에 대해 풀면,

(17)

              
 = 신호 공간에서의 LOD

 = 공시료에 대한 추정 평균 측정값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는 표
준 정규 분위수

  = 진짜 반복 변이
그림 1은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는 표
준 정규 분위수
  = 진짜 반복 변이

이 정의는 두 값을 실험실에서 선택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  및  (같은
필요는 없음). 는 제1형 또는 거짓양성 오류율
을, 는 제2형 또는 거짓음성 오류율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와  는 정규분포 자료에 대해
     이어서            가 되도
록 묘사되어 있다. 와 는 같은 필요는 없지만,
그림 1.  와  의 결정

이러한

선택은

 에

대해서

이른바

     ≅  ×   이라는 일반 규칙을 도
예를

들어,

  이면,

    이고

출한다.

   이다. 이 결정은 공시료를 분석할 때

그런 다음, 농도 척도에서의 LOD는 신호 공간

얻어지는 값들의 분포에 의존한다. 신호 공간에서

에서 값인  를 농도 척도에서의 값으로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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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인바와 같이 변환함으로써 얻어진다.

다. 두 가지 일반적인 추정은 (i) 공시험 반응들
의 표준편차 및 (ii) 농도에 따른 신호의 회귀선
에 대한 변이로부터 얻는 표준편차이다. 선택은
LOD 인근에서의   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일 필
요가 있다. 실험실들은 종종   에 대한 최악의
값을 취하게 될 것이다. LOD가 그 의도된 용도
에 여전히 적합하려면, 실험실들은 LOD를 과소
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LOD 결과의 과소평
가는 제2형 오류율 ()의 증대로 귀결되며 제1형
오류율 ()의 축소로 귀결된다.
식 18에 대한 두 번째 통계학적 우려는 농도에
대한 신호의 회귀식의 정확한 기울기는 알려지지

그림 2.  로부터의 LOD 결정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확도를 어떻게 포함시
키는가이다. 회귀선은 추정되므로 식 17에서의

이 단계는   뿐만 아니라, 농도 (  )에 대한

 의 정의 자체가 추정이다. 이는 미래의 관측에

신호 (  )의 선,      도 정확하게 알려질

수반되는 변동성뿐만 아니라 추정된 선에서의 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식은 회귀 측정

확도를 고려하는 통계적 예측 구간을 사용함으로

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써 교정된다. 이 불확도를 고려하는 식 15에서

농도 척도에서의 LOD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래 정의된 임계값,  에 대한 확장된 식은

계산된다.

          
  
    



(18)

          × 







   


  
 



 



(19)

 = 검출한계
 = 신호 공간에서의 LOD



      

 = 공시료에 대한 추정 평균 측정값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는 표



 


 

준 정규 분위수

    = 왼쪽으로   의 면적을 가지는 표

 = LOD의 IUPAC/ISO 정의를 이용한 임

준 정규 분위수

계값

  = 진짜 반복 변이

 = 공시료에 대한 추정 평균 측정값

 = 기울기

     

통계학적 절차로서, 식 18에서의 LOD 정의는

=

왼쪽으로

  의

면적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두 가지 이유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첫 째,  

포 백분위수

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므로 이 모수를 어

 = 회귀선의 표준오차

떻게 최선으로 추정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는

 = 평균 농도


  가 전형적으로 농도 의존적이므로 복잡하게 된

 =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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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도값

 = 기울기

 = 표준 구간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 기울기

포 백분위수
식 19는 곱하는 값으로 정규분포 대신에 t-분

 = 회귀선의 표준오차

포를 사용하였고, 회귀식의 불확도를 수용하기 위

 = 평균 농도


해서 제곱근 안에 두 개의 추가 항이 나타나므로

 = 평균 농도값의 제곱


식 15와는 다르다.

 =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의 수

 에 대한 두 번째 식은 “어떤 농도 이상에서



  = 직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도값

배경으로부터 구분가능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답하게 된다. 이
질의는 그림 3에 보인 보정 곡선의

식 19와 식 20을 가지고  항을 제거하면,

    %

예측 하한을 사용함으로써 답해질 수 있다.
      × 







   


  
 





 

  ×          × 


  

 
   


   
 





 

(21)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포 백분위수
그림 3. 예측 한계를 이용한 LOD의 결정

 = 회귀선의 표준오차


 = 평균 농도값의 제곱

그림 3은 그림 2와 유사하지만 실선의 보정선
대신에 두 개의 파선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 검출한계


= 기울기

      

   

     ×        ×      


  






 

(20)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포 백분위수

 = 회귀선의 표준오차
 =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의 수

  = 직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도값
 = LOD의 IUPAC/ISO 정의를 이용한 임

 = 평균 농도


계값

 = 적합 보정선의 추정된 절편
 = 검출한계

식 21은 LOD에 대해 2차식으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거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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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귀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풀 수 있다. 이차
식의 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LOD에 대한 약간

이 자료에 대한 직선 회귀 적합은 다음의 회귀식

 에 비해 무
보수적인 (너무 큰) 근사는 LOD가 

이 된다:

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이 
 으로 대체됨]. 이러한 단

면적 = 0.000235 + 0.3032 × 농도

(23)

순화에 따라 얻어지는 식은
따라서     및   이 된다.


              × 






   


   
 





     로 식 22에 보인 LOD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값들은 표 5에 있다.

 

(22)

표 5. 농도 단위의 LOD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계값들

 = 검출한계
     

=

왼쪽으로

통계값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포 백분위수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포 백분위수

값
6
0.3032
0.00019
2.132
2.132
0.0967


 (기울기)


        
         




    



 

0.0419



 = 회귀선의 표준오차
 = 평균 농도


식 22로부터 계산되는 LOD의 값은

 = 기울기
 =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의 수

  = 직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도값


              × 






  


  




이는 식 18과 형태가 비슷하다. 식 18 및 22
모두 두 오류 확률,  및 가 달라도 된다. 종종




     × 

그 둘은 0.05로 같은 값을 취한다.



 




 
  





(24)

표 4의 자료는 LOD의 계산을 예시하는데 사용

   mg/mL

된다.

 = 검출한계
표 4. LOD 예시를 위한 자료
농도  (mg/mL)

면적 (신호)

0.01
0.02
0.05
0.10
0.15
0.25

0.00331
0.00602
0.01547
0.03078
0.04576
0.0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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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포 백분위수
      

=

왼쪽으로

  의

면적

및

(  )의 자유도를 가지는 중앙 t-분
포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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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귀선의 표준오차

있다. 어떤 경우이든, 특히 이 값들이 보정 곡선

 = 평균 농도


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도값들 아래에 해당된다

 = 기울기

면, 분석자는 이 값들을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

 =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의 수

고 그것들의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절차가 적합

  = 직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도값

하려 한다면 LOD 및 LOQ가 얼마나 낮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필

4.2 정량한계 (LOQ) 추정

요한 LOD 아래의 수준에서 자료가 이미 얻어질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LOQ를 결정하는데

수 있고 그 낮은 값에서 신호가 검출될 수 있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의도된 용도에 기반하여 어떤

면, 그 낮은 값은 검증된 LOD로서 취급될 수 있

LOQ가 필요한지의 추정이다. 밸리데이션은 필요

다. 현재의 요건이 주어진 한 더 이상의 검증은

한 LOQ의 인근에서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밸리

별 가치가 없다. 요건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더 낮

데이션하도록 설계된다.

은 값에 대한 검증이 여전히 가치가 있을 수 있

그러한 지식이 없거나, 얼마나 낮은 LOQ 일지

다.

를 결정하기를 실험실이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잠재적인 다른 용도를 위하여), 실험실은 LOD보

5. 결론적 소견

다는 크지만 그 근처의 잠정적 LOQ 값으로 시작

이 일반정보는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서 기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을

술된 절차 밸리데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10으로 대체하여 식 22의 LOD의 계산에 사용된
식이 사용될 수 있다. 10 대신 다른 값도 정당화
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 후보값들이 일단 (전형적
으로 사전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얻어지면, 이러
한 값들에 대해 정확도 및 정밀도가 밸리데이션
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든 방법들은 두 가지 가정
에 기초한다: 보정 곡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농
도의 범위에 걸친 직선성 및 분산의 균일성. 어느
것도 필요조건은 아니다. 보정 곡선은 비선형일
수 있으며 균일성의 부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가중 최소제곱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곡선이
LOD 및 LOQ의 구간에서 비선형이거나 농도 분
산이 크게 변화한다면 LOD 및 LOQ의 정의에 있
어서 전문가의 통계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
선이다. 직선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크지는
않다면, 보정 곡선의 비가중 회귀는 LOD 및
LOQ의 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평균 변동성을 제
공할 것이다.
신호대 잡음비와 같은 위에 언급된 것 이외의

간단한 통계학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법들
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지는 못할 수도 있으며,
다소간 복잡한, 다른 통계학적 접근법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할 수 있다.
절차 변경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절차의 재밸리
데이션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
품 함량이 도입되거나, 절차가 다른 실험실로 이
전되거나 검체들이 새로운 유형의 가혹 시험에
따라 시험되거나 규격이 변하면, 재밸리데이션은
매우 적절한 것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적합 한
고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의 재평가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절차 밸리데이션의 부분은 아니지
만, 절차의 성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일부 유형의
통계학적 공정 제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한 공정은 정확도 및 정밀도의 분석 성능 특
성의 “변이”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 성
능에의 그러한 변화는 흔하지 않고 낡은 장비, 일
상의 변화 또는 오래된 시약의 결과로서 종종 발
생한다.

절차들이 LOD 및 LOQ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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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체의 미세도 표시법
미세도에 따른 분체의 분류
분체의 미세도 표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용어

체분급법은 대부분의 입자가 75 μm보다 클 때

x50
(μm)

부피 기준 누적분포
비율 Q3(x)

에 적합하지만 더 작은 입자를 포함하는 검체에

거칠다

＞ 355

Q3(355) ＜ 0.50

대해서는(도) 체분급법이 검증되어 있을 때는 쓸

조금
미세하다

180 ～
355

Q3(180) ＜ 0.50 및
Q3(355) ≧ 0.50

미세하다

125 ～
180

Q3(125) ＜ 0.50 및
Q3(180) ≧ 0.50

매우
미세하다

≦125

Q3(125) ≧ 0.50

수 있다. 레이저회절산란법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측정법이며, 넓은 범위의 입자지름에 적용할 수
있다.
누적 분포는 체분급법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
에 따라 측정하고, 입자지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x90：체 아래 누적분포 90 %에 상당하는 입자지름
x50：중앙지름 (50 %의 입자가 이 값보다 작고, 50
%의 입자가 이 값보다 크다. )

x10：체 아래 누적분포 10 %에 상당하는 입자지름
d도 입자지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d90，d50，d10
을 쓸

수도 있다. 아래첨자 R이 입도분포의 기준을 나

타내는 것으로 하여 체 아래 누적분포를 바탕으로

QR(x)를 정의한다.
QR(x) : 입자지름 x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자의 누적
분포 비율

R

입도분포의 기준

0

개수

1

길이

2

면적

3

부피

따라서 정의로부터,

x ＝ x90일 때 QR(x)＝0.90
x ＝ x50일 때 QR(x)＝0.50
x ＝ x10일 때 QR(x)＝0.10이 된다.
다음 표의 용어를 써서 분체의 미세도를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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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제조 및 품질 관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

원료의약품 및 제제의 품질확보의
기본개념

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공정의 각종 관리 기준값
은 개발 초기부터 실제 생산 규모의 제조에 이르

머리말
원료의약품과 제제는 일반적으로 그 설계 및
개발 단계, 제조 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원료 및
자재 관리, 제조공정관리 및 규격 등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GMP 관리 하에서 제조하고 시험함으
로써 보장된다. 통칙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한민
국약전 의약품의 적부는 의약품 각조의 규정, 통
칙, 제제총칙 및 일반시험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
하지만, 그것에 추가하여 실제의 제조에 있어서
GMP 준수, 원료와 자재 관리 및 제조공정관리는
대한민국약전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
한 요소이다.
이 일반정보는 화학 합성 및 반합성 항생물질
을 포함한 화학 물질, 합성 펩티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및 생물의약품 (생물공학 응용 의약품 /
생물 기원 유래 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원
료의약품 및 제제의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한 일반
적인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방사성의약품, 생약,
식물제제 및 동식물 유래 원료를 함유하는 생약
제제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 개념은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도 유익하다.

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
이라는 것과 동시에 제조공정의 평가, 검증, 조사
등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통칙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효과적인 제조
공정 관리에 의해 특정 불순물을 허용 한계 이내
로 관리하고 있다거나 또는 허용한계 이하로 효
율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면, 최
종제품을 대상으로 한 순도시험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최종 제품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그것을 포함하지 않아도 좋
을 수도 있다.
공정 내 시험은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한 규격
시험이 아니라 원료의약품 및 제제의 제조 공정
중에 실시되는 시험이다. 공정 내 시험은 품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확인을 위해, 또는 제조공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정 내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공정 내 시험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정의 품질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

기본개념
최근 의약품의 품질은 원료 및 자재의 관리를
포함한 제조공정에서의 관리 및 최종제품(원료의
약품 또는 제제)의 품질시험을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확보된다고 하는 개념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는 것이지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단
계에서도 제조업자가 자체 처리 기준을 활용하여
제조공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약품 개발 단계 및 제조공정의 평가/검증 단
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제조공정에
대해 설정해야 할 잠정적 처리 기준값을 설정하

1. 제조공정관리
1.1 제조공정에 대한 유의점
제조방법의 적절한 설계 및 제조공정이 갖는

고, 이 기준값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에 제
조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더욱 적절
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능력의 확인 및 파악은 규격에 적합한 원료의약
품 또는 제제의 제조가 가능한 제조공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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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유의점
원료의약품(또는 제제)의 제조에 쓰는 원료와

외한 모든 규격값과 적부 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재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품질 기준을 충족시

그러나 원료의약품 및 제제의 각조 규격 및 시

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규격 및 시험방법

험방법은 품질 및 그 항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 유래 원료/원

책의 한 요소이다. 다른 요소로는 개발 단계에서

자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하여 유해한 내인

의 의약품의 충분한 특성 분석 (규격 및 시험 방

성 감염물질 또는 외래성 감염물질의 유무를 확

법의 대부분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제조

인해야 할 때가 있다. 공정 중에 친화 크로마토그

공정의 평가, 검증, 검토, 원료와 자재 관리 등 제

래피 (예를 들어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한 크로마

조 및 품질 관리, 즉 GMP 준수를 들 수 있다.

토그래피)를 쓰는 경우에는, 항체를 제작하는 과
정과 그것을 크로마토그래피용 담체로 할 때 생

3. 정기적 시험 / 스킵시험

성될 가능성이 있는 제조공정 유래 불순물이나

정기적 시험(routine test)이나 스킵시험(skip

혼입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이 해당 원료의약

test)은 시험하지 않은 로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품 및 제제의 품질과 안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해 설정된 모든 판정 기준에 적합해야

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책을 강구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출하 시의 특정

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로트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

제제화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원료의약품을 제
조할 때) 쓰는 첨가제 및 일차포장 재료의 품질

해둔 로트 번호마다 또는 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시험하는 것이다.

은 해당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설

이 개념을 적용할 때는 사전에 행정 당국에 그

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약전에 규격

타당성을 제시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적어도 대한

개념은 예를 들어, 경구 고형제제의 잔류용매시험

민국약전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및 미생물학적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허

약전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제는 적절한 규

가 신청 시에는 한정된 데이터밖에 얻어지지 않

격 및 시험방법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을 수 있으므로 이 시험의 실시는 일반적으로 허
가를 받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다. 시험을 하였

2. 제품의 품질시험 (규격 및 시험방법)

을 때,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정

"규격 및 시험 방법"이란 시험항목, 쓰는 분석

된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어떠

방법 및 그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의 규격값/적

한 부적합 사항이라도 그것을 적절한 형태로 행

부 판정기준 (수치로 나타낸 한계값, 범위 또는

정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로

그 밖의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정의된다. 대한민

부터 일상 시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약전 규격 및 시험방법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

판단될 때는 로트마다의 출하시험을 다시 실시하

된 원료의약품 및 제제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

여야 한다.

다고 판정하는 데 필요한 품질 특성을 하나의 묶
음으로 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약전 각조 규격에

4. 실시간 출하시험 및 변수기반출하

적합하다」란 대한민국약전의 원료의약품 및 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는 출하 여부를

제에 대하여 일반시험법 또는 의약품 각조에 나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타낸 각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대한민국약

대신에

전의 규정 중 성상 항 및 제제의 저장법 항을 제

test)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해도 된다. 실시간

실시간

출하시험(real

tim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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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험이란 공정 내 데이터 (공정 내 시험의

높다. 또한, 매개기반출하를 할 때도 안정성 시험

결과 외에 공정 변수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포함

이나 수거시험을 대비하여 최종제품 시험을 설정

한다)에 따라 공정 내 제품 또는 최종제품의 품

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출하시험과 다른 점은,

질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실시간 출하시험의 설정

예를 들면 최종 멸균공정의 매개변수 데이터를

에 따라, 반드시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을 설정하

어떠한 이유로든 얻을 수 없었을 때는 멸균공정

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

자체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공정 내 데이터를 얻을 수

최종제품에 대한 무균시험을 원칙적으로 대체할

없을 때와 안정성을 평가할 때 등 어떤 이유로

수 없게 된다.

최종 제품에 대한 시험의 실시가 요구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출하 여부를 실시간 출하시험으로
결정하더라도 최종제품의 시험을 규격으로 설정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시간 출
하시험을 출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채택하였을 때는 그 결과가 규격을 벗어나거나,
규격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최종제
품 시험으로 안이하게 대체해서는 안 된다. 어떠
한 경우에도 실시간 출하시험 결과가 규격을 벗
어나거나 규격을 벗어나는 경향이 인정되었을 때
는 그 원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구명하기 위한 조
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시간 출하시험이 규격을 벗어났을 때는,
기기의 고장이 원인이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품을 출하할 수 없다. 규격을 벗어
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을 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출하 여부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변수기반 출하 (parametric release)는 실시간
출하의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며, 최종 단계에
서 멸균하는 제제의 출하 여부를 무균시험 결과
를 대신하여 멸균 공정과 연관된) 공정 내 데이
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 때
각 로트의 출하는 제제 제조의 최종 멸균 단계에
서의 특정 매개 변수, 예를 들어 온도, 압력 및
시간이 만족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결정한다. 제한된 수의 최종제품에 대한 무
균시험 결과에 따라 출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매개변수를 이용한 변수기반출하
쪽이 제품의 무균성 보증의 관점에서 신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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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리 임핀져 의한 흡입제의 공기 역학적
입도 측정법

3. 약물의 회수율 (매스밸런스)
입도 분포뿐만 아니라 양호한 분석이 이루어진

이 측정법은 흡입제에서 생성하는 에어로졸 입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흡입기에서 분사된 양,

자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장비 및 측정

즉 마우스피스 어댑터와 측정장치에서 회수된 약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

물의 양이 기대치에 대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정 된 장비 또는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해 질량 평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마
우스피스 어댑터 및 측정장치의 모든 구성 요소

1. 분급 단계의 측량

에서 회수된 총 약물의 양을 용법･용량에 기재된

각각의 분급 단계의 분급 특성의 가장 신뢰할

최소 용량 당으로 환산한 값이 흡입제의 전달량

수 있는 교정은 에어로졸 상태로 임팩터를 통과

균일성 시험법에서 측정된 평균 전달량의 75 %

하는 입자와 방울의 공기역학적 입자크기와 분급

이상이고 125 % 이하이어야 한다. 이 질량 평형

단계의 포집 효율의 관계에 따라 행한다.

은 흡입제의 입도 분포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보

일반 교정은 제트의 치수법, 제트 포집 부분의 공

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간적 배치 및 임팩터를 흐르는 공기 유량 등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행한다.

4. 유리 임핀져법

제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 또는 마모가 발생

유리 임핀져법에 이용하는 측정장치는 그림 1

하므로 분급 스테이지의 한계치수법이 규정안에

과 같다. 이 장치는 슬로트 (B) 하부 충돌 챔버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H)까지의 유리 부품과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플

유리 임핀져에 의한 흡입제의 공기 역학적 입도

라스틱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법에는 규격에 적합한 분급 스테이지를 장착
한 측정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교정 방법
도 정당하게 검증되면 사용할 수 있다.

2. 분급 단계 사이의 약물 손실 (벽손실)
측정 방법의 설정 및 검증은 벽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벽손실이 약물의 회수율(질량 평형)에 영향
을 주는 양이면 관리해야 한다. 벽손실에는 임팩
터의 종류, 측정 조건, 제제의 종류, 임팩터의 분
사량 등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공기역학
적 입자크기의 계산에 벽손실을 어떻게 반영하는
지는 벽손실의 정도와 변화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예를 들어, 벽손실이 적거나 변동이 작은 경우
는 포집판에서 회수된 약물의 양을 정량한 결과
에서, 공기역학적 입자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벽
손실이 많거나 또는 변동이 큰 경우는 벽손실을
별도로 수집해서 공기역학적 입자크기를 산출할

알파벳 대문자는 표 1을 참조.
숫자는 mm를 나타낸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허용오차는 ±1 mm이다)

그림 1 유리 임핀져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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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펌프에 연결하기 위한

이 장치는 액체에의 충돌을 기반으로 조작하고

사이드암
―최소 내경

흡입기에서 방출된 약물을 흡입부분과 비흡입부
분으로 분리한다. 흡입할 때 구강이나 인두부에

G

충돌하여 결과적으로 삼켜지는 비흡입부분 약물

하단 제트 PTFE로 만든 튜브에 의해 그림 1
어셈블리 커플링
참조
튜브의 하단 직립 부와

은 슬로트 후면 방면 및 상부 충돌 챔버 (총 1

연결되어있는 개량한

단계)에 회수된다. 폐에 도달하는 흡입부분 약물

폴리프로필렌 필터

은 하단 충돌 챔버(2 단계)에 회수된다. 상단 충

루터 홀더
직경 5.3 mm의 원주상의

돌 챔버는 흡입 유량이 분당 60 L의 경우 컷오프

정해진 위치에 네 개의

직경이 6.4 μm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6.4

제트의 중심을 분배

μm 이하의 입자는 하단 충돌 챔버로 흘러야 한

제트스페이서페가가 있는

다.

아세탈수지를

코드
A
B

C

부품

상세

마우스피스 흡입기 마우스 피스에
어댑터 연결하는 고무 어댑터
슬로트 개량한 원형 플라스크

목

치수*

29/32
24/29

―불투명 유리 입구 소켓

24/29

―불투명 유리 아울렛 콘

24/29

14

유리관

E

커플링
튜브

100 mL
24/29
14/23
14/23
13

F

나사산이 플라스틱 스크류 캡
있는
실리콘 고무링

8
28/13
28/11

사이드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28/11
어댑터 (PTFE)제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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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품을 연결한 다음 장치가 수직으로 제

트 스페이서 구슬이 하부 충돌 챔버의 바닥에 닿

다. 슬로트 입구에서 측정 된 흡입유량이 분당
60 ± 5 L가 되도록 조절한다.
분무기 리저버에 흡입 액체를 넣고 마우스피스

여 장치에 연결한다.
흡입 펌프의 스위치를 켜고 10 초 후에 분무기

특히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60 초 후에 분무기
의 스위치를 끄고 5 초 동안 기다린 다음 흡입
펌프의 스위치를 끕니다.
장치를 분해하고 상부 충돌 챔버의 내벽면을
세척하고 세척액을 플라스크에 회수한다. 하부 충

유리로 된 나사산
―나사산 크기

30 mL의 적절한 용매를 넣는다.

의 스위치를 넣는다.

하단 직립 부
―외경

4.1. 분무기의 측정 절차

를 장착하고 적절한 마우스피스 어댑터를 사용하

굴곡부와 상단 직립 부
―외경

24/29

장착한 적절한 흡입펌프를 장치의 출구에 연결한
17

보통 두께의 유리관
―불투명 유리 콘

250 mL

아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공경을 갖는 필터를

정해진 구경과 얇은 두께의

―불투명 유리 아울렛 콘

2

하단 충돌 삼각플라스크
챔버
―불투명 유리 입구 소켓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하부 제트 어셈블리의 제

유리관

상부 충돌 개량한 원형 플라스크
챔버
―불투명 유리 입구 소켓

2

페그의 돌출부

상부와과 하부의 충돌 챔버에 각각 7 mL 및

개량한 유리 어댑터

하단 아울렛 용 정밀

D

페그 지름

*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치수는 mm를 나타낸다.

