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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융    점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5) 유리구아야콜  이 약 1.0 g을 달아 물 25 mL를 정

확하게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검액으로 한

다. 따로 구아야콜 0.10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1000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에 헥산시아노철(Ⅲ)산칼륨시액 1.0 

mL 및 4-아미노안티피린용액(1 → 200) 5.0 mL씩을 

넣어 정확하게 5 초간 흔들어 섞는다. 곧 탄산수소나트

륨용액(1 → 120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4-아미노안티피린용액을 넣은 때부

터 정확하게 15 분 후에 물 25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

로 조작한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500 nm에서 검액에서 얻은 흡광

도는 표준액에서 얻은 흡광도보다 크지 않다.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 및 구아이페네신 표준품을 건조하여 약 

6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씩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

하여 273 nm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 AT 및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5) 유리구아야콜  이 약 1.0 g을 달아 물 25 mL를 정

확하게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검액으로 한

다. 따로 구아야콜 0.10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1000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에 헥사시아노철(Ⅲ)산칼륨시액 1.0 

mL 및 4-아미노안티피린용액(1 → 200) 5.0 mL씩을 

넣어 정확하게 5 초간 흔들어 섞는다. 곧 탄산수소나트

륨용액(1 → 120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4-아미노안티피린용액(1 → 200)을 

넣은 때부터 정확하게 15 분 후에 물 25 mL를 써서 같

은 방법으로 조작한 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

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500 nm에서 검액에

서 얻은 흡광도는 표준액에서 얻은 흡광도보다 크지 않

다.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구아이페네신표준품을 건조하여 약 

6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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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1부 개정(안) - 의견수렴용

  여기에 실린 의약품각조는 그동안 보내주신 업계의 의견 및 개정요청을 고려하여 검토한 품목이며 그 

외 국제조화에 따라 시험법을 개선한 것으로 구아이페네신 등 39품목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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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AS를 측정한다.

구아이페네신 (C10H14O4)의 양 (mg) = S

T
×WS

  WS : 구아이페네신표준품의 양 (mg)

저 장 법 기밀용기.

하여 273 nm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구아이페네신 (C10H14O4)의 양 (mg) 

= 구아이페네신표준품의 양 (mg) × (A  / A )

저 장 법 기밀용기.

구아이페네신·덱스트로메토르판 브롬화수소산

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 시럽

Guaifenesin,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 and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 Syrup

(생  략)

제    법  이 약은 구아이페네신,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

수소산염 및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을 가지고 시럽제 제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  략)

pH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따로 구아이페네신표준품 약 100 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표준품(미리 수

분을 측정한다.) 약 10 mg 및 슈도에페드린염산염표준

품 약 30 mg을 정밀하게 달아 50 % 메탄올을 넣어 정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A , 

A , A , A , A  및 A 를 구한다. 

(생  략)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칼럼온도 : (생  략)

  이동상 : (생  략)   

  유  량 : (생  략)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구아이페네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구아이페네신·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

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 시럽

Guaifenesin,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 and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 Syrup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구아이페네신」, 「덱스트로메토르판

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및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을 

가지고 시럽제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따로 구아이페네신표준품 약 

100 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표준품(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10 mg 및 슈도에페드린염산염표

준품 약 30 mg을 정밀하게 달아 50 %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A , 

A , A , A , A  및 A 를 구한다.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현행과 같음)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구아이페네신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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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기밀용기. 저 장 법  기밀용기.

니코란딜

Nicorandil

(생  략)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이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9.5), 아세트산(100)에 녹기 

쉽고, 아세트산탈수물에 약간 녹기 쉬우며,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융점 : 약 92 ℃ (분해)

확인시험  1) 이 약 및 니코란딜표준품 의 수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2)  (생  략)

순도시험  1) 황산염  (생  략)

  2) 중금속 (생  략)

  3) 유연물질  이 약 20 mg을 이동상 10 mL에 녹여 검

액으로 한다. 검액 10 μL를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의 각 피

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니코란딜에 대

한 상대유지시간이 약 0.86 인 N-(2-히드록시에틸)

이소니코닌산아미드질산에스텔의 피크면적은 니코란딜

의 피크면적의 0.5 % 이하, 기타 개개의 피크면적은 

0.1 % 미만, 니코란딜 및 N-(2-히드록시에틸)이소니

코닌산아미드질산에스텔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전체 

피크면적의 0.25 % 이하이다.   

  조작조건

  (생  략)

수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니코란딜

Nicorandil

(현행과 같음)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이다.

  이 약은 메탄올, 에탄올(99.5), 아세트산(100)에 잘 녹

고 아세트산탈수물에 녹으며 물에는 조금 녹는다.

  융점 : 약 92 ℃ (분해)

확인시험  1) 이 약 및 니코란딜표준품의 수용액(1 → 

5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2)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황산염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이 약 20 mg을 이동상 10 mL에 녹여 검

액으로 한다. 검액 10 μL를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의 각 피

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니코란딜에 대

한 상대유지시간이 약 0.86 인 N-(2-히드록시에틸)

이소니코닌산아미드질산에스테르의 피크면적은 니코란

딜의 피크면적의 0.5 % 이하, 기타 개개의 피크면적은 

0.1 % 미만, 니코란딜 및 N-(2-히드록시에틸)이소니

코닌산아미드질산에스테르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은 전

체 피크면적의 0.25 % 이하이다.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니코란딜 정

Nicorandil Tablets

(생  략)

제    법  이 약은 니코란딜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니코란딜 정

Nicorandil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니코란딜」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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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생  략)

용출시험  (생  략) 처음 여액 10 mL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표기량에 따라 1 mL 중 니코

란딜 4 μ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코란딜표준품 20 mg을 정

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에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다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니코란딜(C H N O )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

정한다. 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7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니코란딜(C H N O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S × 
′

× S

T
× 



  Ws : 니코란딜 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니코란딜(C H N O )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물·메탄올(65 : 35)

  유  량 : 1.0 mL/분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에 물 1 mL를 넣고 붕해시

킨 다음 물 15 mL를 넣어 10 분 동안 흔들어 섞어 1 

mL 중에 니코란딜 약 0.1 m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V mL로 하고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를 버리고 다

음의 여액 10.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코란딜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취하여 물에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를 달아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62 nm

에서의 흡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니코란딜 (C H N O )의 양 (mg)

= 니코란딜표준품의 양 (mg) × S

T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처음 여액 10 mL은 버리고 다

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기량에 따라 1 mL 

중 니코란딜 4 μ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코란딜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에 넣어 정확하게 100 mL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각 액의 니코란딜(C H N O )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70 % 이

상일 때 적합하다.

  니코란딜(C H N O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W  × (V' / V) × (A / A ) × (1 / C) × 10

  Ws : 니코란딜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니코란딜(C H N O )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에 물 1 mL를 넣고 붕해시

킨 다음 물 15 mL를 넣어 10 분 동안 흔들어 섞어 1 

mL 중에 니코란딜 약 0.1 m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를 버리고 다음의 여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니코란딜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외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62 nm에

서의 흡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니코란딜(C H N O )의 양 (mg) 

= 니코란딜표준품의 양 (mg) × (A / A )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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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가루로 한다. 니코란딜(C H N O )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100 mL

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여액 10 mL를 취하여 이

동상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코

란딜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

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니코란딜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니코란딜 (C H N O )의 양 (mg)

 = 니코란딜표준품의 양 (m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켈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물·메탄올혼합액 (65 : 35)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니코란딜 피크면적의 상대

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  략)

달아 가루로 한다. 니코란딜(C H N O )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한 다음 여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코란딜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니코란

딜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니코란딜(C H N O )의 양 (mg) 

= 니코란딜표준품의 양 (mg) ×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켈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물·메탄올혼합액(13 : 7)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니코란딜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니코틴산아미드

Nicotinamid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pH  (생  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니코틴산아미드

Nicotinamid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7

KP Forum Vol.16 No.2 (2019)



현   행 개 정 안

  니코틴산아미드 (C H N O)의 양 (mg)

  = 니코틴산아미드표준품의 양 (mg)×S

T

 내부표준액  니코틴산용액(1 → 25000)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니코틴산아미드 (C H N O)의 양 (mg)

  = 니코틴산아미드표준품의 양 (mg) × (Q  / Q )

 내부표준액  니코틴산용액(1 → 25000)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니코틴산아미드 3배산

33.3% Nicotinamide Powder

(생  략)

제    법  이 약은 니코틴산아미드를 가지고 식용지방산

에 미세하게 분산시켜 만든다. 이 약에는 이산화규소로 

제피한 니코틴산아미드를 넣을 수 있다. 이 약은 원료이

다.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또 이 액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를 

A1, 흡수극소파장에서의 흡광도를 A2로 할 때 A2/A1

은 0.63 ∼ 0.67 이다.

수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고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0 mL 및 내

부표준액 8.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코틴산아미드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고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5.0 mL 및 내부표준액 8.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에 대한 니코틴산아미드의 피크면적비 Q 및 Q 를 측

정한다.

  니코틴산아미드 (C H N O)의 양 (mg) 

  = 니코틴산아미드표준품의 양 (mg)×S

T
 

 ◦ 내부표준액  무수카페인표준품 약 50 m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조작조건

니코틴산아미드 3배산

33.3 % Nicotinamide Powder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니코틴산아미드」를 가지고 식용지

방산에 미세하게 분산시켜 만든다. 이 약에는 이산화

규소로 제피한 「니코틴산아미드」를 넣을 수 있다. 

이 약은 원료이다.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또 이 액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

광도를 A , 흡수극소파장에서의 흡광도를 A 로 할 때 

A / A   은 0.63 ∼ 0.67 이다.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6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고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 및 내부표준액 8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니

코틴산아미드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고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 및 

내부표준액 8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니코틴산아미드의 피크면적비 Q 및 Q 를 측정

한다.

  니코틴산아미드 (C H N O)의 양 (mg) 

  = 니코틴산아미드표준품의 양 (mg) × (Q / Q )

 ◦ 내부표준액  무수카페인표준품 약 50 m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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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이동상 : (생  략)

  유  량 : (생  략)

  칼럼의 선정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니코틴산아미드,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가 4.0 이상인 것을 쓴다. 

저 장 법  (생  략)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현행과 같음)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니코틴산아미드,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니코틴산아미드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차는 1.0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데히드로콜산

Dehydrocholic Acid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이 약 20 mg에 에탄올(95)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여기에 m-디니트로로벤젠시액 5 방울 및 수산화

나트륨용액(1 → 8) 0.5 mL를 넣어 방치할 때 액은 보

라색 ~ 자주색을 나타내며 천천히 갈색으로 변한다.

선 광 도 (생  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데히드로콜산

Dehydrocholic Acid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20 mg에 에탄올(95)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여기에 1,3-디니트로벤젠시액 5 방울 및 수산화

나트륨용액(1 → 8) 0.5 mL를 넣어 방치할 때 액은 보

라색 ~ 자주색을 나타내며 천천히 갈색으로 변한다.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멘히드리네이트

Dimenhydrinat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생  략)

  2) 1)의 검체용액 30 mL에 묽은황산 2 mL를 넣고 30 

분간 식힌 다음 기벽을 가끔 유리막대로 긁어줄 때 흰

색의 침전이 생긴다. 침전을 여취하고 빙수 소량으로 

씻어 105 ℃에서 1 시간 건조 할 때 그 융점은 300 ∼ 

디멘히드리네이트

Dimenhydrin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현행과 같음)

  2) 1)의 검체용액 30 mL에 묽은황산 2 mL를 넣고 30 

분간 식힌 다음 기벽을 가끔 유리막대로 긁어줄 때 흰

색의 침전이 생긴다. 침전을 여과하여 취하고 얼음물 

소량으로 씻어 105 ℃에서 1 시간 건조 할 때 그 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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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305 ℃ (분해)이다.

  3) (생  략)

4) (생  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1) 디펜히드라민  (생  략)

0.05 mol/L 황산 1 mL 

= 25.536 mg C17H21NO

  2) 8-클로로테오필린  (생  략)

0.1 mol/L 질산은액 1 mL 

= 21.461 mg C7H7ClN4O2

저 장 법 (생  략)

은 300 ∼ 305 ℃ (분해)이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디펜히드라민  (현행과 같음)

0.05 mol/L 황산 1 mL 

= 25.54 mg C17H21NO

  2) 8-클로로테오필린  (현행과 같음)

0.1 mol/L 질산은액 1 mL 

= 21.46 mg C7H7ClN4O2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

Diastase·protease·cellulas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1) 전분당화력 (생  략)

 2) 단백소화력 (생  략)

 3) 섬유소당화력 이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

어 녹여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 mL를 취하여 37 ± 0.5 ℃에

서 10 분간 방치하고 검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여기에 페링시

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수욕

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힌다. 비소몰

리브덴산시액 2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

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산․아세

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 mL

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750 nm에서 흡광도 A 를 측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

Diastase·protease·cellulas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전분당화력 (현행과 같음)

 2) 단백소화력 (현행과 같음)

 3) 섬유소당화력 환원력의 증가가 검액 농도에 비례하는 

범위 내의 검액 농도가 되도록 검체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농도를 약 0.02 ∼ 0.08 섬유소당화력 

단위/mL로 한 용액을 검액으로 한다.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용액 4 mL를 취하여 37 ± 0.5 ℃에서 

10 분간 방치하고 검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여기에 페링시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힌다. 비소몰리브

덴산시액 2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

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산․아세

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 mL

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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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따로 검액 1 mL를 취하여 페링시액의 알칼리

성구리시액 2 mL를 섞은 다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용액 4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이하 위와 같

이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A  및 A 에 대응

하는 포도당의 양 (mg) G  및 G 를 포도당표준액검량

선에서 구한다.

  섬유소소화력 (단위/g) 

= (G  - G ) / 30 × 1 / 0.18 × 1 / W

  W : 검액 1 mL 중 검체의 양 (g)

◦ 역가정의 : 상기 조건에서 1 분간에 1 μmole의 포

도당에 상당하는 환원력 증가를 가져오는 효소의 양을 

섬유소소화력 1 단위로 한다.

◦ 포도당 검량선 : 포도당표준품을 105 ℃에서 6 시

간 건조하여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

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 2, 3, 4 및 5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량선용표준액으로 한다. 물 1 mL 및 검량선용

표준액 1 mL씩을 취하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

륨용액 4 mL 및 페링시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하고 물

로 식힌 다음 비소몰리브덴산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 mL를 넣어 

침전물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

산ㆍ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들 

액 1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ㆍ아세트산나트륨

완충액 9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자외부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

도 A , A , A , A , A  및 A 를 측정한다. 세로축에 흡

광도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를, 가로축에 포도당의 양 (mg)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저 장 법  (생  략)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750 nm에서 흡광도 A 를 측

정한다. 따로 검액 1 mL를 취하여 페링시액의 알칼리

성구리시액 2 mL를 섞은 다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용액 4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이하 위와 같

이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A  및 A 에 대응

하는 포도당의 양 (mg) G  및 G 를 포도당표준액검량

선에서 구한다.

  섬유소당화력 (단위/g) 

= (G  - G ) / 30 × 1 / 0.18 × 1 / W

  W : 검액 1 mL 중 검체의 양 (g)

◦ 역가정의 : 셀룰라제가 37 ℃에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에 작용할 때 반응초기의 1 분간에 1 μ

mole의 포도당에 상당하는 환원력 증가를 가져오는 효

소량을 섬유소당화력 1 단위라 한다.

◦ 포도당 검량선 : 포도당표준품을 105 ℃에서 6 시

간 건조하여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

여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1, 2, 3, 4 및 5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량선용표준액으로 한다. 물 1 mL 및 검량선용

표준액 1 mL씩을 취하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

륨용액 4 mL 및 페링시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하고 물

로 식힌 다음 비소몰리브덴산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 mL를 넣어 

침전물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

산ㆍ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들 

액 1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ㆍ아세트산나트륨

완충액 9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자외부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

도 A , A , A , A , A  및 A 를 측정한다. 세로축에 흡

광도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를, 가로축에 포도당의 양 (mg)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1000

Diastase·protease·cellulase 1000

(생  략)

성    상  (생  략)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1000

Diastase·protease·cellulase 1000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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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1) 전분당화력 (생  략)

 2) 전분호정화력 (생  략)

 3) 단백소화력 (pH 3.0) (생  략)

 4) 단백소화력 (pH 6.0) (생  략)

 5) 단백소화력 (pH 8.0) (생  략)

 6) 섬유소당화력 이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

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용액 4.0 mL를 취하여 37 ± 0.5 ℃에서 

10 분간 방치하고 검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정확하게 30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 

페링시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0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힌

다. 비소몰리브덴산시액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0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

트산나트륨완충액 9.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따로 검액 

1.0 mL를 취하여 알칼리동시액 2.0 mL를 섞은 다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0 mL를 넣고 흔

들어 섞는다. 이하 위와 같이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

정한다. 포도당검량선에서 A  및 A 에 대응하는 포도

당의 양 G  및 G 를 구한다.

   섬유소당화력 (단위/g)

  

T
 B

×


×검액mL 중 검체의 양 g


 

 ◦ 역가정의 : 셀룰라제가 37 ℃에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에 작용할 때 반응초기의 1 분간에 1 μ

mol의 포도당에 상당하는 환원력이 증가를 가져오는 효

소량을 섬유소당화력 1 단위라 한다.

  ◦ 포도당검량선 : 105 ℃에서 6 시간 건조한 포도당표

준품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 L로 

한다. 이 액 1.0, 2.0, 3.0, 4.0 및 5.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각각 1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0 mL, 카

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0 mL 및 페링시액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전분당화력 (현행과 같음)

 2) 전분호정화력 (현행과 같음)

 3) 단백소화력 (pH 3.0) (현행과 같음)

 4) 단백소화력 (pH 6.0) (현행과 같음)

 5) 단백소화력 (pH 8.0) (현행과 같음)

 6) 섬유소당화력 환원력의 증가가 검액 농도에 비례하는 

범위 내의 검액 농도가 되도록 검체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농도를 약 0.02 ∼ 0.08 섬유소당화력 

단위/mL로 한 용액을 검액으로 한다.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용액 4 mL를 취하여 37 ± 0.5 ℃에서 

10 분간 방치하고 검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정확하게 30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 페

링시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힌다. 비

소몰리브덴산시액 2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

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

완충액 9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따로 검액 1 mL를 

취하여 알칼리동시액 2 mL를 섞은 다음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이

하 위와 같이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포도당

검량선에서 A  및 A 에 대응하는 포도당의 양 G  및 

G 를 구한다.

   섬유소당화력 (단위/g) 

= (G  - G ) / 30 × 1 / 0.18 × 1 / W

  W : 검액 1 mL 중 검체의 양 (g)

 ◦ 역가정의 : 셀룰라제가 37 ℃에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에 작용할 때 반응초기의 1 분간에 1 μ

mol의 포도당에 상당하는 환원력이 증가를 가져오는 효

소량을 섬유소당화력 1 단위라 한다.

  ◦ 포도당검량선 : 105 ℃에서 6 시간 건조한 포도당표

준품 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 L로 한다. 

이 액 1, 2, 3, 4 및 5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각각 

1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 mL, 카르복시메틸셀룰로

오스나트륨용액 4 mL 및 페링시액의 알칼리성구리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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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칼리성구리시액 2.0 mL를 취하여 흔들어 섞고 마

개를 하여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물로 식힌다. 

다시 비소몰리브덴산시액 2.0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여기에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0 mL를 넣어 섞

어 침전을 녹인 다음 20 분간 방치하고 pH 4.5 아세트

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

륨완충액 9.0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곧 파장 

750 nm에서 흡광도 A , A , A , A 및 A 를 측정한다. 

따로 포도당용액 1 mL대신 물 1 mL를 가지고 동일하

게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종축에 흡광도차, 

횡축에 포도당의 양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저 장 법  (생  략)

2 mL를 취하여 흔들어 섞고 마개를 하여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물로 식힌다. 다시 비소몰리브덴산시

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여기에 0.5 mol/L 수산

화나트륨액 3 mL를 넣어 섞어 침전을 녹인 다음 20 

분간 방치하고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

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 mL를 넣고 흔

들어 섞은 다음 곧 파장 750 nm에서 흡광도 A , A , 

A , A 및 A 를 측정한다. 따로 포도당용액 1 mL대신 

물 1 mL를 가지고 동일하게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

정한다. 종축에 흡광도차, 횡축에 포도당의 양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2000II

Diastase·protease·cellulase 2000 II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정 량 법 1) 전분당화력 (생  략)

 2) 전분호정화력 (생  략)

 3) 단백소화력 (pH 3.0) (생  략)

 4) 섬유소당화력 이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

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용액 4.0 mL를 취하여 37 ± 0.5 ℃에서 

10 분간 방치하고 검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정확하게 30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 

알칼리 구리시액 2.0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히고, 비소몰리덴

산시액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는다 다시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0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을 녹

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

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0 mL로 한다. 이 액 1.0 mL

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파장 750 nm에

서의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따로 검액 1.0 mL를 취하

여 알칼리구리시액 2.0 mL를 섞은 다음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0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이하 위와 같이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포도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2000II

Diastase·protease·cellulase 2000 II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전분당화력 (현행과 같음)

 2) 전분호정화력 (현행과 같음)

 3) 단백소화력 (pH 3.0) (현행과 같음)

 4) 섬유소당화력 환원력의 증가가 검액 농도에 비례하는 

범위 내의 검액 농도가 되도록 검체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농도를 약 0.02 ∼ 0.08 섬유소당화력 

단위/mL로 한 용액을 검액으로 한다.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용액 4 mL를 취하여 37 ± 0.5 ℃에서 

10 분간 방치하고 검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7 

± 0.5 ℃에서 정확하게 30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 알

칼리 구리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히고, 비소몰리덴산시

액 2 mL를 넣어 흔들어 섞는다 다시 0.5 mol/L 수산

화나트륨액 3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을 녹이고 

20 분간 방치한 다음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

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따로 검액 1 mL를 취하여 알칼리구리시액 2 

mL를 섞은 다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이하 위와 같이 조작하여 흡

광도 A 를 측정한다. 포도당검량선에서 A  및 A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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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검량선에서 A  및 A 에 대응하는 포도당의 양 G

및 G 를 구한다.

  섬유소당화력 (단위/g)

  

T
 B

×


×검액mL 중 검체의 양 g



◦ 역가정의 : 셀룰라제가 37 ℃에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에 작용할 때 반응초기의 1 분간에 1 μ

mol의 포도당에 상당하는 환원력이 증가를 가져오는 효

소량을 섬유소당화력 1 단위라 한다. 

  포도당검량선 : 105 ℃에서 6 시간 건조한 포도당표준

품 1.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다. 이 액 1.0, 2.0, 3.0, 4.0 및 5.0 mL를 취하여 물

을 넣어 각각 1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0 mL, 카르

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용액 4.0 mL 및 알칼리구리

시액 2.0 mL를 취하여 흔들어 섞고 마개를 하여 수욕

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물로 식힌다. 다시 비소몰리

브덴산시액 2.0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여기에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0 mL를 넣어 섞어 침전을 녹

인 다음 20 분간 방치하고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

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0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곧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도 A , A , A , A  및 A 를 측정한다. 따로 포도당

용액 1 mL대신 물 1 mL를 가지고 동일하게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종축에 흡광도차, 횡축에 포도당

의 양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저 장 법  (생  략)

응하는 포도당의 양 G  및 G 를 구한다.

  섬유소당화력 (단위/g) 

= (G  - G ) / 30 × 1 / 0.18 × 1 / W

  W : 검액 1 mL 중 검체의 양 (g)

◦ 역가정의 : 셀룰라제가 37 ℃에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오스나트륨에 작용할 때 반응초기의 1 분간에 1 μ

mol의 포도당에 상당하는 환원력이 증가를 가져오는 효

소량을 섬유소당화력 1 단위라 한다. 

  포도당검량선 : 105 ℃에서 6 시간 건조한 포도당표준

품 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1, 2, 3, 4 및 5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각각 

10 mL로 한다. 각각의 액 1 mL, 카르복시메틸셀룰로

오스나트륨용액 4 mL 및 알칼리구리시액 2 mL를 취하

여 흔들어 섞고 마개를 하여 수욕에서 30 분간 가열한 

다음 물로 식힌다. 다시 비소몰리브덴산시액 2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여기에 0.5 mol/L 수산화나트륨액 3 

mL를 넣어 섞어 침전을 녹인 다음 20 분간 방치하고 

pH 4.5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pH 4.5 아세트산·

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9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곧 파장 750 nm에서의 흡광도 A , A , A , A  및 A

를 측정한다. 따로 포도당용액 1 mL대신 물 1 mL를 

가지고 동일하게 조작하여 흡광도 A 를 측정한다. 종축

에 흡광도차, 횡축에 포도당의 양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

성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아제팜 정

Diazepam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염산 900 mL를 써서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

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의 용출액을 필요

하면 시험액으로 적절하게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디아제팜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에 녹여 검액과 같은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디아제팜 정

Diazepam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염산 900 mL를 써서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

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 20 mL 

이상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디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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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 mol/L 염산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242 

nm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85 % 이상일 때 적합하

다.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디아제팜 (C16H13ClN2O)의 양 (mg)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S

T
×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의 메탄올용액(1 → 

25000)

  조작조건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디아제팜 (C H ClN O)의 양 (mg)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S

T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팜 (C16H13ClN2O) 약 2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

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아제

팜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에 녹여 정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0.1 mol/L 염산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242 nm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 AT 및 AS

를 측정한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85 % 이상일 때 적합하

다.

 디아제팜 (C16H13ClN2O)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  / A ）× (V' / V) × (1 / C) × 18 

  Ws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

  C : 1정 중 디아제팜의 표시량 (mg)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디아제팜 (C16H13ClN2O)의 양 (mg)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 × (Q  / Q ) × (1 / V)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의 메탄올용액(1 → 

25000)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

작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디아제팜 (C H ClN O)의 양 (mg)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 × (Q  / Q )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디아제팜 주사액

Diazepam Injection

(생  략)

제    법 (생  략)

디아제팜 주사액

Diazepam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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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pH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디아제팜 (C H ClN O)의 양 (mg)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S

T

 내부표준액  p-톨루알데히드의 메탄올용액(3 → 

10000)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칼럼온도 : (생  략)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65 : 35)

  유  량 : (생  략)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디아제팜 (C H ClN O)의 양 (mg)

= 디아제팜표준품의 양 (mg)× (Q  / Q )

 내부표준액  p-톨루알데히드의 메탄올용액(3 → 

10000)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13 : 7)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락티톨수화물

Lactitol Hydrat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4.0 g을 달아 제 1 법에 따

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5 mL를 

넣는다 (5 ppm 이하).

2) 환원당  이 약 약 0.5 g을 달아 물 2.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0.5 g/L 농도의 포도당시액 2.0 

mL를 표준액으로 한다. 각 용액에 동시에 알칼리성의 

타르타르산구리시액 1 mL을 넣고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 때 검액의 탁도는 적갈색 침전이 나타나는 표준액보

다 진하지 않다 (포도당으로서 0.2 % 이하).

  3) 유연물질  (생  략)

락티톨수화물

Lactitol Hydr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약 4 g을 달아 제 1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

는다 (5 ppm 이하).