―불투명 유리 아울렛 콘

―외경

H

10

50 mL

―불투명 유리 입구 소켓

―내경

5

28

돌 챔버의 내벽면을 세척하고 세척액을 메스플라

188

스크에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흡입펌프 앞에 장

장치를 분해한다. 하단 충돌 챔버에 연결된 커

착한 필터와 하부 충돌 챔버의 접합부를 세정하

플링 튜브의 내벽면과 챔버의 돌출 부분의 튜브

고 하부 충돌 챔버에서 얻은 세정액과 합한다. 두

외벽면을 적절한 용매로 세척하고 하단 충돌 챔

플라스크에 회수된 유효 성분을 각각 정량하여

버 내에 세정액을 회수한다. 이 용액의 유효성분

각 장치의 두 부분의 결과를 유효 성분의 총량에

을 정량한다. 분무 당 하부 충돌 챔버에 포집된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유효성분의 양을 계산하고 표시 유효성분의 양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4.2 흡입 에어로졸제의 측정 절차
적절한 마우스피스 어댑터를 슬로트 끝에 부착
한다. 마우스피스 어댑터에 흡입기 마우스피스 끝

4.3 흡입 분말제의 측정 절차
상부와 하부의 충돌 챔버에 각각 7 mL 및 30

을 깊이 10 mm 정도로 삽입할 때 흡입기 마우

mL의 적절한 용매를 넣는다.

스 피스의 끝은 슬로트의 수평축에 나란해야 한

모든 부품을 연결한 다음 장치가 수직으로 제대

다. 가압용기를 장착한 흡입기의 개구부가 가장

로 유지되고 있고 하단 제트어셈블리의 제트페이

위에 있고 장치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수직면이

서 페그 3이 하부 충돌 챔버의 바닥에 닿아 있는

어야 한다.

지 확인한다. 적절한 흡입펌프를 장치의 출구에

상부과 하부의 충돌 챔버에 각각 7 mL 및 30

연결한다. 슬로트 입구에서 측정된 흡입 유량이

mL의 적절한 용매를 넣는다.

분당 60 ± 5 L가 되도록 조절한다.

모든 부품을 연결 한 다음 장치가 수직으로 제

흡입기를 준비하고 적절한 어댑터를 사용하여 흡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하부 제트어셈블리의 제트

입기를 슬로트에 부착한다. 흡입 펌프의 스위치를

스페이서 구슬이 아래쪽 충돌 챔버의 바닥에 닿

켜고 5 초 동안 흡입한 다음 흡입 펌프의 스위치

아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흡입 펌프를 장치의

를 끄고 방출 단계를 반복한다. 방출 횟수는 가능

출구에 연결한다. 슬로트 입구에서 측정된 흡입

한 한 적게 하고 보통 10 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유량이 분당 60 ± 5 L가 되도록 조절한다.

장치를 분해한다. 하단 충돌 챔버에 연결된 커플

흡입제의 사용 방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링 튜브의 내부 벽면과 챔버의 돌출 부분의 튜브

5 초간 흡입기를 흔들어 섞은 다음 1 회 버리고

외벽면을 적절한 용매로 세척하고 하단 충돌 챔

분무한다. 분무한 다음 5 초 이상 기다렸다가 다

버 내에 세정액을 회수한다. 이 용액의 유효성분

시 흔들어 섞은 다음 1 회 버리고 분무한다. 이

을 정량한다. 방출 당 하부 충돌 챔버에 포집된

절차를 세 번 반복한다.

유효성분의 양을 계산하고 표시 유효 성분의 양

약 5 초간 흡입기를 흔들어 섞은 다음 흡입 펌

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프의 스위치를 켜고 흡입기 마우스 피스 끝을 어
댑터에 연결하고 즉시 장치에 1 회 분무한다. 설
치된 흡입기를 어댑터에서 분리. 5 초 이상 흡입
기를 흔들어 섞은 다음 흡입기 마우스피스 끝을
어댑터에 다시 삽입하고 다시 분무한다. 이 과정
을 반복한다. 분무횟수는 가능한 한 적게, 보통
10 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마지막 분무를 종료한
다음 5 초 이상 기다리고 흡입 펌프의 스위치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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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Y자의 줄기는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

Fc 도메인으로 불린다.

또한 단클론 항체는 당단백질로서, Fc 도메인에
당사슬 결합 부위를 가지며, 분자에 따라 Fab 도

이 일반정보에서는 마우스, 키메라 (chimeric)
및 인간화 IgG 아이소형타입 (isotype) 단클론
항체 및 서브클래스 (예, IgG1 및 IgG2)에 대한
분석 시험법을 소개한다. 서브클래스는 아미노산
서열과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 수에 차이
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서브클래스에 특이적인
분석법이 필요하다. 본 일반정보는 치료와 예방목
적의 항체의약품 및 생체 진단 목적의 단클론항
체에 적용되며, 의약품 제조시 시약으로 사용되도
록 규제 기관에 의해 지정된 단클론 항체에는 적

메인에 추가적인 당사슬 결합 부위를 가지기도
한다.
단클론 항체의 특이성은 분자의 Fab 도메인에
위치한 항원 결합 부위에 의해 결정된다. Fc 도
메인은 항체-의존 세포 독성 및 보체-의존 세포
독성과 관련된 수용체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Fc

수용체(FcRN:

neonatal

Fc

receptor)와의 결합을 통한 약동학적 효과도 이
도메인과 관련이 있다.
단클론 항체는 마스터 세포 은행 (master cell
bank)

용되지 않는다.

신생

및

제조용

세포

은행

(working

cell

혈청 또는 혈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클

bank)에 기반한 시드 로트 시스템 (seed lot

론 항체는 면역계의 일부로서 여러 표적과 결합

system)을 통해 생산되며 회수 (harvest) 후,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에 적용되는 치
료 목적의 단클론 항체는 단일 클론 세포에서 유
래하며, 특정 표적에만 결합하는 특이성을 갖는
면역글로불린(혹은 면역글로불린의 단편) 제제이
다.

치료용 단클론 항체는 일반적으로 수용성 항

원(리간드)에 결합하여 이를 중화시킴으로써, 리
간드가 관련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 기전 (mechanism of action, MOA)을 갖
는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치료용 단클론 항체의
경우 세포 표면 항원을 인식하여 결합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MOA의

일부로서

Fc

(crystallizable fragment) 매개 효과를 통해 면역
계에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클론 항체는
결합 특이성에 있어 단일특이적 (monospecific)이
지만,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2 개의 서로 다른 표적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이중특이적 (bispecific)
단일클론 항체도 제조할 수 있다.
IgG형 단클론 항체는 약 150 kD의 분자량을

정제 단계를 통해 제조 공정 관련 불순물을 허용
기준까지 제거한다.
현재 허가된 단클론 항체 의약품은 효과기 세
포(effector cells) 활성화를 통한 세포 사멸 또
는 가교 결함(cross-linked)에 의해 유도된 세포
사멸을 일으키거나 길항제(antagonist) 또는 작
용제(agonist)로 기능하는 항체들을 포함한다.
이 일반정보에서는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SE-HPLC),
모세관 전기영동, 당사슬 분석 등을 통한 순도 평
가를 다루며, 이들 시험법의 밸리데이션된 절차를
소개한다.
이 내용은 주로 IgG형 단클론 항체에 대한 것
이나, 기재된 시험법의 원리는 IgM 또는 기타 아
이소타입 항체, 항체 단편 및 Fc-융합 단백질 등
다른 관련 분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활성물
질이 결합한 항체일 경우, 변형 또는 결합 전 상
태의 정제된 항체에 본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며, 각 항체 분자는 두개의 폴리펩타이드 중

다른 한편 정확성, 감도, 정밀성, 선택성 또는

쇄 및 경쇄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분자량은 약

혹은 자동화나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저감, 또는

50 및 25 kD이다. 항체는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

기타 특수한 상황 등에서 대체 시험법 및/또는 절

된 Y자 모양을 취하며, Y자의 각 팔 부분은 Fab

차가 장점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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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시험법은 적절한 밸리데이션을 통해 기존

컬럼: 상온

시험법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자동 시료 주입기: 2 ℃–8 ℃을 유지

얻을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유속: 0.5 mL/분
- 주입량: 20 μL

1.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SE-HPLC)
SE-HPLC는

및

시스템 적합성 기준
종

- 시스템 적합성 용액의 크로마토그램은 USP

(high-molecular-weight species, HMWS, 응

단클론 IgG 시스템 적합성 표준품 인증서에

집체) 측정에서는 좋은 완건성을 보이지만, 저분

제시된 전형적인 크로마토그램과 일치해야 한

자량

다.

종

단량체

- 실행 시간: 30분

고분자량

(low-molecular-weight

species,

LMWS, 단편)의 정량성은 단클론 항체에 따라

[참고: 중합체, 이량체, 단량체 및 LMWS의

매우 다양할 수 있다. LMWS의 정량은 모세관

유지시간(retention time)은 각각 약 12, 15,

SDS-전기영동법(capillary

18 및 22분이다.]

electrophoresis

sodium dodecyl sulfateCE-SDS)이 더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동상:

물

1

- 검액의 주입 전후에 브라켓팅으로 주입한 시
스템 적합성 표준액의 크로마토그램 프로파일

L당

인산이수소칼륨(dibasic

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각각은

USP

potassium phosphate) 10.5 g, 인산일수소칼륨

monoclonal IgG 시스템 적합성 표준품 인증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19.1 g 및

서에 제시된 전형적인 크로마토그램과 일치해

염화칼륨(potassium chlroride) 18.6 g을 첨가

야 한다.

하여 녹인다. pH를 6.2 ± 0.1로 맞춘 후 0.45
um 필터로 여과한다.

백분율은 0.4 % – 0.67 %이어야 한다.

시스템 적합성 용액: USP monoclonal IgG 시스
템 적합성 표준품 한 바이알에 이동상 200 μL
를 첨가하여 재용해시켜 10 mg/mL

- 시스템 적합성 용액 내 HWMS 피크 면적의

용액을 준

비한다. 제조한 시스템 적합성 용액은 24시간 이내

- 시스템 적합성 용액 내 주피크 면적의 백분율
은 99.1 % – 99.6 %이어야 한다.
- 시스템 적합성 용액 내 LMWS 피크 면적의
백분율은 0.2 % 이하(NMT)이어야 한다.

에 사용해야 하며,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 ℃–8 ℃
에 보관해야 한다.

분석: 검액 주입 전후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시스템 적합성 공시험액: 이동상을 사용한다.

시스템적합성 용액을 주입해야 한다(브라켓팅).

검액: 검체를 이동상으로 10 mg/mL 농도로 희석

최종 시스템적합성 용액 주입 전에 마지막으로

하여 준비한다.

공시험액을 주입하는 순서를 포함해야 한다.

공시험액: 검체에서와 동일한 비율로 제형버퍼를

계산: 적절한 전자식 적분기 (electronic integrator)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브라켓팅으로 주

기기 분석 조건

입된 시스템 적합성 용액을 분석한다. 공시험액에

(크로마토그래피 [Chromatography] <621>, 시스템

서 나온 피크는 적분에서 제외하며, 주피크 이전

적합성 [System Suitability] 참조) - 방법: LC

에 용출되는 단백질 관련 피크는 HMWS로, 주피

- 검출기: UV 280 nm

크 이후에 용출된 단백질 관련 피크는 LMWS로

- 컬럼: 7.8 mm × 30 cm; 5 um packing L59

분류된다. HMWS, 주피크 및 LMWS의 피크 면

- 온도

적 비율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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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L를 첨가한다. 완전히 섞은 후, 혼합액을 70 ℃
2. 환원

및 비환원 모세관 SDS 전기영동법

(CAPILLARY SDS ELECTROPHORESIS)
모세관 SDS 전기영동법(capillary electro-

에서 15분 간 가열한다. 실온에서 3분 간 냉각시키
고, 300 × g로 1분 간 원심 분리한 후, 100 μL
를 자동 시료 주입기 바이알로 옮긴다.

phoresis sodium dodecyl sulfate, CE-SDS)은

공시험액 : 물 45 μL와 SDS 샘플 완충액 50

비 당화물, 반쪽 항체 및 항체 단편과 같은 제품

μL을 혼합한다. 이 용액에, 환원 조건의 경우 내

에서 유래된 불순물의 정량에 사용되는 감도 높

부 표준 용액 4 μL와 β-mercaptoethanol 5

은 분석 방법으로, 안정성 평가 시험에도 유용하

μL를 첨가하고, 비환원 조건의 경우 내부 표준

다. 검체를 SDS로 변성시킨 후, 비환원 조건하에

용액 4 μL와 알킬화 용액 5 μL을 첨가한다. 완

서는 완전한 항체, 환원 조건하에서는 경사슬

전히 섞은 후, 혼합액을 70 ℃에서 15분 간 가열

(LC) 및 중사슬(HC) 분석이 가능하다.

한다. 실온에서 3분 간 냉각시키고, 300 × g로

[참고: 각 항체의 안정도에 따라 샘플 준비에 차

1분 간 원심 분리한 후, 100 μL를 자동 시료 주

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러 70 ℃ 에서 15분

입기 바이알로 옮긴다.

처리시 특정 항체의 단편화 또는 이황화 결합을

비환원 검액 : 검체 100 μg을 SDS 샘플 완충액

손상시킨다면. 처리 시간을 조정한다]

50 – 95 μL에 희석하여 최종 부피가 95 μL가

SDS 샘플 완충액 : pH 8.95±0.05의 100 mM

되도록 한다. 여기에 내부 표준 용액 4 μL 및

Tris-HCl 및 1 % (w/w)의 SDS를 포함하는 용

알킬화 용액 5 μL를 첨가한다. 완전히 섞은 후,

액을 준비한다.

혼합액을 70 ℃에서 15분 간 가열한다. 실온에서

SDS 겔 완충액 : 0.2 % (w/w) SDS 및 적절한

3분 간 냉각시키고, 300 × g로 1분 간 원심 분

겔을 포함하는 pH 8.0의 완충액

리한 후, 100 μL를 자동 시료 주입기 바이알로

알킬화 용액 : 물에 녹인 250 mM Idoacetamide

옮긴다.

를 사용하기 직전에 준비한다.

환원 검액 : 검체 100 μg을 SDS 샘플 완충액

시스템 적합성 용액 : USP monoclonal IgG 시

50 – 95 μL에 희석하여 최종 부피가 95 μL가

스템적합성 표준품 1 바이알을 0.5 mL의 주사용

되도록

수로 녹여 최종 농도가 4 mg/mL가 되도록 한다.

-mercaptoethanol 5 μL를 첨가한다. 완전히

내부 표준 용액 : 0.5 % (w/w) SDS 및 0.2 %

섞은 후, 혼합액을 70 ℃에서 15분 간 가열한다.

(w/v)의 sodium azide를 함유하는 물에 10 KD

실온에서 3분 간 냉각시키고, 300 × g로 1분

의 내부 표준 물질을 녹여 5 mg/mL로 준비한다.

간 원심 분리한 후, 100 μL 를 자동 시료 주입

비환원 시스템 적합성 용액 : 시스템 적합성 용액

기 바이알로 옮긴다.

25 μL와 내부 표준 용액 4 μL를 혼합한다.

기기 분석 조건

한다.

내부

표준

용액

4

μL와

β

SDS 샘플 완충액 66 μL와 알킬화 용액 5μL를

- 방법: CE-SDS

혼합한다. 이 두 혼합액을 섞은 후, 70 ℃에서

- 검출기 : UV 또는 Diode array 220 nm

15분 간 가열한다. 실온에서 3분 간 냉각시키고,

- 모세관 : 융합 실리카 모세관(내경 50 ㎛)은

300 × g로 1분 간 원심 분리한 후, 100 μL를

유효길이가 20 ㎝ 되도록 30 ㎝ 길이로 자른

자동 시료 주입기 바이알로 옮긴다.

다. 각 실행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전처리 및

환원 시스템 적합성 용액 : 시스템 적합성 용액

사전 충전 단계가 필요하다.

25 μL와 샘플 완충액 66 μL를 혼합한다. 여기에

- 모세관 전처리: 0.1 N 수산화나트륨을 이용

내부 표준 용액 4 μL 및 β-mercaptoethanol 5

하여 70 psi로 3분간 씻어주고, 0.1 N 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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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70 psi로 1분간 씻는다. 그 다음

외하고, IgG 주피크의 시간보정된 피크 면적을

물로 70 psi로 1분간 씻는다.

모든 시간 보정된 피크 면적의 합으로 나눈 뒤

- 모세관 사전 충전: SDS 겔 완충액으로 70
psi에서 10분 동안 헹군다.
- 검액 주입: Electrokinetic 주입, 5.0 kV 역
상 극성으로 40분간 실시
- 전압 분리

100을 곱하여 주피크의 상대적 양을 구한다.
시스템 적합성 용액 내 IgG 주피크의 상대량은
61.4 % – 86.4 %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브라케팅 공시험액의 내부 표준 물질의 이동에
대한 상대 표준 편차는 2 % 이하이어야 한다.

비환원 조건: 15 kV에서 역상 극성으로 40

내부 표준물질이 검출된 후 어떠한 다른 피크

분간 실시

도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환원 조건: 15 kV에서 역상 극성으로 40분

분석

간 실시

공시험액, 시스템 적합성 용액, 검액을 분석한다

- 온도

[참고: 기기 조건에 따라, 시스템 적합성을 만족

검체 보관: 약 25 ℃

할 수 있도록 모세관에 가해지는 전기장 및 검체

모세관: 약 25 ℃

주입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시스템 적합성 기준
(1) 환원 조건

두 개의 완충액 저장 용기 내의 전해질로 SDS
겔 완충액을 사용하여 40분 동안 500 V/cm (역

- 환원 시스템 적합성 용액의 전기영동도는 USP

극성)의 전기장을 가한다. 20 초간 역상 극성 및

monoclonal IgG 시스템 적합성 표준품 인증서

5.0 kV에서 electrokinetic 주입하여 모세관의

에 제시된 전형적인 전기영동도와 일치하여야

anodic end 쪽으로 샘플을 이동시키고, 220 nm

한다.

에서의 전기영동도를 기록한다. 0.1 N 수산화나

- 중사슬과 비당화 중사슬의 주피크가 명확하게

트륨을 이용하여 70 psi로 3분간 씻어주고, 0.1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비당화 중사슬과 중사

N 염산을 이용하여 70 psi로 1분간 씻는다. 그

슬 사이의 분리도(resolution)는 1.2(NLT)이

다음 물로 70 psi로 1분간 씻는다. 최소 두 번

상이다.

반복하여 주입한다. 내부 표준 물질 피크 이후에

- 비당화된 중사슬 피크 면적을 모든 중사슬 피

이동하는 모든 피크의 시간 보정 피크 면적을 계

크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중사슬의

산한다.

비당화 비율을 구한다. 환원 시스템 적합성 용

환원 조건: 중사슬, 비당화된 중사슬, 경사슬의 시

액에서 전체 중사슬의 비당화 비율은 0.75 %–

간 보정된 피크 면적의 합을 내부 표준 물질 피

1.34 % 내에 있어야 한다.

크 이후에 나타나는 시간 보정된 모든 피크 면적

(2) 비환원 조건
- 비환원 시스템 적합성 용액의 전기영동도는

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검액 피크의 상
대적인 양을 계산한다.

USP monoclonal IgG 시스템 적합성 표준품

비환원 조건: IgG 주피크의 시간 보정된 피크 면

인증서에 제시된 전형적인 전기영동도와 일치

적의 합을 내부 표준액 이후에 나타나는 시간 보

하여야 한다.

정된 모든 피크 면적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

- 주피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하여 검액 피크의 상대적인 양을 계산한다.

IgG 주피크와 단편 1 (Fragment 1, F1) 간
의 분리도는 1.3 이상(NLT)이다.
- 내부 표준 물질 피크와 모든 시스템 피크를 제

3. 올리고당 분석-단클론 항체의 N-결합 올리고당
(OLIGOSACCHARIDE ANALYSIS—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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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NKED

OLIGOSACCHARIDES

OF

MONOCLONAL ANTIBODIES)

Unit/mL) 2 μL를 가하고 효소 반응 완충액으로
50 μL가 되도록 맞춘다.

단클론 항체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준에 올리고

[참고: PNGase F의 Unit 정의는 제조사마다 다

당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은 과학 및 리스크 평가

르므로 검체에서 N-결합 당을 완전히 분리시키

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 분

기 위해 필요한 효소양은 실험적으로 확인할 필

석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올리고당 프로

요가 있다.]

파일의 확인 또는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당

37 ℃에서 18시간 처리한다. 10000 분자랑 컷오

사슬 분리방법, 표지방법(라벨링), 검출방법 등에

프(molecular-weight-cut-off, MWCO) 원심분

서 차이가 나는 검증된 다른 분석법도 사용될 수

리 필터를 이용하여 원심분리하여 떨어진 올리고

있다.

당을 분리하며, 원심 진공 건조기에서 건조시킨다.

[참고: Fc 및 Fab 모두에 N-결합 올리고당이 존

건조 된 올리고당에 APTS 표지 시약 2 μL와 1 M 나

재하는 단클론 항체의 경우, 당화 자리 확인을 위

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리드(sodium cyanoborohydride)

해 추가적인 검액 전처리 과정(예: papain과 같은

2 μL를 첨가한다. 55 ℃에서 90분 간 처리 후,

효소 처리)을 통해

반응물과 혼합물의 반응을 종료시키기 위해 물

도메인을 분리하기 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적인 검액 준비 단계는 검증이 필

46

μL를 첨가한다. 샘플

요하다.]

ATPS 라벨링 검체 5 μL를 넣는다.

[참고: 올리고당(당사슬)의 허용 기준은 개별 당

시스템 적합성 용액 : 물 50 μL에 당사슬 표준

사슬(glycan)에 대해 규정될 수 있으며 이때 제

품(10 μg)을 재현탁하고, 볼텍스 믹서로 혼합한

품의 과거 배치 분석 자료 등 제품 특이적 정보

다. 초소형 원심분리 튜브에 당사슬 표준품 (1 μ

가 활용될 수 있다.]

g) 5 μL를 넣는다. 상온에서 원심 진공 건조기

완충액 95

μL에

를 사용하여 당사슬 표준품을 건조시킨다. 각 표
1) 방법 A : 레이저 유도 형광검출법을 이용한

준품에

1

M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리드

모세관 전기영동

(sodium cyanoborohydride) 2 μL를 첨가하고,

실행 완충액 : 물 80 mL에 트리에탄올아민

APTS 표지 시약 2 μL를 첨가한다. 볼텍스 믹

(triethanolamine, TEA) 1.492 g과 글리세롤

서로 혼합하고 액체를 침전시키기 위해서 짧게

10 g을 녹여 pH 7.5의 100 mM 트리에탄올아민

원심분리 한다. 55 ℃에서 90분동안 처리하고 물

및 10 % 글리세롤을 준비한다. 1 N 염산을 사용

46 μL를 넣어 반응을 종료시킨다. 표준품은 –20

하여 pH 7.5로 맞추고, 최종 부피가 100 mL가

℃에서 5주까지 보관 가능하다.

되도록 물로 희석한다.

기기 분석 조건

샘플 완충액: 실행완충액 1 mL를 물 9 mL로 희

- 방법: CE

석한다.

- 검출기: 레이저 유도 형광 검출기 (488 nm

효소 반응 완충액 : 50 mM 인산나트륨, pH 7.5

여기

[excitation]

APTS 표지 시약 : 8-아미노파이렌-1,3,6-트리

[emission] 파장)

파장;

520

nm

발광

(8-aminopyrene-1,3,6-trisulfonate,

- 모세관: 총 길이가 50 cm 및 분리 길이가

APTS) 5 mg을 15 % 아세트산 48 μL에 녹여

40 cm이고 내경이 50 ㎛인 용융 실리카 모

잘 섞는다.

세관

술폰산

검액 : 검체 50 μg에 펩타이드 N-글리코시다아
제 F(peptideN-glycosidase F, PNGase 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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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주입: 10초 유체역학적 (hydrodynamic)
주입

194

- 분리 전압: 22 kV에서 50분

요가 있다.]

- 샘플 : 검액 및 시스템 적합성 용액

효소 반응 완충액 14 μL를 첨가한 후, 총 부피

분석: 일렉트로페로그램에 나타난 피크들의 면적

가 70 μL가 되도록 물을 가한다. 37 ℃에서 18

을 적분한다. 시간 보정된 주요 당사슬 피크들의

시간 처리한다. 표지 시약 70 μL를 첨가하고,

상대적 면적 백분율을 계산한다. 검액과 시스템

70 ℃의 흄 후드 (fume hood)에서 2시간 동안

적합성 용액의 피크들을 비교한다.

처리한다. 처리액을 냉각시킨 후, 50 % 메탄올
60 μL를 가하고 혼합한 후, 원심분리한다. 상층

2) 방법 B : 형광검출법을 이용한 액체크로마토

액 140 μL를 취하여, 새로운 초소형 원심분리

그래피

튜브로 옮긴다. 상층액이 든 튜브에 500 μL의

효소 반응 완충액 : 100 mM 인산나트륨 용액,

아세토니트릴을 첨가한다. 과량의 표지 시약을 제

pH 7.5

거하기 위해 친수성 상호작용 고체상 추출 카트

표지 완충액 : 메탄올 10 mL에 아세트산나트

리지에 로딩 (loading)한다. 카트리지를 95 % 아

륨·삼수화물 800 mg과 붕산 400 mg을 녹여 8

세토니트릴 (약 10 mL)로 세척한다. 20 % 아세

% (w/v) 아세트산나트륨·삼수화물 및 4 %

토니트릴 0.5 mL로 카트리지에서 표지된 당사슬

(w/v) 붕산 용액을 조제한다.

을 용출시킨다.

표지 시약 : 표지 완충액에 녹인 100 mg/mL 안

석한다.

트라닐산(anthranilic acid, 2-AA) 용액과 메탄

기기 분석 조건

올에 녹인 1 M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리드

- 방법 : LC

(sodium cyanoborohydride)을 준비한다. 동일

- 컬럼 : 4.6 mm × 15 cm; 3 mm packing L68

부피의 두 용액을 섞어 표지 시약을 조제한다.

- 검출기 : 형광 (360 nm 여기 파장; 420 nm 발광 파장)

[참고: 표지 시약은 차광하여 보관한다]

용출물을 아세토니트릴로 1:1 희

- 컬럼 온도 : 30 ℃로 유지

용액 A : 50 mM 암모늄 포름산, pH 4.4

- 유속 : 0.8 mL/분

용액 B : 아세토니트릴

- 주입량 : 50 uL
분석

이동상 조건 :
시간 (분)

용액 A (%)

용액 B (%)

크로마토그램 상 피크들의 면적을 적분하고, 주

0.0

32.5

67.5

요 당사슬 피크들의 상대적 면적 백분율을 계산

48.0

42.5

57.5

한다. 검액과 시스템 적합성 용액의 피크들을 비

49.0

100

0

53.0

100

0

54.0

32.5

67.5

4. 올리고당 분석—시알산 (OLIGOSACCHARIDE

60.0

32.5

67.5

ANALYSIS—SIALIC ACID ANALYSIS)

교한다.

[참고: 단클론 항체의 시알산 함량에 따라 표준
검액 준비 : 검체 80 μg을 초소형 원심분리 튜

곡선의 범위 또는 검체 질량의 변경이 필요할 수

브에 옮기고 PNGase F 3 μL (2.5 units/mL)

있다.]

를 첨가한다.

용액 A : 물 2 L에 50 % (w/w) 수산화나트륨

[참고: PNGase F의 Unit 정의는 제조사마다 다

용액 10.4 mL를 희석하여 100 mM 수산화나트

르므로 검체에서 N-결합 당을 완전히 분리시키

륨을 조제한다. [참고: 가능한 용존산소가 적고

기 위해 필요한 효소양은 실험적으로 확인할 필

높은 저항도(18 MΩ-c m

또는 그 이상)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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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품질의 물을 사용한다.〕

검액: 0.5 mg에 상응하는 부피의 검체를 초소형

용액 B: 물 800 mL에 아세트산나트륨 82.0 g과

원심분리 튜브로 옮긴다. 전체 부피가 475 μL가

50 %(w/w) 수산화나트륨 용액 5.2 mL를 넣고

되도록 아세트산 나트륨 완충액을 첨가하고, pH

최종부피가 1000 mL가 되도록 물로 희석한다.

5.2로 조정한다. 테스트 스트립으로 pH를 확인하

이로써 100 mM 수산화나트륨 1 M 아세트산나

고, 10 μL의 neuraminidase(10 milliunit/mL)

트륨 용액을 조제한다.

를 넣는다. 37 ℃에서 5시간 동안 처리하고, 내부

이동상 조건:

표준 물질 용액 15 μL을 추가한다. 볼텍스 믹서
로 혼합한 후, 자동 시료 주입기 바이알로 옮긴다.

시간 (분)

용액 A (%)

용액 B (%)

0.0

93

7

10.0

70

30

시간은 조절될 수 있다.]

11.0

70

30

기기 분석 조건

12.0

93

7

(크로마토그래피 [Chromatography] <621>, 시

15.0

93

7

스템 적합성 [System Suitability] 참조)

[참고: 검체 및 효소의 품질에 따라 효소 처리

- 방법: LC
아세트산 나트륨 완충액: 20 mM 아세트산 나트
륨 용액, pH 5.2
표준 원액:

- 검출기: 금 전극이 달린 적분 전류측정기
(Integrated amperometric detector)

N-아세틸 뉴라민산 (NeuAc) 및

N-글리코 뉴라민산의 미국약전(USP) 표준품을

- 컬럼: 4 mm × 25 cm; 10 mm 패킹
packing L46

아세트산 나트륨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0.02 mM

- 유속: 1 mL/분

표준 원액을 조제한다.

- 주입량: 50 μL

내부 표준 물질 용액: 아세트산 나트륨 완충액을 사

- 전기 화학 검출기에 다음의 파형을 사용한다.

용하여 0.1mM 3-데옥시-D-글리세로-D-갈락토-2-노눌소닉
산(3-deoxy-D-glycero-D-galacto-2-nonulosonic
acid, KDN) 용액을 조제한다.
표준액: 아래 표를 참고하여 농도별로 조제한다.

표준

표준물질

표준 원액의

농도(mM)

부피 (mL)

아세트산 나트륨

내부 표준

완충액의 부피

물질 용액의

(mL)

부피 (mL)

1

10

250

235

15

2

5

125

360

15

3

4

100

385

15

4

2

50

435

15

5

1

25

460

15

6

0.4

10

475

15

적분

시간 (초)

전위 (V)

0.00

+0.10

—

0.20

+0.10

시작

0.40

+0.10

종료

0.41

-2.00

—

0.42

-2.00

—

0.43

+0.60

—

0.44

-0.10

—

0.50

-0.10

—

분석:
표준액, 시스템 적합성 용액 및 검액 크로마토그
램을 분석한다. 각 크로마토그램 상에 나타난 피
크들의 면적을 적분한다. 표준액 및 검액 크로마
토그램에서 내부 표준물질에 대한 NeuAc 및

시스템 적합성 용액: 아세트산 나트륨 완충액을
사용하여 3 μM NeuAc, NeuGc, KDN를 조제한
다. 시스템 적합성 용액은 –70 ℃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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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Ac 피크의 면적/내부 표준 물질 피크의 면적 × 100

면역학적 시험법—일반적인 고려 사항

NeuGc 피크의 면적/내부 표준 물질 피크의 면적 × 100

표준액 농도와 NeuAc 및 NeuGc의 피크 면적

1. 서 론

백분율간 표준 곡선(검량선)을 그린다. 검액 중

이 일반정보에서는 면역학적 시험법 (immuno-

NeuAc 및 NeuGc 피크의 면적 백분율을 사용하

logical test method, ITM)의 개발 및 밸리데이

여 표준 곡선으로부터 검액의 NeuAc 및 NeuGc

션에 관한 정보 및 의약품각조(monograph) 시험

농도를 계산한다. 결정된 NeuAc 및 NeuGc 농도

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개략적으로 설명

를 검액 농도로 나누어 몰비 즉 검체 1분자 당

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면역학적 시험법에 적용

NeuAc 및 NeuGc의 분자수를 계산한다.

가능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면역학적
시험법, 예를 들어, 효소 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LISA)
Assay

(Enzyme-Linked
(ELISA)),

면역

Immunosorbent
블롯

분석법

(Immunoblot Analysis), 표면 플라즈몬 공명법
(Surface Plasmon Resonance)에 대한 기본 사
항을 다룬다. 이 내용은 생물학적 분석(Bioassay)
에 대한 일반정보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공정 모
니터링, 진단 및 임상 반응의 평가, 약동학/약력학
/흡수, 분포, 대사와 배설 (PK/PD/ADME)의 평
가, 그리고 기타 제품 특성 분석사용되는 면역학
적 시험법은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원료 또는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면역학적 시험
법의 기본은 항체와 항원 간의 매우 특이적인 비
공유결합 상호 작용이다. 일반적으로 항원은 관심
대상이 되는 분석물 (예, 단백질, 탄수화물, 바이
러스 또는 세포)이며 결합체(binder)는 일반적으
로 항체 (예, 단일 클론 항체 또는 다클론 항혈
청)이다. 면역학적 시험법은 직접적인 항원 (면역
원)이거나 간접적으로 항원 (합텐, hapten)이 될
수 있는 분자에 적용이 가능하며, 측정결과는 시험
대상 제품의 품질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면역학적 시험법은 복잡한 생체 시료 분석물에
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유용
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항체 및 항원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에 사용되지만, 합텐, 보체, 항원-항
체 복합체 및 기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측
정에도 확장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면역학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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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성은 생물의약품의 원료 또는 완제 의약

과 관련 불순물 간의 구조적 또는 서열 유사성에

품의 확인, 역가 (함량), 순도, 불순물, 안정성 및

의해 희석될 수 있다 (교차 반응성).

기타 품질 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면역학적 시험법은 분석물의 기능적

면역학적 시험법은 다양한 크기와 결합 유형을

특성이 아닌 항원과 항체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

가진 분자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목적에

(결합)을 반영한다. 따라서, 분석자는 주의를 기

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항체는 항원

울여 면역학적 시험법의 유형을 선택하고 실행하

과의

영향(Adverse

여야 한다. 하지만 분석물의 기능적 정보를 제공

influence)을 미치지 않는 다양한 화학적 변형에

할 수 있는 세포 기반 면역학적 시험법은 본 내

도 안정하다. 항체 분자는 다른 단백질에 비해 중

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

작용에

유유해

간 수준의 산성 및 알칼리성 pH 변화에 대한 내
성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높은 민감도

1) 면역학적 시험법의 일반적 특성

와 특이성을 보이는 다양한 면역학적 시험법이

면역학적 시험법은 항원과 항체 간의 특이적이

가능하다. 항원과 항체 간의 반응을 가속시킬 수

고, 비공유적이며, 가역적인 상호작용 원리를 기

있다는 점은 면역학적 시험법이 신속한 또는 실

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차적(primary) 항원-

시간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항체 반응은 고분자 특이성을 형성하는 상보성에

일반적으로, 면역학적 시험법은 기존의 생물학

의해 유발된다. 이러한 비공유 상호작용은 고유

기반 분석법(즉, 동물세포 및 동물 시험) 보다 정

친화도(the degree of intrinsic affinity)를 결정

밀도가 높으며 처리 시간이 짧다. 일부 경우에는

한다. 고유 친화도는 반응 단계 및 원자가 등의

이러한 장점이 생물학적 분석법을 면역 분석법으

요인에 따른 기능적 및/또는 상대적 친화도에 기

로 대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주

여하며, 이는 차례로 상호작용의 가역성 정도를

의를 기울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항원과 항체

결정한다. 항원-항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의 상호 작용이 생물학적 분석법에서 관찰되는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적절한 면역학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

시험법 형태 (예, 고체상 또는 액체상, 경쟁 또는

물학적

비경쟁적 결합 등)의 개발 근거가 된다.

분석과

면역

분석법

결과의

동등성

(equivalence) 또는 비교 동등성 (comparability)
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물리 화학적 시험법 (액체 또는 가스 크로마토

면역학적

시험법을 구성하는

(또는 합텐) 및 항체 외에도

요소에는

항원

보체 성분과 같은

동반 분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피 등)과 비교할 때 면역학적 시험법의 한계

• 항원—특정 상호작용에서 항체와 결합할 수 있

점은, 물리 화학적 시험법이 더 정밀하며 불순물

는 광범위한 분자를 포함. 일반적으로, 항원의

이나

일부 (면역원성 에피토프 [epitope])가 항체

예상하지

않은

물질

(unexpected

substance)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응을 유도한다.

또 다른 주요 한계점은, 일반적으로 면역학적 시

• 합텐—스스로 항체 반응을 유도하지는 못하지

험법은 고농도에서 수행되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만 단백질과 같은 큰 크기의 운반체에 부착되

시료 매트릭스(sample matrix)에 존재하는 환경

어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저분자. 합텐

인자들에 발생하는 교란에 민감하게 된다. 매트릭

-운반체에 대해 생성된 항체는 특정 상호작용

스 효과는 면역학적 시험법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에서 저분자 합텐과 결합할 수 있다.

있으며 그 원인이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다.

• 보체—특정 조건 하에서 항원-항체 복합제의

면역학적 시험법의 장점인 특이성은 때로 분석물

기능을 보조하지만 항원-항체 또는 합텐-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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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호작용에는 필요하지 않은 보조 분자.

이질(heterogeneous), 또는 이 중 일부의 조합

• 항체—항원 (및 합텐)과 높은 수준의 결합 특

등. 이러한 모든 분석에서의 공통점은 항체와 항

이성을 나타내는 부위를 가진 단백질. 면역 글

원을 결합시킨 후(분석 대상은 항원이 될 수도

로불린 G (immunoglobulin G, IgG) 항체의

있고 항체가 될 수도 있음), 항원-항체 복합체를

구조적 요소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검출(detection)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합반응

이러한 구성 요소 외에도, 항원과 항체 간의 결

및 검출 방식은 다양하지만, 분석 대상을 정량하

합 반응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이

고자 할 때는 항상 표준품 측정값과 비교하여 수

ITM에서 필요하다.

행한다. 면역학적 시험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분석 방식에는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웨스턴 블롯 (Western blotting), 유세포 분석, 경
쟁적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표면 플라즈몬 공
명법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비율
비탁법,

방사면역

측정법

(radioimmunoassay,

RIA), 방사 면역 확산법, 침강법 및 응집법 등이
있으며 이 시험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술한다.

(1)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
ELISA는 정량적인 고체상 면역학적 방법으로 분
석 대상을 면역 흡착제에 결합시킨 후 직접적(분
석 대상 자체가 효소적 성질이 있음) 또는 간접
그림 1. IgG의 구조.

적으로(분석 대상에 호스래디쉬 퍼록시다아제 또

IgG 분자는 모두 가변 및 불변 부위 (각각 V 및 C)로

는 알카라인 포스파타아제-결합 항체를 결합시

나뉘는 중사슬 (heavy, H) 및 경사슬(light, L)의 특

킴) 리포터 기질을 가수분해시켜서 검출한다. 일

이적인 도메인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경사슬은 VL 및

반적으로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은 표준물질의 표

CL 도메인으로 구성되고, 중사슬은 한 개의 가변 도메

준곡선에 대한 내삽법(interpolation)을 통해 결

인 (variable domain, VH)및 세 개의 불변 도메인

정한다. 일반 정보 면역학적 시험법—효소 결합

(constantdomain,CH1,CH2및CH3)으로 구성된다. 모든

면역흡착 분석법(ELISA)에서 자세히 다룬다.

도메인은 이황화 결합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CH2 도
메인에는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다. CH1과 CH2 도메
인에는 유연한 힌지 (hinge) 영역이 있어 가변 도메인

(2) 웨스턴 블롯 (Western Blotting)

에 의해 형성된 두 개의 항원-결합 부위의 독립적인

웨스턴 블롯은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으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로 분리 후 고체 멤브레인 (예, 니트로셀룰로스,
나일론 또는 폴리비닐리덴 디플루오라이드)으로

2) 면역학적 시험법의 유형

이전된 단백질 분석물을 측정하는 반 정량적 또

다양한 분석 유형 및 형태로 항원-항체 결합을

는 정성적 방법이다. 표지 된 1 차 항체 (관심 대

측정할 수 있다: 고체상 또는 액체상, 수동 또는

상 분석물에 특이적인 항체)와 반응시켜 직접적

자동, 표지 또는 비표지, 경쟁적 또는 비경쟁적,

으로, 또는 막-고정 항원에 결합된 1차 항체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 균질(homogeneous) 또는

표지 된 2 차 항체 (1차 항체에 대한 항체)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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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켜 간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방사성 동위

(6)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원소나, 색, 형광, 발광을 나타내는 기질을 사용하

방사면역측정법은 1950년대에 처음 개발된 민감

는 효소를 표지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시험법은

한 면역학적 시험법으로 시료 중 분석 대상 물질

특히 단백질이 저 농도 및 매우 복잡한 혼합물

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적 방법이다. 방사면역측정

내에 존재하는 경우 반 정량적이다. 이는 초기 공

법은 일반적으로 경쟁적 항체-항원 결합 반응을

정 개발 (예, 항체 스크리닝, 단백질 발현, 단백질

사용하지만,

정제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웨스턴 블롯은

(sandwich) 면역 분석 방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

복잡한 혼합물 내, 특히 크기와 전하 (pI)를 기반

다. 경쟁적 방사면역측정법에서, 분석 대상 물질

으로 단백질을 분리하는 2차원 겔 전기영동을 사

은 방사성 표지 된 (예,125I 또는 3H 사용) 표

용한 분리 후, 단백질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강력

준 항원(분석 대상 물질과 동일함)과 결합에 있

한 방법이다.

어 경쟁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 물질과 표준 항

면역

침강법을

포함한

샌드위치

원은 모두 정해진 양의 특정 (일반적으로 다클
론) 항체와의 결합을 위해 경쟁하는데, 이때 방사

(3)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유세포 분석은 레이저 기반 반정량적 분석 기술

성 표지 항원은 과량으로 존재한다. 분석 대상 물

로 세포 또는 입자에 결합된 각 리간드와 상호작

질(비표지)과 표준 항원(표지)은 항체의 같은 부

용하는

프로브

위에 결합하기 때문에 표지 되지 않은 항원과 항

(probe)를 측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정보 유

체의 결합은 표지 된 항원을 대체함으로써 항원-

세포분석 항에서 다룬다.

항체 복합제 분획의 방사능을 감소시킨다. 과량의

형광단

(fluorophore)-결합

결합되지 않은 항원으로부터 항원-항체 복합제를
(4) 표면 플라즈몬 공명법(Surface Plasmon Resonance)

분리하기 위해, 복합체는 일반적으로 고체 매트릭

표준 플라즈몬 공명법은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

스 (예, 유리 또는 수지 비드 [bead])상에 고정

항체-항원 복합체 형성을 액체와 고체의 계면

된 2차 항체 (또는 단백질 G) 또는 이미 고정된

(예, 금 표면 또는 입자)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1차 항체와 함께 침강된다. 분석 대상 물질의 양

수 있다. 측정되는 물리량은 편광의 굴절률의 실시간

은 표준물질의 표준곡선에 대한 내삽법을 통해

변화로, 항체-항원 복합체 형성 중에 발생하여 플라

결정하는데, 일정한 양의 항체 및 방사성 표지항

즈몬 공명 최소치(plasmon resonance minima)를

원에, 표지되지 않은 항원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변화시킨다(즉, 센소그램 [sensorgram]). 분석 대상

혼합시킨다. 따라서, 소량의 표지 되지 않은 항원

물질의 양은 동일한 분석에서 확인된 표준품 표준 곡

에 의해서도 총 결합 방사능의 양이 상대적으로

선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감소하게 된다.

(5) 비율 비탁법(Rate Nephelometry)

(7) 단일 방사 면역 확산법 (Single Radial

비율 비탁법은 항원-항체 복합체에 의해 형성된

Immunodiffusion, SRID, SRD)

작은 응집체에 의해 나타나는 빛의 산란을 측정함

단일 방사 면역 확산법은 항원-항체 복합체에 의

으로써 용액에서 시료 중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을

해 형성된 침강물 고리의 지름을 측정하여 시료

측정하는 정량적 방법이다. 분석 대상 물질의 양

내 분석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정량적 방법이다.

은 동일한 분석에서 확인된 표준품 표준 곡선과

일정한 수준의 항체가 주입된 겔내의 웰 (well)

비교하여 결정한다.

에 항원을 첨가한다. 고농도 항원 용액은 항체로
포화되어 침강되기 전에 더 멀리까지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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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물의약품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면역학적 시험법
시험법

장점

단점

일반적 사용 목적

• 적합하게 수행해야 하는 단계가
• 높은 민감도
ELISA

• 복잡한 검체에서

다수인 시험법

• 넓은 동적 범위

• 세척 단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 대량 시료 처리

걸리고 흔히 생물학적으로 유해

• 단백질 확인

• 저 비용

한 폐기물 발생

• 순도 평가

• 시약 표지 과정(labelling) 필요
• 항원 크기 및/또는 전하에

블롯

특정 단백질 농도 분석

• 면역원성 평가

• 일반적으로 선형 에피토프에서만
사용 가능

대한 정보 제공
웨스턴

• 역가 평가

• 노동 집약적

• 단백질 순도 평가

양한 항원 (또는 분해물/응집

• 소량 시료 처리

• 단백질 안정성 평가

생성물) 분리 가능

• 해석이 필요

• 단백질 확인 시험

• 동일한 에피토프를 갖는 다

• 복잡한 혼합물에서 사용 가
능

• 고정화가 결합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단백질에 한정됨
• 비드와 결합한 세포, 입자 및 검

유세포
분석

• 대량 시료 처리
• 자동화 가능

• 역가 평가

체에만 사용 가능
• 응집물 및 검체 매트릭스에 민감

• 세포 치료제 내 세포 확인

함
• 고정화가 결합을 변화시킬 수 있
음

• 결합을 직접 확인
SPR

• 결합 유/무를 포함하여 친화

• 칩 재생(regeneration) 시 결합
이 변화될 수 있음

도를 정밀하게 측정 가능

비탁법
RIA

• 자동화 용이
• 빠름

• 좁은 검출 범위
• 혼탁한 검체의 경우 배경이 짙게
검출

• 본래의 구조에서 결합이 일
어남

• 복잡한 검체에서 특정 단백질

• 안정성 및 순도 분석을 위해
개별 백신 성분 분석

• 검출을 위해 방사성 표지가 필요

• 단백질 확인 (예, 호르몬)

• 일부 방사성 동위 원소의 경우

• 복잡한 검체의 특정 단백질

• 농도가 낮은 검체를 분석 가능

반감기가 짧을수록 정기적인 추

• 적은 양의 시약을 사용할 수

적자 (tracer) 준비가 필요

있는 한계 희석 농도에서도

• 역가 평가
농도 분석

• 소량 시료 처리, 결과
비율

• 면역원성 평가

농도 분석

• 위해한 폐기물 발생

사용 가능한 고민감도 항체
• 대량 시료 처리가 가능한 플
레이트

기반(plate-based)

시험 가능 (예, scintillation
proximity assays)
SRD

• 정밀도

• 반 정량적

• 간단한 설정

• 낮은 정밀도

• 백신 출하 승인 시험

• 낮은 민감도
침강법

• 장비 비용이 낮음

• 해석이 필요

• 백신 확인

• 느림
• 민감도 낮음 (mg 범위)
응집법

• 빠름

• 해석이 필요

• 장비 비용이 낮음

• 느림
•

간섭

물질로

• 백신 확인
인해

특이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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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물질의 양은 동일한 분석에서 확인된

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성(variability)의

표준품 표준 곡선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원인을 확인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8) 침강법(Precipitation)

(1)시약 선정

이 시험법의 기본 원리는 복합체 형성을 유도하

면역 분석법은 다양한 간섭 요인에 의해 영향을

는 다가 항체와 항원의 상호작용이다. 경우에 따

받는데 이에는 교차 반응성, 내인성 간섭 물질,

라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침전물이 형성된다. 다

완충 매트릭스, 검체 구성 성분, 노출된 또는 감

른 면역 침강법 기술은 항원-항체 복합체를 포획

추어진 에피토프, 관심 항원의 구조 변화 및 기타

하고 용액 내 다른 항원으로부터 항원-항체 복합

요인 등이 있다. 따라서, 시험법을 개발할 때, 분

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백질 A 또는

석자는 완건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향후 문제 해

단백질 G 비드를 사용한다. 필요한 시간 (완료까

결 (troubleshooting)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

지 몇일 걸림), 낮은 민감도, 그리고 다량의 항원

능한 간섭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및 항체 필요 등의 이유로 정량 분석의 목적으로

교차 반응성은 면역 분석법 개발의 주요한 장애

는 일반적으로 침강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분자들과 반응
결합체의 교차 반응 결합에 의해 항원-항체 반응

(9) 응집법(Agglutination)

의 특이성이 방해될 때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응집법 및 응집 억제법은 각각 특정 항원 및 항

예는 단백질 아이소형 (isoform), 분석 물질의

체의 정성적 및 정량적 측정에 사용된다. 응집 억

분해물, 동일한 계열의 분자, 전구체 단백질, 대사

제법은 응집 반응의 변형으로서 적은 양의 단백

물 등이다. 철저한 시약 특성 확인 및 선정을 통

질, 화합물, 바이러스 및 기타 분석물에 대한 높

해 교차 반응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은 민감도를 나타낸다. 응집법의 원리는 침강법의

면역학적 분석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은 일반적으

원리와 유사하지만, 상호작용이 항체와 입자상

로 필수 시약과 일반 시약으로 나뉜다. 필수 시약

(particulate) 항원 간에 일어나서 육안 관찰 가

은 특정 면역학적 시험법에 특이적이며 특별하며,

능한 덩어리 또는 응집이 생긴다는 점은 다르다.