2) 환원당  이 약 약 0.5 g을 달아 물 2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0.5 g/L 농도의 포도당시액 2 mL

를 표준액으로 한다. 각 용액에 동시에 알칼리성의 타르

타르산구리시액 1 mL를 넣고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 

때 검액의 탁도는 적갈색 침전이 나타나는 표준액보다 

진하지 않다 (포도당으로서 0.2 % 이하).

  3)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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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100×T

S
×S

i
  

  조작조건

  (생  략)

수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락티톨 (C H O )의 양 (mg) 

= 표준액 중 락티톨의 농도 (mg/mL)×S

T
×100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C  / C ) × (A  / A ) × 100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락티톨 (C H O )의 양 (mg) 

= 표준액 중 락티톨의 농도 (mg/mL) × (A  / A ) × 

100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레보플록사신 정

Levofloxacin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용출시험  (생  략)

  레보플록사신(C H FN O ·1/2H O)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

×S

T
× 



  W  : 레보플록사신 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레보플록사신(C H FN O ·1/2H O)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레보플록사신 정

Levofloxacin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레보플록사신(C H FN O ·1/2H O)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  × (V’/ V) × (1 / C) × 90

  W  : 레보플록사신 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레보플록사신(C H FN O ·1/2H O)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17

KP Forum Vol.16 No.2 (2019)



현   행 개 정 안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Loxoprofen Sodium Hydrate

(생  략)

성    상 이 약은 흰색 ~ 노란색을 띤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 또는 메탄올에 썩 잘 녹고 에탄올(95)에 녹

으며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의 수용액(1 → 20)은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약 1.0 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6.5 ∼ 8.5이다.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수    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록소프로펜나트륨 (C H NaO )의 양 (mg)

= 록소프로펜표준품의 양 (mg)×S

T
×1.0892

 내부표준액 벤조산에틸의 희석시킨 메탄올 (3 → 5) 용액

(1 → 50000)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Loxoprofen Sodium Hydrate

(현행과 같음)

성    상 이 약은 흰색 ~ 노란색을 띤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 또는 메탄올에 썩 잘 녹고 에탄올(95)에 잘 

녹으며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의 수용액(1 → 20)은 선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약 1.0 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20 mL에 녹인 액의 

pH는 6.5 ∼ 8.5이다.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록소프로펜나트륨 (C H NaO )의 양 (mg)

= 록소프로펜표준품의 양 (mg) × (Q  / Q ) × 1.089

 내부표준액 벤조산에틸의 희석시킨 메탄올(3 → 5)용액

(7 → 50000)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소프로펜나트륨 정

Loxoprofen Sodium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

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

게 취하여 표기량에 따라 1 mL 중 록소프로펜나트륨 

약 60 μ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생  략)

  록소프로펜나트륨 (C H NaO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

률 (%)

록소프로펜나트륨 정

Loxoprofen Sodium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

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표기량에 따라 1 mL 중 록소프로펜나트

륨 약 60 μg을 함유하도록 물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록소프로펜나트륨 (C H NaO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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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

T
× 


× 

  W  : 록소프로펜나트륨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록소프로펜나트륨(C H NaO )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칼럼온도 : (생  략)

  이동상 :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3.5)·아

세토니트릴혼합액(65 : 35)

  유  량 :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생  략)

  록소프로펜나트륨 (C H NaO )의 양(mg) 

  = 록소프로펜표준품의 양(mg) ×S

T
 × 1.089

  

  1.089 : 록소프로펜나트륨의 분자량/록소프로펜의 분자

량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 W  × (A  / A ) × (V' / V) × (1 / C) × 

450

  W  : 록소프로펜나트륨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록소프로펜나트륨(C H NaO )의 표시량 

(mg)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3.5)·아

세토니트릴혼합액(13 : 7)

  유  량 :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록소프로펜나트륨 (C H NaO )의 양 (mg) 

 = 록소프로펜표준품의 양 (mg) × (A / A ) × 1.089

  

  1.089 : 록소프로펜나트륨의 분자량/록소프로펜의 분자

량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말로틸레이트

Malotilat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흡 광 도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2) 중금속 (생  략)

3) 비소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인 다음 2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말로틸레이트

Malotil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말로틸레이트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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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로 말로틸레이트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메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61 nm에서의 흡

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말로틸레이트 (C H O S )의 양 (mg)

= 말로틸레이트표준품의 양 (mg) × (A / A )

  

저 장 법  (생  략)

아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작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말로틸레이

트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말로틸레이트 (C H O S )의 양 (mg)

= 말로틸레이트표준품의 양 (mg) ×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6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13 : 7)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말로틸레이트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말로틸레이트 정

Malotilate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가

루로 한다. 말로틸레이트 (C H O S ) 약 10 mg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0.0 mL로 

하고 이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말로틸레이

트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표준액 및 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말로틸레이트의 피크

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말로틸레이트 정

Malotilate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가

루로 한다. 말로틸레이트 (C H O S ) 약 10 mg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말로틸레이트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정확하

게 100 mL로 하고 이 액을 여과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말로틸

레이트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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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틸레이트 (C H O S )의 양 (mg)

= 말로틸레이트표준품의 양 (m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65 nm)

칼  럼 : 안지름 약 5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스강

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이 동 상 : 65 % 메탄올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  략)

  말로틸레이트 (C H O S )의 양 (mg)

= 말로틸레이트표준품의 양 (mg) ×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6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강

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13 : 7)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말로틸레이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토카르바몰

Methocarbamol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2) 유연물질 이 약 0.1 ｇ을 달아 메탄올 13 mL를 넣

어 녹이고 pH 4.5 완충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은 24 시간 이내에 쓴다. 따

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20 mg을 달아 10 mL 용량플

라스크에 넣고 구아이페네신표준품 20.0 mg을 메탄올

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 1.0 mL 및 메탄올 

2.0 mL를 넣어 녹이고 pH 4.5 완충액을 표선까지 채

워 표준액으로 한다. 이 액은 24 시간 이내에 쓴다. 검

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에서 얻은 메토

카르바몰의 피크면적 및 메토카르바몰에 대한 상대유지

시간이 0.5 보다 큰 모든 피크면적을 구한다 (2.0 % 

이하).

유연물질의 양 (%) = 100×S


×T

i

  A  : 표준액의 구아이페네신의 피크면적 (%)

메토카르바몰

Methocarbamol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이 약 약 0.1 ｇ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에 넣어 녹이고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

아 이동상에 넣어 녹이고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에서 얻은 메토카르바몰의 피크면적 및 메토카르바몰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이 0.5 보다 큰 모든 유연물질의 피

크면적을 구한다 (총 유연물질 2.0 % 이하).

유연물질의 양 (%) 

= (A  / A ) × (C  / C ) × (1 / RRF) ×100

  A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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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검액 중 모든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  : 검액 중 모든 유연물질 및 메토카르바몰의 총 피

크면적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75 : 25)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구아이페네신의 피크면적 백분율은 2.4 ± 

1.0이며 구아이페네신, 메토카르바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 백분율의 상대표준

편차는 4.0 % 이하이다. 

◦ pH 4.5 완충액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 약 0.1 ｇ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을 넣어 녹여 표선까지 채워 섞는

다. 이 액 4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

크에 넣고 메탄올을 넣어 표선까지 채워 섞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

  A  : 표준액에서 얻은 메토카르바몰의 피크면적

  C  : 표준액의 농도 (mg/mL)

  C  : 검액의 농도 (mg/mL)

  RRF : 상대반응계수

성분명 상대유지시간 상대반응계수

구아이페네신 0.84 1.2

메토카르바몰

이성질체1)
0.90 1.0

메토카르바몰 1.00 -

메토카르바몰

디옥솔라논2)
1.30 1.0

1) 1-히드록시-3-(2-메톡시페녹시)프로만-2-일 카

르바메이트

  2) 4-[(2-메톡시페녹시)메틸]-1,3-디옥솔란-2-온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7 : 3)

유  량 : 0.8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구아이페네신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 1.0 mL과 

메토카르바몰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

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

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구아이페네신과 메토카르바몰

의 분리도는 3.5 이상이다.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메토카르바몰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 백분율의 상대표준

편차는 4.0 % 이하이다.

◦ pH 4.5 완충액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약 0.1 ｇ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넣

어 녹이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약 0.1 g을 정

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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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메탄올에 녹여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메탄올을 대조로 하

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274 nm 부

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 )의 양 (mg)

= 메토카르바몰표준품의 양 (mg)×S

T

저 장 법 (생  략)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토카르바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 )의 양 (mg)

= 메토카르바몰표준품의 양 (mg)×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 일정온도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3 : 1)

유  량 : 0.8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구아이페네신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 1.0 mL과 

메토카르바몰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

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

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구아이페네신과 메토카르바몰

의 분리도는 3.5 이상이며,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조

작할 때 메토카르바몰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0.73 % 이하이다.

◦ pH 4.5 완충액  인산이수소칼륨 6.8 ｇ을 물 1000 

mL에 녹이고 6 mol/L 인산 또는 10 mol/L 수산화칼륨

액을 넣어 pH를 4.5 ± 0.05로 조정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토카르바몰 정

Methocarbamol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

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검액으로 하여 정

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75 

메토카르바몰 정

Methocarbamol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써서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

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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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메토카르바몰 (C11H15NO5) 약 0.1 g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pH 4.5 완충액 약 50 

mL, 메탄올 25 mL 및 내부표준액 5.0 mL를 넣고 10 

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pH 4.5 완충액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처음 여액 2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카

르바몰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pH 4.5 완충액 

약 50 mL, 메탄올 25 mL에  녹인 다음 내부표준액 5.0 

mL를 넣고 pH 4.5 완충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메토카르바몰의 피

크면적비 Q  및 Q 를 구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 )의 양 (mg)

을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0.1 mg/mL이 되도

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

지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메토카르바몰(C H NO )

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메토카르바몰(C H NO )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C  × (A / A  × (V' / V) × (1 / C) × 90000

  C  : 표준액의 농도 (mg/mL)

  C : 1 정 중 메토카르바몰(C H NO )의 표시량 

(mg)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구아이페네신표준품 20 mg을 정밀하

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 1.0 

mL과 메토카르바몰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

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구아이페네신과 메

토카르바몰의 분리도는 3.5 이상, 메토카르바몰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

차는 2.0 % 이하이다.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 )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

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약 60 mL 넣어 30 분간 초음

파 처리한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고 공경 0.45 μm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검액과 같은 방

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토카르바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 )의 양 (mg)

= 메토카르바몰표준품의 양 (mg)×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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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토카르바몰표준품의 양 (mg)×S

T

  내부표준액  3 mg/mL 카페인의 메탄올용액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0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3 ~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70 : 30)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생  략) 

◦ pH 4.5 완충액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 일정온도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7 : 3)

유  량 : 0.8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구아이페네신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 1.0 mL과 

메토카르바몰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

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

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구아이페네신과 메토카르바몰

의 분리도는 3.5 이상, 메토카르바몰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 pH 4.5 완충액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토카르바몰 주사액

Methocarbamol Injection

(생  략)

제    법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알데히드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의 메토카르바몰 (C H NO )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카르바몰

메토카르바몰 주사액

Methocarbamol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알데히드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메토카르바몰 (C H NO )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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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토카르바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 )의 양 (mg)

= 메토카르바몰표준품의 양 (mg)×S

T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0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3 ~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70 : 30)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생  략)

◦ pH 4.5 완충액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따로 메토카르바몰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

동상에 녹여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토카르바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다.

메토카르바몰 (C H NO5)의 양 (mg)

= 메토카르바몰표준품의 양 (mg)×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3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 일정온도

이동상 : pH 4.5 완충액·메탄올혼합액(7 : 3)

유  량 : 0.8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구아이페네신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 1.0 mL과 

메토카르바몰표준품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

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

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구아이페네신과 메토카르바몰

의 분리도는 3.5 이상, 메토카르바몰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 pH 4.5 완충액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β-카로틴 현탁액30%

β-Carotene Suspension 30%

(생  략)

조    성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을 가지고 미국약전 β-카로틴의 확인시

험에 따라 시험한다.

베타카로텐 현탁액30%

β-Carotene Suspension 30%

(현행과 같음)

조    성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을 베타카로텐으로서 약 10 mg에 해당하

는 양을 취하여 물 30 mL를 넣고 에테르 50 mL를 써

서 추출한다. 수욕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헥

산 10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베타카로텐표준

품 약 10 mg을 달아 1-헥산 10 mL에 녹여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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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2) 과산화물가 이 약을 가지고 영국약전 일반시험법 과

산화물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 meq/g 이하이다.

정 량 법  이 약 약 0.167 g을 정밀하게 달아 미국약전 

β-카로틴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

에 점적한다. 다음에 시클로헥산·에테르혼합액(4：1)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염화안티몬시액을 고르게 뿌리거

나 또는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색상 및 R 값은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과산화물가 이 약을 베타카로텐으로서 약 5 g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취하여 아세트산(100)·클로로

포름혼합액(3 ： 2) 30 mL에 필요하면 약간 가온하여 

녹이고 쓸 때에 만든 포화요오드화칼륨시액 0.5 mL를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어두운 곳에 10분간 방치하고 

물 30 mL를 가하여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전분시액 1 

mL).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다음 식에 따라 과

산화물의 양을 구할 때 10 meq/kg 이하이다.

과산화물의 양 (meq/kg) = 10 × (V – V ) / W

  V :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비량 (mL)

  V  : 공시험에서의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

비량 (mL)

  W : 이 약의 채취량 (g)

정 량 법  이 약을 베타카로텐 (C H )으로서 약 1 mg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 10 

mL를 넣어 녹인 다음 에탄올(95) 60 mL를 넣어 60 

℃에서 30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에탄올(95)을 넣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베타카로텐표준품 5 mg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고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한 다음 에탄올(95)을 넣

어 정확하게 100 m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신속하게 조제하여 즉시 사용한다. 검액 및 표

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베타카로텐 (C H )의 양 (mg)

= 베타카로텐표준품의 양 (mg) × (A  / A ) × 0.2

　조작조건

　검출기：자외가시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450 nm)

　칼　럼：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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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이동상：에탄올(95)·테트라히드로푸란혼합액(99 : 1)

  유  량 : 0.8 mL/분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복방우르소데옥시콜산·타우린·

인삼30%에탄올엑스 캡슐

Compound Ursodeoxycholic Acid·Taurine·

Ginseng 30% Ethanol Extract Capsule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1) 우르소데옥시콜산 (생  략)

 2) 타우린 이 약을 가지고 복방티옥트산·오로트산콜

린·타우린액의 타우린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인삼30%에탄올엑스 (생  략)

 4) 이노시톨 및 티아민질산염 (생  략)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복방우르소데옥시콜산·타우린·

인삼30%에탄올엑스 캡슐

Compound Ursodeoxycholic Acid·Taurine·

Ginseng 30% Ethanol Extract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우르소데옥시콜산 (현행과 같음)

 2) 타우린 정량법 2) 타우린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3) 인삼30%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4) 이노시톨 및 티아민질산염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프부페라존나트륨

Cefbuperazone Sodium

(생  략)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 에 대하여 세

프부페라존 (C H N O S  : 627.65) 870 μg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선 광 도 (생  략) 

pH  이 약 1.0 g (역가)을 물 4 mL에 녹인 액의 pH는 

4.0 ~ 6.0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2) 중금속  (생  략) 

3) 비소  (생  략) 

4) 유연물질  (생  략)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

세프부페라존나트륨

Cefbuperazone Sodium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 mg 에 대하여 

870 μg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의 역가는 세프

부페라존 (C H N O S  : 627.65)으로서 양을 질량(역

가)으로 나타낸다.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이 약 1.0 g을 물 4 mL에 녹인 액의 pH는 4.0 ~ 

6.0이다.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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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시험한다.

<위치 이동>

시스템의 적합성

 검출의 확인 : (생  략) 

 시스템의 성능 :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 (생  략) 

측정범위 : 세프부페라존 유지시간의 약 2 배 범위

수    분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세프부페라존 (C H N O S )의 역가 (μg)

  = 세프부페라존표준품의 역가 (μg)×S

T

 내부표준액  아세트아닐리드의 이동상용액(1 → 4000)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칼럼온도 : (생  략)

이 동 상 : 물·아세토니트릴·아세트산(pH 5.0)・아

세트산나트륨완충액혼합액(83 : 13 : 4) 1000 mL에 

브롬화테트라 n-프로필암모늄 2.0 g을 녹인다. 

  유  량 : (생  략)

 시스템의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다.

측정범위 : 세프부페라존 유지시간의 약 2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성능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위치 이동>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세프부페라존 (C H N O S )의 양〔μg (역가)〕

 = 세프부페라존표준품의 양〔mg (역가)〕× (Q  / Q ) 

× 1000

 내부표준액  아세트아닐리드의 이동상용액(1 → 4000)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pH 5.0의 아세트산・아세

트산나트륨완충액혼합액(83 : 13 : 4) 1000 mL에 테

트라 n -프로필암모늄브롬화물 2.0 g을 녹인다.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재현성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세프부페라존나트륨

Cefbuperazone Sodium for Injection

(생  략)

  이 약은 쓸 때 녹여 쓰는 주사제로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20.0 %에 해당하는 세프부페라존(C H N O S

: 627.65)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세프부페라존나트륨을 가지고 주사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 20 mg (역가)을 달아 히드록시암모늄

염산염·에탄올시액 1 mL를 넣어 녹이고 3 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

주사용 세프부페라존나트륨

Cefbuperazone Sodium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이 약은 쓸 때 녹여 쓰는 주사제로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20.0 %에 해당하는 세프부페라존 (C H N O S

: 627.65)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세프부페라존나트륨」을 가지고 주사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20 mg (역가)을 달아 히드록실암모늄

염산염·에탄올시액 1 mL를 넣어 녹이고 3 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황산암모늄철(Ⅲ)시액 1 mL를 넣어 흔들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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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생  략)

  3)  (생  략)

pH  (생  략)

수    분  1.0 % 이하 (1.0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mL 

중 1 mg (역가)이 되게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으로 넣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부페

라존표준품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용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

음 이동상으로 50 mL가 되게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

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

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프부페라존의 피크면적비 Q  및 

Q 를 구한다.

세프부페라존(C H N O S )의 역가 (μg)

 세프부페라존표준품의 역가  × S

T
× 

   

◦ 내부표준액  아세트아닐리드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20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인 스테인레스강

관에 8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트산무수물 60.1 g 및 트리에틸아민 101.1 

g을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용액 4.0 

mL에 묽은아세트산 2 mL 및 아세토니트릴 120 mL를 

넣고 다시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유  량 :  세프부페라존의 유지시간이 약 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에 따라 시

험할 때 세프부페라존,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되고 

분리도가 10.0 이상인 것을 쓴다.

으면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수    분  1.0 % 이하 (1.0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mL 

중 1 mg (역가)이 되게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

프부페라존표준품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

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용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50 mL가 되게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프부페라존의 피

크면적비 Q  및 Q 를 구한다.

세프부페라존 (C H N O S )의 양〔μg(역가)〕

 = 세프부페라존표준품의 양〔mg (역가)〕× (Q / Q ) 

× 5 × 1000

   

◦ 내부표준액  아세트아닐리드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20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pH 5.0의 아세트산・아세트

산나트륨완충액혼합액(83 : 13 : 4) 1000 mL에 테트라 

n -프로필암모늄브롬화물 2.0 g을 녹인다.

유  량 :  세프부페라존의 유지시간이 약 16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세프부페라존의 순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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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출하고 그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세프부페라존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

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아노코발라민

Cyanocobalamin

(생  략)

성    상 이 약은 어두운 빨간색의 결정 또는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조금 녹으며 에탄올(95)에는 녹기 어렵

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3) 이 약 5 mg을 50 mL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5 

mL에 녹이고 차아인산 2.5 mL를 넣은 다음 짧은 냉각

기를 달고 냉각기의 끝은 시험관에 넣은 수산화나트륨

용액(1 → 50) 1 mL에 담근다.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2) 유연물질  이 시험은 차광시킨 용기를 사용한다. 이 

약 10 mg을 달아 이동상 10 mL에 정확하게 녹여 검

액으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에 

정확하게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생 

략)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칼럼온도 : (생  략)

이동상 : (생  략)

유  량 : (생  략)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에 정확하게 녹여 100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에 정확

하게 녹여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에서 얻은 시아

노코발라민의 피크면적이 시스템적합성용액의 시아노

코발라민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의 성능 :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 (생  략)

시아노코발라민

Cyanocobalamin

(현행과 같음)

성    상 이 약은 어두운 빨간색의 결정 또는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조금 녹으며 에탄올(99.5)에는 녹기 어렵

다.

이 약은 흡습성이다.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 약 5 mg을 50 mL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5 

mL에 녹이고 포스핀산 2.5 mL를 넣은 다음 짧은 냉각

기를 달고 냉각기의 끝은 시험관에 넣은 수산화나트륨

용액(1 → 50) 1 mL에 담근다.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이 시험은 차광시킨 용기를 사용한다. 이 

약 10 mg을 달아 이동상 10 mL에 정확하게 녹여 검

액으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생 

략)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현행과 같음)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

로 한다. 시스템적합성용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0 μL

에서 얻은 시아노코발라민의 피크면적이 시스템적합성

용액의 시아노코발라민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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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시아노코발라민 (C H CoN O P)의 양 (mg)

= 건조물로 환산한 시아노코발라민표준품의 양 

(mg)×S

T

저 장 법  (생  략)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측정범위 :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시아노코발라민 (C H CoN O P)의 양 (mg)

= 건조물로 환산한 시아노코발라민표준품의 양 (mg) 

× (A  / A )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아노코발라민 1000배산

0.1% Cyanocobalamine Powder

(생  략)

제    법  이 약은 시아노코발라민을 가지고 시트르산 등 

부형제에 미세하게 분산시켜 만든다. 이 약은 원료이다.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을 시아노코발라민(C H CoN O P)로서

약 1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

여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아노코발라민

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

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61 nm에서의 흡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시아노코발라민 CHCoNOP의양 mg

 시아노코발라민표준품의양 mg × S

T
×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시아노코발라민 1000배산

0.1% Cyanocobalamine Powder

(현행과 같음)

제    법  이 약은 「시아노코발라민」을 가지고 시트르산 

등 부형제에 미세하게 분산시켜 만든다. 이 약은 원료

이다.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시아노코발라민(C H CoN O P)으로

서 약 1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시

아노코발라민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을 대조로 하

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61 

nm에서의 흡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시아노코발라민 (C H CoN O P)의 양 (mg)

= 시아노코발라민표준품의 양 (mg) × (A  / A ) × 

0.05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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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나트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칼륨·

염화칼슘·염화마그네슘·포도당 투석액

Sodium Chloride, Sodium Acetate, 

Potas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and 

Dextrose Dialysis Solution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2) 비소 (생  략)

3) 5-히드록시메틸풀프랄류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발열성물질  (생  략)

정 량 법  1) 총나트륨 (생  략)

2) 칼륨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10.0 mL [칼륨(K) 

30 mg에 해당하는 양]를 취하여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칼륨 표준시약을 105 ℃

에서 2시간 건조하여 약 19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칼륨 약 

100 μg/mL). 또 염화나트륨 표준시약 1.689 g을 정

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고 이 액 

10.0 mL씩을 취하여 여기에 표준원액을 넣어 칼륨 0 

∼ 20 μg/mL 농도의 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원자흡광광

도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준액의 흡광도로부터 얻은 검

량선을 사용하여 검액 중의 칼륨 (K)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 : 칼륨중공음극램프

파장 : 766 nm

3) 칼슘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칼슘(Ca)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20.0 mL를 취하여 산화란타늄시액 20.0 mL를 

넣고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칼슘 표

준시약 약 1.249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 및 염

산 10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칼슘 약 500 μg/mL). 표준원액을 

염화나트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칼륨·

염화칼슘·염화마그네슘·포도당 투석액

Sodium Chloride, Sodium Acetate, 

Potas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and 

Dextrose Dialysis Solu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비소 (현행과 같음)

3) 5-히드록시메틸풀프랄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발열성물질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총나트륨 (현행과 같음)

2) 칼륨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칼륨(K) 30 mg에 해

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칼

륨 표준시약을 105 ℃에서 2 시간 건조하여 약 0.19 g

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

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칼륨 약 100 μg/mL). 또 염화

나트륨 표준시약 1.689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씩을 정확

하게 취하여 여기에 표준원액을 넣어 칼륨 0 ∼ 5 μ

g/mL 농도의 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준액의 흡광도로부터 얻은 검량선을 사용하

여 검액 중의 칼륨 (K) 함량을 구한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 : 칼륨중공음극램프

파장 : 766 nm

3) 칼슘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칼슘(Ca) 20 mg에 해

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산화

란타늄시액 20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칼슘 표준

시약 약 1.249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 및 염산 

10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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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칼슘 0 ∼ 16 μg/mL 농도의 액을 만들어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

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준액의 흡광도로

부터 얻은 검량선을 사용하여 검액중의 칼슘 (Ca) 양을 

구한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    프 : 칼슘중공음극램프

파    장 : 422.7 nm

  4) 마그네슘  (생  략)

  5) 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  (생  략)

  6) 총염소  (생  략)

7) 포도당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칼슘 약 500 μg/mL). 표

준원액을 가지고 검액과 같은 농도만큼 산화란타늄시액

을 넣고 칼슘 0 ∼ 16 μg/mL 농도의 액을 만들어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

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준액의 흡광도로

부터 얻은 검량선을 사용하여 검액중의 칼슘 (Ca) 양을 

구한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    프 : 칼슘중공음극램프

파    장 : 422.7 nm

  4) 마그네슘  (현행과 같음)

  5) 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  (현행과 같음)

  6) 총염소  (현행과 같음)

7) 포도당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테이코플라닌

Teicoplanin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pH  (생  략)

성분함량비  (생  략)

순도시험  1) 염화나트륨 (생  략)

  2) 중금속 (생  략)

  3) 잔류용매  이 약의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N,N-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녹이고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올 및 아세톤 약 1 g씩을 정밀하게 달아 

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넣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N,N-디메틸포름아

미드을 넣고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4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자동적분법으로 

검액의 메탄올의 피크면적 A  및 아세톤의 피크면적 

A , 표준액의 메탄올 피크면적 A   및 아세톤의 피크

면적 A 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이 약 중의 메탄

올 및 아세톤의 양을 구할 때 각각 0.5 % 이하 및 1.0 

테이코플라닌

Teicoplanin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성분함량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염화나트륨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잔류용매  이 약의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증류

수에 녹이고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고 증류수 

5 mL를 정확하게 가해 밀전하여 이를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올 및 아세톤 약 1 g씩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

틸설폭시드를 넣고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원액

으로 한다. 표준원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증류수

를 넣고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헤드스페이스용 바이알에 넣고 증류수 5 

mL를 정확하게 가해 밀전하여 이를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 m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

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자동적분법으로 검

액의 메탄올의 피크면적 A  및 아세톤의 피크면적 A , 

표준액의 메탄올 피크면적 A  및 아세톤의 피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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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다. 