조성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이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혈액형 검사 (즉,

시약이다. 일반적인 필수 시약의 예로는 분석 특

A, B 또는 O 항원)이다.

이적 항체 및 표준품 또는 교정용 (calibration)
표준 물질이 있다. 이들은 신규 로트로 교체하기

2. 면역학적 시험법의 선택

전에 분석에서의 동등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적절한 면역학적 시험법을 선택할 때 민감도와

시약은 시험법에 유해한 영향 없이 조성을 어느

특이성, 그리고 검체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표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약이다. 시약은 보통 일

1은 다양한 면역학적 시험법의 장점과 단점이 정리

반시약으로 간주되지만 (예, 완충액, 용수의 품질,

되어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blocking buffer 또는 기질), 이후 분석의 완건성

선택해야 한다.

이 문제가 되어 문제 해결 조치가 시행될 때,

필

수 시약으로 바뀔 수 있다. 으로 확인될 수 있다.
3. 면역학적 시험법 개발 시 핵심 고려 사항
시험법 개발의 목표는 실제 실현 가능하며 적

공급업체 및 카탈로그 번호를 포함한 시험방법특이적 시약들은 시험 절차 문서에 기재하여야

합한 정도의 분석 내 및 분석 간 정밀도를 보이

한다.

는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체 비정

항체 선택은 성공적인 면역 분석법 개발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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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왜냐하면 분석법의 특이성과 민감도를 결

는 분석 매개 변수의 다양한 설정 및 매개 변수

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석자는 항체 생산 과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여 최소의 시약, 노력 및

정에서의 면역화 프로토콜이 항체의 최종 사용에

시간으로 신뢰도 높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활용 목적을

있는 조건을 확인한다.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

위해, 보다 특이성이 높은 항체를 생산할 수 있

(Quality by Design) 용어 중, "가능한 작동 영

다. 이를 위해 작고 특이적인 면역원을 선택하고,

역 (possible operating space)"은 탐색된 분석

친화력을 이용한 항체 정제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매개

하면 매우 제한된 에피토프 범위를 가진 항체를

(design space)"은 그 중 분석을 잘 수행할 수

얻을 수 있다. 다른 활용의 경우에는 관심 분자가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필요한 분석법의 수행 특

가진 서로 다른 에피토프들과 폭넓게 결합할 수

성들 (정밀도, 정확도, 특이성 등)은 사용 목적에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클론 항

따라 달라지며, 분석법 개발 중, 분석자는 다음을

체 (polyclonal antibody, pAb)가 최선의 선택일

고려해야 한다:

수

있다.

현재,

단클론

항체

(monoclonal

antibody, mAb)는 높은 특이성, 로트 간 일관성
및 공급의 원활함 때문에 단일 분석물을 검출하
는 일부 시험법에

선호된다. 다클론 항체와 비교

하여, mAb은 생산 초기 비용이 높지만, 이러한

변수

설정들의

집합이며

"설계

영역

• 항원-항체 비율;
• 샌드위치 면역 분석법의 경우, 검출 항체에 대
한 결합 항체의 비율;
• 검체 매트릭스에서의 항원-항체 반응 속도 (항
원-항체 결합은 일반적으로 비선형적임);

시험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초기 비용보다

• 표준품 선택 (전장 (full-length) 항원 또는 항

장점이 더 크다. 다른 시험법에서는 분자의 미세

체 결합 에피토프를 포함하는 항원의 일부분);

한 변화가 전체 항원의 인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 매트릭스 효과 (Matrix effect).

하는 포괄적인 에피토프 선택력이 요구될 수 있

실험 설계 (design of experiment, DOE)의 사

으며, 이 경우 단클론 항체의 집합 즉 pAb 집합

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각 개발 단계에 다른

의 선택이 선호된다. 후자는 분석물의 복잡한 혼

DOE 방법 사용이 적절할 수 있다. 개발 초기에

합물 (예, 숙주 세포 단백질)에서의 검출에 널리

는 특히 스크리닝 설계(일반적으로 two-level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면역 분석법은 항원 상에

geometric fractional factorial design)가 유용

2개의 별개 에피토프를 사용 — 결합을 위한 에

하며, 스크리닝 후에는(연구해야 할 요인의 수가

피토프 및 검출을 위한 다른 에피토프—하여 교차

중간 정도), 흔히 full factorial 또는 response

반응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교차 반응성을

surface design이 적절하다. 개발 단계가 적격성

최소화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면역 분석 전 항원

평가(qualification)로

을 정제하는 것이다. 반응 온도와 시간의 변동은

response surface design이 종종 좋은 선택이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항원과의 항체 상호작용의

된다. 적격성 평가 또는 밸리데이션 중, 분석 조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항원-

건들의 완건성과 정밀성 등의 밸리데이션 매개

항체 상호작용의 특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

변수들을 (반복성, 실험실내 정밀성 및 재현성과

한 특성을 최적화해야 한다.

관련된 임의의 요인에 대한 내재 (nested) 및 교

전환됨에

따라

완건한

차 (crossed) 설계를 통해) 동시에 연구하는 것
(2) 면역 분석법 개발

이 현실적일 수 있다.

분석법 개발은 적합한 면역학적 분석법 설정에

희석의 직선성 및 매트릭스 효과를 포함한 특이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다. 분석법 개발 중, 분석자

성 구성 요소들을 평가하는 실험에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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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된 (spiked) 검체를 이용한다. 스파이

준 물질이 상이한 항원의 혼합물 (예, 숙주 세포

킹은 일반적으로 희석 매트릭스에 하지만, 실제

단백질)을 대표하는 경우, 이것이 실제로 시험 검

검체 혼합물을 스파이크하거나 실제 검체를 혼합

체의 항원 프로파일을 대표할 수 있음이 증명되

하는 것은 검체 및 매트릭스 구성요소에 대한 희

어야 한다. 이는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적절한 표

석의 직선성 및 특이성 구성 요소의 완건성을 입

준 물질 사용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 밸리데이션
(3) 시약 고려 사항
표준

작업

지침서

분석 방법 밸리데이션은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
(standard

operating

라 사전에 규정한 기준에 기반한 분석을 체계적

procedure, SOP)에 시약 제조처 및 공급업체의

으로 실행하는 것이며 분석 방법이 하나 이상의

적격성 평가 절차 (감사 [audit] 포함), 주문, 입

사용 목적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적격성

고 및 시판용 시약 및 소모품을 폐기하는 절차가

평가(qualification)는 실험 및 절차가 밸리데이션

기술되어야 한다. 자체 시약의 제조는 재현이 가

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사전에 규정된 프로토

능하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시판용 및 자체 제

콜, 분석 방법 또는 허용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조된 시약은 식별, 농도, 로트 번호, 사용시한 및

특정 상황에서는 (예, 상업용 키트 사용), 적젹성

보관 조건을 표기해야 한다. 자체 제조한 시약의

평가만 필요할 수 있다.

안정성 및 사용시한 부여는 일반적으로 문헌 및
경험에 기반하지만, 분석자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

(1) 시스템 적합성 또는 분석 허용 기준

증할 필요가 있다. 핵심 시약의 사용시한 연장에

시스템 적합성 또는 분석 허용 기준의 목적은 전

대한 SOP가 권장된다. 또한, 분석자는 시약 추적

체 시스템 —기자재, 소프트웨어, 시약 및 분석자

및 로트 번호와 분석 실행 번호의 연결성 확인이

포함—이 의도한 목적에 맞는 의도한 활동을 수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부적절한 시약을 사용했는

할 수 있는지를

지는 QC 검체를 추적함으로써 확인된다. QC 검

는 일관성을 보장하고, 오류를 줄이며, 실험실 절

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히 분석 실행 및 시

차의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잘 작성된

약 로트 번호 변경에 대한 검토 또는 핵심 시약

SOP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직원에 대한

의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

교육 기록은 교육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분

다.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석자는 핵심

석자가 해당 시험법 및 특정 면역학적 시험법을

시약 로트 변경을 교차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이 임증되어야 한다.

채취 및 보관 용기가 분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적격성 평가는 설계 적격

흔히 간과된다. 자체 시약의 안정성 및 사용 기간

성 평가 (design qualification) 정의로부터 시작

을 정할 때, 분석자는 저장 용기 공급업체, 카탈

되는데,

로그 및 로트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assessment)와 갭 분석 (gap analysis)이 포함

생물의약품에 사용되는 면역학적시험법의 경우,

된다. 이것은 시험법 자료의 수집, 완전성 및 영

적절한 표준품 및 그것의 특성 분석의 중요성은

구 보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유한 복잡성으

적격성 평가에는 설치 적격성 평가 (installation

로 인해, 고분자 생물학적 제제의 표준품 및 교정

qualification,

표준 물질은 기존의 저분자 약물 표준품에 비해

(operational qualification, OQ)도 포함된다. 구

특성 분석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교정 표

매한 상업용 장비 밸리데이션 패키지의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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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증하는 것이다. 모든 절차

설계 적격성 평가에는 위험 평가 (risk

IQ)

및

운전

적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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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의도한 용도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

당 질량, 부피 당 몰 또는 제품 질량 당 분석물

다.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는 성능 적격성 평가

질량으로 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performance qualification, PQ) 및 소프트웨어

농도는 분석물 질량을 100 % 활성으로 가정하는

밸리데이션 검사 스크립트 검토를 통해 기능상

활성 단위(activity unit)로 변환할 수 있으며. 특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별한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정기적인 장비 유

value)을 사용한 정성 분석이 정량 분석을 대체

지 보수를 수행하며 작업 환경의 특이적인 필요

하여 허용될 수 있다.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제한값

(cut-off

성에 따라 추가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 및 비정기적인 장비 유지 보수의 전체 이력

(2) 면역학적 시험 자료의 분석

은 각 장비 별로 보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데

면역학적 시험법은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이트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이 요구

사용하여 얻어진 검량 곡선을 사용하는데, 다른

된다.

모든 생물학적 분석법도 마찬가지이다. 검량 곡선

완건성 보장을 위해, 실험실 내 신규 시험법 확립

의 사용은 반복성, 실험실 내 정밀성 및 재현성과

에 대한 정의된 절차를 수립한다. 관리 문서들이

관련된 변이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지의

제자리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신

검체농도 추정을 가능케 한다. 단순한 통계 분석

규 시험법의 밸리데이션 계획과 밸리데이션 보고

에서는 자료(보통 변환됨)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잘 작성된 분석 시험

독립적이며 변동(변이)값이 일정하고 적절한 모

법 문서는 분석 결과의 재현을 보장하고 실험실

델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가정 중 하나 이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분석 시험법에는 검량 곡선 (calibration curve),

있다. 따라서 분석자는 상당한 양의 자료 (일반적

품질 관리, 검체 복제물 간의 일치, 반복 검체 분

으로 수십 개의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석 절차 및 결측치 (outlier)의 확인 및 처리를

가정들을 평가해야 한다.

포함한 분석의 주요 측면에 대한 허용 기준이 포

검량 곡선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반응과 농도 간

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조사

관계는 비선형적인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로그-

및 해결을 위한 SOP를 마련해야 한다.

직선 방식으로 그려진다. 검량 곡선에서 세로 좌
표은 반응 변수(보통 변환되거나 가중처리됨)이

5. 자료 보고

고 가로 좌표는 표준물질 농도의 로그값이다. 검

(1) 측정 단위

량 곡선은 본질적으로 비선형적이고 흔히 매우

정량적인 면역학적 시험법은 표준물질 사용하여

낮은

얻은 검량 곡선(calibration curve)에

(horizontal

근거하여

농도와

높은

농도에서

asymptote)을

수평

가지는

점근선
S자형태

검체의 추정 농도를 계산하며 검량 곡선은 적절

(sigmoid)를 취한다. 경쟁적 면역학적 시험법은

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도출한다. 제조 공정

음의 기울기를 보이며, 비경쟁적 면역학적 시험법

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을 결정할 때, 분석자는

은 양의 기울기 특성을 나타낸다. 검체 중 분석

일반적으로 용액 부피 당 분석물의 질량 (농도)

대상 물질 농도는 검량 곡선에 대한 역회귀분석

또는 제품 질량 당 분석물의 질량 (예, 백만 분의

(inverse regression)을 통해 추정하게 되며 최

일 [parts per million, ppm])으로 나타낸다. 측

종 농도는 보통 추정 농도에 희석 배수(dilution

정 물질의 성질, 측정의 표준화 정도, 국가나 지

factor)를 곱하여 얻는다.

역 및 측정 방법의 이력에 따라, 분석자는 부피

생물학적 통계분석 지침에 따라, 분석자는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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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험 결과 값을 배제하기

위한 결격치

한 신뢰성 제공하며, 실패한 시험의 원인을 파악

(outlier)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전에 정의된

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ITM

규격(기준)을 벗어난 결과(out-of-specification)

시험을 보조하고, 원하지 않은 결과의 평가에 대

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그 주원인을 확

한 신뢰도를 제공하며, 이전의 시약과 완전히 동

인하여야 한다.

일하게 수행할 수 없는 보충된 분석 구성 요소의
사용을 관리할 수 있다.

(3) 경향 분석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기타 면역학적 시험 수행

품질 시스템은 면역학적 시험법 수행 특성들의

특성들에는 검량 곡선 반응 변수, 곡선 최적화

수집 및 검토를 통해 시험 수행의 질을 모니터링

(curve fit) 매개 변수, 분석 배경 및 시험 내

한다. 경향 분석을 통해 시약 로트 변경, 새로운

QC 자료와 밸리데이션 자료의 비교 등이 포함된

분석자 추가, 환경 조건의 변화 등과 같은 사건과

다.

관련될 수 있는 분석 수행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검량(calibration) 자료 및 시험 결과의

(4) 추적

취급,

접합

검체와 자료 모두의 식별 및 완전성 유지에 대한

(acceptability) 그리고 해석을 엄격하게 규정하

규제 기관의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다. 시험 검체

기 위해 SOP, 시험 프로토콜, 분석 방법 및 의사

및 보존 검체의 정확한 식별 및 완전성을 보장하

결정 절차가 권장된다. 동료 검토, QC 검토 및

도록 SOP에 따른 품질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품질 보증 검토를 포함하여 원시 자료 (raw

상적으로는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취, 식

data)를 여러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

별, 위치, 관리 연속성, 검체 냉동/해동 주기의

다. 분석자는 이러한 분석 문제를 제품에 영향을

수, 보관 온도 및 검체 보관 시간을 추적해야 한

준 제조 공정의 변경 또는 오류로 인한 분석 대

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검체 채취부터 폐기

상 물질의 실제 변화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완전 사용) 시점까지 수집되고 추적 가능

적절한 경향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

(auditable) 가능해야 한다. 검체 이력이 추적 가

과는 발생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

능할 경우, 자료 결과를 생성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및 예방 조치 (corrective and/or preventive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규제 기관이 분석이

action)를 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양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리고

한 면역학적 시험 수행 특성들이 모니터링을 위

내부 감사자가 분석 전 검체 관리가 시험 자료를

해 고려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향 분석 값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은 QC 검체의 평가 결과이다. 이상적으로는, 양

또한, 검체 추적은 해당 분석물에 대한 안정성 입

이 충분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하나 이상의 QC

증 범위 내에서 분석물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

검체가 장기 경향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도록 한다.

만 매 시험마다 그리고 다수의 제조 로트에 대한

생물 분석 실험실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는 시험

품질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 QC 검체가 모두 사

검체 내 분석 대상 물질의 측정값을 나타내는 숫

용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QC 검체

자이다.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는

의 교차 비교 및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

데 까지 필요한 단계는 매우 많으며, 오류가 발생

간 QC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료 오류를 최소화

시약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는 분석

하기 위한 품질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시험 검

인자의 도입를 통제하고, 허위 결과의 평가에 대

체의 위치 또는 식별 오류, 부정확한 자료 축소,

사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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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착오, 기재 오류, 누락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면역학적 시험법—효소 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밸리데이

(ENZYME-LINKED IMMUNOSORBENT

션 된 소프트웨어 및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을

ASSAY, ELISA)

사용하여 자료를 생성, 전송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복 검사 (redundancy check)가
자동화 절차에 포함되는데 자료 전송 과정의 최
소 10 %는 육안 자료 검토를 한다. 밸리데이션
된 전자 전송 시스템이 없을 경우, 한 명 이상의
검토자가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검체 추적
과 마찬가지로, 자료 생성, 조작 및 저장은 재구
성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자료는 안정적
인 형태로 백업 (back up) 되어야 한다. 기술 변
경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
도록, 보관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관은 시험 또는 허가 자료 제출 완
료 후 다양한 기간 동안 원시 자료를 보관할 것
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손상,
변경 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자료의 보안을 확보
해야 한다.

1. 서론
면역학적

시험법

(Immunological

Test

Method, ITM)은 항원 (antigen, Ag)과 항체
(antibody, Ab) 사이의 결합을 이용한다. 효소
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은 생물학적 원
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물 공학 제품의 특성 확인, 출하 승인 및 안정
성 시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험법 중 하나이
다. 본 일반정보에서 ELISA라는 용어는 효소 면
역 측정법 (enzyme immunoassays, EIA) 뿐만
아니라 화학 발광법 및 형광법 등의 다른 검출법
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일번정보에서는 ELISA 등의 고체상 면역학
적 시험법의 원리, 절차, 실험 구성, 분석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보를 분석자에게 제공하
며, 상기 언급된 다른 다양한 면역 분석법에도 사
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면역 측정법에 사용되
는 표준품 및 대조 물질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정보는 특정한 각조 (monograph) 시험 절차에
적용될 수 있으며, 동물 또는 인간 산물에 대한
면역 반응 측정 (예, 혈청 또는 세포분석), 비 면
역 측정 (예, 수용체-리간드 상호작용)을 위한
면역 분석법이나 기타 관련 시험법은 다루지 않
는다.

2. 정의
ELISA는 직접적 (효소 특성을 지닌 분석물을
사용하거나 효소로 직접 표지 된 분석물 사용)으
로 또는 간접적 (면역 흡착된 분석물과 결합하는
효소 결합 항체를 사용)으로 리포터 기질의 효소
가수 분해를 이용하여 면역 흡착제 표면과의 결
합 및 이에 따른 검출을 통해 분석물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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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또는 정량적 고체상 면역학적 분석법으로

(blocking), 분석물 결합, 검출기 항체 결합 및

정의된다. 정성적 결과는 검체가 양성 또는 음성

분석이 ELISA의 기본 5단계이다, 포획 시약 결

인지 여부의 간단한 결과를 제공한다. 양성 및 음

합, 블로킹 및 분석물 결합 단계마다 다음 시약을

성 결과를 구분하는 제한 값 (cutoff value)을 기

첨가하기 전에 결합되지 않은 시약을 제거하기

준으로 정량적 결과를 정성적 결과로 변환하는

위한 세척단계를 거친다. 분석 전에 적절한 기질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의 성능적 특성은 제한 값

을 첨가하고, 검출에 적절한 장비로 기질을 측정

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제한 값을 결정하는 절

한다. 미지 물질의 정량은 표준 곡선과 비교하여

차는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적절히 문서화

수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되어야 한다. 정량적 분석은 동시에 실행되는 알
려진 분석물의 농도를 갖는 표준 검정 곡선의 내

1. 고체 표면에 분석물의 포획을 위한 면역 흡착

삽법에 근거하여 분석물의 양을 결정한다. 적절하

제로 작용하는 포획 시약 (capture reagent,

고, 가능한 균질하며, 관심 분석물을 대표하는 표

일반적으로 항체 또는 항원)의 결합;

준 물질 또는 교정 물질을 표준품으로 사용하여

2. 과량의 결합되지 않은 포획 시약을 제거 후,

야 한다. ELISA 분석은 항체 또는 항원의 확인,

알부민, 젤라틴, 카세인 또는 다른 적합한 물

순도, 역가, 검출 또는 정량 및 기타 목적과 같은

질 등의 블로킹 단백질을 사용하여 비어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생물 의약품 분야에서 널리 사

결합 부위를 블로킹;

용된다.

3a. 고체 표면에 분석물을 결합시키기 위해 포획
시약과 함께 분석물을 (시험 검체 또는 표준

3. 기본 원칙

품 내) 인큐베이션 후, 시험 검체에서 결합되

ELISA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
다 (그림 1 참조):

지 않은 물질을 세척하고 분석물을 검출. 분
석물이 효소 활성을 보이거나 검출 분자와
결합되어 있을 때 (예, 효소) 직접 검출
3b. 고체 표면에 분석물을 결합시키기 위해 포획
시약과 함께 분석물을 (시험 검체 또는 표준
품 내) 인큐베이션 후, 시험 검체에서 결합되
지 않은 물질을 세척한 후 분석물을 검출
(그림 1, 3a 단계). 2차 효소로 표지 된 시
약을 첨가하여 분석물을 검출하는 간접 검출
(그림 1, 3b 단계)
4. 사용된 검출 항체에 적합한 기질 (예 , TMB , 3,3',
5,5'-테트라메틸-벤지딘, 3,3’, 5,5’-tetramethyl-benzidine)
을 첨가하여 분석물을 정량 한 후, 시험 검체
를 표준품과 비교한다.

4. 분석 설계
표 1및 다음 항에서
그림 1. ELISA 수행의 필수 단계.
포획

시약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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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결합,

ELISA의 다섯 가지 일반

적인 분류를 설명한다. 분석 설계는 유연하게 적
블로킹

용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절차를 수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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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로 사용 가능한 시약의 양이나 순도, 이용

(1) 직접 표지된 항체

가능한 장비에 따라 시험 방법의 선택이 달라진

이 분석법에서 고체 표면에 항원이 코팅되고, 이

다. 약물로 개발중인 단일 클론 항체와 같은 일부

외 결합되지 않은 반응 부위는 블로킹된다 (그림

경우에는 실제로 분석되는 분석물이 항체이다. 이

2A). 이 후 검출기로 표지된 특정 항체가 포함된

러한 경우에는 항 개별특이적 (idiotypic) 또는

용액을 첨가한다. 인큐베이션 후, 결합되지 않은

항체에 특이적인 다른 항체를 사용한 분석법을

항체를 세척하고, 사용된 검출기에 적절한 기질을

개발한다.

첨가한다.