메탄올의 양 (%)

=S ×S


×0.001×T


×100

  W  : 메탄올의 취한 양 (g)

  W  : 이 약의 취한 양 (g)

아세톤의 양 (%)

= S ×S


×0.001 ×T


×100

W  : 아세톤의 취한 양 (g)

W  : 이 약의 취한 양 (g)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2 mm, 길이 3 m의 기체관에 기체크로마

토그래프용폴리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화물을 150 ~ 18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그라파이트카본에 0.1 %의 

비율로 쪼인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70 ℃로 4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8 ℃씩 

210 ℃까지 승온시킨다.

검출기온도 : 240 ℃ 부근의 일정온도

운반기체: 질소

유   량 : 메탄올의 유지시간이 약 2 분, 아세톤의 유지시

간이 약 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표준액 4 μL에서 얻은 아세톤피크 높이

가 풀스케일 부근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4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메탄올, 아세톤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

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4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3 회 반복할 때 아세톤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A 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이 약 중의 메탄올 및 

아세톤의 양을 구할 때 각각 0.5 % 이하 및 1.0 % 이

하이다. 

메탄올의 양 (%)

= W  × (A / A ) × 0.001 × (1 / W ) × 100

  W  : 메탄올의 취한 양 (g)

  W  : 이 약의 취한 양 (g)

아세톤의 양 (%)

= W  × (A / A ) × 0.001 × (1 / W ) × 100

W  : 아세톤의 취한 양 (g)

W  : 이 약의 취한 양 (g)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53 mm, 길이 약 30 m의 용융실리

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로필

페닐 - 94 % 디메틸폴리실록산을 3.0 μm의 두께로 피

복한다.

칼럼온도 : 30 ℃로 5.5 분간 유지한 다음 매분 20 ℃씩 

240 ℃까지 승온하고 240 ℃로 20 분 동안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 140 ℃

검출기온도 : 250 ℃ 부근의 일절온도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20 cm/분

분할 비 : 1 : 5

헤드스페이스용 검체도입장치 조건

평형온도 : 80 ℃

평형시간 : 45 분

헤드스페이스용바이알 주입구 온도 : 90 ℃

검체도입부와 연결관 온도 : 105 ℃

가압시간 : 60 초

주입량 : 1 mL

시스템적합성

<삭  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메탄올, 아세톤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 m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

는 3.0 % 이하이다.

35

KP Forum Vol.16 No.2 (2019)



현   행 개 정 안

수    분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토코페롤숙시네이트칼슘

Tocopherol Calcium Succinat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이 약 및 토코페롤숙시네이트칼슘표준품을 건조한 

것 80 mg 씩에 사염화탄소 0.2 mL를 넣어 녹이고 이 

액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측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생  략)

흡 광 도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토코페롤숙시네이트칼슘

Tocopherol Calcium Succin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및 토코페롤숙시네이트칼슘표준품을 건조한 

것 80 mg 씩에 클로로포름 0.2 mL를 넣어 녹이고 이 

액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액막법에 따라 측

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3)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트라마돌염산염

Tramadol Hydrochloride 

염산트라마돌 C16H25NO2·HCl : 299.84

(1R,2R)-2-[(Dimethylamino)methyl]-1-(3-met

hoxy-phenyl)cyclohexan-1-ol hydrochloride 

[36282-47-0]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트라마돌염

산염 (C16H25NO2·HCl) 99.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 또는 메탄올에 잘 녹고 아세톤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위치 이동>

<신  설>

확인시험  

 <신  설>

트라마돌염산염

Tramadol Hydrochloride 

염산트라마돌 C16H25NO2·HCl : 299.84

(1R,2RS)-2-[(Dimethylamino)methyl]-1-(3-m

ethoxy-phenyl)cyclohexan-1-ol hydrochloride 

[36282-47-0]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트라마돌염

산염 (C16H25NO2·HCl) 99.0 ∼ 101.0 %를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매우 잘 녹고 메탄올, 에탄올(95) 및 아세

트산(100)에 잘 녹고 아세톤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융점 : 180 ∼ 184 ℃

이 약은 결정다형을 나타낸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의 에탄올

(95)용액(1 → 10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

럼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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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 및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순도시험의 유연물질 Ⅰ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할 때 검액 (2) 및 표준액 (1) 에서 

얻은 주반점의 R 값은 같다.

3) 이 약의 수용액(1 → 5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를 

나타낸다.

융    점 180 ∼ 184 ℃

선 광 도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은 무색이며 맑다. 

2) 액성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인 액 10 mL에 

메틸레드시액 0.1 mL를 넣고 0.01 mol/L 염산 0.2 mL

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갛다. 이 액에 노란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소비량은 

0.4 mL 이하이다.

3) 중금속  (생  략)

4) 유연물질 Ⅰ  이 약 0.10 g을 달아 메탄올 2 mL에 녹

여 검액 (1)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

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2)로 한다. 따로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 50 mg을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트라마돌유연물질 Ⅰ 표준

품 {(2RS)-2-[(디메틸아미노)메틸]시클로헥사논} 10 

mg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이고 이 액 1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또 트라마돌유연물질 Ⅱ 표준품 

{(1RS,2SR)-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

페닐)시클로헥산올} 5 mg을 달아 표준액 (1) 1 mL에 녹

여 표준액 (3)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3)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박층판을 

암모니아수(28)가 든 이중 전개조의 한 쪽에 넣어 박층판

의 2/3 이상이 전개되도록 20 분간 포화시킨 다음 다른 

한 쪽의 톨루엔·2-프로판올·강아모나이수혼합액(80 : 

1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시킨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요오드 증기를 1 시간 쏘인 

다음 자외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 (1)에서 얻은 유

연물질 Ⅰ의 반점은 표준액 (2)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

거나 크지 않다 (0.2 %). 표준액 (3)에서 얻은 크로마토

그램에서 명확하게 두 개의 반점이 분리될 때 유효하다.

5) 유연물질  이 약 0.15 g을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2.0 mL를 취

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이 약 및 트라마돌염산염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

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삭  제>

3) 이 약의 수용액(1 → 50)은 염화물의 정성반응 2)를 

나타낸다.

<위치 이동>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삭  제>

1) 액성  이 약 1 g을 물 20 mL에 녹인 액 10 mL에 메

틸레드시액 0.2 mL를 넣고 0.01 mol/L 염산 0.2 mL를 

넣을 때 액의 색은 빨갛다. 이 액에 노란색이 나타날 때

까지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을 넣을 때 소비량은 

0.4 mL 이하이다.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1) 이 약 0.10 g을 메탄올 2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

적한다. 박층판을 암모니아증기 중에서 20 분간 방치한 다

음 톨루엔·이소프로판올·25 % 암모니아수혼합액(80 : 

1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시킨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이것을 요오드증기 중에서 1 시간 방

치하고 자외선 (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R값 약 0.5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2) 이 약 0.15 g을 이동상에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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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동상을 넣어 10 mL로 하고 이 액 1.0 mL에 이

동상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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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피크 

이외 피크의 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0.5 

배 이하이며 (0.1 %), 주피크 이외 피크들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에서 얻은 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0.4 

%). 다만,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의 0.1 배보다 작

은 피크는 제외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이동상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혼합액(0.2 : 100)·

아세토니트릴혼합액(705 : 295)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트라마돌유연물질 Ⅱ 표준품 5 mg을 

검액 4.0 mL에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

질 Ⅱ 피크와 트라마돌 피크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수    분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 약 0.18 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

(100) 25 mL에 녹이고 아세트산탈수물 10 mL를 넣어 

섞고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

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

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29.984 mg C16H25NO2·HCl

저 장 법  (생  략)

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에서 얻은 트라마돌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0.9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에서 얻

은 트라마돌 피크면적의 1/5 보다 작고(0.2 % 이하), 검

액의 트라마돌 및 위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트라마

돌피크면적의 1/10 보다 작다(0.1 % 이하). 또, 검액의 

트라마돌 이외의 피크면적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트라

마돌의 피크면적의 2/5 보다 작다(0.4 % 이하).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물혼합액(0.2 : 100)·

아세토니트릴혼합액(141 : 59)

유  량 : 트라마돌 유지시간이 약 5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트라마돌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5000단 이상,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회 반복 조작할 때 트라마돌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약 0.18 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

(100) 25 mL에 녹이고 아세트산탈수물 10 mL를 넣어 

섞고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

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

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29.98 mg C16H25NO2·HCl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티옥트산

Thioctic Acid

(생  략)

성    상  (생  략)

티옥트산

Thioctic Acid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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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융    점  (생  략)

순도시험 1) 염화물 (생  략)

  2) 황산염 (생  략)

  3) 중금속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5 m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황산데시케이터에서 4 시간 건조한 티옥트산표준

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에 녹여 

100.0 mL로 만들고 이 액 10.0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클로로포름을 넣어 10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표준액 및 클로로포름 2.0 mL씩을 각각 취하

고 70 ℃ 수욕에서 서서히 증발건고시킨 후 식혀 잔류

물에 2,6-디브로모퀴논클로르이미드 0.4 g을 95 % 에

탄올에 녹여 100 mL로 한 용액 2 mL를 넣고 마개를 

한 후 15 분간 방치하고 pH 2.2 염화칼륨·염산완충액 

10 mL를 넣은 다음 95 % 에탄올을 넣어 25.0 mL로 

한 다음 공시험액을 대조로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440 nm 에서 흡광도 A 및 A 를 

측정한다. 

티옥트산 (C H O S )의 양(mg)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 (mg)×S

T
×



저 장 법  (생  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염화물 (현행과 같음)

  2) 황산염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티옥트산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의 조제와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티옥트산의 피크

면적 A  및 A 를 구한다. 

티옥트산 (C H O S )의 양(mg)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 (mg)×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1 % 인산 수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3 : 

2)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할 때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티옥트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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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옥트산 정

Thioctic Acid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용출시험  (생  략)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약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아

세토니트릴혼합액 (117 : 91 : 18)을 인산 (8.3 → 

100)으로 pH 3.0 ∼ 3.1로 조절한다,

유  량 :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5회 반복할 때 티옥트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0.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  인산이수소칼륨 

1.36 g을 물에 녹여 2000 mL로 한다.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

아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티옥트산 

(C H O S ) 약 50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

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의 조제와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각 액의 티옥트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

다.

    티옥트산 (C H O S )의 양(mg)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m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이동상 : (생  략)

티옥트산 정

Thioctic Acid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

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1 % 인산 수용액·아세토니트릴혼합액(3 : 

2)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티옥트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삭  제>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티옥트산 

(C H O S ) 약 50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

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의 조제와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각 액의 티옥트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

다.

    티옥트산 (C H O S )의 양(mg)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mg) ×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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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량 : (생  략)

<신  설>

저 장 법  (생  략)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티옥트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티옥트산 주사액

Thioctic Acid Injection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pH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티옥트산(C H O S ) 

50 mg 해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티옥트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다.

 티옥트산 (C H O S )의 양(mg)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 (m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칼  럼 : (생  략)

  이동상 : (생  략)

  유  량 : (생  략)

<신  설>

    

  

티옥트산 주사액

Thioctic Acid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티옥트산(C H O S ) 

50 mg 해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옥트산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티옥트산의 피크면적 A  및 A 를 구한다.

 티옥트산 (C H O S )의 양(mg)

= 티옥트산표준품의 양 (mg) ×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현행과 같음)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티옥트산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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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페니실린G칼륨

Penicillin G Potassium for Injection

(생  략)

제    법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결 정 성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용해상태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 10 개 이상을 취하여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페니실린 G칼륨 약 6 × 104 단위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이고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니실린G칼륨표준

품 약 6 × 104 단위를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이고 정

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페니실린 G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페니실린 G 칼륨 (C H KN O S)의 양 (단위)

= 페니실린 G 칼륨표준품의 역가 (μg)×S

T

조작조건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주사용 페니실린G칼륨

Penicillin G Potassium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10 개 이상을 취하여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페니실린G칼륨 약 6 × 104 단위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이고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니실린G칼륨표준품 

약 6 × 104 단위를 정밀하게 달아 물에 녹이고 정확하

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페니실린G칼륨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페니실린G칼륨 (C H KN O S)의 양 (단위)

= 페니실린G칼륨표준품의 양〔mg (역가)〕× (A / 

A )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페니실린G칼륨

Penicillin G Potassium

(생  략)

페니실린G칼륨

Penicillin G Potassium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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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결 정 성  (생  략)

선 광 도  (생  략)

pH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2) 중금속 (생  략)

3) 비소 (생  략)

4) 유연물질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무균시험  (생  략)

엔도톡신  (생  략)

열안정성  (생  략)

페니실린 G칼륨 함량 (질량비율로서)  (생  략)

정 량 법 이 약 약 60 mg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산염

완충액(pH 6.0)을 넣어 녹인 다음 mL 당 2000 단위 

(역가)를 함유하도록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니실린 G 칼륨표준품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1 % 인산염완충액(pH 

6.0)을 넣어 녹인 다음 mL 당 2000 단위 (역가)를 함

유하도록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100 mL 요오드적정용플라스크에 넣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2.0 mL를 넣어 15 분간 방치

한 다음 희석시킨 염산(1 → 10) 2.0 mL 및 0.01 

mol/L 요오드액 10.0 mL를 넣은 다음 15 분간 방치하

고 필요하면 사염화탄소 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마

이크로뷰렛을 써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따로 검액 및 표준액 2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0.01 mol/L 요오드액 

10.0 mL를 넣은 다음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15 분간 방치하지 않는다)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검

액 및 표준액에 소비된 0.01 mol/L 요오드액의 양 

(mL)을 각각 V  및 V 로 한다.

검액 중 페니실린 G 칼륨의 역가

= 페니실린 G 칼륨표준품의 역가×S

T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열안정성  (현행과 같음)

페니실린 G칼륨 함량 (질량비율로서)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약 6 × 104 단위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

니실린G칼륨표준품 약 6 × 104 단위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페니실린G

칼륨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한다.

페니실린G칼륨 (C H KN O S)의 양 (단위)

= 페니실린G칼륨표준품의 〔mg (역가)〕× (A / A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7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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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이동상 : 인산수소이암모늄용액(33 → 5000)·아세토니

트릴혼합액(19 : 6) 에 인산을 넣고 pH를 8.0으로 조정

한다. 

유  량 : 페니실린G칼륨의 유지시간이 약 7.5 분이 되도

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벤질페니실린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

수는 각각 6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페니실린G칼륨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2)  (생  략)

순도시험 1) 암모늄  (생  략)

 2) 중금속  (생  략)

 3) 비소 (생  략)

 4) 스티렌 이 약 10.0 g을 달아 아세톤 10 mL를 넣

어 3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

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티렌 10 mg을 달아 

아세톤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톤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스티렌의 피크높이 H  및 H

를 측정할 때 H 는 H 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2 m인 관에 폴리에틸

렌글리콜 20 M을 149 ~ 177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

프용규조토에 15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9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스티렌의 유지시간이 약 9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암모늄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스티렌 이 약 10.0 g을 달아 아세톤 10 mL를 넣

어 3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

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티렌 10 mg을 달아 

아세톤을 정확하게 50 mL 넣은 후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아세톤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스티렌의 피크면적 A  및 A 를 측정할 때 A 는 

A 보다 크지 않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강

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 : 1)

유  량 : 스티렌의 유지시간이 7∼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44

KP Forum Vol.16 No.2 (2019)



현   행 개 정 안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스티렌 10 mg을 아세톤 1000 mL에 

녹인다. 이 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스티렌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800 단 

이상,  0.8 ~ 1.2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스티렌의 피크높이의 상대표

준편차는 5 % 이하이다. 

5) 나트륨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미 립 자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스티렌 및 파라옥시벤조산부틸 20 mg

씩을 아세톤 100 mL에 녹인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톤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부틸, 스

티렌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스티렌의 피크높이의 상대표

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5) 나트륨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미 립 자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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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적제제 등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유전자재조합)

Erythropoietin concentrated solution (rDNA)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1) 생물학적 확인  (생략)

  2) 모세관 전기영동 (생략)

  3)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 및 면역블롯팅

(생략)

  4) 펩티드 지도

  검액 : 이 약을 트리스-아세트산 완충액 (pH 8.5)으

로 희석하여 단백질 농도가 1.0 mg/mL가 되도록 한

다. 이 액을 투석 혹은 멤브레인 필터 여과 등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트리스-아세트산 완충액 (pH 8.5)

으로 평형시킨 다음 폴리프로필렌 시험관으로 옮긴다. 

이 액 0.25 mL에 새로 만든 1 mg/mL의 트립신 용액 

5 μL를 넣는다. 시험관의 마개를 닫고 37 ℃에서 18 

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즉시 동결하여 반응을 중단

한다. 

  표준액 : 에리스로포이에틴 표준품을 물에 녹여 단백

질 농도가 1.0 mg/mL가 되도록 한다. 이후 과정은 

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

은 크로마토그램의 양상은 표준액에서 얻은 크로마토

2) 생물학적제제 등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유전자재조합)

Erythropoietin concentrated solution (rDNA)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생물학적 확인 (현행과 같음)

  2) 모세관 전기영동 (현행과 같음)

  3)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 및 면역블롯팅

(현행과 같음)

  4) 펩티드 지도

  검액 : 이 약을 트리스-아세트산 완충액 (pH 8.5)으

로 희석하여 단백질 농도가 1.0 mg/mL가 되도록 한

다. 이 액을 투석 혹은 멤브레인 필터 여과 등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트리스-아세트산 완충액 (pH 8.5)

으로 평형시킨 다음 폴리프로필렌 시험관으로 옮긴다. 

이 액 0.25 mL에 새로 만든 1 mg/mL의 트립신 용액 

5 μL를 넣는다. 시험관의 마개를 닫고 37 ℃에서 18 

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즉시 동결하여 반응을 중단

한다. 

  표준액 : 에리스로포이에틴 표준품을 물에 녹여 단백

질 농도가 1.0 mg/mL가 되도록 한다. 이후 과정은 

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

은 크로마토그램의 양상은 표준액에서 얻은 크로마토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호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2부 개정(안) - 의견수렴용

  바이오의약품의 제품 품질관리에 기여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공정서와 비

교검토를 통해 국제조화하여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의 2) 생물학적제제 등에 실린 에리스로포

이에틴 농축액 (유전자재조합)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업계의 의견 및 국제조화에 따

라 시험법을 개선한 것으로 5) 첨가제의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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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일치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부틸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물‧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합액 (999.4 

: 0.6)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물‧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합

액 (899.4 : 100 : 0.6)

시  간 

(분)

유  량

(mL/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유출조건

0 ~ 10 0.75 100 0 일정 농도

10 ~ 125 0.75 100 → 39 0 → 61
선형 

농도기울기

125 ~ 135 1.25 39 → 17 61 → 83
선형 

농도기울기

135 ~ 145 1.25 17 → 0 83 → 100
선형 

농도기울기
145 ~ 150 1.25 100 0 일정 농도

  칼럼 평형화: 이동상 A를 15분 이상 흘려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검액과 표준액의 크로마토그램은 표

준품의 표준 크로마토그램과 정성적으로 유사하다.

  5) N-말단 서열 분석 (생략)

순도시험 1) 이량체 및 고분자량 유연물질

  검액 : 이 약을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단백질 농도가 

0.2 mg/mL가 되도록 한다.

  표준액 : 검액 0.02 mL에 이동상을 넣어 1 mL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주피

크보다 앞에 검출되는 모든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

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2 % 이하).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약 7.5 mm, 길이 약 60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분자량 범위가 20000 ~ 200000인 구

형 단백질의 분획에 적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친

수성실리카겔을 충전한다.

그램과 일치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엔드 캡피된 부틸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

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물‧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합액 (999.4 

: 0.6)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물‧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합

액 (899.4 : 100 : 0.6)

시  간 

(분)

유  량

(mL/분)

이동상 A

(vol%)

이동상 B

(vol%)
유출조건

0 ~ 10 0.75 100 0 일정 농도

10 ~ 125 0.75 100 → 39 0 → 61
선형 

농도기울기

125 ~ 135 1.25 39 → 17 61 → 83
선형 

농도기울기

135 ~ 145 1.25 17 → 0
83 → 

100
선형 

농도기울기
145 ~ 150 1.25 100 0 일정 농도

  칼럼 평형화: 이동상 A를 15분 이상 흘려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검액과 표준액의 크로마토그램은 표

준품의 표준 크로마토그램과 정성적으로 유사하다.

  5) N-말단 서열 분석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이량체 및 고분자량 유연물질

  검액 : 이 약을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단백질 농도가 

0.2 mg/mL가 되도록 한다.

  분리도액 : 에리스로포이에틴의 SEC-system 

suitability CRS를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농도가 0.2 

mg/mL가 되도록 한다.

  표준액 : 분리도액 0.02 mL에 이동상을 넣어 1 mL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주피

크보다 앞에 검출되는 모든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

액에서 얻은 주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2 % 이하).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약 7.5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분자량 범위가 20000 ~ 200000인 구

형 단백질의 분획에 적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친

수성실리카겔을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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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상 : 인산일수소나트륨무수물 1.15 g, 인산이수

소칼륨 0.2 g, 염화나트륨 23.4 g을 물 1000 mL로 

한다. 필요시 pH 7.4로 적정한다.

  유  량 : 0.5 mL/분

  측정시간 : 검액을 주입한 다음 60 분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의 주피크 면적은 검액의 주

피크 면적의 1.5 % ~ 2.5 %이다.

  2) 시알산 (생략)

엔도톡신  (생략) 

정 량 법 1) 단백질 함량  이 약을 탄산수소암모늄 4 

g에 물 1000 mL을 넣어 녹인 용액으로 희석하여 검

액으로 한다.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50 ~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파장 400 nm까지의 광산

란에 대하여 보정하였을 때 파장 276 ~ 280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비흡광도를 이용하여 에리스로

포이에틴의 농도를 계산하였을 때 표시 농도의 80 % 

~ 120 %이다.

  2) 역가 (생략)

저 장 법  (생략)

  이동상 : 인산일수소나트륨무수물 1.15 g, 인산이수

소칼륨 0.2 g, 염화나트륨 23.4 g을 물 1000 mL로 

한다. 필요시 pH 7.4로 적정한다.

  유  량 : 0.5 mL/분

  측정시간 : 에리스로포이에틴 단량체 유지시간의 2배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의 주피크 면적은 검액의 주

피크 면적의 1.5 % ~ 2.5 %이다.

  분리도: 분리도액 크로마토그램에서 에리스로포이에

틴 이량체와 단량체의 분리도는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알산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단백질 함량  탄산수소암모늄 4 g에 물 

1000 mL을 넣어 녹인 용액으로 250 μL를 에리스로

포이에틴 표준품 바이알에 넣어 검액을 제조한다.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50 ~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파장 400 nm까지의 광산

란에 대하여 보정하였을 때 파장 276 ~ 280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비흡광도를 이용하여 에리스로

포이에틴의 농도를 계산하였을 때 표시 농도의 80 % 

~ 120 %이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의 함량 (%)

농도(%)= (A280 × DF) / EC × 100

  DF (희석인자) : (실제 측정에 사용한 검체의 용량) / 

(표시 농도를 토대로 1 mg/mL로 희석한 검체의 이론

적 용량 = 125 μL)

   EC (흡광계수) = 0.743

  2) 역가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5) 첨가제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Low Substituted Hydroxypropylcellulos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pH  (생  략)

5) 첨가제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Low Substituted Hydroxypropylcellulos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48

KP Forum Vol.16 No.2 (2019)



현   행 개 정 안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50 μL를 요

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15 μL로 하고 시험에 쓰는 검

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2 μL씩으로 하며 내부표준액

은 n-옥탄의 o-자일렌용액(1 → 50)으로 한다.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 H O )의 양 (%)

  = S

T
×검체의 양 mg

S
×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1) 장치  분해병 : 5 mL의 유리로 만든 내압

나사마개병으로 밑부분의 안쪽이 원추꼴로 되어 있고 

바깥지름 약 20 mm, 머리부분까지의 높이 약 50 mm, 

높이 약 30 mm까지의 부피가 2 mL로 마개는 내열성 

수지로 만든 것, 안쪽마개 또는 실(seal)은 불소수지로 

만든 것.

가열기 : 두께 60 ∼ 80 mm의 각형금속알루미늄제블

록에 지름 20.6 mm, 깊이 32 mm의 구멍을 뚫은 것으

로 블록내부의 온도를 ± 1 ℃의 범위로 조절할 수 있

는 구조를 가진 것.

2) 조작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65 mg을 정밀하게 달

아 분해병에 넣고 아디프산 65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넣어 마개를 하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분해병을 30 초간 흔들어 섞은 

다음 가열기를 써서 150 ℃에서 5 분마다 흔들어 섞으

면서 30 분간 가열하고 다시 30 분간 가열을 계속한다.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감량이 10 mg 이

하인 것의 위층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디프산 65 

mg, 내부표준액 2.0 mL 및 요오드화수소산 2.0 mL를 

분해병에 취하여 마개를 하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요오드화이소프로필 15 μL를 넣고 그 질량을 정밀하

게 단다. 분해병을 30 초간 흔들어 섞은 다음 위층을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

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피

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 H O )의 양 (%)

= (QT / QS) × [W  / 검체의 양(mg)] × 44.1

  W  : 표준액 중 요오드화이소프로필의 양 (mg)

내부표준액  n-옥탄의 o-자일렌용액(1 → 50)

조작조건

검출기 : 열전도도검출기 또는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 mm, 길이 약 3 m인 관에 메틸실

리콘폴리머를 180 ∼ 250 μm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용규조토에 20 %의 비율로 피복한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10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 열전도도검출기를 쓰는 경우는 헬륨, 불꽃이

온화검출기를 쓰는 경우는 헬륨 또는 질소

유  량 : 내부표준물질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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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  략)

록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 : 표준액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요오드화이소프로필,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각각의 피크가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을 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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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인산이수소칼륨완충액, 0.2 mol/L, pH 6.2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 50 mL에 0.2 mol/L 수산화나트륨

시액 8.1 mL을 넣어 pH를 6.2로 조정하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한다.

 차아인산 H PO  〔최순품〕 차아인산  H PO   포스핀산 참조

<신  설>

테트라 n-프로필암모늄브롬화물 [CH CH CH ]4NBr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순도시험 용해상태 : 이 약 1.0 g을 물 20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으로 맑다.

  함량 : 98.0 % 이상.

  정량법 : 이 약 약 0.4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묽은질산 5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으면서 

0.1 mol/L 질산은액으로 적정한다 (전위차적정법). 같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질산은액 1 mL = 26.63 mg  C H NBr

 

<신  설>

포스핀산 H PO   무색 〜 연한 노란색의 점성액이다. 

  확인시험 1) 이 약 0.5 mL에 과산화수소(30) 0.5 mL 

및 희석시킨 황산(1 → 6) 0.5 mL를 넣고 수욕상에서 

거의 증발건고하고, 식힌 다음 물 10 mL 및 암모니아

시액 5 mL를 넣고 마그네시아시액 5 mL를 넣을 때 흰

색침전이 생긴다.

  2) 이 약 1 mL에 요오드시액 1mL에 물 20 mL를 넣

은 액을 넣을 때 액의 요오드 색은 없어진다.

  함량  30.0 〜 32.0 %

  정량법  이 약 1.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50 mL로 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요오드병에 넣고, 0.05 mol/L 브롬액 50 mL를 

정확하게 넣는다. 여기에 물 100 mL 및 희석시킨 황산

(1 → 6) 10 mL를 넣고, 즉시 마개를 하고 가만히 흔

들어 섞은 다음 3 시간 방치한다. 다음에 요오드화칼륨

시액 20 mL를 넣고 즉시 마개를 하여 세게 흔들어 섞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각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시험법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

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중 2) 시약·시액의 개정 및 

신설(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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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유리된 요오드를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

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 mL). 같은 방법으

로 공시험을 한다.   

  0.05 mol/L 브롬액 1 mL = 1.650 mg H3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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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신설(안) - 의견수렴용

공정분석기술에 의한 실시간 출하 

시험에서의 함량 균일성 평가를 위한 판정 

기준

1. 서론

최근 공정분석기술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의 발전과 함께 실시간 출하 

시험 (Real Time Release Testing; RTRT)에

서의 함량 균일성 평가를 위한 시료 수와 판정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다. PAT에 따른 RTRT는 

근적외 흡수 스펙트럼 측정법 (NIR)과 같은 비파

괴 측정법에 따라 공정에서 다량의 샘플을 실시

간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량의 데

이터가 단기간에 생성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

정 관리 및 공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

게 되지만,  시험 샘플 량 (샘플 크기)이 100 개 

를 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일본 약전 일반 시

험법의 제제 균일성 시험법의 판정 기준, 즉 샘플 

크기로 1 단계 10 개, 2 단계 30 개를 이용한 2 

단계 시험에 대한 판정 기준으로는 적절한 판정

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판정 기준으로는 30 개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 

한 경우, 표시량의 25.0 % 이상의 편차를 보인 

제제가 샘플 중 1 개라도 있으면 부적합 되지만, 

샘플 크기가 100을 넘는  PAT에서는, 1 회 시

험에서 이상치를 나타내는 제제 (outlier)가 출현 

할 확률이 샘플 크기가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빈도가 된다. 이 참고 정보에서는 샘플 크기가 

100을 초과하는 RTRT에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

의 개념을 나타낸다.

2. 판정 기준의 이론적 배경

일본 약전의 함량 균일성 시험은 출하를 위한 최

종 시험이지만, 이른바 무작위추출 시험의 일종이

다. 무작위추출 시험은 대량의 모집단, 즉 로트 

또는 배치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시험하는 것이며 

추출한 샘플의 양 즉 샘플 크기에 따라 원래의 

모집단 로트에 대한 추정의 정도가 다르다. 일반

적으로 샘플 크기가 클수록 추정이 좋아지고, 로

트의 품질을 확실하게 판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샘플을 빼

내는 것은 경제적, 인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

에 약전과 같은 공정서법에서는 최소한의 샘플 

크기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규격값이 엄격

하게 정해져 있다. 최근에는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파괴로 다량의 샘플(Large-N)을 시험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격값도 이에 맞는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격치의 설정에 있어서는 담보 할 수 있는 품질

의 제한 (허용 한도)과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험의 엄격함과의 균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

험은 어려울수록 허용 품질은 좋아 지지만, 너무 

엄격하면 실제 제품이 통과하지 못하고 결함품이 

되거나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허용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위험 (나쁜 품

질의 것이 합격할 위험)과 생산자 위험 (좋은 품

질의 물건이 부적합 할 위험)을 비교하고 최적의 

시험의 엄격한 정도를 결정 것이 가장 합리적이

다. 검사 특성 (operating characteristic; OC) 

곡선의 이러한 관계를 그림 1에 모식도로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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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C 곡선의 소비자 위험과 생산자 위험

시험에 합격하여 출하되는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

으로 담보하는 것은 합격률이 5 %의 소비자 위

험 수준에 해당하는 허용 품질이다. 즉 허용 품질

보다 나쁜 제품이 시험에 합격하여 출하 될 가능

성은  (5 % 이하)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생산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품질의 제

품을 생산하면 충분히 합격 할 수 있는가하는 문

제이며, 특히 합격률이 높은 (보통 90 ~ 95 %) 

품질 수준의 제품의 합격여부가 생산자 위험으로

서 중요시된다. 그리고 규격치와 거의 동일한 수

준의 품질에 관해서는 샘플 크기에 관계없이 거

의 50 % 합격한다. 따라서 규격치를 변경하지 않

고 샘플 크기만 확대하면 그림 2의 A와 같이 된

다.

즉 OC 곡선의 50 % 합격 수준의 품질 (RSD)은 

변하지 않지만, OC 곡선의 기울기는 샘플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대조적으로 샘플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규격값을 바꾸면 OC 곡선은 기울기는 일정

하고 규격이 엄격할수록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림 2의 B). 샘플 크기가 바뀌어도 소비자 위험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3의 A와 같이 

샘플 크기의 변화에   따른 규격치의 설정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샘플 크기가 커지면 규격치가 

느슨해져도 같은 소비자 위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 함량 균일성 시험의 OC 곡선 - 샘플 

크기와 시험 규격의 영향

그러나 PAT에 따라 큰 샘플 크기로 시험하여 출

하 된 경우, 출하 후에 안정성 시험이나 수거 시

험 등의 보통의 작은 샘플 사이즈로 시험을 할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출하 후에 샘플 크기가 

작아서 정밀도가 좋지 않은 시험을 실시하게 되

며 그림 3의 A와 같이 소비자 위험은 일정하지만 

생산자 위험이 증가한다. 출하 후 생산자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PAT의 시험 규격과 

일반 시험 규격에서의 생산자 위험이 크게 다르

지 않도록 시험 규격을 설정해야한다. 이 경우, 

그림 3의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샘플 크기가 커

질수록 규격값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4

KP Forum Vol.16 No.2 (2019)



샘플 크기 (n)

합격 판정 개수*

C1 ** 
(±15.0％)

C2 ** 
(±25.0％)

100미만
제제균일성시험법의 판정 

기준에 따름

100이상150미만 3 0

150이상200미만 4 0

200이상300미만 6 1

300이상500미만 8 2

500이상1000미만 13 4

1000이상2000미만 25 8

2000이상5000미만 47 18

5000이상10000미만 112 47

10000이상 217 94

* outlier가 해당개수 이하인 경우에 적합함
** Critical Acceptance Number

표 1. 샘플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

그림 3. 함량 균일성 시험의 OC 곡선 - 소비자 

및 생산자 위험이 일정한 경우

이 일반정보에서 제안한 시험 규격은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정해졌다1). 또한 이 시험 규격은 다

수의 검체 측정시 계산이 간단하고, 함량 분포에 

의존하지 않는 비모수(non parametric)판정 기

준이며, 앞서 기술한 Large-N에 대응하는 

European Pharmacopoeia (EP) 의 Alternate2)

의 개념과 동일하다. 또한, 같은 EP의 Alternate 

1을 판정 기준으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

3. 샘플 크기가 100 이상인 경우의 함량 균일성 

판정 기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한계값이 다른 2 종의 

계수 시험 (C1 규정, C2 규정)의 조합에 의한 판

정 기준이다. 샘플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를 표 1

에 나타낸다.

판정 기준

로트를 대표하는 n 개의 시료에 대해 적절한 방

법에 의해 측정하고 유효 성분의 함량을 표시량

에 대한 %로 구한다. 개별 제제의 함량의 편차가 

15.0 %를 넘는 것이 C1 개 이하이고 25.0 %를 

넘는 것이 C2 개 이하일 때는 적합하다. 또한 품

질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차의 기준점을 표

시 량 대신 함량 목표치 등의 적당한 값으로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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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 FAO-WHO가 발표한 일일 허용 섭취량
을 체중 kg 당 밀리그램으로 계산.

M = 체중 kg (60kg);

MDDHD = 생약의 일일 복용량 (kg).

 DER ≤ 10 :

 DER >10 :

MRLHD = 표 1에 명시된 생약제제 중 농약의 최대 
잔류 허용치

DER = 성분 추출비, 즉 생약제제의 제조에 사용
된 생약의 양과 수득한 생약제제의 양 간
의 비

MDDHP = 생약제제의 일일 복용량 (킬로그램).

성분
기준

(mg/kg)

Acephate 0.1

Alachlor 0.05

Aldrin and dieldrin (sum of) 0.05

Azinphos-ethyl 0.1

Azinphos-methyl 1

Bromophos-ethyl 0.05

Bromophos-methyl 0.05

Brompropylate 3

Chlordane (sum of cis-, trans- 
and oxychlordane)

0.05

Chlorfenvinphos 0.5

Chlorpyriphos-ethyl 0.2

Chlorpyriphos-methyl 0.1

Chlorthal-dimethyl 0.01

Cyfluthrin (sum of) 0.1

λ-Cyhalothrin 1

Cypermethrin and isomers (sum 
of)

1

DDT (sum of o,p′-DDE, p,p′
-DDE, o,p′-DDT, p,p′-DDT, 
o,p′-TDE and p,p′-TDE)

1

Deltamethrin 0.5

Diazinon 0.5

Dichlofluanid 0.1

Dichlorvos 1

Dicofol 0.5

Dimethoate and omethoate (sum 
of)

0.1

Dithiocarbamates (expressed as 
CS2)

2

Endosulfan (sum of isomers and 
endosulfan sulfate)

3

Endrin 0.05

잔류농약시험법

정의

 약전에서의 농약은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또는 

판매 중에 해를 입히거나 방해하는 해충, 원치 않

는 식물 또는 동물의 종을 예방, 파괴 또는 방제

하기 위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이 품목

에는 생약의 저장 및 운송 중 제품이 상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장 조절기, 고엽제 

또는 건조제 및 수확 전후에 작물에 적용되는 모

든 물질이 포함된다. 잔류농약은 생약 및 생약제

제에서 관리된다.

제한

 각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검사 대상 

생약은 적어도 표 1에 명시된 한도를 준수해야한

다. 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약에 적용되는 한도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생약제제의 농약 잔류물 허용 기준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표 1. 잔류농약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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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기준

(mg/kg)

Ethion 2

Etrimphos 0.05

Fenchlorophos (sum of 
fenchlorophos and 
fenchlorophos-oxon)

0.1

Fenitrothion 0.5

Fenpropathrin 0.03

Fensulfothion (sum of 
fensulfothion, fensulfothion-oxon, 
fensulfothion-oxonsulfon and 
fensulfothion-sulfon)

0.05

Fenthion (sum of fenthion, 
f e n t h i o n - o x o n , 
f e n t h i o n - o x o n - s u l f o n , 
f e n t h i o n - o x o n - s u l f o x i d , 
fenthion-sulfon and 
fenthion-sulfoxid)

0.05

Fenvalerate 1.5

Flucytrinate 0.05

τ-Fluvalinate 0.05

Fonophos 0.05

Heptachlor (sum of heptachlor, 
cis-heptachlorepoxide and 
trans-heptachlorepoxide)

0.05

Hexachlorbenzene 0.1

Hexachlorocyclohexane (sum of 
isomers α-, β-, δ- and ε)

0.3

Lindan (γ
-hexachlorocyclohexane)

0.6

Malathion and malaoxon (sum of) 1

Mecarbam 0.05

Methacriphos 0.05

Methamidophos 0.05

Methidathion 0.2

Methoxychlor 0.05

Mirex 0.01

Monocrotophos 0.1

Parathion-ethyl and 
Paraoxon-ethyl (sum of)

0.5

Parathion-methyl and 
Paraoxon-methyl (sum of)

0.2

성분
기준

(mg/kg)

Pendimethalin 0.1

Pentachloranisol 0.01

Permethrin and isomers (sum of) 1

Phosalone 0.1

Phosmet 0.05

Piperonyl butoxide 3

Pirimiphos-ethyl 0.05

Pirimiphos-methyl (sum of 
pirimiphos-methyl and 
N-desethyl-pirimiphos-methyl)

4

Procymidone 0.1

Profenophos 0.1

Prothiophos 0.05

Pyrethrum (sum of cinerin I, 
cinerin II, jasmolin I, jasmolin II, 
pyrethrin I and pyrethrin II)

3

Quinalphos 0.05

Quintozene (sum of quintozene, 
pentachloraniline and methyl 
penthachlorphenyl sulfide)

1

S-421 0.02

Tecnazene 0.05

Tetradifon 0.3

Vinclozolin 0.4

검액의 조제

검액의 조제는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에 따른다. 

정성 및 정량 분석

  밸리데이션된 분석 절차를 써서 시험하며 특히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

- 선택한 시험법 및 정제법이 시험할 농약 잔류

물 및 성분의 조합에 적합하며 공동 추출물로

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한다.

- 결과의 해석에서 일부 성분의 자연 발생을 고

려한다 (예 : Cruciferaceae의 이황화).

- 시험 및 기준 용액의 농도 및 장치 설정은 농

약 잔류물의 정량에 사용된 반응이 검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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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의 농도

범위 (mg/kg)

시스템 반복성

(RSD) (%)

시스템 재현성

(RSD) (%)

0.001 - 0.01 30 60

> 0.01 - 0.1 20 40

> 0.1 - 1 15 30

> 1 10 20

동적 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시험액이 동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농약 잔류물을 함유하

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액의 매트릭스 농

도가 조정된다면 보정 범위 내에서 희석할 수 

있다.

- 각 농약의 회수율이 70 ~ 110 % 이다.

- 시스템 반복성 : RSD는 표 2에 표시된 값보다 

크지 않다.

- 시스템 재현성 : RSD는 표 2에 표시된 값보다 

크지 않다.

표 2  시스템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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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생약의 순도 시험

  천연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은 기원이 

올바른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약의 

기원은 적부의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칙

에 명시되어 있다. 생약의 기원을 감별하는 방법

에는 형태학적 방법과 관능 시험, 화학적인 방법

이 있으며, 각각 각조에 적절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형태학적 방법과 관능 시험, 화학적 방법은 

생약의 표현 형질에 기초한 종의 감별 방법이다. 

한편, 최근 분자 생물학적 기술의 진보와 식물의 

유전자 정보의 축적에 따라 각각의 생약의 유전

자형을 확인하여 종을 감별하는 방법이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형태학적 방법 등에 의한 식

물의 표현형에 따른 감별법과는 달리 환경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감별을 위한 전문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쉬운 등의 장점이 있다.

  생물의 진화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달려 있으

며, 근연종 사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의 차이는 종

의 계통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라 

최근 미생물의 감별에는 핵 게놈상의 리보솜 

RNA (rRNA)를 코딩하는 유전자 영역 (rDNA)

의 염기 서열을 이용하여 계통 발생적으로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전

자형을 이용한 고등 식물의 감별에도 이 rDNA의 

염기 서열이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rDNA 영역의 IT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영역에서는 코드 유전자 영역과 비교하

여 염기 치환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근연종을 

구별하기 쉽게 된다. 또한 핵 게놈상의 유전자는 

부모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종간 잡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등 식물에는 또한 미토콘

드리아  게놈상의 유전자와 엽록체 게놈상의 유

전자가 있다. 이러한 게놈상의 유전자도 감별을 

위해 자주 이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단일 유전이기 

때문에 종간 잡종의 확인은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최근 논문에 

보고1,2)된 rDNA의 ITS 영역의 유전자 서열에 근

거한 창출과 백출의 감정법을 기초로 하여 개발

되었고, 백출 중 창출에 대한 순도시험법으로 밸

리데이션을 위한 공동 시험이 끝난 것이다. 각조

에서 창출의 기원 식물은 Atractylodes lancea 

De Candolle 또는, A. chinensis Koidzumi 

(Compositae), 백출의 기원 식물은 A. japonica 

Koidzumi ex Kitamura 또는 A. macrocephala 

Koidzumi (Compositae)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원의 적부는 기본적으로 창출와 백출 모두, 현

미경 검사를 포함한 생약의 성상과 박층 크로마

토그래프법에 의한 확인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4종의 식물에 대해 전술

한 ITS 영역의 염기 서열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구별 할 수 있으며, 또한 종 특이적인 프라이머 

쌍을 이용한 유전자의 증폭 (PCR) 또는 종 특이

적 서열을 인식하는 제한 효소의 이용에 의한 염

기 서열의 분석을 하지 않고 종을 간편하게 감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 시험에서는 시험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

하여 염기 서열을 분석하지 않고, 종 특이적인 프

라이머 쌍을 이용하여 PCR 증폭 밴드를 관찰하

는 방법 (mutant allele specific amplification법 

: 방법 1) 및 각 기원 식물에 공통의 프라이머 쌍

에 의해 제조 된 PCR 산물에 대한 종 특이적 서

열을 인식하는 제한 효소로 처리하고 생성하는 

DNA 단편을 관찰하는 방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법 : 방법 2)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같은 PCR법을 이용하는 시

험법에서는 미량의 주형 DNA가 이론적으로는 수

십 억 ~ 수천 억 배로 증폭된다. 따라서 가루 생

약의 확인 시험으로 이용하는 경우, 분석하는 생

약의 대부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약간의 적합 식

물 유래의 생약 가루가 존재하고 있어도, 검출 대

상의 DNA 단편이 관찰된다(따라서, 확인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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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하려면 다른 생약 유래의 가루의 혼입

에 주의하면서 절단 생약, 전형 생약의 단일 개체

에 대해 이용하게 된다.). 한편, 순도시험으로 이

용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생약이더라도 대상 유

전자에 다형이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유전자 증

폭이 이루어지는 한, 순도 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부적당한 식물 유래의 DNA 단편이 확인되면 생

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부적당한 생

약이 혼입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제시한 방법은 정보이며, 현 단계

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가 그대

로 각조 생약의 적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논문에서 제시한 시퀀스를 수행하여 기원종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정을 실시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1. DNA 증폭 장치

  생약에서 추출 정제하여 얻은 DNA의 증폭에 

사용한다. 기기에 따라 온도 조절 방법 등이 미묘

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 PCR를 수

행하여도 PCR 증폭 밴드의 강도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3 방법 1"과 같이 PCR 증폭 밴드

의 유무만으로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

리 기원종이 알려져 있는 검체를 써서 얻은 DNA

를 사용하여 PCR를 실시할 때 적절한 증폭 밴드

만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PCR의 온도 조건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이 장치는 "4. 방법 2"에서의 

제한 효소 처리에도 돌려 쓸 수 있다.

2. 일반적주의

  생약은 신선한 식물체와는 달리 건조물로서 채

취 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다. 따라

서 DNA가 단편화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식물 중에는 다양한 PCR 반응 저해 물질이 

존재할 수 있어 주형 DNA의 추출 정제는 가장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다 . 창출류 생약의 경우 생

약의 주피에 저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피를 깨끗한 메스 등으로 벗겨낸 검체

를 쓴다.

3. 방법 1 (mutant allele specific amplification

법)

  이 법은 일반적으로 mutant allele specific 

amplification (MASA)법 또는 amplification 

refractory mutation system (ARMS) 법으로 

부르는 방법으로 종 특이적 프라이머 쌍에 의한 

PCR에서 DNA 증폭의 여부에 따라 검체 유래의 

주형 DNA의 염기 서열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3.1. 조작법

  다음은 조작법의 한 예이다.

3.1.1 주형 DNA의 조제

  검체에서의 DNA의 추출 정제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유해 시약을 쓰지 않고, 번잡한 

정제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점을 고려하면, 

시판 DNA 추출 키트를 쓰는 것이 권장된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DNA의 양 (농도)에 

주의하여 최초의 검체량과 DNA를 용출시키는 액

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조합 DNA 기술 응

용 식품의 검사 방법에 관한 통지3)에서 쓰는 실

리카겔 막 형의 키트를 이용하여 동법에 따라 추

출 정제할 경우, 검체 채취량은 200 mg으로, 

AP1 완충액 1 mL, RNase A를 2 μL, AP2 완

충액 325 μL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제1 칼럼에 부하하는 위의 액은 맑아야 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고, 무리하게 1 mL를 부하할 필요

는 없다. 또한 최종적으로 DNA를 용출시키는 액

량은 50 μL가 적당하며, 보통 1회째의 용출액을 

DNA 검체 원액으로 하여 쓴다. 

3.1.2 DNA 검체 원액 중 DNA 순도의 확인 및 

DNA의 정량

  원액 중의 DNA의 순도는 분광 광도계를 써서 

OD260nm/OD280nm의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비

율이 1.5가 되면 DNA가 충분히 정제된 것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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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DNA의 양은 1 OD260nm = 50 μg/mL

로 환산한다. 위의 측정은 적당히 희석한 DNA 

검체 원액을 써서 실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

로 이후 PCR 반응에 필요한 농도로 물로 희석하

여 DNA 검액으로 하여 마이크로 검체관에 분주

하고 필요한 경우 -20 ℃ 이하에서 냉동하여 보

존한다. 분주한 DNA 검액은 융해한 다음 즉시 

쓰고 남은 용액은 다시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다. 

또한 DNA 검체 원액의 농도가 PCR에서 규정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그대로 DNA 검액으

로 하여 쓴다.

3.1.3 PCR

  상기의 통지에서 예시된 정성 PCR 법4)에서 쓰

는 시판 효소를 이용한 경우, 효소에 첨부된 마그

네슘이 들어 있는 PCR 완충액 2.5 μL, 효소에 

첨부된 dNTP (0.2 mmol/L), 5' 및 3' 프라이머 

(0.4 μmol /L) 및 Taq DNA 중합 효소 (1.25 

units)를 함유하는 액에 10 ng/μL로 조제한 

DNA 검액 5 μL (DNA로 50 ng)를 얼음에 넣

어 전체량이 25 μL로 하여 반응을 실시하는 것

이 적당하다. 또한, 백출 중의 창출에 대한 순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프라이머 쌍은 위의 논문 

[J. Nat. Med. 60, 149-156 (2006)에서 제시

된 C, D (C는 A. lancea에서 양성, D는 A. 

chinensis에서 양성)를 사용하지만, 프라이머 쌍 

A와 B를 합쳐 사용하면 각각의 검체의 기원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NA가 제대로 추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양성 대조 프라이

머 쌍을 넣은 반응 액을 조제함과 동시에, 음성대

조로 조제한 DNA 검액을 넣지 않은 것, 각각에 

프라이머 쌍을 넣지 않은 것을 조제하여 동시에 

PCR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Pf: 

5'-CAT TGT CGA AGC CTG CAC AGC A-3'

Pr: 

5'-CGA TGC GTG AGC CGA GAT ATC C-3' 

  

  PCR 반응은 다음의 조건에서 실시한다. 95 ℃

에서 10 분간 유지하여 반응을 시작한 다음, 95 

℃ 0.5 분, 68 ℃ (프라이머 쌍 C를 사용하는 경

우에만 69 ℃) 0.75 분을 1 사이클로 하여, 30 

사이클의 PCR 증폭한 다음, 종료 반응으로 72 

℃에서 7 분간 유지한 다음 4 ℃에 보존하고, 얻

어진 반응 액을 PCR 증폭 반응 액으로 한다.

3.1.4.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과 PCR 산물의 검

출

  반응을 종료한 다음, PCR 증폭 반응 액 5 μL

를 적당량의 겔 로딩 완충액과 섞고 2 w/v% 아

가로오스 겔의 웰에 첨가하고, 1 배 TAE 완충액 

(일반정보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미생물의 신속 

동정법 참조)을 써서 전기영동을 실시한다. 이때 

적당한 DNA 분자량 표준도 병행하여 영동한다. 

겔 로딩 완충액에 함유된 브로모페놀블루 색소가 

겔의 1/2에서 2/3까지 진행되면 전기영동을 종료

한다.

  영동한 다음, 사전에 브로민화에티듐에 의해 염

색된 겔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겔을 후염색한다. 

겔 이미지 분석 장치에 전기영동과 염색이 끝난 

겔을 올려놓고 자외선 (312nm)을 쪼여 전기영동 

패턴을 확인한다. DNA 분자량 표준과 비교하여 

목적으로 하는 증폭   밴드의 유무를 판정한다.

3.2 결과의 판정

  우선 양성 대조 프라이머 쌍을 넣은 반응 액에

서 305 bp의 밴드가 확인되고, 프라이머 쌍을 넣

지 않은 것, DNA 검액을 넣지 않은 것에서 밴드

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다음은 C 프라

이머 쌍을 넣은 것에서 226 bp의 밴드 또는 D 

프라이머 쌍을 넣은 것에서 200 bp의 밴드가 확

인된 경우, 검체는 창출로 판정되어 (자른 생약의 

경우는 창출의 혼입이 인정) 불합격된다. 양성 대

조 프라이머 쌍을 넣은 것에서 305 bp의 밴드가 

확인되고, 프라이머 쌍을 넣지 않는 것, DNA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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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넣지 않은 것에서 밴드가 확인되지 않고. C 

프라이머 쌍에서는 226 bp의 밴드, D 프라이머 

쌍에서 200 bp의 밴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

체는 창출이 아닌 것(자른 생약의 경우는 창출의 

혼입이 없는)으로 판정되어 순도시험은 합격이다. 

또한 양성 대조 프라이머 쌍의 밴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DNA의 추출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DNA의 추출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라이머 쌍을 넣지 않은 것, DNA 검

액을 넣지 않은 것에서 밴드가 확인된 경우는 

PCR 조작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3.1.3. 

PCR”부터 실험을 다시 하게 된다.

4. 방법 2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법)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법이라

고 불리는 방법이며, 대상 식물의 DNA 서열에 

공통의 프라이머 쌍을 이용하여 증폭한 PCR 산

물에 대해 종 특이적인 서열을 인식하는 제한 효

소에 의한 소화 반응을 실시하고, 생성하는 DNA 

단편의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검체 유래의 주형 

DNA의 염기 서열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시험은 

각 로트 25 개체에 번호를 붙이고 각 개체별로 

PCR-RFLP 의한 기원종 감별을 하고, 낮은 번호

부터 순서대로 감별 가능한 20 개체 중 부적합 

시료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순도 시험의 적부 

판정을 한다.

4.1. 조작법

  다음은 조작법의 한 예이다.

4.1.1. 주형 DNA의 조제

 검체에서 DNA의 추출 정제법에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지만, 유해 시약을 쓰지 않고, 복잡한 정

제 조작이 불필요한 이점을 고려하면, 시판 DNA 

추출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에는 

검체 유래의 PCR 효소 저해 물질의 작용을 억제

하는 작용을 갖는 PCR 시약이 시판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검체로부터의 주형 

DNA의 조제는 DNA 추출 시약에 의한 배양 조

작만으로 좋다. 시험 실시자의 편리성을 고려하

여,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PCR 시약을 쓰는 경우

의 DNA 조제법을 나타낸다.

  검체 20 mg을 깨끗한 칼로 잘라 작은 조각으

로 하고 DNA 추출 시약 400 μL를 넣고 55 ˚

C에서 하룻밤 (16 ~ 18 시간) 배양한다. 종료한 

다음 95 ˚C에서 5 분간 가온하여 시약 중의 효

소를 불활화시킨다. 검체가 침전할 때까지 원심분

리하고, 위의 맑은 액 50 μL를 취하여 주형 

DNA 용액으로 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조제한 

DNA 용액은 검체 유래의 많은 협잡물을 포함하

고 있어서 OD260nm에 따른 농도 측정은 적용할 

수 없다.