1) 직접 ELISA

ELISA 방법의 유형은 시약의 가용성, 분석의 사

표 1. 대표적인 ELISA 유형
ELISA 유형

필요한 시약

특징

단점

a

• 단 하나의 항체만 사용되

• 분석물의 구조가 변형될

• 포획 분석물

• 항원 특이적인 표지 된 1
차 항체

기 때문에 신속함
• 시약 사용이 적음

직접 검출

• 분석물이 고정됨

수 있음
• 매트릭스 및 보조 성분에
민감
• 흔하게 사용되지 않음
• 민감도가 낮음

a

• 포획 분석물

간접 검출

• 다양한 1차 항체와 동일한

• 항원 특이적인 1차 항체

2차 검출기를 사용할 수

• 1차 항체와 결합하는 표지

있기

된 2차 검출 항체

때문에

• 항온 보관 및 세척 단계가
더 많아 시간이 길게 걸림

다방면으로

사용가능
• 신호가 증폭되어 민감도가
증가
• 분석물이 고정됨

a

• 분석물 을 포획시약으로 사
용하거나 검출 표지할 수
있음.

합
• 에피토프가 한 개인 저 분자

• 분석물에 특이적인 항체를
경쟁적

• 항원 교차 반응 평가에 적

이 어려움
• 동적 범위의 제한

에 적합.

포획 또는 검출 표지에

• 한 개의 항체만 필요.

사용할 수 있음

• 용액 내 분석물이 1차 항

• 간접 방법을 사용하는 경

• 문제 해결 (troubleshooting)

체와 결합하기 위해 경쟁

우 1차 항체와 결합하는
2차 항체를 표지
• 분석물 특이적인 1차 포획
항체

• 큰 크기의 다양한 에피토프
a

• 분석물 을 포함한 검체용액
샌드위치

• 민감도 증가

• 분석물 특이적인 다른 1차
효소-항체 접합체

분자의 정량 분석에 적합
• 용액 내 분석물 측정

• 순수 또는 준 순수한 특이
적 항체가 상대적으로 다
량 필요
• 단 하나의 에피토프 또는
몇 개의 밀집된 에피토프
만을 가지는 저 분자 단백
질에는 적합하지 않음.

a

분석물은 정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정제될수 있다. ELISA를 설명할 때 “분석물”과 “항원”용어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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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접, 간접, 경쟁, 샌드위치 및 가교 ELISA의 도식적 표현

용 목적 및 관심 대상 분석물의 물리 화학적 특

증가시킨다.

성에 따라 결정된다. 가교 ELISA의 경우, 포획
및 검출기 항체가 동일한 에피토프를 인식하므로,
결합을 위해 최소 2개의 에피토프가 표적 항체에

3) 경쟁적 ELISA
(1) 직접 항체 경쟁적 ELISA
이 분석법은 용액 내 항원을 검출하거나 정량 하

있어야 한다.

는 데 사용한다. (그림 2C). 이 분석법에는 호스

(2) 직접 표지 된 항원

래디쉬 페록시다아제, 알카라인 포스파타아제, 루

항체가 고체 표면에 코팅되고 표지 된 항원을 검
출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분석법은
직접 표지 된 항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테늄 또는 플루오레세인 등과 같은 적절한 검출기
에 결합된 항원 특이적 항체가 필요하다. 또한,
코팅을 위해 정제된 항원이 필요하다. 항원을 고
체 표면에 코팅 후 블로킹 단계를 거친다. 항체-

2) 간접 ELISA

접합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항원을 포함하는 시험

이 분석법에서, 항원이 고체 표면에 코팅되고
블로킹 후, 특정 항체를 포함한 용액을 첨가한다
(그림 2B). 인큐베이션 후 , 결합되지 않은 항체를
세척하고, 항 면역 글로불린 (anti-immunoglobulin,
anti-Ig) 검출기 항체를 첨가한다. 다양한 종류의
특정 Ig 계열 및 하위 계열에 대한 Anti-Ig 검출
기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여
이 분석법을 통해 아이소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표지된

anti-Ig

검출기의

사용은

직접

ELISA 보다 신호를 증폭시켜 분석의 민감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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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과 함께 인큐베이션 한다. 이어서 이 혼합물
을 코팅된 항원에 첨가하고, 인큐베이션 한 후,
결합되지 않은 항원-항체 복합체를 세척한다. 기
질을 첨가하고, 경쟁 항원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의 반응과 비교하여 반응의 억제 (예, 비색법, 전
기화학발광법, 형광법 또는 화학발광법)를 측정한
다. 억제의 정도는 시험 검체 내 항원의 양에 반
비례한다. 저 분자에 특이적인 항체를 플레이트에
코팅하여 경쟁적 분석법으로 저 분자를 측정할
수도 있다. 저 분자는 일반적으로 플레이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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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항체와 저 분자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지 않

적으로 검출될 수 없다).

는 긴 링커 (linker)로 비오틴화 (biotinylation)

(3) 가교 ELISA

된다. 검체 내 항원 (저 분자)는 포획 항체와 결

샌드위치 ELISA 분석법의 이 하위 방법은 일반

합하기 위해 표지 된 저 분자와 경쟁한다. 세척

적으로 포획 및 검출 모두에 하나의 항체를 사용

후, 결합 복합체를 검출하기 위해 검출 시약 (예,

한다 (그림 2E).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는 경

HRP로 표지 된 스트렙타비딘)을 첨가한다.

우, 하나의 에피토프가 포획 항체에 결합하고 다

(2) 직접 항원 경쟁적 ELISA

른 에피토프가 검출기 항체에 결합하도록 입체

이 분석법은 가용성 항체를 검출하는 데 사용된

장애 (steric hunderance)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다는 점을 제외하고 직접 항체 경쟁적 ELISA와

간격을 둔 최소 2개의 동일한 에피토프가 표적

유사하다. 항원은 검출기와 결합되고 항체는 고체

항원에 필요하다. 또는, 다 클론 항체를 사용할

표면에 코팅된다.

수 있지만, 이 역시 2개 항체 분자의 결합을 수용

(3) 간접 항체 경쟁적 ELISA

할 수 있을 만큼 표적 항원이 충분히 커야 한다.

이 분석법은 직접 항체 경쟁적 ELISA와 유사하

특이성 및 민감도 측면에서, 가교 분석법은 대부

지만 항체를 직접적으로 표지 하는 대신 표지 된

분의 큰 분자에 적합하다.

anti-Ig 시약을 사용하여 검출한다.
(4) 간접 항원 경쟁적 ELISA

5. 분석법 선택

이 분석법은 직접 항원 경쟁적 ELISA와 유사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ELISA 시험 절차

지만 항원을 직접적으로 표지 하는 대신 표지 된

또는 형식의 결정은 시약, 기기 및 기타 장비의

2차 항체를 사용하여 검출한다.

사용 가능 여부 및 개인적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특정 에피토프를 여러 융

4) 샌드위치 (sandwich) ELISA

합 단백질로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직접 샌드위치 ELISA

이러한 경우, 실험실에서 신속한 샌드위치 면역

이 분석법은 항체를 고체 표면에 고정하여 블로킹

분석법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정 시약 (예, 다

한 후, 특정 항원이 포함된 용액을 첨가한다 (그림

중 융합 단백질 내 글루타티온 S-트랜스퍼라아

2D). 인큐베이션 후, 결합하지 않은 물질을 세척하

제 영역에 대한 항체)을 사용할 수 있다. 항체 결

고, 표지 된 검출기 항체를 첨가한다. 이 분석법에

합에 사용될 수 있는 에피토프의 수가 적은 작은

는 크고 복잡한 분자 표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항원은 ELISA 종류를 선택할 때 제한적이다. 결

에피토프에 각각 결합하는 두 개의 항체가 필요하

합을 위한 에피토프가 단 한 개만 있는 경우, 항

다. 두 항체는 항원 특이적이며, 항원은 두 항체의

체 결합을 위해 적어도 2개의 가능한 에피토프가

결합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고 복잡해야 한다.

필요한 샌드위치/2 -부위 결합 또는 다른 가교

(2) 간접 샌드위치 ELISA

방법을 사용하는 ELISA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분석법은 검출기 항체를 직접 표지 하는 대신

또한, 분석법이 검출 시약과의 결합을 방해할 수

에, anti-Ig 항체 검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있기 때문에, 작은 분자는 일반적으로 플레이트상

간접 샌드위치 면역 분석법은 각각의 결합 시약

의 포획 시약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작은 분자의

이 고유한 종에서 유래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

예로는 펩타이드, 올리고당, 뉴클레오타이드 및

다 (예, 결과 신호가 항원 농도와 무관할 수 있기

항균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은 분석물의

때문에 포획 및 검출기에 대한 2개의 마우스 단

분석을 위해서는

일클론 항체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분석법은 간접

다른 분석법 및 유형은, 특이성, 정밀성, 정확성,

경쟁적 분석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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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동적 범위, 용량-반응 비율, 검체 처리

일반적으로 분석 대상 검체의 부피인 50–100 μL

효율, 간섭에 대한 민감도 및 자동화에 대한 단순

에 해당한다. 분석자는 코팅 과정 중 거품이 발생

성 또는 효율성 등의 상이한 특징을 나타낼 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라스틱에 결합하는 단

있다. 밸리데이션의 용이성 또한 다양한 분석 프

백질은 변성되어 항원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로토콜 및 유형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치

러한 경우, 포획 항체 또는 단백질 A 또는 단백

효과가 있는 경우, 인접한 웰 (well)에서의 복제

질

물(replicate) 분석 설계가 편향될 수 있다; 따라

protein)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약이 비오틴

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제물(replicate) 을 인접한

화 된 경우 스트렙타비딘을 사용할 수 있다. 포획

웰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시약의 등전점 및 선택된 분석 플레이트의 표면 특

G와

같은

중간자

단백질

(intermediary

성에 따라 코팅 버퍼의 pH를 최적화 하여야 한다.
6.절차

(2) 미량정량판 (microtiter plates)

1) 고체상

미량정량판의 조성 및 제조사는 코팅 중 포획 시

다양한 형태 (예, 멤브레인, 플레이트 또는 비

약의 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포획시약에 대한

드) 및 화학 물질 (예, 나일론, 니트로셀룰로오스,

높은 특이성 및 낮은 비특이성을 제공하는 플레

폴리비닐이딘

(polyvinylidine

이트를 선택하기 위해, 단일 코팅 시험법을 사용

fluoride, PVDF), 폴리비닐, 폴리스티렌 또는 화

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여러 미량정량판을 비교해

학적으로 유도된 표면)의 고체상을 사용할 수 있

야 한다. 한 제조사의 여러 등급 플레이트의 비교

다. 고체상의 선택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결합 기

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 플레이트

전, 즉, 소수성, 친수성, 또는 공유 결합 상호 작

는 비색법 ELISA에 사용되며 불투명 플레이트는

용을 결정한다. 전반적으로, 플레이트에 비해 비

화학 발광 및 형광 분석 ELISA에 사용된다. 산

드가 더 높은 효율을 보이며 임상 분석에서 더

성 포획 시약의 경우 단백질과 고체상 간의 반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생물 공학 제품의 시

력을 중화하기 위해 낮은 pH 용액이 필요할 수

험에는 플레이트가 더 흔하게 사용된다. 플레이트

있다. 펩타이드의 경우 분석법 개발 중 최적의 코

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다.

팅 조건을 위해 전하에 따라 버퍼 pH를 최적화해

(1) 고체상 코팅—포획 시약 고정

야 한다. 다당류, 지질 다당류 또는 당 단백질은

포획 시약을 포함한 용액을 표면에 가하여 포획

플레이트에 직접 코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라

시약을 고체상에 코팅한다. 포획 시약 고정에 가

이신 또는 글루타알데히드를 포함하는 포획 항체

장

플라스틱

또는 버퍼가 필요할 수 있다. 항체를 사용한 코팅

96-웰 미량정량판 (microtiter plate)이다. 바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백질 A 또는 단백질 G 또

이 편평한 (flat-bottom) 웰 플레이트는 분광 광도

는 둘을 모두 사용하여 미량정량판을 예비 코팅

측정에 권장되고, 바닥이 둥근 (round-bottom) 웰

함으로써 Fc 영역에 결합하도록 하여, Fab 부분

플레이트는 염료 발색의 육안 평가에 사용된다. 코

이 관심 대상 분석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할 수

팅의 정도는 포획 시약의 농도, 코팅 중 온도, 포

있다. 그러나 이후의 2 차 항체가 단백질 A 또는

획 시약 흡착의 기간, 고체상 물질의 표면 특성

단백질 G로 코팅된 웰과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

및 포획 시약 용액 버퍼의 성질에 의해 영향을

야 한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닭의 IgY 또는 다른

받는다. 각 포획시약에 대한 최적의 코팅농도가

적절한 항체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 처리 효율을

다르지만, 1–10 μg/웰의 농도가 가장 일반적으

높이고/또는 시약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96-웰

로 사용된다. 각 웰에 첨가될 포획 시약의 부피는

외의 미량정량판 방법 (예: 절반 부피 96-웰 또

흔하게

플루오라이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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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84-웰 플레이트)을 사용할 수 있다.

블로킹제 및 버퍼 —블로킹제는 포획 시약 (항체

(3) 코팅 시간

또는 항원) 결합 후에 남아있는 면역 흡착제 결

코팅 시간은 결합 동력학(binding kinetics), 안

합 부위를 포화시키는 화합물 (예, 단백질 또는

정성, 포획 시약의 농도 및 배양 온도에 따라 달

세척제)이다. 이는 분석물 및 비 분석물이 면역

라진다. 다른 코팅 시간과 온도의 조합이 동일한

흡착제 매트릭스 및/또는 흡착된 시약에 비 특이

코팅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포획 시약

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비 특이적 결

의 안정성이 선택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 절

합은 시험 검체 내의 단백질이 관심 대상의 포획

차의 완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코팅 시간 변화의

시약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대신 미량 정량판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플라스틱 또는 흡착된 시약에 결합할 때 발생한

(4) 코팅 온도

다. 블로킹 시약을 웰에 첨가하고 또한, 항체 입

코팅 온도 및 시간은 밀접한 관련 분석 매개 변

체 형태(Antibody conformation)를 억제하거나

수이다. 코팅 온도는 항원의 결합 동력학 및 안정

이종 친화성 항체를 응집시키는 버퍼를 사용하는

성에 따라 다르다.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 속도가

방법, 비면역 혈청을 블로킹, 또는 주요 항체 시

증가하고 코팅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상호 작

약에서 Fc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시험

용 부위에 영향을 미치며 항원-항체 친화도가 감

물질 내의 Ig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

소될 수 있다. 시간 및 온도의 일반적인 조합은

기 기술된 블로킹 시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람

상온에서 1-4시간, 37 ℃에서 15분에서 2시간,

직하지 않은 면역학적 상호 작용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4 ℃에서 하루이다. 분석자는 분석 절차의

없앨 수 있다. 비 특이적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

완건성 평가를 위해 온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해 음성 대조 웰을 포함할 수 있다. 음성 대조 웰

확인해야 한다.

의 특성은 분석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항원 코팅

(5) 버퍼

없이 블로킹된 웰을 포함, 1차 또는 2 차 항체를

희석액, 코팅, 블로킹 및 세척 플레이트에 사용되

제거 또는 검체 대신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 대

는 버퍼는 전체 분석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웰은 시스템 적합성 시험의 일부로서 유용할

버퍼 구성 성분은 시험 검체와 상호 작용하고 결합

수 있다.

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낮은 항원 민감성
또는 높은 비 특이적 배경 활성을 초래할 수 있다.

7. 검체의 전처리

① 희석제—일반적으로 폴리소르베이트 20 (0.01 %

ELISA 시험법은 복잡한 혼합물에서 분석물을

–0.1 %)을 포함한 버퍼 [예, 인산염 완충 식염수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다른 물질의 존재가 분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또는 이미

석물 검출을 방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졸 완충 식염수]가 다양한 ELISA 단계에 희석

분석의 특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 특이적 간섭

및 세척 버퍼로 사용된다.

물질 (예, 환원제 또는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② 코팅 버퍼—코팅 버퍼는 분석의 일관성을 최대

검체를 처리하는 특정 절차를 시험법 개발 과정

로 높이고 포획 시약과 고체상의 결합을 촉진해

에서 실증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밸리데이션

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팅 버퍼에는 50 mM

된 분석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검체 처

탄산염, pH 9.6; 20 mM Tris-HCl, pH 8.5; 및 10

리 단계는 시험 물질의 특성을 변경 및/또는 편향

mM PBS, pH 7.2가 있다. 코팅 버퍼의 선택은 각

된 측정 결과를 초래하는 추가 변동성을 유발할

항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경험에 근거하여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검체, 표준 물

결정되어야 한다.

질 및 대조 물질은 가능한 한 유사한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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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itrophenyl

라 준비하고 처리해야 한다. 분석자는 검체 전 처

트

리가 더 이상의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검체를 손

AP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질이다. HRP에 일

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예, 스파

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질에는 TMB, OPD (o-페닐렌

이크 (spike) 실험).

디아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o-phenylenediamine

phosphate,

pNPP)는

dihydrochloride) 및 ABTS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8. 검출기 항체

acid)

ELISA 방법에 따라, 효소 또는 다른 표지자로

diammonium salt, 2,2'-아지노-비스 (3-에틸-

표지 된 검출기 항체를 고정된 분석물을 검출하

벤조티아졸린-6-술폰산)디암모늄염]이 있다 (표

는 1차 또는 2차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

2 참조). AP 및 HRP의 기질은 발색성이며 분광

또는 경쟁적 ELISA (그림 2A 및 그림 2C)에서,

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 할 수 있는 비색성 생성

분석물이 면역 흡착제 표면에 결합 된 후, 과량의

물을 생성한다. 화학발광 및 형광기질도 AP와

분석물을 씻어내고, 일차 항체로 간주되는 검출기

HRP에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상업용 키

항체를 사용하여 고정화된 분석물을 검출한다. 다

트를 이용할 수 있다. 디소듐 3-(4-메톡시스피

른 ELISA 방법의 경우 (그림2B, 2D 및 2E), 분

로 {1,2-디옥세탄-3,2'-(5'-클로로)트리사이클

석물 특이적인 Ig (비 접합된 1 차 항체)는 고정

로[3.3.1.13,7]데칸}-4-일)페닐포스페이트

된 분석 물질에 결합하게 되고, 2 차 항체로 불리

(Disodium3-(4-methoxyspiro{1,2-dioxetane

는 검출기 항체를 첨가하기 전에 과량의 항체를

-3,2'-(5'-chloro)tricyclo[3.3.1.13,7]decan}

씻어낸다.

-4-yl)phenylphosphate, CSPD)는 알려진 AP

효소 결합 항체를 사용하는 모든 ELISA 방법

의 화학발광기질이다(표 2 참조) 갈락토시다아제

에서 용이한 검출을 위해, 결합 효소에 특이적인

의 잘 알려진 형광성 기질에는 MG (4-메틸륨벨

기질을 분석 시스템에 도입한다. 기질을 적절한

리페릴

파장과 적합한 판독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

galactoside) 및 NG (니트로페닐 갈락토시다아

는 가용성 산물로 전환시키는 효소 반응이 일어

제, nitrophenyl galactoside)가 있다. 화학 발광

난다.

기질을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산물을 정량하기

갈락토시다아제,

4-methylumbelliferyl

ELISA 민감도는 표지자 및 기질을 포함한, 시

위해 발광 측정기 (luminometer)가 필요하다.

약 및 검출 시스템의 품질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ELISA에 형광 기질을 사용하는 경우 형광 측정

다른 복합 항체가 이용 가능한 경우, 분석자는 분

기 (fluorometer)가 필요하다.

석법에 적합한 항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평

표 2는 또한 여러 유형의 ELISA 기질의 장점

가 중, 적절한 대조군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민감

과 단점에 대한 요약을 보여준다. 비색성 기질은

성과 특이성을 나타내는 각 접합체의 희석을 결

초기 ELISA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

정하여야 한다.

으로 화학 발광 및 형광 기질을 사용하는 분석법

항체 접합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지자

보다 경제적인 완건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다. 그

(alkaline

러나, 화학 발광 및 형광 ELISA 방법이 비색성

페록시다아제

판독법을 사용하는 분석법 보다 넓은 동적 범위

(horseradish peroxidase, HRP) 및 갈락토시다

에서 보다 빠르고 민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다.

아제가 있다. 이들 효소는 발색성, 발광성 또는

분석의 목적과 요구 사항에 따라 판독법의 최종

형광 반응을 촉매하는 데 있어 매우 특이적이며,

선택을 결정하여야 한다.

효소에는

알카라인

phosphatase,

AP),

포스파타아제
호스래디쉬

민감하고 안정적이다. 파라-니트로페닐 포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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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소 접합체 및 기질
판독법
비색법

효소 반응의 원리
분석물

농도에

직접

비례하는 흡광도 값을
산출하는

착색

효소

분석물

발광법

비례하는

판독기

pNPP

분광

• 완건성

HRP

TMB

광도계

• 경제적

산물

OPD

빛

직접

AP

CSPD

방출을

단점
• 민감도 낮음

• 시약 사용

ABTS
농도에

장점

AP,

생성
화학

기질

가능성 용이성
발광
측정기

생성

• 넓은 분석 동적
범위

• 특수 플레이트 필요
• 고 비용

• 낮은 코팅 농도
• 민감도 높음
• 신호를 신속히
생성

형광법

분석물 농도에 직접 비

갈락토

MG

형광

• 빠름

례하는

시다아

NG

광도계

• 민감함

여기

유도

(excitation-induced)

제

요
• 고 비용

빛 방출 생성

9. 분석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계획

• 특수 플레이트 필

• 첨가제에 의한 간섭

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 주요 시약 개발
주요 시약에 대한 핵심 고려 사항은 물질의 유

3) 순도

래, 순도, 특이성 및 안정성이다. 품질 측정을 위

일반적으로, 시약 성능 및/또는 안정성에 영향

해, 면역학적분석법은 표준품 및 분석물 포획 및

을 줄 수 있는 불순물 및 제조 공정 잔류물의 제

검출을 위한 중요한 시약을 사용한다. 중요한 생

거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시약의 순도를 평가하

물학적 시약의 모든 변경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여야 한다.

2) 물질의 유래

4) 특이성

수십 년에 걸쳐 재현 가능하고 일관되게 (정제

주요 시약의 특이성은 관심 분석 대상 물질만

된) 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출발 물질의 사용

포획하거나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

가능 여부 및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주요 시약은

약은 분석물 특이적이어야 하며, 복잡한 시험 물

생물학적 분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유래는 화학

질 내에서 표적이 아닌 분자에 대한 비 특이적

합성 (예, 펩타이드)에서 복잡한 생물학적 매트릭

결합 또는 교차 결합이 거의 없어야 한다.

스 (예, 혈청에서 유래된 항체, 복수/세포 배양으
로부터의 단일 클론 항체, 또는 발효/세포 배양

5) 안정성

산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분석법의 사용 목

시간 경과에 따른 분석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적에 적합한 경우, 실제 공급원을 확정하고 로트

주요한 시약의 안전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한

간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시약의 단일 로트

다 (정확성, 정밀도, 재현성 및 분석 추이 포함).

를 제조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요구되는 보관 조건 (예, 지정된 온도 및 용기)

대한 시험법의 충분한 완건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에서 주요 시약의 장기 (수 개월에서 수 년)

다수의 로트 또는 다수의 공급업체를 밸리데이션

안정성을 확인하여 적절한 사용 기한이 지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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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정기 분석의 정확성, 정밀도 및

7) 분석법 밸리데이션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 (수 분에서 수 일)

적절한 규제 기관 (예, ICH Q2)의 지침에 따라

안정성 (및 동결된 시약에 대한 동결/해동 및 실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분석물에 사용 된

온 안정성) 또한 필요하다.

특정 시험이 의도된 목적에 적합함을 입증한다.

6) 타당성/선행 시험

8) 자료 분석

ELISA 시험법을 개발, 밸리데이션하여 정기

ELISA 자료의 분석은 단순 (예, 역 회귀 분석

검체 분석에 사용하는 과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

을 이용한 선형 교정)하거나 복잡 (역 회귀 분석

다:

을 이용한 비선형 교정 곡선) 할 수 있다. 자료

• 분석물 측정을 위한 주요 시약의 제조 및 구

분석의 유형 및 엄격성은 분석 시스템과 분석법

입 보관 조건 및 안정성 확인

의 사용 목적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자료

• 분석 시스템의 성능 목표 이해

의 축약은 검정 곡선을 사용하여 미지 검체의 농

• 검출 가능한 농도 반응 곡선을 얻을 때까지

도 (예, ng/mL)를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접근법

분석법 개발

으로는 반수 최대 억제 농도 (half-maximal

• 시험법 개발/완건성 시험 수행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또는 유효 농도

• 표준품/교정 물질 및 대조물을 준비하고 안정

(effective concentration, EC50)의 추정, 표준

성 평가
• 분석 절차, 적절한 관리 및 한계, 분석과 검체
허용 기준 및 측정 장비를 수립

곡선에서 EC50 (또는 IC50)과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검체 양의 추정 및 표준품/교정 물질과
비교한 시험 검체의 상대적 활성 추정이 있다.