  DNA 추출 시약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2-아미노-2-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염

산 (pH 8.0) 20 m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5 mmol / L

염화나트륨 400 mmol / L

도데실황산나트륨 0.3 %

Proteinase K 200 μg / mL

4.1.2 PCR

  논문2)에 제시된 PCR 효소와 PCR 시약을 쓴 

경우, 2 배 농축 Time PCR 시약 10.0 μL, 5' 

및 3' 프라이머 (0.5 μmol / L) 및 Taq DNA 

중합 효소 (0.5 units)를 함유하는 액에, 주형 

DNA 용액 0.5 μL를 얼음 중에서 넣고 전체량

을 20 μL로 하여 반응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

다.

  PCR 반응은 다음의 조건에서 실시한다. 95 ℃

에서 10 분간 유지하고 반응을 시작한 다음, 95 

℃ 0.5 분간, 65 ℃ 0.25 분간, 72 ℃ 0.25 분간

을 1 사이클로 하여  40 사이클의 PCR 증폭을 

한 다음 종료 반응으로 72 ℃에서 7 분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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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 ℃에서 보존하고, 얻어진 반응 액을 PCR 

증폭 반응 액으로 한다. PCR 반응할 때에는 음성 

대조(주형 DNA 용액 대신 물)를 반드시 쓴다. 

각 프라이머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5'-프라이머 : 5'-GGC ACA ACA CGT GCC 

AAG GAAAA-3 '

3'-프라이머 : 5'-CGA TGC GTG AGC CGA 

GAT ATCC-3 '

4.1.3 제한효소처리

  2 종의 제한효소, FauI 및 MspI을 써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FauI에 대하여는 효소에 첨

부하는 반응 완충액 및 1.0 units 효소로 이루어

진 반응 액에 PCR 산물 3.0 μL를 얼음 중에서 

넣어 전체량을 15.0 μL로 한다. 마찬가지로 

MspI는 반응 완충액 및 20.0 units 효소로 이루

어진 반응 액에 PCR 산물 3.0 μL를 넣어 전체

량을 15.0 μL로 한다. 이 반응 액을 제조원이 

권장하는 온도 조건에서 2 시간 배양한 다음, 72 

℃에서 10 분간 가온하여 효소를 불활화시킨다. 

PCR 반응에서 음성 대조 시료에 대해서도 제한

효소를 처리한다.

4.1.4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과 DNA 단편의 검

출

 제한 효소 반응 종료 후, 반응 액 전체량을 적당

량의 겔 로딩 완충액과 섞어 4 w/v% 아가로오스 

겔의 웰에 첨가하고, 1 배 TAE 완충액 (일반정

보, 유전자 분석에 의한 미생물의 신속 동정 참

조)을 써서 전기영동을 실시한다. 이때 적당한 

DNA 분자량 표준도 병행하여 영동한다. 겔 로딩 

완충액에 함유된 브로모페놀블루 색소가 웰로부

터 2 cm 정도 진행된 곳에서 전기영동을 종료한

다. 4 w/v% 아가로오스 겔은 점도가 높고, 조제, 

취급이 어렵기 때문에 시판 프리캐스트형의 겔을 

쓰는 것이 좋다.

  영동한 다음, 사전에 브로민화에티듐에 의해 염

색 된 겔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겔을 후염색한다. 

겔 이미지 분석 장치에 전기영동과 염색이 끝난 

겔을 올려놓고 자외선 (312 nm)을 쪼여 전기영

동 패턴을 확인한다.

4.2 결과의 판정

4.2.1 각 개체의 판정

  PCR 반응을 할 때 음성대조 시료에 프라이머 

다이머 (약 40bp)를 제외한 밴드가 검출되지 않

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에 FauI 처리한 각 검체에

서 약 80 bp와 60 bp의 밴드가 검출되는 경우, 

또는 MspI 처리한 각 검체에서 약 90 bp와 50 

bp의 밴드가 검출되는 경우, 이것은 창출로 판단

한다. 어떤 효소 처리에 있어서도 약 140 bp의 

밴드와 프라이머 다이머 외의 다른 밴드를 인정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백출로 판단한다. 어떤 

반응 액에서도 프라이머 다이머 외의 다른 밴드

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검체로부터는 PCR 산

물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판정 불능으로 

한다.

4.2.2 순도시험의 판정

 각 개체의 판정 결과를 이용하여 순도 시험의 

판정을 실시한다. 판정 불능이라고 판단된 개체를 

제외하고, 낮은 번호순으로 20 개체의 결과를 이

용한다. 20 개체 중 창출로 판단되는 개체가 없

으면 순도 시험은 합격으로 한다. 20 개체 중 창

출로 판단되는 개체가 1 개체 존재하는 경우, 새

로운 25 개체를 선택하고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 

창출로 판단되는 개체가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창출로 판단되는 개체가 발

견되는 경우 및 1 번째 시험에서 창출로 판단되

는 개체가 두 개 이상 발견되는 경우 순도 시험

은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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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율

  에오로솔 용기 12개를 선택하고, 일시가 가장 

가까운 30분간 기록한다. 각 용기에서 가장 가까

운 mg으로 평량한 뒤, 각각의 중량을 W1로서 

mg 단위로 기재한다. 용기를 25.0 ± 2.0°의 온

도에서 3일 이상 세워둔 상태로 두고, 각 용기의 

무게를 W2로서 mg 단위로 계량한 뒤, 가장 가까

운 위치의 일시를 30분간 기재한다. 용기가 시험 

중이었던 시간(T)를 시간으로 결정한다. 각 용기

의 누출 속도(mg/년)을 다음과 같이 계산식으로 

얻는다: 

365 ×(24 / 1) × (W1 – W2)

플라스틱이 코팅된 유리 에어로솔 용기로 시험하

는 경우에는 용기를 코팅한 뒤 12~18시간 건조

한 뒤, 상기의 초기 중량을 측정하기 전에 일정 

습도 환경 내에서 24시간 방치한다. 같은 일정 

습도 조건에서 시험을 행한 뒤, 안전한 기술을 사

용하여 각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입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저하시킨 뒤, 밸

브를 제거하고 냉각한다.) 적절한 용매로 헹구어 

잔류물을 전부 제거한 뒤, 다음으로 소량의 메탄

올로 헹군다. 용기, 밸브 및 관련 모든 부품을 한 

단위로 모은 뒤 100°에서 5분간 가열한다. 이것

을 냉각한 뒤, 중량을 재는데, 이 중량을 W3으로 

기재한 뒤, 시험한 각 용기에 대하여 포장 충진 

중량을 (W1 - W3)로서 규정한다. [참고 - 평균 

포장 충진 중량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기 수치 (W1 - W3)를 대신해 그 수치를 사용

할 수 있다.] 12개 용기의 연 평균 누출율이 포

장 충진 중량의 3.5%보다 크고 각각의 용기도 포

장 충진 중량의 5.0%를 넘는 누출율을 보여서는 

안 된다. 1개 용기가 연간 누출율이 5.0%를 초과

하는 경우 및 어느 용기의 누출율이 1년에 7.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4개 용기의 

누출율을 동일한 시험법을 실시하여 산출한다. 

36개의 용기 중 2개 이하의 용기가 포장 충진 중

량이 15g 미만이면서 표시사항에 유효기간이 있

는 경우, 12개의 용기의 평균 누출율이 525 mg/

연 이하이며. 1개 용기당 750 mg/년을 넘지 않

는다면, 용기 1개당 750 mg/년 이상이나 1.1g/

연의 누출율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재

되어 있는 추가 24개 용기의 누출율을 측정한다. 

36개의 용기 중 2개 이하가 750 mg/년의 누출

율을 넘지 않으며, 36개 용기 중 어느 하나도 

1.1 g/년의 누출율을 넘지 않는다. 이 시험은 각 

용기의 관례적인 실린더 누츌율 테스트를 포함하

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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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장의 기본적인 요건 및 용어

  이 일반정보는 의약품의 품질보증의 관점에서, 

여기에 국제조화 관점(FDA Guidance for 

Industry "Container Closure Systems for 

Packaging Human Drugs and Biologics", May 

1999)도 가미하면서, 의약품 포장에 요구되는 기

본적인 사항을 기술 하며 또한 포장에 사용 된 

용어 및 정의 등에 대해 기술한다.

  이 일반정보에서는 의약품을 포장하거나 포장 

의약품을 용기에 넣는 것 또는 넣은 상태를 포함

한다. 또한, 이 일반정보는 제제의 포장 관련 사

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원료의약품 또는 첨가

물의 수송, 보관 등의 품질확보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의약품 포장의 기본적인 요건 

의약품 포장은 유효기간 동안 규정된 의약품의 

품질규격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에서 포장 

적합성 평가에 따라 포장요건을 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의약품 포장의 적합성은 제품의 라이프사

이클 동안 개발단계에서 정해진 포장 요건에 따

라 유지되어야한다.

제제의 포장에 있어서는 품질확보에 더하여 적정

한 사용 및 투여할 때의 안전성확보에의 적합성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제 포장의 적합성 평가

에 요구되는 엄격성은 정맥투여, 경구투여 또는 

경피투여 등 투여경로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

라 다르다. 또한 제제 포장의 적합성 평가에 요구

되는 엄격성은 주사제, 액제, 반고형제, 고형제 등

의 제형에 따라 일차포장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하

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1.1. 포장의 설계단계에서 적격성평가 및 요건

  제제의 설계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포장 적

격성에는 보호(protection), 적합성 (compatibility), 

안전성 (safety) 및 기능(performance)의 요소

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포장설계의 흐름에서 적격성으로 평

가해야 할 기본항목을 기술한다.

1.1.1. 포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안전성

플라스틱용기, 유리용기 등의 일차포장에 사용되

는 자재 (이하 "일차포장재"이라한다)에서 고분자 

수지의 모노머, 첨가제, 금속 불순물 등의 용출물 

또는 이행물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저해시켜서는 

안된다. 내용의약품에 이러한 화학물질의 용출량 

또는 이행량은 안전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낮아야

한다.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등의 일차포장재는 

「플라스틱의약품용기 및 수액용고무마개의 용기

설계시의 기본 요건」등에 근거하여 공급자 등에

서 원료나 구성성분의 독성 등의 품질 평가가 제

대로 실시된 것을 사용한다. 포장설계시에는 포장

재의 품질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최대

한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내용의약품과의 적합성

일차 포장은 제제의 유효기간 동안 의약품의 품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내용 의약품이 일차포

장의 표면에 흡착하거나 내부로 이행하더라도 의

약품 농도가 일정 이상 변동이 없어야한다. 또한 

일차 포장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의약품이 변질

하지 않아야 한다 .

일차포장은 내용 의약품에 의해 변형되거나 나빠

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일차포장의 배합성은 포장의 설계단계에서 개별 

후보 포장재와 내용 의약품과 조합하여 다른 평

가 항목과 함께 검토한다. 시험적으로 만든 일차

포장이 포장적합성, 즉 수분과 빛으로부터 보호, 

일차포장에의 흡착, 일차포장으로부터의 용출물 

등의 과제에 대해서 설계사양에의 적합여부를 시

험 및/또는 학술논문 등에 따라 검토하여 적절한 

포장재를 선택한다. 일차포장재를 선택할 때 는 

필요에 따라 이차포장을 포함한 적격성 평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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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포장에 의한 보호

포장은 내용 의약품의 손실, 풍해, 용해, 증발 등

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방습성, 차광

성, 가스차단성 등으로 내용 의약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차포장만으로 내용 의약품

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차포장을 

포함하여 여러 포장재를 조합하여 의약품의 품질

을 보장  한다. 또한, 주사  제, 점안제 등의 용기에는 

이물질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포장

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분해되기 쉬운 물질처럼 수분이 품질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관해서는 건조제

를 이용한 포장과 일차포장 등에 가스차단성의 

포장재를 이용하는 등의 방습포장을 할 수 있다. 

수분의 증발에 의해 품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

제는 용기 등의 일차포장에 가스차단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산화되기 쉬운 의약품에 관해서

는 공기 중의 산소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탈산소제를 이용한 포장 및 용기 

등의 일차포장에 기체투과성이 낮은 포장재를 사

용할 수 있다. 포장에 의한 보호는 포장설계 단계

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안정성시험

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운송 등의 물리적인 충격

에 견딜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1.1.4 용기의 완전성 (미생물 오염 방지)

포장은 의약품의 특성 및 선택한 제형의 특성에 

따라 내용 의약품을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무균제제에 사용되

는 용기에 대해서는 용기와 마개의 맞물림성 시

험 등에 의해 일차포장의 완전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멸균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있어서는 제제의 

멸균 후에도 일차포장이 위의 안전성, 적합성 및 

보호의 적격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멸균 후 제

제에 일정 이상의 독성 물질이 잔류하거나 생성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일차포장의 구조 및 재질

은 살균 후 보관·수송 시에 의약품의 미생물 오

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5. 포장의 기능

포장은 식별성, 사용성 및 폐기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식별성은 환자에게 의약품이 바르고 확실하게 투

여 또는 사용되도록 하는 표시, 고령자도 쉽게 식

별 할 수 있는 표시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온도 

저항성(temperature-resistant)포장, 어린이 개

봉방지용(child-resistant)포장 등의 섭취 오용이

나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 알기 쉬운 표시와 용기

를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성으로는 조제의 취급의 용이함, 투여량이 적

은 소아에 대한 조제의 용이성, 투여 또는 사용하

는 용기에서의 인출 용이성, 투여성, 보관 수납성, 

휴대성 등 투여 제제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포장 관련품의 폐기에서는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에 유의하고, 용기 포장 재활용법이나   각 지방자

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용기의 선택 및 검토에 있

어서 폐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차 포

장에서는 재료 조성이 보증되지 않는 재활용 포

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6. 포장 요구 사항

제제의 설계 단계에서 포장 적합성 검토에 사용

된 시험 방법, 평가 방법에 따라 포장 적격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품질 관리 항목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포장 요구사항은 자재의 재

질 관리, 규격 및 시험 방법 및 공정 내 시험 등

으로 구성된다.

1.2 의약품 포장의 설계단계에서 적격성 평가의 

구체적인 예

설계단계에서 포장의 적격성 평가의 구체적인 예

는 다음과 같다.

1.2.1 경구고형제제에 쓰는 포장의 적합성 평가

경구고형제제의 포장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시

험을 포장의 적합성 평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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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등을 이용할 경우, 선택한 마개와의 개전 토크

의 측정에 의해 평가한다 .

· PTP포장 스트립포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수증기투과성을 시험한다.

1.2.2 주사제에 쓰는 용기의 적격성 평가

주사제에 쓰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시

험을 용기의 적격성 평가에 포함한다.

· 앰풀을 쓰는 주사제는 핀홀시험을 하여 완전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앰풀을 제외한 병 / 고무마개, 유리 충전된 주

사기 등을 쓰는 주사제는 맞물림성 시험을 하여 

용기로의 완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사제에 쓰는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 (충진된 

주사기,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백 등)는 제제의 

유효기간 동안 "미생물이 혼입되지 않는 기밀 용

기"임을 확인해야한다.

1.2.3 용기마개시스템의 금속불순물에 관한 적격

성 평가

주사제, 액제 또는 반고형제제에서 쓰는 일차포장

재의 금속불순물의 용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

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제제 중에 포함되는 금속불순물의 양이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낮은 것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1.2.4 키트제품의 적합성 평가

 프리필드실린지제 , 주사용 카트리지제, 정량흡

입식흡입분말제 등의 투여장치를 쓰는 경우에는 

제품 사용과 가능한 한 가까운 조건에서 정확한 

용량이 재현성 있게 투여되는 것을 검증 할 필요

가 있다.

1.2.5. 차광포장의 적합성 평가

유효성분이 빛의 영향을 받기 시워, 처방설계에서 

제제의 품질에 미치는 빛의 영향을 극복하기 어

려운 제제는 용기를 포함 차광 포장 검토한다. 가

혹시험으로 빛 안정성 시험 등을 이용해 적절한 

차광포장을 선택했는지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1.3. 포장공정개발에 따른 포장재의 선택, 변경관

리 및 안정성모니터링 등

포장에 의한 의약품의 품질보증을 적절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실시한 적격성평가 

이외에, 포장공정개발 및 이와 계속되는 생산단계

에서 적절한 변경관리를 하고 안정성모니터링 등

을 통해 포장 요건 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차 포장재 공급자 등에 의한 재질변경 등은 적

절하게 관리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러

한 포장재의 제조시에 첨가 된 물질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 용기의 제조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의약품 포장이 설계대로의 요

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만족하지 않

는 경우에는 변경관리를 통해 포장형태 또는 포

장재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1.3.1. 포장공정개발에서의 포장재의 선택과 변경

포장공정을 개발할 때에는 포장설계 단계에서 정

한 요건을 충족 할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이물질

이나 곤충 등의 부착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감안하여 포장재를 선택한다. 최총적으로 선택된 

포장은 보관 · 운송시의 온도 변화와 운송시 충

격 등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포장재에 대해서는 일반시험법 용기·포장재료 

시험법의 해당시험법을 따르고 일반시험 법에 기

재되지 않은 시험은 적절한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적합성을 판정한다.

1.3.2 안정성모니터링 등

안정성모니터링 또는 보관된 표준품을 통해 포장

이 제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야한다. 포장이 제제의 안정성 등 품질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에는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포장관리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로트의 품질을 모니터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관리를 통해 포장을 개선한다.

1.4 의약품의 포장공정에서의 품질의 유지 관리

의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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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장의 적격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

정관리시험 등을 실시하고 포장 요건이 출하시에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다음에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1.4.1 경구고형제제의 구체적인 예

PTP 포장된 정제는 설계대로 봉합의 무결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PTP 시트의 기밀시험 

(예를 들면, 수중감압시험)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2. 주사제의 구체적인 예

· 앰풀의 수성주사제는 핀홀이 없는 것을 확인

해야한다.

· 주사제에 쓰는 플라스틱의약품용기(충진된 시

린지 ,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백 등)는 시장에 

출하 할 때 설계대로 미생물이 혼입되지 않는 기

밀용기로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의약품 포장에 관한 용어

2.1. 기본적인 용어

일차포장 (primary packaging) : 유효성분, 첨가

제 또는 제제와 직접 접촉하는 포장이며, 내용물

에 대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기본포장은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

에 편리성 등의 기능을 부여 할 수 있다.

일차포장의 예로서 주사제에서의 "직접용기"가 있

고 앰풀, 정제 또는 캡슐제에 있어서의 "내대

(inner bag)"인 PTP 포장 등이 있다.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피포 (outside container 

or outside wrapper) : 의약품의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피포가 판매 수여를 위해 다시 포장

되고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가 부착되어있는 것.

기밀용기 (tight container) : 일상의 취급, 운반 

또는 저장 상태에서 고체 또는 액체의 이물이 혼

입하지 않고 내용의약품의 손실, 풍해, 용해 또는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 기밀용기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밀봉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기밀

용기가 많이 사용되는 용기 포장의 예로서 플라

스틱수지를 이용한 용기 (병, 바이알, 시린지 , 블

리스터 포장 (PTP 포장 등), 스트립 포장 등) 등

이 있다.

최종포장 (final packaging or marketed 

packaging) : 의약품의 판매·수여를 위한 포장

이며, 법률에 규정된 표시 등을 하여 시장 출하되

는 제품으로의 모양.

방사선 살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 포장에서 

조사할 수 있다.

자재 (labeling and packaging materials) : 제

품의 용기, 피포 및 표시물 (첨부 문서를 포함한

다).

직접피포 (immediate wrapper) : 의약품이 직접 

담긴 용기 (종이, 직물, 플라스틱, 알루미늄 봉투 

등). 법령에 규정 된 표시 등을 한 다음, 그대로

의 형태로 판매 수여 할 수 있다. 그대로의 형태

로 판매·수여하고, 법령에 규정된 표시를 붙일 

필요가 없는 직접 피포의 예로 내대(inner bag)

가 있다.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직접피포는 일

차 포장이라고도 한다. 

직접용기 (immediate container) : 의약품이 직

접 담긴 고체의 용기(캔, 병, 앰풀, 바이알, 튜브, 

점안제용 용기, 상자 등). 법령에 규정 된 표시 

등을 한 다음, 그대로의 형태로 판매 수여 할 수 

있다. 또한 알약처럼 내대(inner bag)로 PTP 포

장 제품을 종이 상자에 넣은 경우에는 종이 상자

가 직접용기가 된다.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직

접용기는 일차포장이라고도 한다.

내대 (inner bag) : 예를 들면 방습 및 차광 등

을 목적으로 피포 안에 쓰이는 플라스틱가방, 산

제를 1 회 복용량 씩 넣은 약봉지 등이다. 비닐봉

투, 스트립 포장, 블리스터 포장 (PTP 포장 등), 

좌약 플라스틱용기 등을 말한다. 또한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대(inner bag)는 직접피포에 해

당하지만, 그대로의 형태로 판매 수여되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 규정 된 표시를 붙일 필요는 없다.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대(inner bag)는 일차 

포장이라 고도 한다.

이차포장 (secondary packaging) : 일차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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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한 단일 또는 복수의 포장이며, 유효 

성분, 첨가제 또는 제제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이차포장은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

약품을 사용할 때의 과오 방지 및 편의 등의 기

능을 부여 할 수 있다.

피포 (wrapper) : 종이, 직물, 플라스틱, 알루미

늄 가방과 같은 유연한 재료에 의한 용기 · 포

장을 말한다. 의약품의 피포 예로 약봉지, 비닐 

봉투, 스트립 포장, 블리스터 포장 (PTP 포장 

등) 등이 있다.

표시물(labeling) : 법령에 의해 규정 된 표시 등

을 한 것으로, 제품의 라벨 및 첨부 문서.

봉함 (sealing) : 법령에 의해 봉함을 열지 않으

면 의약품을 꺼낼 수 없고, 그 봉함을 연 다음에

는 쉽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

포장(packaging) : 의약품의 일반 취급, 운반, 저

장 또는 사용 등 있어서는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용기, 피포. 또한 이러한 재료, 

용기, 피포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기

술 또는 실시한 상태.

밀봉용기 (hermetic container) : 일상의 취급, 

운반 또는 저장 상태에서 기체가 침입하지 않는 

용기.

밀봉용기로 주사제에서는 앰풀 외 용기마개 시스

템인 바이알/고무마개, 유리로 된 프리필드시린지 

등, 기타 제형, 양면 알루미늄제의 블리스터 포장

(PTP포장 등), 금속제의 압출 튜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밀폐용기 (well-closed container) : 일상의 취

급, 운반 또는 저장 상태에서 고형의 이물이 혼입

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의약품의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는 용기. 밀폐용기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기밀용기를 쓸 수 있다.

밀폐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용기 포장의 예로서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의 개구부를 가지는 

종이 또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가방 등 또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수지를 이용한 캔 등 이 있다.

용기 (container) : 의약품을 넣어 두는 것으로, 

마개, 뚜껑 등도 용기의 일부이다. 용기는 내용 

의약품에 규정 된 성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미치지 않는다.

의약품 용기의 예로는 캔, 병 (병), 튜브, 앰풀, 

바이알, 상자 등이 있다.

용기마개시스템 (container closure system) : 

유효성분, 첨가제 또는 제제와 직접 접촉하는 일

차 포장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타 구성 재료로 

포장 형태. 용기마개시스템은 내용의약품과 조합

하여 생각해야하며, 일차포장만으로 품질을 보증

할 수없는 경우에는 이차포장에 사용되는 자재도 

포함된다.

2.2 개별포장 또는 용기에 관한 용어

앰풀 (ampule) : 주사제 등의 약액 또는 동결건

조 된 내용의약품 등을 봉입하는 투명 또는 착색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 보통 입구 부분을 용폐 

또는 용착하고 봉함.

압출튜브 (collapsible tube) : 한쪽에 노즐과 캡

이 있고, 다른 한쪽은 닫혀 있으며, 연고 등의 내

용물을 밀어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용기. 금속

튜브, 플라스틱튜브, 라미네이트튜브 등이 있다.

시린지 (syringe) : 외통 (배럴), 가스켓, 누름자 

(플런저) 상단 캡으로 이루어진 용기. 주사 바늘

을 포함할 수 있다. 프리필드실린지제 로 사용된

다.

스트립포장 (strip packaging) : 정제, 캡슐제, 

산제, 과립제 등을 2 개의 재료 사이에 직접 끼워 

넣고 그 주위를 접착 한 포장. 줄여서 SP 포장이

라고도 한다. 의약품이 직접 들어 있기 때문에 내

대 일차포장에 해당한다.

바이알 (vial) : 주사제 등에 사용되는 투명 또는 

착색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 병의 일종이다. 고

무마개와 알루미늄캡을 이용하여 밀봉한다.

PTP포장 (press through packaging) : 블리스

터 포장의 일종으로, 플라스틱 성형품의 개구부를 

알루미늄포일 등의 압출성이 좋은 재료를 이용한 

포장. 캡슐, 정제 등이 직접 들어 있기 때문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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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inner bag) 일차포장에 해당한다.

베개유형포장 (pillow type packaging) : 주머니 

모양의 포장의 일종이며, 예를 들어 재료의 수직 

중앙을 붙여서 상하 가장자리를 밀봉한 포장. 일

차 포장만으로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분

과 빛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알루미늄포일 등이 

적층된 복합필름을 이용한 것을 이차포장으로 이

용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백 (plastic bag) : 폴리에틸렌, 폴리프

로필렌 등의 수지를 단독 또는 복합 재료로 사용

하여 하나 이상의 개구부를 갖는 유연한 용기. 보

통 마개로는 고무마개를 사용한다. 주로 수액제와 

같은 대용량 주사제 용기로 사용한다.

블리스터포장 (blister packaging):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박의 시트를 가열 성형하고, 1개 또는 여

러 개의 구덩이(포켓)를 만들고 그 안에 제제를 

넣고 개구부를 플라스틱 필름 또는 시트, 알루미

늄 박 등으로 덮어, 주변부를 기본 재료에 접착 

또는 고정한 포장. 제제를 꺼낼 때에는, 필름이나 

박 등을 박리하는 형태의 것을 말하며, 캡슐제, 

정제, 충전 후 관장기제, 여러 개의 앰풀을 넣은 

키트 제품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정제 등이 직접 들어있는 경우 내대 일차포

장에 해당한다.

분포품 (single-dose packages) : 1 회 사용량 

씩 포장 한 것.

예를 들어, 산제 또는 과립제를 1 회 복용량 씩 

넣은 스트립포장이 이에 해당된다.

2.3. 포장 기능에 대한 용어

가스차단포장 (gas barriered packaging) : 목적

으로 하는 기체의 투과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한 포장. 저 기체 투과성 포장.

차광용기 / 차광포장 (light resistant container 

and packaging) : 일상의 취급, 운반 또는 저장 

상태에서 내용의약품의 품질에 빛이 영향을 미치

는 경우 빛의 투과를 방지 보호하는 용기 또는 

포장.

착색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수축 필름으

로 용기를 덮는 경우도 있다.

간섭저항성포장 (tamper-resistant packaging, 

tamper-proof packaging) : 사람들이 무의식적

으로 취급한 경우 또는 악의적으로 "장난"을 한 

경우에도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한 포장.