• 시험법 성능을 확인하고 모든 해당하는 분석

일반적으로 ELISA 분석 곡선은 관심 대상 분석

대상 검체 유형의 적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시

물의 농도와 계산 된 평균 반응 사이의 비선형

험법의 정확성, 특이성, 정밀도 및 완건성을 적

관계의 특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반응 곡

격 확인 (qualification)

선은 반응 대 농도의 S형 관계로 확인된다. 넓은

• 분석법의 밸리데이션

범위의 수학적 모델이 표준/교정 곡선에 적합 할

• 분석자 교육 및 적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시험

수 있으며, 분석자는 적절한 곡선 맞춤 알고리즘

실험실에서 시험법 구현
• 분석 성능을 모니터링
분석법 개발 중, 분석에 필요한 주요 매개 변수
및 시약을 평가하여 요구되는 분석 성능을 도출
하는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 다양한 매
개 변수가 평가 될 수 있으며, 잘 설계된 실험은
분석 개발의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특히 여러
투입물의 상호 작용 가능성 평가에 유용하다.
많은 ELISA 시험 절차는 제품에 따라 다르며,
외부 표준품/교정 물질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분석법 개발 초기 단계에서 표준품/교정 물
질의 준비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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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면역 복합체 검출 시스

면역학적 시험법—면역 블롯 분석법

템을 이용하여 특정 항원의 유무를 증명함으로써

(IMMUNOBLOT ANALYSIS)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의 정성적 결과를 얻는데
사용된다. 분석물을 멤브레인에 결합시키고 결합
되지 않은 부위를 블로킹 한 후, 분석자는 검출기

1. 서 론

항체를 사용하여 분석물 또는 관심 대상 분석물

1) 정의 및 범위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면역 블롯 분석법은 시험 멤브레인 표면으로

슬롯블롯은 모양이 균일하고, 분석물이 결할할

이전 (transfer) 시킨 하나 이상의 분석물 (예,

수 있는 표면적이 더 크므로, 정량적 방법 및 농

단백질, 다당류)의 검출에 항체를 사용하는 모든

도 측정에 의한 분석에 있어서 도트 블롯보다 더

방법으로 정의된다. 면역 블롯 분석법은 일반적으

적합하다.

로 전기영동 분리법이 면역 블롯 시험법의 일부
로 사용되는 지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전기영동

2) 전기영동 분석법

분리법은 분자 집단의 분자량 및 전하 차이에 기

전기영동 블롯법 (일반적으로 웨스턴 블롯으로

반한다. 전기영동 분리법과 관련된 면역 블록 분

지칭)은 단백질 혼합물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웨

석법의 예로는 웨스턴 블롯법 (Western blot)이

스턴 블롯은 특정 단백질의 확인, 상대 농도, 상

있다. 면역 블롯 분석법의 또 다른 접근법은 사전

대 분자량 및 번역 후 변형을 연구하는 데 사용

에 전기영동 분리를 하지 않고 항체를 사용하여

되는 강력한 도구이다. 웨스턴 블롯에서, 겔 전기

분자를 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 전기영동 유

영동을 사용하여 검체 단백질을 분리한다. 분자량

형의

블롯

단독 또는 등전점 (isoelectric point, pI)과 분자

(slot/dot)가 있다. 본 일반정보에서는 멤브레인

량에 따라 단백질이 분리될 수 있다. 단백질은 겔

에 결합된 분자의 검출을 위해 항체를 사용하는

을 통해 1차원 (one dimension, 1D) 또는 2차

시험법만 다룬다.

원 (two dimensions, 2D) 이동한다. 분자량에

접근법의

예로는 슬롯 또는 도트

따라 단백질이 분리 될 때, 작은 단백질은 빨리
2. 분석법 선정

이동하며 분자량에 따라 분리된다. 2D 겔을 사용

1) 비 전기영동 분석법(슬롯/도트 블롯)

할 때, 단백질은 pI에 따라 1차 분리된 후, 분자

슬롯/도트 블롯법은 규칙적인 간격을 둔 직사각형

량에 따라 2차 분리된다. 분리 후, 단백질을 멤브

슬롯을 포함하도록 기계로 가공된 진공 매니폴드

레인으로 이전시키고, 멤브레인을 블로킹하여 차

(manifold)를 사용하여 검출 대상 분석물을 포함

후 분석 시약의 비 특이적 결합을 차단한 후, 관

한 혼합물을 멤브레인에 직접 투입하도록 하는

심 단백질을 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검출한다.

단순한 비 전기 영동법이다. 혼합물에 존재할 수

결합 항체는 비색법 검출법, 형광 검출법, 화학

있는 다양한, 각각의 분석물을 전기영동 분리하지

발광 검출법 및 방사선 검출을 포함한 여러 방법

않으므로, 슬롯/도트 블롯법은 더 빠르고 간단하

을 통해 검출할 수 있다. 관심 단백질의 검출 시,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이

농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면역 블롯 정량을 수행

용할 수 있는 다중 검체의 자동화 분석에 쉽게

할 수 있다.

적용 할 수 있지만, 분자량에 대한 정보는 알 수

① 1D 전기영동법

없으며, 검체의 양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1D 전기영동의 경우, 웨스턴 블롯법을 사용한 추

얻을 수 있다. 정량적인 형식으로 설정 가능하지

가 분석을 위해 개별 단백질 또는 단백질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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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에 따라 분리한다. 도데실 황산 나트륨 폴

스 멤브레인이 슬롯/도트 블롯 (또는 진공 블롯

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 영동 (sodium dodecyl

법)에 주로 선호되지만, 박리 (stripping) 및 재

sulfate–polyacrylamide

프로브 (reprobing)가 필요한 경우 기계적 강도

gel

electrophoresis,

SDS–PAGE)을 사용하여, 단백질은 전하의 차이

가 더 큰 PVDF 멤브레인을 고려해야 한다.

에 따라 섬유 및 기공 (pore)의 3D 네트워크를

(2) 블로킹 시약

통해 이동한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비스아크릴

멤브레인에 단백질을 이전하거나 결합 시킨 후,

아마이드 또는 다른 교차 가교제에 의해 네트워

후속 시약의 비 특이적인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크가 형성되어, 인접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사슬

멤브레인의 비어 있는 결합 부위를 블로킹해야

을 교차 결합시켜 겔을 형성한다. 겔 기공 크기와

한다. 대부분의 검출 프로브는 멤브레인에도 결합

단백질 특성의 조합이 단백질의 이동을 결정한다.

할 수 있는 단백질이다. 멤브레인 부위를 적절히

표적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를 사용하는 웨스턴

블로킹 하지 않을 경우, 비 특이적 결합 및 높은 배

블롯법을 통해 분리된 단백질을 연속적으로 검출

경 값(background)이 발생할 수 있다. 젤라틴, 탈

한다. 웨스턴 블롯 분석 방법을 통해 시험 검체를

지유 및 소 혈청 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

표준품과 비교할 수 있으며, 검출 항체가 변이 된

BSA)을 비롯한 다양한 블로킹 시약을 사용할 수

단백질의 형태를 여전히 인지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단백질은 시험에 사용된 항원과 관련이 없어

표적 단백질과 관련된 분해물과 불순물의 발생을

야 한다. 이들 시약에 로트 간 변이가 있는 경우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으로 높은 민감도

있기 때문에 적격성 평가 (qualification)가 필요할

를 얻을 수 있지만, 유사한 분자량을 가진 개별

수 있다. 시그널의 손실 없이 최소의 배경 값을

단백질의 분리는 불가능 할 수 있다. 유사한 분자

나타내는 선택되고 최적화 된 검출 시스템을 통

량을 가진 개별 단백질의 탐색을 해야 하는 경우,

해 평가하여야 한다.

2D 분리가 필요할 수 있다.

블로킹 시약이 생물학적 물질에서 유래된 경우,

② 2D 전기영동법

배경 값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량 수준의

2D 전기영동의 경우, 개별 단백질 또는 단백질

측정 대상 단백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집단을 등전 초점화 (isoelectric focusing, IEF;

(3)검출 방법

전하)을 통해 1차원 분리하고 SDS의 존재 하에

모든 유형의 면역 블롯법에서 분석물의 면역학적

전기영동 (분자량)을 통해 2차원 분리한다. 이 방

검출은 직접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시험법의 선

법을 통해 단백질을 분리할 경우, 1D 겔과 마찬

택은 요구되는 민감도 수준과 사용 가능한 항 혈

가지로 분자량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전하에 대한

청 (antisera) 품질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2차원 겔은 복잡한 혼합물

또는 제품 검출에는 민감도가 일반적으로 중요하

을 분해하고 단백질 항체 특이성을 평가 (예, 숙

지 않으며, 시험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 세포 단백질의 평가)하는 데 유용한 선택이다.

단순화하고 단축시키는 결합 항체 (conjugated
antibody)를 통한 직접 검출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3) 멤브레인, 시약 및 검출 조건

다. 또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결합

(1) 멤브레인

된 종 특이적 (anti-species) 시약을 통한 간접

일반적으로, 니트로셀룰로오스 및 폴리비닐리덴

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약물로 개발 중인 단일

플루오라이드 (polyvinylidine fluoride, PVDF)

클론 항체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실제로 검출되

멤브레인 모두가 면역 블롯법에 사용된다. 비용

는 분석물이 항체이다. 이 경우, 항체에 특이적인

측면에서는, PVDF 멤브레인보다 니트로셀룰로오

항체 (예, 항 유전물질형 항체 [anti-idioty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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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표적 검출에 관여하는 에피토프의 수를

① 1차 항체 : 1차 항체는 분석물 또는 단백질에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각 시험법 마다 이를 반드

대한 특이성에 기초하여 선택한다. 다 클론 항 혈

시 평가하여야 한다. 1차 항체는 직접 결합하거나

청은 잠재적으로 큰 단위의 에피토프 (epitope) 집

2차 항체 및 적절한 검출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단에서 넓은 범위를 검출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적의 항체 농도는 항체의

는 교차 반응으로 인해 특이성이 감소할 수 있다.

최대 희석으로 간주되며, 최소한의 백그라운드로

분석 최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단일

강한 양성 시그널을 나타낸다. 블로킹 및 선택된

클론 항체 또는 선택된 단일 클론 항체 집단을

검출 시스템과 함께 고려하여 최적화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다. 단일 클론 항체는 일반적으로 특

분석 사용 전 1차 항체를 적격성 평가해야 한다.

정 에피토프에 대해 일관되게 항체를 공급하기

② 2차 항체 : 일반적으로 2차 항체는 1차 항체

때문에 장기 시험에 유리하다. 단일 클론 항체의

면역 글로불린의 종 (분석물 특이적, 예, 염소 항

표 1. 검출 시약 및 방법
판독별

효소반응

효소

AP

비례하는 흡광도 값을

a

HRP

산출하는 착색 산물

분석법

형광법

AP,
HRP

성

(excitation-induce
d) 빛 방출을 생성

e

OPD

g

CSPD

·시간 소모적

분광

·경제성

·다른

광도법

·시약

에 비해 민감

·접근성

도가 낮음.

진

필름

(C C D

h

MGi

아제, 형광

j

NG

표지 항체

형광
(CCD

항원 표지 방사선은

-

분석물의 농도에 비례
a

-

범위
·매우 민감도 높음

광도계
카메

라 및 필터)

섬광 계수기

·빠름

될 수 있음

·첨가제에 의한

·민감함

간섭

·정량이 용이

·노출 시 안전 위험

·빠름

·방사성 폐기물

Alkaline phosphatase

b

para-Nitrophenyl phosphate

c

Horseradish peroxidase

d

3,3',5,5'-Tetramethylbenzidine

e

o-Phenylenediamine dihydrochloride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diammonium salt

f

시그널

·재현성이 문제

생성

방사성 동위 원소로
방사선법

시험법

·넓은 분석 동적

·신속한

카메라)

갈락토시다

단점

·완건성

발광 측정기, 사

비례하는 빛방출을 생

비례하는 여기 유도

장점

ABTSf

분석물 농도에 직접

분석물 농도에 직접

d

TMB
c

생성

화학 발광

검출

pNPPb

분석물 농도에 직접
비색법

기질

g

Disodium3-(4-methoxyspiro{1,2-dioxethane-3,2-(5’-chloro)tricyclodecan}-4-yl)phenyl phosphate.

h

charge-coupled device.

i 4-Methylumbelliferyl galactoside.
j Nitrophenyl galact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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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IgG)에 대해 직접적이다. 호스래디쉬 페

충분할 수 있다. 검체 내 여러 단백질이 면역 반

록시다아제 (horseradish peroxidase, HRP) 또

응성을 나타내고 서로 구별 되어야 하는 경우, 블

는 알카라인 포스파타아제 (alkaline phosphatase,

롯법 및 면역 염색법에 앞서 다른 분리 절차를

AP)와 같은 효소가 일반적으로 2차 항체와 연관되

사용해야 한다. 검체 내 단백질의 복잡성과 전기

어 있으나, 형광단 (fluorophore) 또는 금 입자와

영동 분리를 통해 얻은 추가 정보의 유용성은 슬

같은 다른 표지자를 검출에 사용할 수 있다. 2차

롯/도트 블롯이 시험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충족시

항체가 비오틴일화 될 경우, 비오틴-아비딘-HRP

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AP 복합체를 검출에 사용할 수 있다.

(2) 한계 시험

③ 효소 및 기질 검출 : 효소-결합체 시약을 포

다른 시험법의 경우, 분석자들은 독성학적인 우려

함하는 면역 복합제가 형성되면, 분석자는 적합한

수준 이하로 불순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

기질을 분석물에 첨가한다. 이 반응은 기록, 측정

고자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사전에 결정된 수준

및 추가 분석이 가능한 착색된 침전물 또는 형광

미만의 단백질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또는 화학 발광 산물의 생성을 초래한다. 개별 시

있을 때 한계 시험을 사용한다. 이는 시험법의 개

험법 및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넓은 범위의

발 및 밸리데이션을 단순화 한다. 농도 계측 (스

검출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

캐닝 또는 영상) 장비를 사용하면 표준 곡선과
비교하여 스팟 또는 밴드의 강도를 확인하여 농

4. 시험법 개발

도를 추정 할 수 있다. LOD를 확인하여 시험법

위에서 제공한 배경 정보를 기반으로 시험법

에 적절한 한계 역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도트 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시험법 개발 및 최종의

롯은 검체 매트릭스 내 항체의 특이성이 나타나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범위는 시험법의 목적에 따

는 모든 경우에 적합할 수 있다.

라 결정된다. 목적에 따라 분석법의 종류와 시험

면역 블롯법의 또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배양물

의 기타 요구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적을 먼

에서 발현된 단백질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것

저 결정해야 한다. 다음 항에서는 각 시험법 목적

이다. 이러한 경우, 분석자는 면역 염색을 통해

에 따른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단백질을 확인하고, 단백질이 예상되는 분자량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블롯에서

1) 시험법의 사용 목적

시그널을 생성하는 복잡한 매트릭스에서 다른 단

(1) 확인 시험

백질과의 비특이적 상호작용을 더욱 확실하게 보

확인 시험의 경우, 분석자는 단백질의 존재 여부

장한다.

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이성을 증명하는

(3) 특이성 시험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검출 한계 (limit of

ELISA 불순물 시험 또는 면역 친화성 컬럼 사용

detection, LOD), 정량 한계 (limit of quantitation,

을 위해 시약의 특이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일반

LOQ) 및 기타 정량적인 측정은 이 시험법의 필수

적인 면역 블롯법의 목적이다. 이는 또 다른 유형

속성이

아이소형

의 확인 시험으로, 항원과 항체 간 결합 특이성을

(isotype)을 증명하는 물질 확인 분석이 있으며,

확인하는 것이 평가 변수의 목적이다. 측정 결과

경우에 따라 시험법 밸리데이션에서 항체의 특이

는 숙주 세포 단백질 분석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성을 입증한다. 매트릭스에서 간섭이 없거나 검체

검체 내의 전체 단백질 집단의 선택적인 집단과

내 존재하는 다른 물질과 교차 반응이 일어날 가

결합하거나 또는 검체 내의 전체 단백질 집단에

능성이 없는 경우, 간단한 슬롯/도트 블롯법으로

결합하는 것을 입증한다. 단백질 집단에 대한 항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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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특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자는 일반적으
로 전기 영동 또는 다른 분리법을 수행한다. 면역
염색법을 통해, 적합한 분자량 또는 pI의 단백질
이 항체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단백질에 대한 특이성 및 다른 단백질과 결
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또한,
같은 실험에서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
적절한 양성 대조 검체 및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된 적절한 음성 검체를 사용할 경
우, 단백질 불순물에 대해 ELISA 방법을 밸리데
이션 시 항체의 특이성 및 선택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SDS-PAGE (분자량) 또는 등전 초점화
(IEF, 등전점)을 사용하여 분자량이 알려진 제한
된 수의 단백질에 대한 1차원 전기영동 분리를
수행 할 수 있다. 전기영동 분리를 2차원 (예,
IEF 후 SDS-PAGE)으로 수행하여 비균질적인
(heterogeneous) 단백질 집단에 대한 선택성과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 2D 웨스턴 블롯은 일

그림 1. 시험법 개발 흐름도

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의 정량적 ELISA의 개발
전, 숙주 세포 단백질 (host-cell protein, HCP)

전기영동은 시간이 많이 소요 되지만, 특이적

항원 시료에 대한 다 클론 후보의 특이성을 입증

및 비 특이적 결합을 분리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하는 데 사용된다.

데 유용할 수 있다. 시알산화 단백질 또는 탈 아
미노화 종에서 나타나는 비 균질성 경우와 마찬

2) 분석 방법 및 검체 투입

가지로, 면역 반응 종에서 단일 밴드를 다중 스팟

각 목적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모두 고려한 후,

으로 추가로 분리하기 때문에 분석가는 1차원에

다음의 정보를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

서 2차원으로 이동 시 선택성에 대한 민감성을

을 선택할 수 있다. 면역 블롯 시험법 개발 시 고

고려해야 한다.

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적
절한 경우, 멤브레인에 검체를 스포팅 (spotting)

3) 분석 대조 및 표준물질

하거나 진공으로 투입하는 것이 검체를 면역 블

분석법의 목적 및 개발 과정 중 필요한 정보를

롯 멤브레인에 투입하는 가장 수월하고 편리한

바탕으로 대조 및 표준물질을 선택한다. 단백질

방법이다. 그러나, 도트 블롯 또는 슬롯 블롯에서

분자량 마커를 사용하여 면역 반응종의 분자량을

다양한 단백질의 비 특이적 결합의 수준이 낮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의

경우 비 특이적인 간섭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어,

사용은

배경 값 수준이 분석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

(troubleshooting)에 도움이 된다. 표준 또는 양

실험

설계

과정

전반의

문제

해결

성 및 음성 대조를 사용하여 시스템 적합성을 평
가하고 시험법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 대
조를 통해 적절한 단백질 이동을 확인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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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멤브레인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 음성 대조는 비 특이적인 상호 작용 평가에

분석 방법을 선택한 후, 분석자는 다양한 관련 농

유용하다. 정량한계(LOQ)와 유사한 시험법 민감

도 수준에서 항원 스포팅 또는 겔에서 적절한 멤

도 대조군은 LOQ 근처 시험법의 일관성을 측정

브레인으로의 이전을 조사한다. 항체에 의한 이전

하여 분석법 성능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및 인식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웨스턴 블
롯법에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한 수준의 분석물이

4) 멤브레인 선정

필요할 수 있다. 분석물이 낮은 농도로 존재할 경

사용 목적 및 측정 대상 단백질에 따라 멤브레

우, 이전 최적화 과정 중 위치를 나타나기 위해

인을 선택한다. 상이한 크기의 단백질이 적절히

스파이킹 (spiking)이 필요할 수 있다. 면역 염색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공 크기의 멤브

법 및 이전법의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배경 값

레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심 대상 단백질

수준 이상의 분석물 적정에 기반한 시험법에 민

의 분자량에 적합해야 한다. 화학적 염색법이 특

감도 조절 또는 여러 수준의 대조군을 고려해야

정 단백질이 있는 특정 멤브레인에서 작용하는

한다. 이는 시험법 개발을 진행하면서 조정할 수

것으로 알려진 경우, 분석을 위해 면역 염색 단계

있다.

를 수행하기 전 단백질이 멤브레인과 결합하여
염색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기영

6) 항체 특이성

동 후 멤브레인으로의 이전은, 블롯 최적화에 요

분석자는 면역 블롯법 개발 초기에 항체 특이성

구되는 낮은 부하 수준을 수행하기 전 민감한 형

을 입증해야 한다. 가능할 경우, 분석물 없이 매트

광 염색법 또는 은 염색법 (silver staining) 등

릭스의 시험 검체를 시험해야 하며 반응을 나타내

의 화학 염색법 및 가능한 고 부하로 최적화되어

지 않아야 한다. 대조적으로, 매트릭스에 스파이크

야 한다. 쿠마시 (Coomassie) 또는 콜로이드 쿠

된 분석물을 포함하는 검체는 항체의 특이성을 입

마시 등의 염색은 특정 시험법에서 요구되는 낮

증하는 양성 반응을 나아내야 한다.

은 수준의 불순물을 검출하기에 민감도가 충분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분석자는 2차 항체 결합체 또는 표지자의
특이성을 입증해야 한다. 1차 항체 및 음성대조
샘플의 레인(lane)이나 스팟은, 2차 항체가 1차

5) 블롯 이전 최적화

항체에 결합하고 매트릭스에서 발견되는 다른 단

겔에서 멤브레인으로의 이전 시간을 최적화하

백질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여야 한다. 작은 단백질에 비해 큰 단백질 일수록

효소 결합체 또는 형광 표지된 종 특이적 항체는

이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전 시간이 길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2차 항체 또는 검출

작은 단백질이 사라질 수 있으며, 겔에서 멤브레

시스템은 검출 장비 및 형광법, 비색성 침전 기질

인을 통해 이전되어 다른 면에서 소실될 수 있다.

법, 또는 화학 발광법 등의 분석의 민감도를 만족

겔 및 구배 겔 (gradient gel)의 밀도는 겔의 상

해야 한다.

단과 하단 간의 불균일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전
최적화 단계 중, 여러 시험 개발자는 첫 번째 멤

7) 블로킹 시약 선정

브레인을 통해 이전되는 단백질을 포획하기 위해

분석자가 가장 적합한 블로킹제를 선택하고 후

여러 멤브레인을 사용한다. 겔과 멤브레인 모두를

속 1차 및 2차 항체 인큐베이션을 통해 백그라운

화학적 염색하면, 이전 시간을 연장하거나 감소시

드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상

키는, 겔에서 지지체로 전달된 단백질의 위치에

기 서술된 블로킹제를 통해 복제 멤브레인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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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킹할 수 있다. 멤브레인 상에 다양한 농도로 분

(swirl)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항온 보관 시간

석물을 적정하여 다양한 블로킹 시약으로 노이즈

이 너무 짧을 경우, 특이성이 낮은 신호가 나타나

(백그라운드)의 양에 대한 시그널의 양을 평가

지만, 시간이 너무 긴 경우 백그라운드가 증가하

한 다음, 1차 항체, 표지 된2차 항체 및 필요한

여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다. 형광 표지 및 화학

경우 시각화를 위한 기질로 면역 염색을 수행 할

발광 표지는 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저장하고 추

수 있다. 이 적정은 한계 시험 및 정량적 측정에

가적으로 영상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 스캐닝 장

사용되는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비를 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하기 위

한 출발점 역할을 한다. 면역 블롯법의 검출한계
는 분석물의 특정 시그널에 비한 비 특이적인 백

5. 절 차

그라운드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분석 방

1) 슬롯/도트 블롯

법과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와 시그널이 동일하

적절한 슬롯/도트 장치를 사용하여, 중력 또는 진

면, 시그널과 노이즈가 구별되지 않는다.