어린이 개봉 방지용 포장 (child-resistant 

packaging, child-proof packaging) : 소아의 

오음사고방지를 목적으로 잘못 개봉, 개전, 개포 

등을 할 수 없고 , 성인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

는 포장.

방습포장 (moisture-proof packaging) : 의약품

을 습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습 기

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건조제

를 넣어 내부를 건조 상태로 유지 포장.

3. 참고 자료

1) FDA Guidance for Industry "Container 

Closure Systems for Packaging Human 

Drugs and Biologics", M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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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

  ICH에서는 지난 2017년도 공개한 Q12 

Technical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pharmaceutical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에 대하여 기존의 ICH Q8 ~ Q11까지의 가이드

라인을 보완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추가 annexes를 새로 공개하였다. 

  이 주제는 의약품의 허가 후 화학, 제조 및 관

리 (CMC) 변경을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보

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

로, 특히 바이오 제약 부문의 혁신과 지속적인 개

선을 촉진하고 공급망 조정의 사전 계획을 담고

있어 의약품의 품질 보증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규제 기관 (평가자 

및 감사관)은 허가 후 CMC 변경 관리를 위한 회

사의 제약 품질 시스템 (PQS)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ICH Q8 (R2) 및 Q11 지침은 주로 제품 수명

주기의 초기 단계 (예 : 제품 개발, 등록 및 출

시)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이 지침은 ICH Q10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의 상업적 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ICH Q8 (R2) 및 Q10 Annex 1에 

설명된 허가 후 CMC 변경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보완하고 추가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annexes는 화학의약품, 생물

학적의약품, PACMP 등에서의 적용방법을 모의 

공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불순물 관련 사항

  〈232〉 Elemental Impurities – Limits은 흡

입 제품에 대한 카드뮴 허용 일일 노출 (PDE) 

계산에서 오류가 보고됨에 따라 ICH Q3D 

Expert Working Group은 계산 오류를 검토하고 

최근 카드뮴 PDE를 2 μg/day에서 3 μg/day로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이 제안

되었다. 

물성시험 관련 사항

 개정 의견에 따라 2018년에 제안되었던 〈785〉 

Osmolality and Osmolarity의 개정안이 보류되

었으며 introduction항에 osmolality, osmolarity 

및 tonicity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삼투압기

구 유형에 섹션을 추가하여 어는점 내림 삼투압

계와 증기압 삼투압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

으며 장비 적격성에서는 설치, 조작, 성능에 관한 

적격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서술하였고 삼투압계

의 조작과 교정 섹션에서는 어는점 삼투압과 증

기압삼투압에 별도의 절차를 추가하였다. 

  〈911〉 Viscosity - Capillary Methods에서

는 새로운 첨가제 각조 Methyl Acrylate, 

Methyl Methacrylate 및 Methacrylic Acid (7 

: 3 : 1) Copolymer 280000 Dispersion의 개

발 지원을 위해 방법 III가 자동 모세관 점도시험

법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643〉 Total Organic Carbon에서는 기존의 

한도값 8ppm (탄소 8.0 mg/L)에서 용기 부피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

경하였다. 특히 물에서의 유기불순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USP 각조의 멸균 주사용수, 멸

균 정제수, 멸균 관류제용수, 멸균 흡입제용수에 

72

KP Forum Vol.16 No.2 (2019)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제에 관한 사항

  〈5〉 Inhalation and Nasal Drug 

Products-General Information and Product 

Quality Tests에서는 4. Description of 

Product Quality Tests 항에 밸브 전달시험의 

설명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601〉 
Inhalation and Nasal Drug Products - 

Aerosols, Sprays, and Powders - 

Performance Quality Tests에서는 일부 표와 

그림의 오류 및 중복을 개선하였고 비강 스프레

이의 공기역학적 입자도 분포시험은 생물학적 동

등성에서만 수행되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607〉 Pharmaceutical Foams - Product 

Quality Tests 에서는 용기들 간의 함량균일성시

험을 삭제하였다. 이는 공정 중 관리로서는 유용

하지만 정량법에서 제공하는 완제품에 대한 정보

와 중복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Canister의 내용물

이 직접 측정되지 않고 canister 내용물의 균일성

을 분산된 것으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해

당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 계량되지 않

은 제품에 대한 시험법이 개정된 〈3〉
Delivered-Dose Uniformity for 

Metered-Dose Containers Test in the 

revised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Product Quality Tests의 허용기준을 

맞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누출율 시험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폼 안정성 시험이 포함되었다. 

Relative Foam Density test는 Uncollapsed 

Foam의 Relative Density of Relative Density

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기존에 제안되었던 The 

Volume of Foam Expansion가 제거되었다. 

  〈1153〉 Drug Products Containing 

Nanomaterials은 의약품의 품질과 성능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나노 물질의 구성과 속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챕터에서는 

3 차원 공간에서 나노 스케일에 존재하는 특징 

또는 구조를 갖는 물질을 설명한다. 

  〈1195〉 Significant Change Guide for 

Bulk Pharmaceutical Excipients는 미국 국제 

제약 첨가제 협의회 (IPEC-americas)가 준비한 

the Significant Change Guide for Bulk 

Pharmaceutical Excipients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으로 최근 IPEC-Americas와 IPEC-Europe 

간 조화를 이루고 위험 평가 개념을 통합하기 위

해 개정되었으며 가이드 전반에 대한 내용이 크

게 변경되었다.

  〈1087〉 Apparent Intrinsic Dissolution - 

Dissolution Testing Procedures for Rotating 

Disk and Stationary Disk는 완전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확인하였으나 챕터의 적절한 제목에 대

한 토론으로 현재의 제목이 변경되어 수정하게 

되었다. 

  〈1711〉 Oral Solid Dosage Forms - 

Dissolution Testing에서 제목이 변경되고 각 세

션을 새로 수정하여 제안되었다. 

생물학적 시험에 관련 사항

  〈56〉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Resistance of Microorganisms to Sterilization 

Processes는 새로 제안되는 챕터이다. 살균은 살

균되는 재료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확실한 파괴에 

의존합니다. 살균 공정에 대한 바이오 버든의 저

항성에 관한 정보는 (과잉 공정을 제외하고는 가

능하다) 멸균 공정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

적이며, 파라메트릭 방출 프로그램의 필수 성분이

다. 포자는 모든 형태의 멸균에 고유하고 다양한 

수준의 내성을 나타낸다. 일부 포자 형성 및 병원

성 미생물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제한된 저항 데이

터가 있으나 대부분의 포자 포함 미생물 대부분

의 경우 멸균 공정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자료는 

없다. 더욱이, 제조 공정으로부터 유래 된 야생형 

미생물 및 포자는 그들의 기준 표준 배양-수집 

대응물과 구별될 수 있고 살균 공정에 대한 고유

한 수준의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포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식물 세포, 포자 및 생물

학적 지표 (BI)의 습열 멸균 저항성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참조할 만 한 일반정보로서 1229 시리

즈가 제안되었는데, 〈1229〉 Sterilization of 

Compendial Articles, 〈1229.2〉 Moist Heat 

Sterilization of Aqueous Liquids, 〈1229.3〉 
Monitoring of Bioburden, 〈1229.5〉
Biological Indicators for Sterilization가 개정되

었고, 바이러스 제거에 초점을 둔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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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l Clearance가 새로 제안되었다. 

  〈85〉 Bacterial Endotoxins Test 에서는 그

람 음성균에서 엔도톡신을 정량하기 위해 비색법

에 비동물성 재조합 시약을 활용하는 추가 방법

을 국제조화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제공합니다.

  〈1033〉 Biological Assay Validation에서는 

생물 검정 검증에 사용되는 추가 통계 도구를 포

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1030〉을 참조하도록 

개정되었다. 생물 분석이 대부분의 물리화학적 분

석보다 통계적으로 복잡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소개 된 개념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 몇 가지 적용가능한 예시가 추가되었다. 

미생물학 실험실의 모범 사례는 무균 기술, 미디

어 제어, 테스트 균주 제어, 장비 작동 및 제어, 

데이터의 부지런한 기록 및 평가, 실험실 직원 교

육 등 몇 가지 원칙에 의존하는 활동으로 구성된

다. 〈1117〉 Microbiological Best Laboratory 

Practices에서는 위험 평가, 분석법 전송 및 데이

터 무결성 고려 사항에 대한 새로운 섹션을 넣어 

이 챕터의 내용을 재구성 하였다.

면역관련

  〈1105〉 Immunological Test Methods - 

Surface Plasmon Resonance에서는 생물층간섭

계 (BLI)를 포함하도록 소개가 개정되었으며 데

이터 분석 및 해석에서 다가 결합 상호 작용을 

위해 센서 표면을 표 4에 업데이트하였고 규제 

환경에서의 SPR 사용 섹션이 새로운 추가 정보

로 업데이트되었다.

  Fc 감마 수용체 (FcγR)에서 관찰된 저 친화

도 상호 작용의 측정 및 항체에 대한 글리코실화

의 영향을 포함하여 Fc 기능 분석의 선택,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사용자에게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1108〉 Assays to 

Evaluate Fragment Crystallizable (FC)- 

Mediated Effector Function의 신설을 제안하였

다. 이 챕터에서는 Fc 함유 치료제의 생물학적 

특성에 중요한 복잡한 Fc 도메인 상호 작용을 평

가하는 체외 분석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측

정검증의 모범사례 및 고려해야할 점을 제공하고 

있다. 

포장에 관한 사항

  〈7〉 Labeling 에서는 만료날짜 및 이후 사용

날짜 세션이 공식화 되었으나 새로운 형식에 대

한 우려로 인해 개정이 제안되었다. 

  〈659〉 Packaging and Storage 

Requirements에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피드

백을 바탕으로 패키징 구성 요소, 변조 방지 패키

징, 내광성 컨테이너, 이미징 벌크 패키지 및 리 

패키징에 대한 일반 정의에서 사소한 변경이 있

었으며, 독극물 방지 포장법, 온도 및 보관, 사출 

포장 및 관련 구성 요소 섹션을 약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참조 일반정보로서 〈1079〉 Good 

Storage and Distribution Practices for Drug 

Products에서는 의약품 품질과 공급망 무결성을 

유지하는 포장, 보관 및 운송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어 의약품 보관 및 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을 식별하도록 하고 적절한 완화 전략을 권장하

고 있으며 〈1079.2〉 Mean Kinetic 

Temperature in the Evaluation of 

Temperature Excursions D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Drug Products에서는 관리

된 실내 온도 (CRT) 및 관리된 저온 온도 

(CCT) 제품에서의 온도 이동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 운동 온도의 유용성과 적용에 대해 설명한

다. 

  〈698〉 Deliverable Volume에서는 오리피스

나 유량 제한기가 장착된 제품에서 허용 가능한 

운송부피의 배리피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381〉 Elastomeric Closures for 

Injections에서는 기존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

로 업데이트 하였으며 표 1이 삭제되었다. 물리화

학적 시험에서 샘플을 준비하기 위해 온도 모니

터링 프로브를 오토클레이브 주기에 포함하였으

며 추출 가능한 원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필요

성을 평가하고 중금속 및 추출 가능한 아연시험

을 삭제하였다. 이에 관한 참조 일반정보로서 〈
1381〉 Assessment of Elastomeric 

Components Used In Injectable 

Pharmaceutical Product Packaging/Delivery 

Systems를 새로 제안하였다. 이 일반정보에서는 

의약품 포장 / 배달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엘라

스토머 구성 요소 및 해당 구성 재료를 설명하고 

엘라스토머 화학, 제조 기술 및 구성 요소의 후 

처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개를 제공하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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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책임을 설명하여 필수 및 권장 테스트 방

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였다.

  〈382〉 Elastomeric Component Functional 

Suitability In Parenteral Product 

Packaging/Delivery Systems에서는 비경구 투

여 형태를 위해 의도된 또, 엘라스토머 재료로 부

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만들어진 1 차 포장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포장/배달 시스템에 대한 사용 

적합성 기능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1382

〉 Assessment of Elastomeric Component 

Functional Suitability In Parenteral Product 

Packaging/Delivery Systems는 〈382〉에 설

명 된 비경구 투여 형태를 위한 포장/배달 시스템

의 일부로서 엘라스토머 성분의 기능적 적합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침을 포함하였다.

분석법에 관한 사항

  산란현상에 기반을 둔 분석방법에 대한 일반정

보로서 〈1430.3〉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Scattering Phenomena - Dynamic 

Light Scattering의 빈도분석을 제거하고 상관함

수분석에 기존의 빈도분석이 통합되었으며 새 일

반정보로서 〈1430.6〉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Scattering 

Phenomena - Particle Counting Via Light 

Scattering에서는 액체와 기체 모두에서 2μm 

미만의 입자에 대한 입자 농도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하고, 〈1430.7〉 Analytical 

Methodologies Based On Scattering 

Phenomena - Nephelometry and 

Turbidimetry에서 해당 기술을 잘 이해하기 위

한 사용자를 위한 팁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1051〉 Cleaning Glass Apparatus에서 청

소 유효성 검사 모범 사례 및 청소 유효성 검사 

실패에 대한 새로운 섹션을 제안하였으며 〈755

〉 Minimum Fill에서는 〈607〉을 포함하여 해

당 제형에 관한 시험법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691〉 Cotton에서는 Purified Cotton과 

Purified Rayon의 두 각조가 이 챕터의 관련 정

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USP Forum 45(4)의 Stimuli article에서는 일

부 의도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905〉Uniformity of Dosage Units를 배지 방

출시험에 쓰는 경우가 있다. Batch Release 

Testing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Uniformity of Dosage Units 에서는 각 배치 해

제의 기본 원칙이 요약되었으며 a one-tiered 

parametric tolerance interval test는 USP 일

반정보로 포함되어 설명 및 제안되었다. 

  의약품 운송은 유통 과정에서 불안정한 의약품

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품질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의약품

은 충격, 진동, 온도 및 압력과 같은 일반적인 운

송 위험에 노출될 때 변성되기 쉽다. ASTM 지정 

테스트와 달리, 의약품 제품을 이러한 위험 요소

의 동시 조합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

뮬레이션 방법론을 따라야한다. The Use of 

Simulated Transport in the Evaluation of 

Risks to the Product Quality from the 

Distribution Process에서는 이에 관한 논문으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리스크를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

다. 

  45(5)의 Stimuli article Technical Guidance 

for the Preparation and Analysis of 

Pharmaceutical Materials for Compliance 

with Elemental Impurities—Limits 〈232〉에

서는 금속(원소)불순물 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의약품, 약효물질 및 첨가제에 대한 원소불

순물 분석에 관여하는 분석실험실을 지원하기 위

해 일반적인 분석지침을 제공하였으며 The Use 

of Mean Kinetic Temperature to Aid 

Evaluation of Temperature Excursions for 

Controlled Cold Temperature Drugs: Proper 

and Improper Application에서는 관리된 저온 

온도 (CCT) 의약품의 선적에 대한 온도 이동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 운동 온도 (MKT)의 사용에 

75

KP Forum Vol.16 No.2 (2019)



대해 설명하며 CCT 제품의 유통 프로세스 (저장 

또는 선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도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해 MK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

을 시작하고 공개 의견을 요청하고자 한다.

  재료, 구성품 및 시스템의 사용 적합성을 검사

하여 포장 시스템의 품질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USP Packaging Standards—Strategy and 

Overview에서는 현재 개정방향과 포장 시스템 

표준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45(6)의 Stimuli article Distinguishing the 

Analytical Method from the Analytical 

Procedure to Support the USP Analytical 

Procedure Life Cycle Paradigm은 보고 가능한 

가치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절차 설계의 역할을 

고려하여 분석 방법 개발과 분석 절차 개발의 요

소를 강조하기 위해 분석 방법과 분석 절차라는 

용어를 구별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Elastomeric 

Components for Inhalation Packaging 

/Delivery Systems는 흡입제 포장/배달 시스템

용 엘라스토머 구성 요소를 사출용 엘라스토머 

클로저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관한 개정방안과 접

근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Pharmeuropa 31.2의 General chapters 에서 

2.2.49. Falling ball and automatic rolling ball 

viscometer methods의 method A 에서 제안된 

재현성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으며 5.1.10. 

Guidelines for using the test for bacterial 

endotoxins에서는 유리체내 제제에 대해 엔도톡

신 한계가 추가되었으며, 엔도톡신 한도 계산 공

식의 단위가 K가 IU/m2로 표현되는 경우를 포함

하도록 수정되었다.

  Pharmeuropa 31.3의 General chapters에서 

2.9.4. Dissolution test for patches는 경피 패

치와 피부 패치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

었으며 섹션 2의 Cell method에서 지지대의 계

산된 부피 및 추출 셀의 커버에 대한 계산된 면

적이 수정되었으며 5.28. 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ss control는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제조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다변량 통계 공정 제어 (MSPC) 사용에 대

해 소개하고 있다.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며 general text 5.21을 보완한

다. 분석 데이터에 계량화학적 분석 방법이 적용

된다. 

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PMDA에서는 일본약전의 다음 개정을 위한 작

성지침으로서 第十八改正日本薬局方原案作成要領

（一部改正）案에 일부 예시를 추가하는 등 개정

을 제안하였다.

  ICH Q3D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칙에 3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日本薬局方の医薬品製剤は，原則として一般試

験法の元素不純物に係る規定に従って適切に管理

を行う．また，製剤，原薬及び添加剤において，

当該管理は，医薬品各条で規定された重金属，ヒ

素などの管理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일본약전의 

의약품 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시험법의 원소 불

순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한다. 또

한 제제 원료 의약품 및 첨가제 당해 관리는 의

약품 각조에서 규정 된 중금속, 비소 등의 관리에 

갈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일반정보의 제제 중의 원소불순물 관

리(製剤中の元素不純物の管理)를 삭제하고 2.66 

원소불순물시험법(2.66 元素不純物試験法)의 개

정안을 제안하였다. 

  약전 각조에 규정하는 제제의 시험방법의 취급

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해당 사례를 이해당사

자에게 참고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일반시험법으로서 2.05 크기배제크로마

토그래피(2.05 サイズ排除クロマトグラフィ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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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을 제안하였으며, 5.01 생약시험법(5.01 

生薬試験法) 중 10. 핵자기공명 (NMR) 법을 이

용한 생약 및 생약처방 추출물 정량 지표 성분의 

정량 항을 수정하고 10.4. qNMR실시의 주의사항

(qNMR実施の際の注意事項)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 일본약전 제18개정에 수재 예정인 개정(안)

으로서 국제조화외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2.52 열분석법(2.52 熱分析法)에서 열

중량측정법을 건조감량이나 수분측정법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물 이외

의 휘발성 성분이 없는 것을 확인해두도록 하였

고, 4.06 무균시험법(8. 最少供試個数)에서 8. 최

소 공시험 수를 나타내는 표 4.06-3의 개정(안)

을 제안하였다. 

  2.48 수분측정법(2.48 水分測定法)에서는 장비 

적격성 시험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장비 적

격성 시험에서 적절한 수분 측정이 가능한지 확

인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널리 적절하게 사용되는 시약·시액의 조제 

방법 또는 전량법의 양극액/음극액을 유연하게 사

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험법에 규정되어 있던 

수분측정용 용매 및 수분측정용 염기를 시약·시

액 항에 이항하였다. 전기적정법의 물(H2O) 1mg

에 해당하는 전기량 (C/mg)을 10.72에서 10.71

로 변경하였으며 이 시험법으로 수분을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각조를 점차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으로 인해 9.41 시약・시액(9.41 試

薬・試液)에 (E)－アサロン 등 22 품목을 추가하

였다. 

  새로운 참고정보로서 생약의 방사능측정법(生

薬の放射能測定法)이 추가되었다. 생약은 재배품

을 수확하거나 야생품을 채취하고 물에 씻어 건

조하는 등 가공 조제를 거쳐 제조되는 품목으로 

이 참고정보는 천연 유래의 생약이 일정 한도 이

상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생약의 방사능 측정법을 감마선측정법에 

따라 나타내었으며 방사성 물질인 131I, 134Cs및 
137Cs를 대상으로 한다. 

  또, 엔도톡신시험법의 측정 시약에 유전자 재조

합 단백질을 이용하는 대체법(エンドトキシン試

験法と測定試薬に遺伝子組換えタンパク質を用い

る代替法)이 새로 제안되었다. 투구게의 보호와 

시약의 안정적 공급, 시약 로트 간 차이의 해소 

및 시험의 안정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라이세이트

시약의 대안으로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엔도톡신 측정 시약이 개발되었다. 이 참고정보에

서는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엔도톡신 

측정 시약을 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때의 측

정과 측정상의 유의점을 나타낸다.

  미생물 시험에 있어서 미생물의 취급에 따른 

바이오 리스크 관리(微生物試験における微生物の

取扱いのバイオリスク管理)를 신설하였다. 미생물

을 취급할 때의 위험은 미생물의 특성과 취급 작

업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개별 작업별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을 식별, 분석 및 평가하고 미생물을 취급하

는 사람을 보호하는 한편 바이오 보안 위험을 줄

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의 

바이오 리스크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두고 운

영을 위한 규칙과 계획의 책정이 필요하다. 위험

을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 개인 보호 장비, 안전 

장비 및 물리적 봉쇄 시설·설비의 4 요소를 결

합하여 실험실 생물 안전 대책을 실시하도록 한

다. 

  그 외 일본약전 제18개정에서는 수재정보에도 

적절한 고유번호를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있으며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을 PMDA 웹사이트에서 일

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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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 3-히드록시벤조산 MFDS-C-17-001 일반 200 mg/vial 98.97 
(무수물 99.12) 30,000

2 4-벤질페놀 MFDS-C-17-002 일반 200 mg/vial 99.71 
(무수물 99.93) 30,000

3 5-플루오로우라실 MFDS-C-17-003 일반 200 mg/vial 99.93 
(무수물 99.95) 100,000

4 β-락토오스 MFDS-C-17-045 일반 200 mg/vial 99.81 
(무수물 99.96) 30,000

5 아세클로페낙 MFDS 13-08 일반 100 mg/vial 99.7 (as is) 60,000

6 아세트아미노펜 MFDS 13-09 일반 100 mg/vial 99.9 (as is) 40,000

7 아세트아닐리드 MFDS-C-17-004 일반 200 mg/vial 99.84 
(무수물 99.99) 30,000

8 아세틸시스테인 MFDS 14-05 일반 200 mg/vial 99.2 (as is) 200,000

9 아시클로버 MFDS-C-17-005 일반 200 mg/vial 94.94 
(무수물 99.99) 100,000

10 알란토인 MFDS-C-17-006 일반 200 mg/vial 99.90 
(무수물 99.99) 200,000

11 알로푸리놀 MFDS 13-10 일반 100 mg/vial 99.9 (as is) 60,000

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의약품 표준품의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표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제약업계 등의 의료제

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표준품을 제조·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학의약품표준품(마약류표준품 

포함), 생물의약품표준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을 분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www.nifds.go.kr) → 전자민원 → 표준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의 표준품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

1.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총괄

분류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의약외품 총 계
일반 마약류 표준생약 지표성분

품목 수 158 63 33 208 108 37 1 608

2. 신규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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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2 아스피린 MFDS 14-06 일반 200 mg/vial 99.6 (as is) 70,000

13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MFDS 14-07 일반 200 mg/vial 97.4 (as is) 70,000

14 베헨산 MFDS 15-10 일반 200 mg/vial 90.3 (as is) 80,000

15 벤젠술폰아미드 MFDS-C-17-007 일반 200 mg/vial 97.13 
(무수물 97.17) 30,000

16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MFDS 14-08 일반 50 mg/vial 90.2 (as is) 700,000

17 베르베린탄닌산염 MFDS 14-09 일반 200 mg/vial 95.6 (as is) 10,000

18 베타메타손 MFDS 14-10 일반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9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MFDS 13-11 일반 100 mg/vial 99.8 (as is) 90,000

20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MFDS 13-12 일반 100 mg/vial 99.6 (as is) 80,000

21 부스피론염산염 MFDS 14-11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22 카페인무수물 MFDS 13-13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23 칸데르탄실렉세틸 MFDS 13-14 일반 100 mg/vial 99.9 (as is) 400,000

24 캡토프릴 MFDS-C-17-008 일반 200 mg/vial 99.89 
(무수물 99.85) 200,000

25 카르베딜롤 MFDS 13-15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26 세티리진 염산염 MFDS-C-17-009 일반 200 mg/vial 99.84 
(무수물 99.97) 100,000

27 브롬화세틸트리메틸암모늄 MFDS-C-17-010 일반 200 mg/vial 99.88 
(무수물 99.94) 100,000

28 케노데옥시콜산 MFDS 15-11 일반 200 mg/vial 98.3 (as is) 100,000

29 클로로크레졸 MFDS-C-17-011 일반 200 mg/vial 94.14 
(무수물 99.99) 30,000

30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MFDS 13-16 일반 100 mg/vial 99.9 (as is) 90,000

31 클로르족사존 MFDS 14-12 일반 200 mg/vial 99.9 (as is) 90,000

32 콜산 MFDS-C-17-012 일반 200 mg/vial 99.89 
(무수물 99.96) 40,000

33 실니디핀 MFDS 15-12 일반 200 mg/via 99.9 (as is) 200,000

34 실로스타졸 MFDS 13-17 일반 150 mg/vial 99.9 (as is) 300,000

35 시메티딘 MFDS 13-18 일반 100 mg/vial 99.8 (as is) 80,000

36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MFDS 14-13 일반 200 mg/vial 93.6 (as is) 300,000

37 시티콜린 MFDS 15-13 일반 200 mg/vial 90.9 (as is) 50,000

38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MFDS 14-14 일반 200 mg/vial 99.6 (as is) 1,100,000

39 시타라빈 MFDS 14-15 일반 200 mg/vial 99.3 (as is) 100,000

40 데속시메타손 MFDS 14-16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41 덱사메타손 MFDS 14-17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42 D-글루쿠론산 MFDS-C-17-013 일반 200 mg/vial 99.68 
(무수물 99.79) 100,000

43 디펜하이드라민 염산염 MFDS-C-17-014 일반 200 mg/vial 99.94 
(무수물 99.97) 200,000

44 D-만니톨 MFDS 13-19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80,000

45 도부타민염산염 MFDS 14-18 일반 200 mg/vial 98.4 (as is) 80,000

46 도데칸산 MFDS 15-14 일반 200 mg/vial 99.5 (as is)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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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47 독사조신메실산염 MFDS 13-20 일반 100 mg/vial 99.8 (as is) 80,000

48 둘록세틴 염산염 MFDS-C-17-015 일반 200 mg/vial 99.82 
(무수물 99.90) 800,000

49 에날라프릴말레산염 MFDS 14-19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50 에페드린 염산염 MFDS-C-17-046 일반 100 mg/vial 99.96 
(무수물 99.97) 500,000

51 에르도스테인 MFDS-C-17-016 일반 200 mg/vial 99.82 
(무수물 99.95) 300,000

52 에텐자미드 MFDS 14-20 일반 200 mg/vial 99.8 (as is) 1,000,000

53 파모티딘 MFDS 14-21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54 페노피브레이트 MFDS-C-17-017 일반 200 mg/vial 99.97 
(무수물 99.99) 200,000