공 여과에 의해 관심항원을 적절한 멤브레인(예,
니트로 셀룰로오스)에 부착시킨 다음, 항원 상의

8) 1차 및 2차 항체의 적정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원 특이적 항체를 첨가하

블로킹 시약과 마찬가지로, 저 희석에서 고 희

여 인큐베이션 할 수 있다. 멤브레인 상의 남아있

석까지 1차 및 2차 항체를 적정하여 백그라운드

는 결합 부위를 비 특이적 항원 (예, BSA)를 첨

결합을 감소시키는 항체농도를 선택하고 분석물

가하여 블로킹하고, 항원 특이적 항체를 검출 시

의 시그널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스템으로 탐지 (probing)한다 [예, HRP에 결합된

고도로 정제된 항원에 대한 면역 친화성 크로

단백질 A/G는 4-클로로-나프톨 (4-chloro-naphthol,

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면역 블롯법에 사용된 모

4-CN) 페록시다아제 기질을 사용하여 가시화되는 항

든 면역학적 시약에 대한 비 특이적 간섭의 수준

체에 결합한다]. 양성 확인은 멤브레인 상의 도트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험법 개발자는 항원 컬럼

또는 밴드의 발현이다. 음성 결과는 흰색으로 남

에 남아있는 고 친화성 항체 또는 용출 조건에

아 있거나 양성 밴드보다 훨씬 옅은 희미한 밴드

따른 항체 결합의 파괴로 인해, 친화성 정제에서

를 나타낸다.

1차 항체의 선택성, 특이성 및 친화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차 항체의 경우, 항체에

2) 1D 면역 블롯법

결합된 다양한 표지자로 표지 된 면역 친화성 정

① SDS-PAGE 겔 준비

제된 (immunoaffinity-purified)종 특이적 항체

분석자는 해당 단백질의 분자량에 적합한 아크릴아마

를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드-비스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가진 SDS-PAGE
겔을 선택해야 한다; 즉, 즉 단백질의 분자량이 작을

9) 기질 인큐베이션 및 데이터 수집
분석자는 백그라운드를 최소화하고 검출한계

수록 모노- 또는 비스아크릴아마이드의 비율이 높고
반대로 단백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모노- 또는 비스

및 정량한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효소에 대한 기

아크릴아마이드 비율이 낮다.

질 전개 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침전 기질의

균일 농도 겔은 표 2의 분리 범위를 나타내며, 구

과도한 기질 발현 시간은 원하는 분석물의 특정

배 겔은 표 3의 분리 범위를 보인다. 상업적으로

시그널에 비해 백그라운드 수준의 증가를 초래할

판매되는 겔을 이용하거나 실험실에서 겔을 제작

수 있다. 기질 인큐베이션 중 블롯을 교반하면,

할 수 있다.

기질 침전물에서 생성물의 원하지 않는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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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균일 농도 겔의 분리 선형 범위 (kD)
아크릴아마이드 농도 (%)

분리의 선형 법위 (kD)

5

57-212

7.5

36-94

10

20-80

12

12-60

15

10-43

표 4. 일반적인 검체 투입 부피
최대 검체

웰

겔 두께 (mm)

10

1.0

25

10

1.5

37

12

1.0

20

15

1.0

15

15

1.5

25

투입 부피 (μL)

표 3. 구배 겔의 분리 선형 범위 (kD)
④ 이전 (transfer)

아크릴아마이드 (%)

단백질 범위 (kD)

5-15

20-250

전기영동 후, 관심 단백질의 분자량에 적합한 기공

5-20

10-200

크기를 가진 니트로셀룰로오스 또는 PVDF 등의

10-20

10-150

8-20

8-150

멤브레인에 관심 단백질을 블롯할 수 있다. 니트로
셀룰로오스와 PVDF 모두 약 100–200 μg/cm2의
단백질 결합 능력을 갖는다. PVDF가 니트로셀룰

② 검체 및 표준물질

로오스보다 화학적 내성이 강하며, 다루기가 더

검체 준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당 단백질을

쉽다. 습식 (wet) 또는 반 건식 (semi-dry) 조

분리하기 위해 세포와 조직을 용해해야 한다. 용

건에서 이전을 수행할 수 있다. 반 건식 이전의

해 버퍼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은 관심 단백질

속도가 일반적으로 더 빠르지만, >100 kD의 큰 단

의 검출을 위해 선택한 항체가 변성된 검체를 인

백질에는 습식 이전이 특히 권장된다. 두 가지 종

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인지하지 못할 경우,

류의 이전 모두, 멤브레인은 겔 옆에 위치한다. 2

계면활성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비 이온성

가지를 흡습성 물질 사이에 샌드위치 (sandwich)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버퍼를 사용한다.

형태로 끼우며, 겔과 멤브레인 간의 밀착된 접촉을

검체는 환원, 비환원 또는 변성해야하며, 단백질

유지하기 위해 이 형태를 고체 지지체 사이에 고정

함량을 알 수 없는 검체를 사용하는 경우, 일련의

(clamp) 한다.

희석을 통해 겔에 투입해야 한다.

이전에 사용되는 표준 버퍼는 SDS를 포함하지 않

③ 전기 영동법

은 이동 또는 러닝 (running) 버퍼와 동일하지만,

스태킹 겔 (stacking gel) 웰 (well)에 검체를

메탄올을 첨가하여 최종 농도를 20 %로 만든다.

투입하기 전, 검체를 변성시킨다 (예, 95 ℃–100 ℃

80 kD를 초과하는 단백질의 경우, 최종 농도로

에서 5분간 가열). 적절한 양의 검체를 겔에 투입한

SDS가 0.1 % 포함되어야 한다. 트랜스퍼 버퍼

후, 염료가 분리용 겔 (resolving gel)로 이동할

(transfer buffer)에서 메탄올을 줄이면 겔의 팽창

때까지 8 V/cm의 전압을 가한다. 그 후, 전압을

을 촉진하여 큰 단백질이 더 쉽게 전달되도록 한

15 V/cm로 증가시키고, 브로모페놀 블루가 아래

다. 표 5에 웨스턴 블롯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버퍼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분리를 수행한다. 시중에

가 나타나 있다.

판매되는 겔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권장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메탄올이

사항을 따른다. 표 4 는 특정 겔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하다. PVDF를 사용하는 경우, 겔과 멤브레인

검체 투입량을 나타낸다.

샌드위치를 조립하기 전 PVDF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만 메탄올이 필요하며, 트랜스퍼 버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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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인 웨스턴 블롯 버퍼 제형
버퍼

조성

검체 버퍼 2 ×

Tris 1.89 g

(비 환원) 1D 전기 영동법

SDS 5.0 g
브로모페놀 블루 50 mg
글리세롤 25.0 mL
물 100 mL
HCl을 사용하여 pH 6.8로 적정 125 mL까지 물을 첨가

검체 버퍼 2 ×

비 환원 검체 버퍼

(환원) 1D 전기 영동법

pH 적정 전 2-머캅토에탄올 12.5 mL 첨가
또는, 1.93 g의 Tris를 사용하고 적절한 양의 DTTa 를 첨가하여 최종 농도
100 mM의 DDT 준비

러닝 버퍼 10 ×

Tris 151.4 g

1D 전기 영동법

글라이신 721.0 g
SDS 50.0 g
5000 mL까지 물을 첨가 pH 8.1–8.8로 적정

트랜스퍼 버퍼 10 ×

Tris 151.4 g
글라이신 721.0 g
5000 mL까지 물을 첨가 pH 8.1–8.8로 적정

트랜스퍼 버퍼 1 ×

10× 원액 100 mL
물 500 mL
메탄올 200 mL
1000 mL까지 물을 첨가

TBS 10×

Tris염 24.23 g
NaCl 80.06 g
초순수 800 mL에 혼합 순수한 HCl을 사용하여 pH 7.6으로 적정 1000 mL
까지 물을 첨가

TBS-T

TBS 10× 100 mL
물 900 mL
폴리소르베이트 20 1 mL

8.5 M 요소 원액

요소 510 g
1000 mL까지 물을 첨가

검체 버퍼

8.5 M 요소 원액 47 mL

2D 전기 영동법

트리부틸포스틴 (triibutyl phosphine, TBP) 385 mg
CHAPSb 2 g
브로모페놀 블루 25 mg
1 %의 선택된 운반체 양성 전해질

a
b

Dithiothreitol
3-[(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1-propanesulf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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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수 있다.

⑧ 인큐베이션 온도

반 건식 이전에서는, 종이/겔/멤브레인/종이 순서

저온에서 인큐베이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석

로 배치된 샌드위치를 트랜스퍼 버퍼에 적신다음

물을 블로킹 버퍼 내에서 하루 인큐베이션 할 경

음극과 양극 사이에 직접 배치한다. 습식 이전

우, 세균 성장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 ℃

중, 멤브레인은 양극에 가장 가깝고, 겔은 음극에

에서 인큐베이션 하며, 멤브레인에 적절히 균질한

가장 가까워야 한다. 트랜스퍼 버퍼의 조성이 이

막을 형성하기 위해 항체 용액을 부드럽게 교반

동 또는 러닝 버퍼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장

해야 한다.

치 제조업체의 프로토콜을 참조해야 하며, 일반적

⑨ 2차 항체 및 인큐베이션 버퍼

으로 SDS와 메탄올을 첨가한다. 트랜스퍼 버퍼

다음과 같이 2차 항체 및 인큐베이션 버퍼를 처

내 SDS와 메탄올의 비율, 단백질의 분자량 및 겔

리한다. 멤브레인을 TBS-T 내에서 교반하면서

백분율이 습식 및 반 건식 이전의 이전 효율에

세척하여 잔여 1차 항체를 제거한다. 권장 희석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율로 2차 항체를 TBS-T에 희석한다. 2차 항

⑤ 블로킹

체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불특정 밴드를 초래할

멤브레인을 블로킹하면 멤브레인에 대한 1차 및

수 있다. 가볍게 교반하면서 블롯을 실온에서

2차 항체의 비 특이적인 백그라운드 결합이 방지

1-2시간 인큐베이션한다.

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블로킹 용액
중 하나를 사용한다: 탈지유 또는 BSA (Cohn

3) 슬롯/도트 블롯

fraction V). 탈지유가 더 저렴하지만 인산화 단

시험 절차는 1D 면역 블롯법과 유사하지만, 단백

백질의 시험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5 % 탈지유

질 검체가 전기영동으로 분리되지 않고 수동 또

또는 BSA 용액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소르베이트

는 블로팅 유닛 (unit)을 사용하여 멤브레인에 직

20 버퍼를 포함한 Tris-완충 생리 식염수를 5

접 스포팅 (도트 또는 슬롯 블롯 방법)하기 때문

g/100 mL 칭량한다 (TBS-T; 표 5 참조). 잘

에 차이가 있다.

섞은 후 여과한다. 제대로 여과하지 않을 경우,

(1) 수동 스포팅을 사용한 절차

발현 중 블롯을 오염시키는 작고 어두운 알갱이

다음과 같이 수동 스포팅을 수행한다. 건조한 종

가 발생할 수 있다. 서서히 교반하면서 4 ℃에서

이 타월을 다량 포개어 그 위에 건조한 여과지

1시간 인큐베이션 하며, 이후 TBS-T로 헹군다.

(filter paper)를 놓는다. 트랜스퍼 버퍼를 미리

⑥ 1차 항체 및 인큐베이션 (incubation) 버퍼

적신 여과지를 건조한 여과지 위에 놓는다. 미리

항체를 블로킹 버퍼에 적절한 희석 배율 (1:100–

적신 여과지 위에 미리 적신 멤브레인을 놓는다.

1:3000, 항체가 [antibody titer]에 따름)로 희

미리 적신 멤브레인 위에 검체를 스포팅 하여 멤

석한 후, 결과에 따라 희석을 최적화 한다. 항체

브레인으로 흡수되도록 한다. 검체가 흡수된 후,

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불 특정 밴드를 초래할

멤브레인을 깨끗하고 건조한 여과지 위에 놓고

수 있다.

건조시킨다.

⑦ 인큐베이션 시간

(2)진공-블로팅 유닛을 사용한 절차

인큐베이션 시간은 수 시간에서 하루까지 다양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공-블로킹 유닛을 사

수 있으며, 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결합 친화도 및

용한다. 멤브레인을 준비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단백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로 희석한 항

따라 블로팅 유닛에 넣는다. 블로팅 유닛에 진공

체를 더 긴 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하면 특이적

을 가하여 과량의 버퍼를 제거한다. 용해도를 높

결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기 위해, 검체를 버퍼에 녹이고, 투명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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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한다. 피펫을

법 [1D Immunoblotting] 항에 기술). 스트립을

사용하기에 검체의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버퍼

겔 위에 직접 위치시키고, SDS-PAGE 러닝 버퍼

로 추가 희석한다. 진공을 제거한 상태에서 피펫

내에 준비된 0.5 %-1.0 % 아가로오스를 겹쳐서

으로 검체를 웰에 주입하고, 블로팅 유닛에 진공

스트립 고정시킨다. 2차원에서 이온 프론트 (ion

을 가한다. 모든 검체가 멤브레인을 통해 여과된

front)를 추적하기 위해, 아가로오스에 브로모페놀

후, 진공을 끄고 각 웰에 버퍼를 첨가하여 측면을

블루를 첨가할 수 있다.

세척한 후, 진공을 다시 가한다. 멤브레인을 제거
하여, 면역 블롯법을 진행한다.

6. 면역 블롯법의 데이터 분석
일반적으로 밴드의 유무는 처리된 항원과 유사한

4) 2D 면역 블롯법

유형의 대조군 (정확한 또는 예상되는 반응을 나

(1) 검체 준비

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적격성이 확인된 특성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은 용액

이 매우 잘 확인되어 있는 항원)과의 비교를 통

의 이온 강도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해 확인한다. 분석자는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비교

일반적인 검체 용해화 용액은 다음과 같다: 8 M 요소, 50

를 수행하지만, 검출 시스템 (예, 4-CN 페록시

mM 디티오트레이톨 (dithiothreitol, DTT) 또는 2 mM

다아제 기질을 포함한 용액 내에서 항온 보관 후;

트리부틸 포스핀 (tributyl phosphine, TBP), 4 % 3-

표 1 참조)를 사용하여 밴드 또는 도트를 정량하

[(콜라미도프로필)디메틸암모니오]-1-프로판설포네이트 (3-

고, 동시에 분석 (예, 동일한 겔에서 분석)한 대

[(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1-propanesulfo

조 밴드와 비교할 수도 있다

nate, CHAPS), 0.2 % 운반체 양성 전해질 및 0.0002
% 브로모페놀 블루. 운반체 양성 전해질의 첨가는

1) 검출 방법

등전점에 접근 시 단백질의 용해도를 향상시킨다.

(1) 증강 화학 발광법 (enhanced chemiluminescence)

양성 전해질의 사용은 pH 구배에 걸쳐 거의 균일

증강 화학 발광법은 민감도가 높고 (pg 이하 수

한 전도성을 생성하면서도 그 형태에 영향을 미

준에서 검출) 관심 단백질의 상대 농도의 정량에

치지 않으며, 이는 운반체 양성 전해질의 농도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블롯 분석법에서 널

최적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2차 항체의 리

(2) 전하에 따른 분리

포터 (reporter)에 노출되었을 때 발광하는 기질

고정된 pH 구배 (immobilized pH gradient,

과 함께 인큐베이션 한 블롯에 따른다. 필름 또는

IPG) 스트립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전하 결합 소자 (charge-coupled device, CCD)

는 내부적으로 제조 할 수 있다. 스트립의 선택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빛을 감지하며, 영상을 농도측

관심 단백질의 pI에 따라 달라지며, 크기는 2차원

정법 (densitometry)을 통해 분석하여 단백질

겔의 크기와 일치해야 한다. 각 검체의 단백질 양

염색의 상대적인 양을 광학 밀도 측면에서 평가

을 확인해야하며, IPG 스트립에 투입하는 양은

한다. 적절한 분자량 표준물질 세트를 마커로 사

IPG의 크기에 따라 10-300 ug의 범위어야 한

용하여 분자량을 추정할 수 있다.

다.

(2) 형광 검출법

(3) 분자량에 따른 분리

직접 형광법은 블롯에서 단백질을 검출하는 데

전하 분리 후,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한 2차원 분리

사용할 수 있다. 직접 형광법은 간단하고 신속하

전, SDS를 포함한 버퍼에서 스트립을 평형화

며 민감도가 높고 증강 화학 발광 검출법에 비해

(equilibration) 시켜야 한다 (상기 1D 면역 블롯

선형 범위가 크다. 다른 많은 형광 신호를 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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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이 직접 형광법의 장점이다. 이 분석

특정 단백질은 블로팅 절차가 적절히 최적화 되

법은 블롯의 재탐색 (reprobe)이 필요하지 않다.

고 특정한 시간 범위에 걸쳐 선형 반응 범위를

증강 화학 발광법에 비해, 형광법은 CCD 또는 레

나타낼 때 정량할 수 있다. 면역 블롯 정량법은

이저 스캐닝 이미징 시스템으로 시각화하고 정량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적절한 항원 및

화하기가 더 용이하다. 일부 데이터 수집 시스템

항체 농도 및 순도, 항체 특이성, 블로킹 조건, 충

은

노이즈

분한 세척, 그리고 시그널의 지속 시간 및 강도.

(signal-to-noise) 레벨을 최적화한다. 재 실험

필름이나 전자적으로 최적화 된 조건에서 노출이

이 가능한 형광 표지된 블롯은 이러한 목적에 유

포착되면, 분석자는 농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용하다.

블롯과 표준 상의 특정 단백질을 비교를 통해 결

증강 화학 형광법 (enhanced chemifluorescence,

과를 정량한다. 분석자는 음성 대조군을 포함시켜

ECF)는 또 다른 일반적인 형광법이다. ECF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HRP 또는 AP와 결합된 2차 항체를 사용한다.

밴드의 강도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다

효소와 결합한 항체는 효소 절단 후 형광을 생성

양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필름

하는 특정 기질과 반응한다.

상 밴드를 영상 분석할 수 있다. 또는, CCD 카메

양자점 (quantum dot) 또한 단백질을 검출하는

라가 포함된 디지털 이미징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면역 블롯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양자점은 동시

데이터 분석 수행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가

에 또는 순차적으로 항체와 결합하여 다중 표지

포함되어 있다.

항원을 검출하는, 블롯 제거가 필요 없는 프로브

(2) 전기영동 정량법

유형이다. 유사하게, 근 적외선 (near-infrared,

분자량이 알려진 사전 염색된 단백질의 상대적

NIR) 형광단 결합 항체는 형광 염료의 여기로부

이동도를 외삽하여 다양한 분자량의 단백질을 확

터 생성된 빛을 정적 상태에서 측정하는 항체 검

인하며, 양성 대조군과 비교 할 수 있다. 검출 방

출 방법이다. 적적 상태에서 측정한 빛은 동적 상

법과는 별개로, 유효한 웨스턴 블롯 결과를 얻기

태 (예, 화학 발광법)에서 측정한 빛보다 더 정밀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집

시간을

연장하여

시그널

대

하고 정확한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3) 방사선 검출법
또한, 항원을 방사성 동위원소 (예, 요오드)로 표
지함으로써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다. 한편, 이
방법은 필름 및 농도 측정계의 시간 노출을 통하
거나, 또는 멤브레인으로부터 밴드를 직접 절단하
고 섬광 계수기를 사용하여 계수함으로써 밴드
내의 방사능을 쉽게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 멤브레인 과다 노출을 최소화 하고 염색 과정
을 시각화 하여 적절히 발현되도록 한다.
• 사전 염색된 분자량 마커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예상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 표준, 대조 및 관심 단백질에 대한 밴드는 적
절한 위치와 강도를 보여야 한다.
• 밴드의 시각화 및 해석을 불분명하게 하는 블
롯 또는 염색이 없어야 한다.

갖는다. 반면에, 분석자가 방사성 물질을 관리해
야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의 단점이 있으며, 분

7. 시험법 밸리데이션

석 실험실은 폐기물 관리와 개인 노출을 통제하

ICH 가이드라인 Q2(R1)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고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론

및

방법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Text and Methodology)에 명시된
2) 면역 블롯 정량법

바와 같이, 슬롯/도트 블롯과 같은 정성적 분석에

(1) 비전기영동 정량법

는 특이성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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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른 물질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 분석물을
검출하는 능력이다. 밸리데이션을 위해, 슬롯/도트
블롯 방법의 특정 단계에서 항원이 존재할 때 항
원을 검출 할 수 있고, 항원이 없을 때 거짓양성
(falsepositive)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항원 특이적 항체에 대한
특이성을 증명하는 것은 특이성 평가의 일부이다.
모든 시험법에 대해, 항원에 대한 항체의 특이성
및 매트릭스 내 다른 단백질 및 시약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확인 시험에는 특
이성만이 요구된다. 한계 시험에는 특이성 및 검
출한계가 요구된다. 각 시험에 포함된 민감도 관
리는 시험법 민감도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
해 각 확인 시 정량한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정량적 시험에는 완건성 시험을 포함
한 모든 ICH 밸리데이션 매개 변수가 요구된다.
전기영동 면역 블롯법의 특이성 확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단백질 분리 확인을 나타내는
염색된 겔, 멤브레인으로 단백질이 적절히 이전됨
을 보여주는 염색 블롯, 1차 항체에 대한 결합체
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블롯 및 대조 검체, 그리고
적절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결합을 나타내는 블
롯. 또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통해 시스템 적합
성의 척도로서의 단백질 민감도 관리뿐만 아니라,
각 분석법에 대한 대조 멤브레인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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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The

International

Council

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for Harmonization)

Q14 Analytical Procedure Development은
기존의
ICH에서는

지난

2014년도

Elemental

Impurity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래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기반으로

하던

Q2(R1)에서 더 나아가 분석법의 개발 과정의 기
술과 관련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로 지속적으로 그 개선에 관해 논의해 왔으며
2018년 5월에는 Q3D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방법에 따르면 흡입경로에 대한 카드뮴의
PDE는 기존의 Q3D 최종안에서 확인된 수준보다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10배가 낮은 0.2 μg/day이어야 하므로, 지침의
개정(R1)에서는 이 오류 수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피부 및 경피흡수제형에 관한 PDE 레벨

포장에 관한 사항

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Q3D(R2)를 준

<659> Packaging and Storage Requirements

비하고 있다. 피부 및 손톱, 머리카락 등에 투여

에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및 피드백을 토대로

하는 제품들은 PDE가 확립되어있지 않는 것이

"imaging bulk package"에 대한 정의를 편집하

대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 ICH Q3D concept

였으며 “controlled cold temperature"에 대한

paper의 개정에 이에 관한 조화합의를 포함하고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등 각 용어의 정의와 계

필요한 경우 PDE 개발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산식 등을 통일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일반정

목표가 설정되었다. Work plane에 따르면 2018

보인 <1079>Good Product and Distribution

년 12월에 피부 및 경피용 제제에 대한 PDE 개

Practices for Drug Products를 함께 개정하여

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관한 의견수렴이 이

의약품의 보관 및 운송에 있어 공통적인 위험 요

루어질 예정이다.

소를 규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권고

그 외, 기존의 Q12까지로 설정하였던 품질가이
드라인에 두 가지 섹션을 추가하였다.
Q13

Continuous

Manufacturing

하고 있다.
다만, 〈1136〉 Packaging and Repackaging—

of

Drug

Single-Unit

Containers

및

<1177>

Good

Substances and Drug Products은 의약품의 지

Packaging Practices는 USP로부터 삭제되었으

속적인 제조(CM)에 대해 cGMP 요소 등 조화를

며

촉진하는 주요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을 파악하

Storage Requirements 및 <7> Labeling에서

고, 소분자 및 치료 단백질에 대한 신약 및 기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내용은

제품에 대하여 제약회사가 원료물질 및 제품에
대한 CM의 개발, 구현 및 통합을 위해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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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High-Performance

Thin-Layer

Light Diffraction Measurement of Particle

Chromatography Procedure for Identification

Size이 있다.

of Articles of Botanical Origin에서 시험법에

<1430.3>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표준매개변수 표가 추가되고 판 조명조건을 설명

Scattering

할 때 이산파장(discrete wavelengths) 대신 "단

Scattering에서는 동적 광산란 (콜로이드 분산,

파 UV" 및 "장파 UV" 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생물 용액 및 거대 분자의 입자 특성 분석을 위

하였다.

한 비침습적, 광산란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Phenomena—Dynamic

Light

<1430.4>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분광분석에 관한 사항

Scattering Phenomena—Electrophoretic Light

<856> Near-Infrared Spectroscopy에서는 명

Scattering (Determination of Zeta Potential)

확성을 위해 Quantitation Limit 및 Linearity에

에는 전기영동 광산란에 의한 제타 전위의 결정

대한 섹션을 업데이트하고 <1039> References

에 대해 논한다. 또한 기술 측면의 유사점과 차이

to Chemometrics이 참조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점을 비롯하여 이 기술과 산란에 기반한 다른 기

에 관한 일반정보로서 <1119> Near-Infrared

술과의 관계를 다루며, 계측 교정 및 검증, 적절

Spectroscopy에서는 샘플 준비, 계측, 정성적 근

한 방법 검증 및 시료 준비를 포함하여 제타 전

적외선 (NIR) 분석, 정량적 근적외선 분석과 같

위 결정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은 주제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432> Determination of

<857>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에서

Zeta

는 자동화된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다

Scattering를 신설하였다.

중 채널 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

<1430.5>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에서 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검출기는 제외되었다.

Scattering Phenomena—Small-Angle X-Ray

<1430>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Scattering

Scattering Phenomena—General 및 이와 관련

Scattering에서는 작은 각 X-선 산란 (SAXS)과

된 5가지 일반정보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작은 각 중성자 산란 (SANS)을 다룬다. 두 기술

이 일반정보들은 산란(scattering)의 과학적 원리

은 모두 생체 분자, 결정, 천연 및 합성 고분자

에 기반하여 제약산업에서 응용되고 있는 사례를

및 기타 재료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유용

바탕으로 제안되었으며 <1430>에서는 산란 기술

하며,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

및 그 응용에 사용되는 과학 원리 및 분석 절차

은 극저온 투과 전자현미경 (cryo-TEM), 고해

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1430.1> Analytical

상도 핵자기공명 (NMR) 및 분석적 초원심 분리

Methodologies

에 보완적인 구조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

Based

on

Scattering

Phenomena—Static Light Scattering에서는 정

Potential

and

by

Electrophoretic

Small-Angle

Light

Neutron

다.

적 광 산란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제공하고,
<1430.2>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엔도톡신 관련

Scattering

Diffraction

<1085> Guidelines on the Endotoxins Test가

Measurements of Particle Size에서는 입자 크

새로 제안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발열물질 없음이

기의 광 회절 측정을 다루고이 기법이 산란에 기

치명적으로 요구되는 주사용 제품 및 의료 기기

반한 다른 기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며,

에 대한 bacterial endotoxins test (BET)에 대

이에 필수 요구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429>

해 지침이다. 여기에서는 모범사례를 안내하면서

Phenomena—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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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검증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1103>

미생물 관련 사항

Immunological

Enzyme-Linked

Methods—

Immunosorbent

Assay

제안하였으며,

<1227>

Burkholderia cepacia complex (BCC) 검출을

(ELISA)의

위한 표준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

Validation

로운

Microbiological

Pharmacopeial Articles에서는 살아있는 미생물

Examination of Nonsterile Products—Tests

의 수, 지표 또는 특정 미생물의 검출 및 약전의

for Burkholderia cepacia Complex를 제안하였

무균 시험에 대한 회수 방법의 검증에 대한 지침

다.

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험적합성 증명과 관련하여

또한, 항균제 물질의 효능과 효능 측정을 위한 미

주요 시험 챕터간의 통일을 위해 개정되었다.

생물 분석법에 의존하는 제품의 현대화에 초점을

프리온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개

맞추어 <81> Antibiotics—Microbial Assays의

요를 제공하는 <1229.16> Prion Sterilization을

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미생물 분석법을 보다

제안하였다. 프리온은 진핵 세포 내에서 건강한

신속하고 정확한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전환하고

단백질의 침전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성

있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797> Pharmaceutical Compounding—Sterile

<1042> Cell Banking이라는 새로운 일반정보에

Preparations에서는

PF

서는 생물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 은행의

41(6))에 대한 보완으로 섹션 및 하위 섹션 번호

클론 (clonal) 유도, 생산, 특성화 및 자격 부여

를 설정하고 절차 정보를 배치하였다. 또한, 세

및 재 보충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였으며,

가지

compounded

<1043> Ancillary Materials for Cell, Gene,

sterile preparation (CSP)를 Category 1 및

and Tissue-Engineered Products에서는 규제

Category 2의 두 가지 범주로 간략화하였다.

고려 사항 섹션을 추가하고 위험 분류 섹션을 수

적어도 14 일 동안 잠복기가 있는 현재의 성장

정하여 환자의 제품 품질 및 임상 결과에 대한

기반 무균 시험은 수명이 짧은 제품이나 검사가

보조 재료 잔여 영향의 예를 제공하는 등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환자에게 주입되는 즉시 사용 가

제안되었다.

능한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

<1046>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품에는

sterile

는 세포 기반 고급 치료법 및 조직 기반 제품으

preparation),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제

로 그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제품의 규제 상태를

품 및 세포 및 유전자 치료법이 포함되며 새로운

반영하여 조직 기반 제품을 설명하였다. 임상 현

세대의 위험 기반 신속 무균 검사가 필요하다. 이

장 시설 고려 사항 및 사후 관리 모니터링 섹션

를 위하여 <1071> Rapid Sterility Testing of

이

Short-Life Products를 새로 제안하였다. 이 일

Products 섹션이 추가되었으며 탈 세포화된 조직

반정보에서는 단기 수명 제품을 준비하거나 제조

기반 제품을 정의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제안되었

하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요구 사항, 사용자 요구

다.

일반시험법으로

(저,

중,

CSP

<60>

이전

고)로

개정의견(USP

구분하던

(Compounded

개정을

Test

of

삭제되고

Microbial

Recovery

Decellularized

from

Tissue-Based

사항 및 위험 기반 무균 시험을 위한 사용자 요
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기술에 대해 설명

제제 시험

하고 있다.

USP는

ELISA 검사 방법의 시약 선택, 고상 준비, 개발,

Pharma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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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제에

대한

표준으로서

Foams—Product

<607>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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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s를 신설하였는데, 이 중 전체 또는 일부는

Preparation, Compounding, Dispensing, and

USP의 발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용기

Repackaging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의약품 가공

간의

Content

에는 근로자 및 공공 방사선 방호 대책(예 : 시

Uniformity of Containers)에 대한 적절한 절차

간, 거리, 차폐, 음압 구배), 특수 보조품의 존재

에 대한 지침 등을 제공하였다.

및 사용 (예 : 방사선 방패, 흡수 패드 방사능 오

<3>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

염 제어) 및 특수 장비 (예 : 방사능 측정 장치,

—Product Quality Tests에서는 비 계량펌프를

방사선 모니터, 원격 조작 시스템) 등 방사선 안

사용하여 용기에 포장된 제품을 샘플링하는 절차

전성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추가되었으며, <603>과의 상호 참조가 추가되

<1602>

었고, 활성성분의 균일성 (Uniformity of Active

Chambers Used With Inhalation Aerosols—

Ingredient (s)) 섹션에서 허용 기준이 수정되는

Characterization Tests 에서는 흡기 에어로졸

등 여러 기능시험들이 추가 또는 삭제 되었다.

특성화 시험과 함께 사용되는 스페이서/밸브식 유

<601> Inhalation and Nasal Drug Products:

지 챔버 (VHC)의 방출 질량 (EM) 테스트에 대

Aerosols, Sprays, and Powders—Performance

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 B 테스트 및 구

Quality Tests는 접수된 의견 등을 통해 광범위

성 D 테스트에 주석이 추가되었다.

하게 개정되었으며, 특히 DDU (Delivered Dose

고체 경구 투여 형태에 대한 용해 및 분해 시험

Uniformity) 장치와 관련된 표가 다시 제안되었

의

으며, 레이저 회절법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

<1711>

다. 또한 현재의 FDA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불충

Dissolution Testing이 제안되었고, <1092>The

분한

Marple-Miller

Dissolution

Procedure:

(Multi-Stage

Validation를

개정하였는데,

약물

크기

Impactor

함량균일성

분해능을
(MMI)

(Drug

가진

및

MSLI

Spacers

개발을

and

논의하는
Oral

Valved

새로운

Solid

Holding

일반정보로서

Dosage

Forms—

Development
USP

and

Dissolution

Liquid Impinger)를 제거하고 공기역학적 입자크

Methods Database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도록

기 분포 (APSD) 결정을 위한 방법론에 각 옵션

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새로 제안될

간 일관성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Pharmacopeial

<1236> Solubility Measurements로 보완할 계

Discussion Group (PDG)을 통해 유럽 약전

획이며 혹시 <1236>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참조

(EP) 및 일본 약전 (JP)과 텍스트를 조화시키려

부분은 생략되어 추후 개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하였으나 PDG 작업 계획에서 철회되었다.

이 참고문헌은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771> Ophthalmic Products—Quality Tests에

위해 구강 용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용해도가

서는 모든 안과용 제품에 대해 이러한 매개변수

낮은 약물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의 평가가 필수적임을 다시 강조하고 모든 제품

내 용해 프로필의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체

에 대해 평가해야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 용해의 초기 평가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

Particulate and Foreign Matter에서 텍스트를

다. 또한 용해된 약물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유도체화되거나 분해되는 용해 시료의 분석에서

그 외 멸균 및 비멸균 방사성 의약품의 투여와
관련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

시험관

직면하는 일반화된 상황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분석 절차에 새로운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공하고 이러한 방사성 의약품 가공 활동을 수행
하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행을 설명

통계학적 방법에 관한 사항

하는

<1010> Analytical Data—Interpretation and

<825>

Radio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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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의 개정안에는 분석과 분석에서 내려

A- 컵 홀더

진 결정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방법에 적용되는

B- 가열 블록, 온도 조절 장치 또는 일치로

과학적 방법을 확장하여 연구 목적, 설계, 수행

C- 광원

및

D- 라이트 슬릿

분석/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Prerequisite

Laboratory Practice and Principles에 몇 가지

E- 카트리지 어셈블리

변경이 가해졌으며 시스템 및 절차의 검증 및 검

F- 가열 요소

증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 소개된 새로운 통

G- 샘플 컵

계적 원리와 불확실성에 대한 새 섹션에서는 측

H- 포토 센서

정과 변화에 대한 불확도의 개념을 논의한다. 분

I- 콜렉터

석 절차는 측정 불확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

J- 온도 기록 장치 온도 프로브

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연구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고안되

많은 약전의 각조에는 매트릭스 내에 물을 포함

었다. 기본 통계 원리는 명명법에 중점을 두어 단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물 교환이 일어나기

순화되었으며 용어를 다른 챕터와 조화 시겼다.

쉽다. <922> Water Activity로 새로 제안된 수
분활성 측정은 물의 어느 부분이 느슨하게 결합

물성시험

되고 가수 분해와 같은 반응에 자유롭게 참여할

지방, 오일, 미세 결정질 폴리에틸렌 및 왁스와

수 있는지 또는 미생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같은 일부 물질은 가열 될 때 날카로운 고체 -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

액체 상 변화를 겪지 않으므로 잘 정의된 융점을

에서는 원재료 및 제품의 수분 활성을 정확하게

갖지 않는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수분 측정기를 검증하고, 보정하

부드러워 지거나 점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고, 사용하기 위해 권장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

대한 시험방법을 <784> Dropping Point로서 신

해 설명한다..

설하였다. 여기에서 drop point는 용융 시험 물질
의 첫 번째 물방울이 정의된 조건에서 컵에 떨어

그 외, <861> Sutures—Diameter에 대한 추가

지는 온도로 정의된다.

적인 개정안으로, 수술 봉합선의 직경 결정에 대
한 현재의 관행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였으며
이와

동반하여

<871>

Suture-Needle

Attachment를 개정하고 수술 봉합사의 인장 강
도 결정에 대한 현재 관행을 반영하는 <881>
Tensile Strength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USP Forum 41(4)의 Stimuli article에서는 색
상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 및 시각적 방법에 기술
적

엄격함을

추가하는

Achromicity에

대한

Modernization

of

<631>

Color

업데이트를
Color

and

제안하는

Measurement

Methods in the USP–NF를 소개하였으며,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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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bbreviated

Imp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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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d Efficient Data Analysis in
the Lifecycle of an Orally-Inhaled Product: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A Roadmap에서는 다단 캐스케이드 임팩터(CI)

Pharmeuropa 30.2의 General chapters 에서

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는 먼저, 2.6.27. Microbiological examination

가지 독립 개념(AIM (abbreviated impactor

of cell-based preparations에서는 자동화된 성

measurement) 및 EDA(efficient data analysis

장

))을 설명하고 입자 크기 관련 데이터를 해석하

‘confirmation

기위한 단순하지만 구현하기 쉽고 강력하면서도

method’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3-1-2.

용도에 맞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Method suitability 섹션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그 외 CRT (controlled room temperature) 및

기술된 매개변수는 시험방법의 적합성 확인의 일

CCT (controlled cold temperature) 제약 제품

부로서 검증되어야 한다.

의 온도 편차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 운동 온도

생물학적 부분으로는 기존의 생쥐에서의 히스타

(MK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The

민 감작 시험 (HIST)에 대하여 공동 연구의 결

Use of Mean Kinetic Temperature to Aid

과에 기초하여, 잔류 백일해 독소 시험에 대한 표

Evaluation

Excursions:

준화된 CHO 세포-클러스터링 분석으로 대체하

Proper and Improper Application도 함께 소개

여 2.6.33. Residual pertussis toxin으로 제안되

하고 있다.

었으며, 페르타시스 독소의 내성(irreversiblilty

41(5)의

of

Temperature

Stimuli

article에서는

Acceptance

기반

방법에
of

대한
the

‘밸리데이션’과
suitability

of

the

of pertussis toxoid )에 관한 부분을 명칭에서

Sampling Strategies Applied to USP 〈790〉

제외하였다.

Visible Particulates in Injections를 통해 〈

2.6.37.

790〉 Visible Particulates in Injections의 요

extraneous

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샘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using culture

플링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methods에서는 외래 물질의 시험법을 개정하였

41(6)의

Stimuli

(Pharmacopeial)
Pharmaceutical

article에서는
Perspective

Continuous

Principles

for

viruses

the
in

detection

of

immunological

USP

으며 배양법을 이용하여 외래 바이러스를 검출하

for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려해야 할 파라

Manufacturing를

미터의 일반 원칙 및 예제로 대체하였다.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 제약 업계의 현대

2.9.20.

식 연속 제조 (CM) 프로세스가 의약품 제조의

particles를 정비하여 각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미래에 미치는 영향, 2) 제약 연속 제조 (PCM)

하였으며 그림을 새로 그렸다.

Particulate

contamination:

visible

에 대한 규제 기대의 현재 상태와 PCM 관점에서
의 기존 규제 프레임 워크에 대한 견해, 3) 연속
가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특성
및 특성화 기술, 4) USP-NF 수재된 기술 이 외
에 추가해야 할 다른 기술들, 5) PCM에서의
PAT의 중요성과 적용 방법의 예, 6) 현재의 배
치 프로세스 접근법과 비교 한 PCM의 위험 관리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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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Characterisation of crystalline and
partially crystalline solids by X-ray powder
diffraction (XRPD)은 ICH의 PDG 작업 절차에

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기반한 개정안으로, 기존 Ph. Eur. 9.0과 비교할
때, 정성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기성분들의 경
우 30 °를 초과하는 정보가 많지 않고, 이중피
크의 관찰을 피하기 위해 굴절패턴 기록을 위한
상부 각도를 최소 30 °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정량분석에서는 결정상의 양이 10 % 미만일 때
측정이 명확한 것으로 하였다.

연구에서부터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약 재료
에 적용되는 주사 전자 현미경에 중점을 두어 설
명한다. 스캐닝 전자 현미경 (SEM)은 무엇보다
도 광학 현미경에 비해 해상도, 배율 및 피사계
심도면에서 훨씬 뛰어난 매우 강력한 이미징 기
술로, 전자와 표본 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이용
하여 지형학적 정보 및 성분 정보를 제공하므로
분석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X 선 미
세 분석과 결합하면 원소 분석이 가능하다.
5.2.4. Cell cultures for the production of
vaccines for veterinary use 에서는 2.6.37
Principles for the detection of extraneous
in

immunological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using culture methods에
이미

포함된

Management

내용을
of

삭제하였고

extraneous

5.2.5.

agents

in

immunological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 관리적 접근방식이
채택되었으며, 특정 외부 작용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세포배양이나 다른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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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준을 서술하였다. 이외에 의약품각조 중
Cabergoline 및 Fludiazepam Tablets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연관된

UV

Reference

spectrum 및 IR reference spectrum의 신설이
제안 되었다.

2.9.5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에서는

viruses

PMDA에서는 시약시액 중 화학용 체적계에 대하

2.65 색의 비교액 및 ペ페그 인터페론 알파 -2b
(유전자 재조합)(グインターフェロン

アルファ

－2b（遺伝子組換え）)에 대하여 일본약전 제 17
개정의 추보 2 수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외에 생약 17 품목, 인슐린 등 원료 개정 20
품목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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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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총괄
화학의약품

분류

일반

품목 수

생물의약품

마약류

생약
표준생약

지표성분

신규

보충

신규

보충

신규

보충

신규

보충

신규

보충

40

6

0

4

3

0

54

9

13

18

2. 신규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40)
번호

명칭(한글명)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

아세타닐리드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2

알란토인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

L-아스코르브산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4

벤젠술폰아미드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5

4-벤질페놀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6

캡토프릴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7

세틸트리메틸암모늄 브로마이드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8

클로로크레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9

콜산

일반

200 mg/바이알

40,000

10

디펜하이드라민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1

둘록세틴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800,000

12

엘도스테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13

페노파이브리트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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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한글명)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4

플루코나졸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5

5-플루오로우라실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16

D-글루쿠론산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17

3-하이드록시 벤조산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18

β-락토오스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19

락툴로스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20

레보설피리드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1

말티톨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2

메틸 4-하이드록시벤조산

일반

200 mg/바이알

40,000

23

나프티핀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4

나테글리니드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5

옥시라세탐

일반

200 mg/바이알

50,000

26

펜톡시필린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7

페르페니돈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8

피오글리타존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29

프로필-4-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30

라록시펜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1

리베프라졸 나트륨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32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일반

200 mg/바이알

400,000

33

테모졸로마이드

일반

200 mg/바이알

400,000

34

테트라하이드로졸린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5

티아민 질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1,100,000

36

티옥트산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7

트리메소프림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38

토피라메이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39

토르세마이드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40

와파린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 생물의약품표준품(3)
번호

명칭(한글명)

표시역가·함량

단가(원)

1

필그라스팀

0.240 mg/mL

187,000

2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일본 국가표준품 대비 상대역가 = 1

163,000

중화역가 2.093

150,000

3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표준양성대조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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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표준품(67)
번호
1
2

명칭(한글명)
감초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단가(원)

감초GLGL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감초GLIN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3

건강

건강ZIOF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

계지

계지CI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괄루근TRK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괄루근TRR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5
6

괄루근

7

국화

국화CHM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8

노근

노근PH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9

단삼

단삼SAM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대추ZIIN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대추ZIH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마인CAS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000

마황EPS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마황EPIN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마황EPEQ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목향AUL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000

백두구AMK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백두구AM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10
11
12

대추
마인

13
14

마황

15
16
17
18

목향
백두구

19

백편두

백편두DOL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000

20

복령

복령PO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1

복신

복신PO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부자편AC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포부자AC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2
23

부자

24

사인

사인AMX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5

산사

산사CRP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산초ZAP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산초ZASC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산초ZAB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상엽MOAL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상엽MOB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상지MOAL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석곡DEF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석곡DE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40,000

소목CAS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승마CIH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승마CID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애엽ARA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애엽ARP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애엽ARM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연교FOV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연교FOS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6
27

산초

28
29
30
31
32
33
34
35
36

상엽
상지
석곡
소목
승마

37
38

애엽

39
40
41

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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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한글명)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단가(원)

42

연자육

연자육NEN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3

오가피

오가피ACS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4

옥죽

옥죽POOD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5

용안육

용안육DIL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6

유백피

유백피ULM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7

육종용

육종용CID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8

자소엽

자소엽PEC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골피LYCH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골피LYB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유SAOF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유SAL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80,000

황백PHAM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황백PHCH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Atractylenolide Ⅲ-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49
50
51
52
53
54
55

지골피

지유

황백
아트락틸레놀리드Ⅲ

56

카르다모닌

Cardamon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57

코스투놀리드

Costunolid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58

포르모노네틴

Formononet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59

10-히드록시-2-데
세노인산

10-Hydroxy-2-decenoic
acid-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0

이소퀘르시트린

Isoquercitr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1

이소람네틴

Isorhamnet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Kirenol-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Oleanolic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2

키레놀

63

올레아놀린산

64

파이시온

Physcio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5

퀘르시트린

Quercitr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6

염화산구이나린

Sanguina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7

실리빈

Silyb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acid-2016

3. 보충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10)
번호

명칭(한글명)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

아시클로버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2

세티리진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3

디에틸프로피온 염산염

향정

100 mg/바이알

600,000

4

에페드린 염산염

일반

100 mg/바이알

500,000

5

젬시타빈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6

하이드로모르폰 염산염

마약

100 mg/바이알

2,200,000

7

펜디메트라진 주석산염

향정

100 mg/바이알

300,000

8

페닐레프린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9

피리독신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트리아졸람

향정

100 mg/바이알

6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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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표준품(27)
번호

구분

포장단위

1

명칭(한글명)
사삼

사삼ADTR2016

관리번호

표준생약

3 g/바이알

단가(원)
20,000

2

사인

사인AMV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3

산조인

산조인ZIJ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

자소엽

자소엽PEAC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5

정제부자

정제부자AC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6

천남성

천남성ARAM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50,000

7

택사

택사ALO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8

토복령

토복령SMCH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9

형개

형개SCT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

바이칼레인

Baicale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0,000

11

쿠르쿠민

Curcum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Eugenol-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Evodiam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2

유게놀

13

에보디아민

14

진세노시드 Rb1

Ginsenoside Rb1-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5

진세노시드 Rg1

Ginsenoside Rg1-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6

하르파고시드

Harpagosid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7

칼로파낙스사포닌 B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8

마그노플로린

Magnoflo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9

마트린

[+]-Mat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0

나린진

Naring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1

옥시마트린

Oxymart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2

옥시퓨세다닌

Oxypeucedan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3

루테카르핀

Rutaecarp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4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5

사이코사포닌 A

Saikosaponin A-2015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6

사이코사포닌 D

Saikosaponin D-2015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7

아칸토시드 D

Acanthoside D-2017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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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2) 처리 절차 안내
가. 분양 신청
▪ 고객지원담당관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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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연구과, 생약연구과 등)에서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회신

다. 표준품의 양도·양수 (마약류 제외)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수입인지를 우체국·은행 또는 인터넷(전자수입인지 판
매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을 통해 구매하고 분양 인수증[관련서식5]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표준품 운영부서에 방문해 수입인지를 제출한 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반기구를
지참하여 표준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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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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연구과에 양도·양수 승인을 통보한다. 양도 승인을 통보받은 의약품연구과는 분양신
청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다. 표준품의 양도·양수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인수증[관련서식5]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의약품연구과에 제출하고, 안정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반기구를 지참하여 표준
품을 수령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직접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단순 운반·전달의 목적으로 대리인이 위임장(지정서식 없음)을 지참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
※ 준비할 서류 등
1) 통보서에 명시된 금액의 수입인지
2) 분양인수증 [관련서식5]
3) 분양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 원본 [관련서식2]
4) 마약류 운반을 위한 잠금장치가 부착된 운반기구
▪ 주의사항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기록·보관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

및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www.nims.or.kr)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분양 받은 마약류 표준
품에 대하여 사용, 양도·양수 및 폐기에 대해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품정보, 사용량 등
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표준품 취급한 내역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교부받은 마약류구입서 및 마약류판매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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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서식
1) 분양신청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신청인

7일
(마약류표준품 : 14일)

① 기관명

② 성명

③ 전화번호

④ 팩스

대표자 :
신청인 :

⑤ 주소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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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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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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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분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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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인수증[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일련
번호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화학의약품표준품

□ 생물의약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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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주

소:

연락처 :
인수일 :
인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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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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