55 플루코나졸 MFDS-C-17-018 일반 200 mg/vial 98.69 
(무수물 99.73) 200,000

56 플루오시노니드 MFDS 14-22 일반 200 mg/vial 99.0 (as is) 300,000

57 플루오로메톨론 MFDS 14-23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58 플루르비프로펜 MFDS 13-21 일반 100 mg/vial 99.5 (as is) 80,000

59 폴산 MFDS 14-24 일반 200 mg/vial 91.2 (as is) 70,000

60 푸르설티아민염산염 MFDS 13-22 일반 100 mg/vial 99.6 (as is) 90,000

61 가벡세이트메실산염 MFDS 14-25 일반 200 mg/vial 99.8 (as is) 3,200,000

62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MFDS 14-26 일반 200 mg/vial 96.8 (as is) 200,000

63 게피티니브 MFDS 15-15 일반 200 mg/vial 97.4 (as is) 50,000

64 젬시타빈 염산염 MFDS-C-17-019 일반 200 mg/vial 99.91 
(무수물 99.98) 200,000

65 글리메피리드 MFDS 13-23 일반 100 mg/vial 99.4 (as is) 100,000

66 구아이페네신 MFDS 14-27 일반 200 mg/vial 99.4 (as is) 200,000

67 헵타데칸산 MFDS 15-17 일반 200 mg/vial 98.3 (as is) 60,000

68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MFDS 13-24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69 히드로코르티손 MFDS 14-28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70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MFDS 14-29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71 이부프로펜 MFDS 13-25 일반 100 mg/vial 99.9 (as is) 30,000

72 이노시톨 MFDS 14-30 일반 500 mg/vial 99.9 (as is) 70,000

73 이오프로미드 MFDS 13-26 일반 100 mg/vial 99.0 (as is) 40,000

74 케토프로펜 MFDS 13-27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75 락티톨수화물 MFDS 13-28 일반 150 mg/vial 99.8 (as is) 200,000

76 락툴로오즈 MFDS-C-17-020 일반 200 mg/vial 95.58 
(무수물 99.99) 100,000

77 란소프라졸 MFDS 13-29 일반 150 mg/vial 99.9 (as is) 100,000

78 L-아스코르브산 MFDS-C-17-021 일반 200 mg/vial 99.97 
(무수물 99.99) 100,000

79 L-시스테인 MFDS 15-18 일반 200 mg/vial 98.8 (as is) 290,000

80 레르카니디핀염산염 MFDS 15-19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81 레보도파 MFDS 13-30 일반 100 mg/vial 99.8 (as is)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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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레보설피리드 MFDS-C-17-022 일반 200 mg/vial 99.95 
(무수물 99.99) 200,000

83 L-히스티딘염산염수화물 MFDS 15-20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84 리도카인 MFDS 14-31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85 리그노세르산 MFDS 15-21 일반 200 mg/vial 96.5 (as is) 100,000

86 리토콜산 MFDS 15-22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00,000

87 록소프로펜 MFDS 15-23 일반 200 mg/vial 99.9 (as is) 300,000

88 L-피로글루탐산 MFDS 15-24 일반 200 mg/vial 98.9 (as is) 50,000

89 염화리소짐 MFDS 15-25 일반 200 mg/vial 93.6 (as is) 90,000

90 마데카신산 MFDS 15-26 일반 200 mg/vial 85.7 (as is) 50,000

91 말티톨 MFDS-C-17-023 일반 200 mg/vial 99.95 
(무수물 99.97) 200,000

92 멜록시캄 MFDS 13-31 일반 100 mg/vial 99.9 (as is) 60,000

93 메로페넴수화물 MFDS 13-32 일반 100 mg/vial 99.0 (as is) 60,000

94 메트포르민염산염 MFDS 13-33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90,000

95 메토카르바몰 MFDS 13-34 일반 200 mg/vial 99.4 (as is) 200,000

96 메토트렉세이트 MFDS 14-32 일반 200 mg/vial 89.6 (as is) 70,000

97 메틸파라벤 MFDS-C-17-024 일반 200 mg/vial 99.81 
(무수물 99.94) 40,000

98 메트로니다졸 MFDS 13-35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99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FDS 14-33 일반 200 mg/vial 99.7 (as is) 200,000

100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MFDS 13-36 일반 100 mg/vial 99.9 (as is) 700,000

101 나부메톤 MFDS 14-34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02 나프티핀 염산염 MFDS-C-17-025 일반 200 mg/vial 99.93 
(무수물 99.98) 200,000

103 나프록센 MFDS 14-35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04 나테글리니드 MFDS-C-17-026 일반 200 mg/vial 99.82 
(무수물 99.94) 200,000

105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MFDS 14-36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06 니카르디핀염산염 MFDS 13-37 일반 100 mg/vial 99.2 (as is) 80,000

107 니세르골린 MFDS 13-38 일반 100 mg/vial 99.3 (as is) 100,000

108 니코란딜 MFDS 13-39 일반 100 mg/vial 99.6 (as is) 100,000

109 니코틴산아미드 MFDS 13-40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30,000

110 니모디핀 MFDS 13-41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111 니자티딘 MFDS 13-42 일반 100 mg/vial 99.9 (as is) 80,000

112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수화물 MFDS 13-43 일반 100 mg/vial 99.9 (as is) 90,000

113 오메프라졸 MFDS 14-37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14 옥시라세탐 MFDS-C-17-027 일반 200 mg/vial 99.93 
(무수물 99.96) 50,000

115 4-아미노페놀 MFDS 15-27 일반 200 mg/vial 99.5 (as is) 300,000

116 펜톡시필린 MFDS-C-17-028 일반 200 mg/vial 99.98 
(무수물 99.9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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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페닐레프린염산염 MFDS-C-17-029 일반 200 mg/vial 99.91 
(무수물 99.93) 200,000

118 피오글리타존 염산염 MFDS-C-17-030 일반 200 mg/vial 99.89 
(무수물 99.96) 300,000

119 피르페니돈 MFDS-C-17-031 일반 200 mg/vial 99.95 
(무수물 99.98) 200,000

120 피록시캄 MFDS 14-38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21 프랄리독심염화물 MFDS 14-39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22 프라노프로펜 MFDS 14-40 일반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23 프레가발린 MFDS 15-28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30,000

124 프리미돈 MFDS 14-41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25 프로카인염산염 MFDS 13-44 일반 100 mg/vial 100.0 (as is) 80,000

126 프로피베린염산염 MFDS 15-29 일반 200 mg/vial 99.6 (as is) 70,000

127 프로필파라벤 MFDS-C-17-032 일반 200 mg/vial
98.33 

(무수물 99.90)
30,000

128 수도에페드린염산염 MFDS 14-03
원료 

물질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129 피리독신 염산염 MFDS-C-17-033 일반 200 mg/vial 99.96 
(무수물 99.99) 200,000

130 라베프라졸나트륨 MFDS-C-17-034 일반 200 mg/vial
98.49 

(무수물 99.98)
300,000

131 라록시펜 염산염 MFDS-C-17-035 일반 200 mg/vial 99.81 
(무수물 99.87) 200,000

132 라니티딘염산염 MFDS 13-45 일반 100 mg/vial 99.8 (as is) 200,000

133 레바미피드 MFDS 15-30 일반 200 mg/vial 98.5 (as is) 90,000

134 리보플라빈 MFDS 14-42 일반 200 mg/vial 98.5 (as is) 70,000

135 리팜피신 MFDS 13-46 일반 100 mg/vial 98.5 (as is) 50,000

136 리스페리돈 MFDS 13-47 일반 100 mg/vial 99.9 (as is) 100,000

137 로수바스타틴칼슘염 MFDS-C-17-036 일반 200 mg/vial 97.14 
(무수물 99.03) 400,000

138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MFDS 13-48 일반 100 mg/vial 99.8 (as is) 60,000

139 셀레길린염산염 MFDS 14-43 일반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40 심바스타틴 MFDS 13-49 일반 100 mg/vial 99.5 (as is) 80,000

141 솔리페나신숙신산염 MFDS 15-31 일반 200 mg/vial 99.8 (as is) 100,000

142 스피로노락톤 MFDS 14-44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43 텔미사르탄 MFDS 13-50 일반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44 테모졸로미드 MFDS-C-17-037 일반 200 mg/vial 99.47 (무수물 
99.67) 400,000

145 테트라하이드로졸린염산염 MFDS-C-17-038 일반 200 mg/vial 99.96 (무수물 
99.99) 200,000

146 티아민염산염 MFDS 14-45 일반 200 mg/vial 99.2 (as is) 70,000

147 티아민 질산염 MFDS-C-17-039 일반 200 mg/vial 99.75 
(무수물 99.81) 1,100,000

148 티옥트산 MFDS-C-17-040 일반 200 mg/vial 97.01 
(무수물 97.03) 200,000

149 티페피딘히벤즈산염 MFDS 14-46 일반 200 mg/vial 99.7 (as i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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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톨나프테이트 MFDS 14-47 일반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51 토피라메이트 MFDS-C-17-041 일반 200 mg/vial 98.18 
(무수물 99.97) 300,000

152 토르세미드 MFDS-C-17-042 일반 200 mg/vial 99.92 
(무수물 99.98) 200,000

153 트라마돌염산염 MFDS 13-51 일반 100 mg/vial 99.7 (as is) 100,000

154 트라넥삼산 MFDS 14-48 일반 200 mg/vial 97.6 (as is) 200,000

155 트리메부틴말레산염 MFDS 13-52 일반 100 mg/vial 99.9 (as is) 700,000

156 트리메토프림 MFDS-C-17-043 일반 200 mg/vial 99.85 
(무수물 99.87) 100,000

157 발사르탄 MFDS 13-53 일반 100 mg/vial 98.9 (as is) 50,000

158 와파린 MFDS-C-17-044 일반 200 mg/vial 99.88 
(무수물 99.92) 200,000

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 2씨-아이염산염 MFDS 08-02 향정 100 mg/vial 99.0 (as is) 1,000,000

2 3-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염
산염 MFDS 10-16 향정 50 mg/vial 99.9 (as is) 40,000

3 4-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염
산염 MFDS 10-17 향정 50 mg/vial 99.9 (as is) 40,000

4 5-메오-딥트염산염 MFDS 08-05 향정 100 mg/vial 99.0 (as is) 1,000,000

5 알펜타닐염산염 MFDS 13-01 마약 100 mg/vial 97.2 (as is) 300,000

6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MFDS 15-07 향정 200 mg/vial 98.1 (as is) 50,000

7 알프라졸람 MFDS 13-02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600,000

8 암페타민 MFDS 10-09 향정 100 mg/vial 99.9 (as is) 5,900,000

9 암페타민황산염 MFDS 10-10 향정 100 mg/vial 99.9 (as is) 1,000,000

10 벤질피페라진염산염 MFDS 09-05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00,000

11 브로마제팜 MFDS 13-03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200,000

12 부프레노르핀염산염 MFDS 15-01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13 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MFDS 13-04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400,000

14 카리소프로돌 MFDS 03-05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50,000

15 클로르디아제폭시드 MFDS 12-13 향정 100 mg/vial 99.9 (as is) 600,000

16 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MFDS 05-02 향정 100 mg/vial 99.7 (as is) 300,000

17 클로바잠 MFDS 08-01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700,000

18 클로나제팜 MFDS 13-05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600,000

19 클로라제페이트칼륨염 MFDS 12-12 향정 100 mg/vial 98.9 (as is) 900,000

20 클로티아제팜 MFDS 12-14 향정 100 mg/vial 99.6 (as is) 1,700,000

21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
산염수화물 MFDS 14-01 향정 100 mg/vial 95.1 (as is) 400,000

22 디아제팜 MFDS 07-12 향정 200 mg/vial 99.8 (as is) 1,400,000

 ○ 마약류표준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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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에틸프로피온 염산염 MFDS-N-17-001 향정 100 mg/vial 99.38 
(무수물 99.99) 600,000

24 에스타졸람 MFDS 09-07 향정 100 mg/vial 99.4 (as is) 1,500,000

25 에틸로플라제페이트 MFDS 12-06 향정 100 mg/vial 99.6 (as is) 90,000

26 에티졸람 MFDS 12-05 향정 100 mg/vial 99.8 (as is) 2,800,000

27 펜타닐 MFDS 12-17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28 펜타닐시트르산염 MFDS 15-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29 플루디아제팜 MFDS 15-04 향정 100 mg/vial 98.6 (as is) 1,400,000

30 플루니트라제팜 MFDS 13-06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000,000

31 플루라제팜염산염 MFDS 10-14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500,000

32 지에이치비 MFDS 09-10 향정 100 mg/vial 99.9 (as is) 100,000

33 헥소바르비탈 MFDS 07-03 향정 200 mg/vial 99.8 (as is) 300,000

34 히드로코돈타르타르산염수화
물 MFDS 06-01 마약 100 mg/vial 100.0 (as is) 300,000

35 히드로모르폰 염산염 MFDS-N-17-003 마약 100 mg/vial 99.61 
(무수물 99.70) 2,200,000

36 제이더블유에이치-018 MFDS 12-11 향정 100 mg/vial 99.6 (as is) 3,300,000

37 케타민염산염 MFDS 13-07 향정 100 mg/vial 99.9 (as is) 500,000

38 로라제팜 MFDS 07-06 향정 200 mg/vial 98.5 (as is) 700,000

39 로르메타제팜 MFDS 15-05 향정 100 mg/vial 99.5 (as is) 1,200,000

40 마진돌 MFDS 12-03 향정 100 mg/vial 99.0 (as is) 300,000

41 엠디비피염산염 MFDS 09-08 향정 100 mg/vial 99.7 (as is) 100,000

42 엠디엠에이염산 MFDS 03-03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000,000

43 엠이오피피 MFDS 10-15 향정 100 mg/vial 99.8 (as is) 80,000

44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MFDS 08-06 향정 200 mg/vial 99.7 (as is) 재고소진

45 멕사졸람 MFDS 12-04 향정 100 mg/vial 99.8 (as is) 90,000

46 미다졸람 MFDS 08-11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100,000

47 모르핀염산염수화물 MFDS 10-01 마약 100 mg/vial 100.0 (as is) 재고소진

48 모르핀황산염수화물 MFDS 10-02 마약 100 mg/vial 99.5 (as is) 300,000

49 날부핀염산염 MFDS 12-01 향정 100 mg/vial 95.2 (as is) 1,300,000

50 노르펜플루라민염산염 MFDS 10-07-01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900,000

51 옥시코돈 MFDS 12-10 마약 100 mg/vial 99.8 (as is) 600,000

52 옥시코돈염산염수화물 MFDS 10-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53 펜타조신 MFDS 08-07 향정 200 mg/vial 99.1 (as is) 400,000

54 펜토바르비탈 MFDS 10-13 향정 100 mg/vial 99.8 (as is) 500,000

55 페티딘염산염 MFDS 10-05 마약 100 mg/vial 99.8 (as is) 500,000

56 펜디메트라진 주석산염 MFDS-N-17-004 향정 100 mg/vial 99.68 
(무수물 99.86) 300,000

57 펜메트라진염산염 MFDS 12-16 향정 100 mg/vial 99.8 (as is)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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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페노바르비탈 MFDS 07-09 향정 200 mg/vial 99.6 (as is) 700,000

59 프로포폴 MFDS 12-18 향정 100 mg/vial 99.9 (as is) 400,000

60 레미펜타닐염산염 MFDS 12-02 마약 100 mg/vial 99.6 (as is) 7,600,000

61 테마제팜 MFDS 09-13 향정 100 mg/vial 99.4 (as is) 400,000

62 트리아졸람 MFDS-N-17-005 향정 100 mg/vial 99.97 
(무수물 99.98) 600,000

63 졸피뎀타르타르산염 MFDS 09-09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재고소진

번호 품명 코드 포장단위 용도 규격 단가(원)

1 파상풍 독소 01/001 바이알 역가시험
45.5 L+/vial

(calibration before 
using)

88,000

2
인터페론알파-2a
(역가측정용)

01/003 바이알 역가시험
3,290,000 IU/vial
(about 13.6㎍ of 

Interferon alpha-2a)
86,000

3
백일해백신 
(역가시험용)

02/005 바이알 역가시험 112 units/vial 119,000

4 항트롬빈III 02/008 바이알 역가시험 51.9 IU/vial 66,000

5
C형간염 바이러스 
RNA

03/009 바이알 핵산증폭검사 11,480 IU/mL 114,000

6
인터페론알파-2a 
(특성분석용)

03/011 바이알 물리화학시험
About

1.61 mg/mL
0.8 mL/vial

106,000

7
프리칼리크레인 
활성인자

03/012 바이알 역가시험 62 IU/vial 66,000

8
백일해백신 
(무독화시험용)

06/016 바이알 무독화시험
122.2 BWD/mL
1.98 LPU/mL
3.20 HSU/mL

66,000

9 디프테리아 독소 07/017 바이알 역가시험
1,530 L+/vial

(calibration before 
using)

66,000

10
백일해항원항혈청 
(anti-FHA)

07/019 바이알 확인시험
Bordetella
Pertussis

FHA Antiserum
90,000

11
백일해항원항혈청 
(anti-PT)

07/020 바이알 확인시험
Bordetella
Pertussis

PT Antiserum
90,000

12
백일해항원항혈청 
(anti-Pertussis)

07/021 바이알 확인시험

Anti-PT,
Anti-FHA,
Anti-PRN,
Anti-FIM

90,000

13 일본뇌염백신 2차 07/022 바이알 역가시험
2.661

log10PFU/vial
78,000

14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08/026 바이알 역가시험 95.45 IU/vial 66,000

15 보툴리눔 항A형 독소 09/033 바이알 확인시험 1.37 units/vial 66,000

16
정제 브이아이 
장티푸스 백신

09/034 바이알
함량시험
확인시험

56.4 ㎍/mL 66,000

 ○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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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목 지표성분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 오가피 Acanthoside D
Acanthoside  D-2017

(MFDS-H-17-2-034)
20mg/vial 99.4 100,000

2 부자 Aconitine aconitine-2015 20mg/vial 97 110,000

3 작약 Albiflorin albiflorin-2014 20mg/vial 97.88 200,000

4 택사
Alisol  B 

23-acetate
alisol  B 23-acetate-2014 20mg/vial 97.1 200,000

번호 품명 코드 포장단위 용도 규격 단가(원)

17 혈액응고 8인자 2차 09/035 바이알 역가시험

one-stage
clotting assay:

8.9 IU/vial
chromogenic assay:

7.4 IU/vial

66,000

18 파상풍 항독소 10/036 바이알 역가시험 5.28 IU/vial 66,000

19 혈액응고 9인자 11/037 바이알 역가시험
one-stage

clotting assay:
12 IU/vial

101,000

20
항파상풍 
사람면역글로불린

12/040 바이알 역가시험 32.74 IU/vial 66,000

21
헤 모 필 루 스 
인플루엔자 B형 
다당류

14/042 바이알 역가시험
1.21 mg/vial
(올시놀법)

66,000

22 정제백일해 독소 14/044 바이알
무독화시험
(히스타민민
감성시험)

874 IU/vial 71,000

23 신증후출혈열백신 14/045 바이알 역가시험
2.96

4LogPRNT/vial
70,000

24
수두생바이러스 백신 
3차

MFDS-B-
15-001

바이알
바이러스 
함량시험

4.67
log10PFU/0.5mL

66,000

25 사독 2차
MFDS-B-

15-002
바이알 역가시험

치사가 1 시험독량
90.1 μg

출혈가 1 시험독량
10.8 μg

270,000

26 필그라스팀
MFDS-B-

16-001
바이알 함량시험 0.240 mg/mL 187,000

27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베이징주)

MFDS-B-
16-002

바이알 역가시험
일본 국가표준품이 

2.21일 때 동 표준품의 
역가는 1이다

163,000

28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베이징주)
양성대조혈청

MFDS-B-
17-001

바이알 역가시험 중화항체가 2.093 150,000

29
정제백일해 항혈청 
(anti-PT, FHA, 
PRN)

MFDS-B
-16-004

바이알 역가시험
Anti-PT(57 EU/㎖),

Anti-FHA(338 EU/㎖),
Anti-PRN(45 EU/㎖)

140,000

30 정제백일해 항원(PT)
MFDS-B-

15-004
바이알 역가시험 170.2 ㎍/㎖ 140,000

31
정 제 백 일 해 
항원(FHA)

MFDS-B-
15-005

바이알 역가시험 158.5 ㎍/㎖ 140,000

32
정 제 백 일 해 
항원(PRN)

MFDS-B-
15-006

바이알 역가시험 184.4 ㎍/㎖ 140,000

 ○ 지표성분표준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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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목 지표성분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5 대황 Aloe-emodin aloe-emodin-2015 20mg/vial 98.7 110,000

6 권백 Amentoflavone amentoflavone-2015 20mg/vial 98 110,000

7 도인,행인 Amygdalin amygdalin-2014 20mg/vial 100 200,000

8 연교 Arctigenin arctigenin-2015 20mg/vial 99.1 110,000

9 방기
Aristolochic  acid 

I
Aristolochic  acid I-2017
(MFDS-H-17-2-003)

20 mg/vial 99.9 100,000

10 백출 Atractylenolide  Ⅲ Atractylenolide  Ⅲ-2016 20mg/vial 99.4 100,000

11 황금 Baicalein Baicalein-2016 20mg/vial 98.8 100,000

13 노회 Barbaloin Barbaloin-2017 20 mg/vial 97.7 100,000

14 구기자 Betaine betaine-2013 20mg/vial 100 200,000

15 강황
Bisdemethoxycurc

umin
bisdemethoxycurcumin-200

9
20mg/vial 99.08 127,000

16 초두구 Cardamonin Cardamonin-2016 20mg/vial 99.8 100,000

17 지황 Catalpol Catalpol-2017 20 mg/vial 99.6 100,000

18 고련피,아선약 Catechin catechin-2015 20mg/vial 99.5 110,000

19 대황 Chrysophanol Chrysophanol-2017 20 mg/vial 100 100,000

20
백두구,초과,
유칼리유

Cineol cineol-2015 20mg/vial 100 110,000

21 독활 Continentalic  acid continentalic  acid-2015 20mg/vial 98.4 110,000

22 현호색 Coptisine coptisine-2014 20mg/vial 99.6 200,000

23 목향 Costunolide Costunolide-2016 20mg/vial 99.7 100,000

24 강황 Curcumin curcumin-2006 20mg/vial 100 170,000

25 갈근 Daidzin daidzin-2015 20mg/vial 99.3 110,000

26 목향
Dehydrocostus  

lactone
dehydrocostus  
lactone-2015

20mg/vial 99.6 110,000

27 강황
Demethoxycurcumi

n
demethoxycurcumin-2006 20mg/vial 98.17 170,000

28 승마 27-Deoxyactein 27-Deoxyactein-2017 20 mg/vial 99.9 100,000

29 인진호
6,7-Dimethylescul

etin
6,7-dimethylesculetin-2006 20mg/vial 100 60,000

30 자오가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B-2015 20mg/vial 99.7 110,000

31 대황 Emodin emodin-2015 20mg/vial 98.9 110,000

32 포도엽엑스 (-)-Epicatechin (-)-epicatechin-2015 20mg/vial 99.8 110,000

33 다엽가루 Epigallocatechin Epigallocatechin-2017 20 mg/vial 97.3 100,000

34 진피,  속수자 Esculetin esculetin-2006 20mg/vial 99.64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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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목 지표성분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35 정향 Eugenol Eugenol-2016 20mg/vial 99.5 100,000

36 오수유 Evodiamine evodiamine-2006 20mg/vial 100 105,000

37 황기 Formononetin Formononetin-2016 20mg/vial 98.4 100,000

32 치자 Geniposide geniposide-2015 20mg/vial 99.6 110,000

33 겐티아나,용담 Gentiopicroside gentiopicroside-2014 20mg/vial 100 200,000

34 아출 Germacrone germacrone-2015 20mg/vial 99.6 110,000

　 건강 6-Gingerol 6-gingerol-2017 20mg/vial 99.9 100,000

35 인삼 Ginsenoside  Rb1 Ginsenoside  Rb1-2016 20mg/vial 100 100,000

36 인삼,  홍삼 Ginsenoside Re Ginsenoside  Re-2017 20 mg/vial 97.4 100,000

37 인삼,홍삼 Ginsenoside Rg1 Ginsenoside Rg1-2016 20mg/vial 99.9 100,000

38 오미자 Gomisin  A gomisin A-2013 20mg/vial 99.62 200,000

39 오미자 Gomisin  N gomisin  N-2008 20mg/vial 87.8 95,000

40 현삼 Harpagoside harpagoside-2007 20mg/vial 98.24 47,600

41 진피,청피 Hesperidin hesperidin-2015 20mg/vial 100 110,000

42 후박 Honokiol honokiol-2006 20mg/vial 98.11 105,000

43 로얄젤리
10-Hydroxy-2-

decenoic  acid
10-Hydroxy-2-decenoic 

acid-2016
20mg/vial 99.3 100,000

44 우슬
20-Hydroxyecdys

one
20-hydoxyecdysone-2014 20mg/vial 100 200,000

45 다투라 (-)Hyoscyamine Hyoscyamine-2017 20 mg/vial 98.1 100,000

46
골든로드50%
에 탄 올 엑 스 
(5.5→1)

Hyperoside hyperoside-2005 20mg/vial 98.88 100,000

47 음양곽 Icariin icariin-2014 20mg/vial 99.75 200,000

48 백지 Imperatorin imperatorin-2014 20mg/vial 98.61 200,000

49 백지 Isoimperatorin isoimperatorin-2014 20mg/vial 100 200,000

50 삼백초 Isoquercitrin Isoquercitrin-2016 20mg/vial 99.4 100,000

51 괴화 Isorhamnetin Isorhamnetin-2016 20mg/vial 99.5 100,000

52

복방서양산사 
60 % 
에탄올엑스·
은행엽엑스·
마늘유 캡슐

Kaempferol kaempferol-2015 20mg/vial 99.7 110,000

53 해동피
Kalopanaxsaponin  

B
kalopanaxsaponin  B-2013 20mg/vial 98.72 200,000

54 해동피
Kalopanaxsaponin  

B
kalopanaxsaponin  B-2016 20mg/vial 99.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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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목 지표성분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55 독활 Kaurenoic  acid kaurenoic  acid-2013 20mg/vial 96.98 200,000

56 희렴 Kirenol Kirenol-2016 20mg/vial 99.5 100,000

57 익모초 Leonurine leonurine-2009 20mg/vial 100 33,300

58 오약 Linderane linderane-2015 20mg/vial 98.7 110,000

59 감초 Liquiritigenin liquiritigenin-2013 20mg/vial 100 200,000

60 감초밀자 Liquiritin liquiritin-2015 20mg/vial 98.7 110,000

61 산수유,  인동 Loganin loganin-2008 20mg/vial 98.91 32,200

62 국화 Luteolin luteolin-2015 20mg/vial 98.9 110,000

63 방기,산조인 Magnoflorine magnoflorine-2014 20mg/vial 99.52 200,000

64 후박 Magnolol magnolol-2006 20mg/vial 99.69 100,000

65 지모 Mangiferin mangiferin-2008 20mg/vial 99.78 25,000

66 고삼 Matrine [+]-Matrine-2016 20mg/vial 98.9 100,000

67 산수유 Morroniside morroniside-2015 20mg/vial 98.7 110,000

68 지실 Naringin Naringin-2016 20mg/vial 97.1 100,000

69 당귀 Nodakenin nodakenin-2014 20mg/vial 99.94 200,000

70 곡기생 Oleanolic  acid Oleanolic  acid-2016 20mg/vial 98.2 100,000

71 고삼 Oxymatrine Oxymartrine-2016 20mg/vial 99.8 100,000

72 백지 Oxypeucedanin oxypeucedanin-2006-2 20mg/vial 99.56 212,000

73 목단피 Paeonol paeonol-2007 20mg/vial 99.97 50,000

74 종대황 Physcion Physcion-2016 20mg/vial 99.7 100,000

75 두충
Pinoresinol-digluc

oside
pinoresinol-diglucoside-2013 20mg/vial 100 200,000

76 지실 Poncirin poncirin-2013 20mg/via 98.91 200,000

77 보골지 Psoralen psoralen-2006 20mg/vial 100 60,000

78 갈근 Puerarin puerarin-2015 20mg/vial 99.4 110,000

79 삼백초 Quercitrin Quercitrin-2016 20mg/vial 99.2 100,000

80 포도엽엑스 Resveratrol resveratrol-2015 20mg/vial 99.8 110,000

81 대황 Rhein rhein-2015 20mg/vial 99.4 110,000

82 오수유 Rutaecarpine rutaecarpine-2006 20mg/vial 97.07 105,000

83 시호 Saikosaponin  A Saikosaponin  A-2015 20mg/vial 99.3 100,000

84 시호 Saikosaponin  D Saikosaponin  D-2015 20mg/vial 95.9 100,000

85 단삼 Salvianolic  acid B salvianolic  acid B-2015 20mg/vial 97.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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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목 지표성분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86 백굴채
Sanguinarine  

chloride
Sanguinarine-2016 20mg/vial 98.8 100,000

87 오미자 Schisandrin schisandrin-2015 20mg/vial 99.7 110,000

88 대황,센나엽 Sennoside  A sennoside  A-2013 20mg/vial 100 200,000

89 대황,센나엽 Sennoside  B sennoside  B-2015 20mg/vial 99.5 110,000

90 흑지마 Sesamin sesamin-2015 20mg/vial 99 110,000

91
오르소시폰가
루

Sinensetin Sinensetin-2017 20 mg/vial 100 100,000

92 양파 Spiraeoside Spiraeoside-2017 20 mg/vial 99.8 100,000

93 밀크시슬엑스 Silybin Silybin-2016 20mg/vial 99.6 100,000

94 산수유 Sweroside sweroside-2013 20mg/vial 100 200,000

95 당약 Swertiamarin swertiamarin-2015 20mg/vial 98.6 110,000

96 단삼 Tanshinone  IIA tanshinone IIA-2015 20mg/vial 98.74 110,000

97 원지 Tenuifolin tenuifolin-2014 20mg/vial 99.82 200,000

98 현호색
Tetrahydropalmati

ne
tetrahydropalmatine-2009-3 20mg/vial 99.2 32,200

99 현호색
Tetrahydropalmati

ne
tetrahydropalmatine-2016 20mg/vial 　 100,000

100 하수오
2,3,5,4′-tetrahyd
roxystilbene-2-O
-β-D-glucoside

THSG-2014 20mg/vial 99.25 200,000

101 황금 Wogonin wogonin-2015 20mg/vial 98.9 110,000

연번 품 목 기원 학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원)

1 갈근 Pueraria lobata Ohwi 갈근PULO2008 3 g/vial 2,600

2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inné 감국CHIN2015 3 g/vial 20,000

3 감초 Glycyrrhiza glabra Linné 감초GLGL2016 3 g/vial 20,000

4 감초 Glycyrrhiza inflata Batal. 감초GLIN2016 3 g/vial 20,000

5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감초GLUR2008 3 g/vial 29,800

6 강활 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 강활NOFO2009 3 g/vial 18,900

7 강활 Notopterygium incisum Ting 강활NOIN2009 3 g/vial 18,700

8 강활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강활OSKO2009 3 g/vial 19,100

9 강황 Curcuma longa Linné 강황CULO2010 3 g/vial 22,300

10 개자 Brassica juncea Czern.et Cosson 개자BRJU2008 3 g/vial 31,200

11 건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건강ZIOF2016 3 g/vial 20,000

 ○ 표준생약(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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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목 기원 학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원)

12 건율 Castanea crenata Siebold et Zuccarini 건율CACR2015 3 g/vial 20,000

13 결명자 Cassia obtusifolia Linné 결명자CAOB2015 3 g/vial 20,000

14 결명자 Cassia tora Linné 결명자CATO2015 3 g/vial 20,000

15 계지 Cinnamomum cassia Presl 계지CICA2016 3 g/vial 20,000

16 고량강 Alpinia officinarum Hance 고량강ALOF2015 3 g/vial 20,000

17 고본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gawa 고본LIJE2009 3 g/vial 18,700

18 고본 Ligusticum sinense Oliv. 고본LISI2009 3 g/vial 18,700

19 고본 Ligusticum tenuissima Kitagawa 고본LITE2009 3 g/vial 18,800

20 고삼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고삼SOFL2013 3 g/vial 20,000

21 곽향
Agastache rugosa (Fischer et Meyer) 

O.Kuntze
곽향AGRU2012 3 g/vial 20,000

22 괄루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괄루근TRKI2016 3 g/vial 20,000

23 괄루근 Trichosanthes rosthornii Harms 괄루근TRRO2016 3 g/vial 20,000

24 괄루인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괄루인TRKI2015 3 g/vial 20,000

25 괄루인 Trichosanthes rosthornii Harms 괄루인TRRO2015 3 g/vial 20,000

26 광곽향 Pogostemon cablin Bentham 광곽향POCA2012 3 g/vial 20,000

27 구기자 Lycium barbarum Linné 구기자LYBA2014 3 g/vial 20,000

28 구기자 Lycium chinense Miller 구기자LYCH2014 3 g/vial 20,000

29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var. 

latilobum (Maxim.) Kitamura
구절초CHZA2015 3 g/vial 20,000

30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var.coreanum 

(Nakai)
산구절초CHZA2015 3 g/vial 20,000

31 구척 Cibotium barometz J. Smith 구척CIBA2015 3 g/vial 20,000

32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uelle 국화CHMO2016 3 g/vial 20,000

33 금은화 Lonicera japonica Thunberg 금은화LOJA2008 3 g/vial 29,200

34 금전초 Lysimachia christinae Hance
금전초LYCH2017 

(MFDS-H-17-1-003)
3 g/vial 20,000

35 길경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길경PLGR2013 3 g/vial 20,000

36 내복자 Raphanus sativus Linné 내복자RASA2008 3 g/vial 30,000

37 노근 Phragmites communis Trinius 노근PHCO2016 3 g/vial 20,000

38 단삼 Salvia miltiorrhiza Bunge 단삼SAMI2016 3 g/vial 20,000

39 당귀 Angelica gigas Nakai 당귀ANGI2009 3 g/vial 18,700

40 당삼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var. modesta 

L. T. Shen 
소화당삼COPI2015 3 g/vial 20,000

41 당삼 Codonopsis tangshen Oliver 당삼COTA2015 3 g/vial 20,000

42 당삼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당삼COPI2004 3 g/vial 11,500

43 대복피 Areca catechu Linné 대복피ARCA2015 3 g/vial 20,000

44 대추 Zizyphus jujuba Miller var. inermis Rehder 대추ZIIN2016 3 g/vial 20,000

45 대추
Zizyphus jujuba Miller var. hoonensis T. B. 

Lee
대추ZIHO2016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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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인 Prunus davidiana Franchet 도인PRDA2010 3 g/vial 11,100

47 도인 Prunus persica Batsch 도인PRPE2010 3 g/vial 11,200

48 독활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독활ARCO2012 3 g/vial 20,000

49 두충 Eucommia ulmoides Oliver 두충EUUL2012 3 g/vial 11,500

50 마인 Cannabis sativa Linné 마인CASA2016 3 g/vial 10,000

51 마치현 Portulaca oleracea Linné 마치현POOL2015 3 g/vial 20,000

52 마황 Ephedra sinica Stapf 마황EPSI2016 3 g/vial 20,000

53 마황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er
마황EPIN2016 3 g/vial 20,000

54 마황 Ephedra equisetina Bunge 마황EPEQ2016 3 g/vial 20,000

55 마황근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er
마황근EPIN2015 3 g/vial 20,000

56 마황근 Ephedra sinica Stapf. 마황근EPSI2015 3 g/vial 20,000

57 만형자 Vitex rotundifolia Linné fil. 만형자VIRO2015 3 g/vial 20,000

58 만형자 Vitex trifolia Linné 만형자VITR2015 3 g/vial 20,000

59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맥문동LIPL2012 3 g/vial 20,000

60 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Ker-Gawler 맥문동OPJA2012 3 g/vial 20,000

61 맥아
Hordeum vulgare Linné var. hexastichon 

Aschers
맥아HOVU2015 3 g/vial 20,000

62 모과 Chaenomeles sinensis Koehne 목과CHSI2015 3 g/vial 20,000

63 모과 Chaenomeles speciosa Nakai 목과CHSP2015 3 g/vial 20,000

64 목단피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목단피PASU2008 3 g/vial 11,500

65 목통 Akebia quinata Decaisne 목통AKQU2008 3 g/vial 30,700

66 목향 Aucklandia lappa Decne. 목향AULA2016 3 g/vial 10,000

67 박하
Mentha arvensis Linné var. piperascens 

Malinvaud ex Holmes
박하MEAR2015 3 g/vial 20,000

68 반하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반하PITE2013 3 g/vial 20,000

69 방기 Sinomenium acutum Rehder et Wilson 방기SIAC2010 3 g/vial 11,000

70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kin 방풍SADI2008 3 g/vial 30,300

71 백과 Ginkgo biloba Linné 백과GIBI2015 3 g/vial 20,000

72 백굴채
Chelidonium majus Linné var. asiaticum 

Ohwi
백굴채CHMA2008 3 g/vial 30,900

73 백두구 Amomum kravanh Pierre ex Gagnep. 백두구AMKR2016 3 g/vial 20,000

74 백두구 Amomum compactum Solander ex Maton 백두구AMCO2016 3 g/vial 20,000

75 백수오 Cynanchum wilfordii Hemsley 백수오CYWI2010 3 g/vial 22,300

76 백지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var. formosana Shan et Yuan
백지ANFO2009 3 g/vial 18,700

77 백지 Angelica dahurica Betham et Hooker f. 백지ANDA2009 3 g/vial 18,700

78 백출 Atractylodesjaponica Koidzumi 삽주ATJA2015 3 g/vial 20,000

79 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백출ATMA2012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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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백편두 Dolichos lablab Linné 백편두DOLA2016 3 g/vial 10,000

81 복령 Poria cocos Wolf 복령POCO2016 3 g/vial 20,000

82 복분자 Rubus coreanus Miquel 복분자RUCO2008 3 g/vial 31,800

83 복신 Poria cocos Wolf 복신POCO2016 3 g/vial 20,000

84 부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부자편ACCA2016 3 g/vial 20,000

85 부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포부자ACCA2016 3 g/vial 20,000

86 빈랑자 Areca catechu Linné 빈랑자ARCA2008 3 g/vial 30,600

87 사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사삼ADTR2004 3 g/vial 11,500

88 사상자 Cnidium monieri (L). Cussion 사상자CNMO2009 3 g/vial 18,700

89 사상자 Torilis japonica Decandolle 사상자TOJA2009 3 g/vial 19,300

90 사인
Amomum villosum Loureiro var. 
xanthioides T. L. WuetSenjen

사인AMXA2016 3 g/vial 20,000

91 사인 Amomum villosum Loureiro 사인AMVI2016 3 g/vial 20,000

92 산사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CRPI2016 3 g/vial 20,000

93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산수유COOF2015 3 g/vial 20,000

94 산약 Dioscorea batatas Decaisne 산약DIBA2008 3 g/vial 11,500

95 산약 Dioscorea japonica Thunberg 산약DIJA2014 3 g/vial 20,000

96 산조인
Zizyphus jujuba Miller var. spinosa Huex 

H. F. Chou
산조인ZIJU2006 3 g/vial 6,100

97 산초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ZAPI2016 3 g/vial 20,000

98 산초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산초ZASC2016 3 g/vial 20,000

99 산초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산초ZABU2016 3 g/vial 20,000

100 삼릉
Sparganium stoloniferum 

Buchanan-Hamilton
삼릉SPST2010 3 g/vial 11,200

101 상백피 Morus alba Linné 상백피MOAL2008 3 g/vial 32,700

102 상엽 Morus alba Linné 상엽MOAL2016 3 g/vial 20,000

103 상엽 Morus bombycis Koidz 상엽MOBO2016 3 g/vial 20,000

104 상지 Morus alba Linné 상지MOAL2016 3 g/vial 20,000

105 석곡
Dendrobium fimbriatum Hook. var. 

oculatum Hook.
석곡DEFI2016 3 g/vial 20,000

106 석곡 Dendrobium candidum Wall. ex Lindley 석곡DECA2016 3 g/vial 40,000

107 석창포 Acorus gramineus Solander 석창포ACGR2008 3 g/vial 30,800

108 세신
Asiasarum heterotropoides F. Maekawa 

var. mandshuricum F. Maekawa
세신ASHE2014 3 g/vial 20,000

109 세신
Asiasarum sieboldii Miquel var. seoulense 

Nakai
세신ASSI2014 3 g/vial 20,000

110 소목 Caesalpinia sappan Linné 소목CASA2016 3 g/vial 20,000

111 속단
Dipsacus asperoides C. Y. Cheng et T. M. 

Ai 
속단DIAS2014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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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Komarov 승마CIHE2016 3 g/vial 20,000

113 승마 Cimicifuga dahurica Maximowicz 승마CIDA2016 3 g/vial 20,000

114 시라자 Anethum graveolens Linné 시라자ANGR2014 3 g/vial 20,000

115 시호 Bupleurum falcatum Linné 시호BUFA2010 3 g/vial 11,200

116 시호 Bupleurum scorzonerifolium Willd. 시호BUSC2010 3 g/vial 11,200

117 식방풍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식방풍PEJA2012 3 g/vial 20,000

118 아출
Curcuma kwangsiensis S. G. Lee et C. F. 

Liang
아출CUKW2012 3 g/vial 20,000

119 아출 Curcuma phaeocaulis Val. 아출CUPH2012 3 g/vial 20,000

120 아출 Curcuma wenyujinY.H.ChenetC.Ling 아출CUWE2012 3 g/vial 20,000

121 애엽 Artemisia argyi Lev. et Vant. 애엽ARAR2016 3 g/vial 20,000

122 애엽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애엽ARPR2016 3 g/vial 20,000

123 애엽 Artemisia montana Pampani 애엽ARMO2016 3 g/vial 20,000

124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Thunberg 어성초HOCO2008 3 g/vial 30,600

125 연교 Forsythia viridissima Lindley 연교FOVI2016 3 g/vial 20,000

126 연교 Forsythia suspensa Vahl 연교FOSU2016 3 g/vial 20,000

127 연자육 Nelumbo nucifera Gaertner 연자육NENU2016 3 g/vial 20,000

128 오가피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오가피ACSE2016 3 g/vial 20,000

129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오미자SCCH2008 3 g/vial 5,400

130 오수유 Evodia rutaecarpa Bentham
오수유EVRU2017 

(MFDS-H-17-1-013)
3 g/vial 20,000

131 옥죽
Polygonatum odoratum Druce var. 

pluriflorum Ohwi 
옥죽POOD2016 3 g/vial 20,000

132 용담 Gentiana scabra Bunge 아니 3 g/vial 4,300

133 용안육 Dimocarpus longan Loureiro 용안육DILO2016 3 g/vial 20,000

134 우슬 Achyranthes japonica Nakai 우슬ACJA2008 3 g/vial 29,100

135 울금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울금CUWE2012 3 g/vial 20,000

136 원지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원지POTE2008 3 g/vial 4,200

137 위령선 Clematis manshurica Ruprecht
위령선CLMA2017 

(MFDS-H-17-1-019)
3 g/vial 20,000

138 위령선 Clematis chinensis Osbeck
위령선CLCH2017 

(MFDS-H-17-1-020)
3 g/vial 20,000

139 유백피 Ulmus macrocarpa Hance 유백피ULMA2016 3 g/vial 20,000

140 육계 Cinnamomum cassia Presl 육계CICA2010 3 g/vial 11,200

141 육종용 Cistanche deserticola Y. C. Ma 육종용CIDE2016 3 g/vial 20,000

142 음양곽 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EPKO2006 3 g/vial 3,400

143 음양곽 Epimedium sagittatum Maximowicz
음양곽EPSA2017 

(MFDS-H-17-1-023)
3 g/vial 20,000

144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Houttuyn 익모초LEJA2008 3 g/vial 2,300

145 인동 Lonicera japonica Thunberg 인동LOJA2008 3 g/vial 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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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
인삼PAGI2017 

(MFDS-H-17-1-025)
3 g/vial 20,000

147 인진호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인진호ARCA2014 3 g/vial 20,000

148 일당귀 Angelica acutiloba Kitagawa
일당귀ANAC2017 

(MFDS-H-17-1-026)
3 g/vial 20,000

149 일당귀
Angelica acutiloba Kitagawa var. sugiyamae 

Hikino
일당귀ANSU2017 

(MFDS-H-17-1-027)
3 g/vial 20,000

150 자근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자근LIER2006 3 g/vial 5,500

151 자소엽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 자소엽PEAC2016 3 g/vial 20,000

152 자소엽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Decaisne
자소엽PECR2016 3 g/vial 20,000

153 자소자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Thunb.) Kudo
자소자PEAC2017 

(MFDS-H-17-1-028)
3 g/vial 20,000

154 자소자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Decne.
자소자PECR2017 

(MFDS-H-17-1-029)
3 g/vial 20,000

155 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as 작약PALA2013 3 g/vial 20,000

156 전호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 

(=Peucedanu m decursivum  Maximowicz)
전호ANDE2009 3 g/vial 18,700

157 전호 Peucedanum praeruptorum Dunn 전호PEPR2009 3 g/vial 18,700

158 절패모 Fritillaria thunbergii Miquel 절패모FRTH2008 3 g/vial 27,900

159 정제부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정제부자ACCA2006 3 g/vial 6,100

160 지각 Citrus aurantium Linné 지각CIAU2009 3 g/vial 18,700

161 지각 Citrus natsudaidai Hayata 지각CINA2009 3 g/vial 18,700

162 지골피 Lyciumc hinense Miller 지골피LYCH2016 3 g/vial 20,000

163 지골피 Lycium barbarum Linné 지골피LYBA2016 3 g/vial 20,000

164 지모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지모ANAS2015 3 g/vial 20,000

165 지실 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지실POTR2008-1 3 g/vial 2,500

166 지유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지유SAOF2016 3 g/vial 20,000

167 지유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var.l ongifolia 

(Bert.) Yϋ et Li
지유SALO2016 3 g/vial 80,000

168 지황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 지황REGL2013 3 g/vial 20,000

169 진피 Citrus reticulata Blanco 진피CIRE2015-01 3 g/vial 11,200

170 진피 Citrus unshiu Markovich 진피CIUN2015-01 3 g/vial 11,200

171 질려자 Tribulus terrestris Linné
질려자TRTE2017 

(MFDS-H-17-1-039)
3 g/vial 20,000

172 차전자 Plantago asiatica Linné 차전자PLAS2014 3 g/vial 20,000

173 차전자 Plantago depressa Willdenow 차전자PLDE2014 3 g/vial 20,000

174 창출 Atractylodes chinensis Koidzumi 창출ATCH2012 3 g/vial 20,000

175 창출 Atractylodes lancea De Candlle 창출ATLA2012 3 g/vial 20,000

176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CNOF2009 3 g/vial 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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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천궁 Ligusticum chuanxiong Hort. 천궁LICH2009 3 g/vial 18,700

178 천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천남성ARAM2006 3 g/vial 6,800

179 천마 Gastrodia elata Blume 천마GAEL2008 3 g/vial 5,400

180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s Merrill 천문동ASCO2013 3 g/vial 20,000

181 청피 Citrus reticulata Blanco 청피CIRE2010 3 g/vial 11,200

182 청피 Citrus unshiu Markovich 청피CIUN2010 3 g/vial 11,200

183 초과 Amomum tsao-ko Crevost et Lemaire
초과AMTA2017 

(MFDS-H-17-1-042)
3 g/vial 20,000

184 치자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GAJA2014 3 g/vial 20,000

185 택사 Alisma orientale Juzepzuk 택사ALOR2002 3 g/vial 10,300

186 토복령 Smilax china Linné 토복령SMCH2002 3 g/vial 10,300

187 하수오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하수오POMU2013 3 g/vial 20,000

188 해방풍 Glehnia littoralis Fr. Schmidt ex Miquel 해방풍GLLI2010 3 g/vial 10,000

189 행인 Prunus armeniaca L. var. ansu Maxim. 행인PRAR2008 3 g/vial 30,800

190 향부자 Cyperus rotundus Linné 향부자CYRO2008 3 g/vial 11,500

191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 Miquel 현삼SCBU2008 3 g/vial 30,000

192 현초 Geranium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
현초GETH2017 

(MFDS-H-17-1-061)
3 g/vial 20,000

193 현호색 Corydalis ternata Nakai
현호색COTE2017 

(MFDS-H-17-1-062)
3 g/vial 20,000

194 현호색 Corydalis yanhusuo W. T. Wang
현호색COYA2017 

(MFDS-H-17-1-063)
3 g/vial 20,000

195 형개 Schizonepeta tenuifolia Briquent 형개SCTE2016 3 g/vial 20,000

196 홍화 Carthamus tinctorius Linné 홍화CATI2004 2 g/vial 11,500

197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황금SCBA2013 3 g/vial 20,000

198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황기ASME2013 3 g/vial 20,000

199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 

mongholicus Hsiao
황기ASMEvMO2013 3 g/vial 20,000

200 황련 Coptis chinensis Franchet 황련COCH2013 3 g/vial 20,000

201 황련 Coptis deltoidea C. Y. Cheng et Hsiao 황련CODE2013 3 g/vial 20,000

202 황련 Coptis teeta Wallich 황련COTE2013 3 g/vial 20,000

203 황련 Coptis japonica Makino 황련COJA2013 3 g/vial 20,000

204 황백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황백PHAM2016 3 g/vial 20,000

205 황백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er 황백PHCH2016 3 g/vial 20,000

206 황정 Polygonatum sibiricum Redoute 황정POSI2006 3 g/vial 4,600

207 회향 Foeniculum vulgare Miller 회향FOVU2010 3 g/vial 11,200

208 흑지마 Sesamum indicum Linné
흑지마SEIN2017 

(MFDS-H-17-1-073)
3 g/vial 20,000

 ○ 대조품 분양목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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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생약명 기원학명 관리번호(로트번호) 포장단위 분양단가 (원/vial)

1 대조품 이엽우피소 이엽우피소CYAU2015 3  g 20,000

번호 코드번호 표준품 명칭 잔여량 분양가(원)

1 IVD-12/001 로타바이러스 유전자(혼합패널, 4종) 27 190,000

2 IVD-12/002 로타바이러스 유전자(RNA) 6 114,000

3 IVD-12/003 로타바이러스 항원(희석패널, 3종) 11 66,000

4 IVD-12/004 말라리아 항원(혼합농도패널, 6종) 154 190,000

5 IVD-12/005 말라리아 항체(혼합농도패널, 6종) 85 190,000

6 IVD-12/006 매독 항체(혼합농도패널, 12종) 90 190,000

7 IVD-12/008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1) 유전자(재조합 DNA) 229 66,000

8 IVD-12/009 스트렙토코커스 A형 유전자(희석패널, 3종) 68 66,000

9 IVD-12/010 스트렙토코커스 A형 항원(희석패널, 3종) 51 66,000

10 IVD-12/011 스트렙토코커스 B형 유전자(희석패널, 3종) 69 66,000

11 IVD-12/012 스트렙토코커스 B형 항원(희석패널, 3종) 60 66,000

12 IVD-12/017 A형간염바이러스 항체(희석패널, 4종) 153 66,000

13 IVD-12/018 A형간염바이러스 항체(혼합농도패널, 12종) 157 190,000

14 IVD-12/019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 5종) 9 66,000

15 IVD-12/020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235 66,000

16 IVD-12/021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 4종) 6 66,000

17 IVD-12/022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227 66,000

18 IVD-12/023 폐렴구균 항원(희석패널, 3종) 44 66,000

19 IVD-12/024 폐렴구균 유전자(희석패널, 3종) 70 66,000

20 03/010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4284 66,000

21 08/023 인유두종바이러스(HPV) L1 DNA 277 66,000

22 08/024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다단계희석패널) 1923 66,000

23 08/029 ABO 및 D형 혈액형판정용 동결 적혈구 27/0/32/3 190,000

24 09/03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다단계희석패널) 718 66,000

25 12/03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다단계희석패널) 86 66,000

26 IVD-14/001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저농도패널) 79 190,000

27 IVD-14/002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혼합농도패널) 38 190,000

28 IVD-15/00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2)항체(혼합농도패널)-001 17 190,000

29 IVD-15/00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2)항체(혼합농도패널)-002 24 190,000

30 MFDS-I-17-001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항원 (재조합) 60 530,000

31 MFDS-I-17-002 뎅기열바이러스 항원(혈청형-1) (재조합) 90 530,000

32 MFDS-I-17-003 뎅기열바이러스 항원(혈청형-3) (재조합) 190 530,000

33 MFDS-I-17-004 뎅기열바이러스 항원(혈청형-4) (재조합) 190 530,000

34 MFDS-I-18-00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A/H1N1) 400 66,000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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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코드번호 표준품 명칭 잔여량 분양가(원)

35 MFDS-I-18-00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A/H3N2) 400 66,000

36 MFDS-I-18-00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A/H1N1pdm09) 400 66,000

37 MFDS-I-18-00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B) 400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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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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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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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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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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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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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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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처리기간

7일

(마약류표준품 : 14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성명
대표자 :

신청인 :

③ 전화번호 ④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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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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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분양신청서 

120

KP Forum Vol.16 No.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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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

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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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니다.

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인 수 일 :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121

KP Forum Vol.16 No.2 (2019)





대한민국약전포럼 (Vol. 16, No. 2)

Korean Pharmacopoeial Forum

발 행 일 : 2019년 12월 30일

발 행 인 : 이동희

편집위원 : 박윤주, 이효민, 김주환, 김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인구, 김은정, 정현주 (의약품품질연구재단)

강종성 (충남대학교) 강찬순 (엠에프씨)

김완수 (일동제약) 김인규 (인천재능대학교)

나동희 (중앙대학교) 박경숙 (보령제약)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임희균 (알보젠코리아)

조정환 (숙명여자대학교)

발 행 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Tel : 043-719-4608, Fax : 043-719-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