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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1부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의 민원 수요 및 국제조화에 따라 반코마이신염산염, 주사용 세프술로딘나트륨, 스펙티노마이신
염산염수화물, 페니토인 정,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의 5 품목의 개정을 제안하며, 개정에 관한
실험적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현

성

행

개 정 안

반코마이신염산염

반코마이신염산염

Vancomycin Hydrochloride

Vancomycin Hydrochlorid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 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2) 유연물질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본문 생략)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생 략)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생 략)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생 략)

이동상 : (현행과 같음)

유 량 : (생 략)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 적합성

검출감도 : (생 략)

검출감도 : (현행과 같음)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 mg을 물 10 mL에 녹이고 65

시스템의 성능 : 반코마이신염산염표준품을 물에 녹여

℃에서 48 시간 가온한 다음 상온에서 식힌다. 이 액 20

0.5 mg/mL로 한다. 이 액을 65 ℃에서 48 시간 가온한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Ⅰ, 유

다음 상온에서 식힌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연물질 Ⅱ의 순서로 유출한다. 유연물질 Ⅰ과 반코마이신

으로 조작할 때 유연물질 Ⅰ, 반코마이신염산염, 유연물

의 분리도는 3 이상이고 반코마이신 피크의 이론단수는

질 Ⅱ의 순서로 유출한다. 유연물질 Ⅰ과 반코마이신의

1500 단 이상이며 유연물질 2는 15 ~ 18 분에 유출한

분리도는 3 이상이고 반코마이신 피크의 이론단수는

다.

1500 단 이상이며 유연물질 II 는 15 ~ 18 분에 유출한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5 회 반복 할 때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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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의 재현성 : 반코마이신염산염표준품을 물에 녹여
0.5 mg/mL로 한다. 이 액을 65 ℃에서 48 시간 가온한

4

현

행

측정범위 : (생 략)

개 정 안
다음 상온에서 식힌다. 이 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5 회 반복 할 때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수

분

(생 략)

측정범위 :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주사용 세프술로딘나트륨

주사용 세프술로딘나트륨

Cefsulodin Sodium for Injection

Cefsulodin Sodium for Injection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생 략)

성

제

상 (생 략)

법 (현행과 같음)

성

확인시험 1) (생 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 10 mg (역가)에 1-클로로-2,4-디니트로벤

2) 이 약 10 mg (역가)에 1-클로로-2,4-디니트로벤

젠 10 mg을 섞고 5 ∼ 6 초 간 천천히 가열하여 녹이고

젠 10 mg을 섞고 5 ∼ 6 초 간 천천히 가열하여 녹이

식힌 다음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4 mL를 넣을 때 액

고 식힌 다음 0.1 mol/L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4

은 빨간색 ∼ 등적색을 나타낸다.

mL를 넣을 때 액은 빨간색 ∼ 등적색을 나타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 략)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생 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 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스펙티노마이신염산염수화물

스펙티노마이신염산염수화물

Spectinomycin Hydrochloride Hydrate

Spectinomycin Hydrochloride Hydrate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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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성

행

개 정 안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생 략)
선광도


D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 +15 ∼ + 21° (환산한 무수물로서 2.1 선 광 도  
D : +15 ∼ + 21° (환산한 무수물로서 2.1

g, 물, 25 mL, 200 mm).

g, 물, 25 mL, 100 mm).

pH (생 략)

pH (현행과 같음)

수

분

(생 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 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 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 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히스타민

(생 략)

히스타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페니토인 정

페니토인 정

Phenytoin Tablets

Phenytoin Tablets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생 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 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정 량 법
(본문 생략)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생 략)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생 략)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이동상 : 5 mol/L 인산일수소암모늄용액·메탄올혼합액

이동상 : 5 mmol/L 인산일수소암모늄용액·메탄올혼합

(50 : 50)

액(1 : 1)

유 량 : (생 략)

유 량 : (현행과 같음)

시스템적합성 (생 략)
저 장 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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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합성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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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성

행

개 정 안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Prednisolone Valeroacetate

Prednisolone Valeroacetate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확인시험 1)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 약 50 mg에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2 mL를

4) 이 약 50 mg에 0.1 mol/L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석시킨 황

액 2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산(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가열할 때 에틸

희석시킨 황산(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융

점 (생 략)

6)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 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 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 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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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코마이신염산염 순도시험 2) 유연물질
1) 개정 방향
① ‘시스템의 재현성’ 시험 개선
- 시스템 적합성이 확보된 조건에서 동시에 여러 배치 시험 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품
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사용
② ‘시스템의 성능’ 시험 개선
- 시스템의 재현성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액 활용 및 주성분 피크의 유출 순서를 확인하고 순
서에 맞추어 추가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
◦ 표준품정보 : 반코마이신염산염 (USP)
◦ 시약 : 트리에틸아민 (Sigma, Cat No. : 471283, Lot No : BCCB3436),
인산 (Wako, Cat No. : 164-02176, Lot No : WDF6477),
아세토니트릴 (Merck, Cat No. : 1.00030.4000, Lot No : I0980330 843),
테트라히드로푸란 (Sigma, Cat No. : 401757, Lot No : STBH9961)
◦ 기기정보 : HPLC (Waters 2695),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 칼럼정보 : Luna (C18, 4.6 mm × 250 mm, 5 μm)
◦ 반코마이신염산염 유연물질 분석조건
구분

현행

검출기

UV 280 nm

칼럼

C18, 4.6 mm × 250 mm, 5 μm

칼럼온도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의 혼합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이동상 B

(vol%)

(vol%)

0 ~ 12

100

0

12 ~ 20

100 → 0

0 → 100

20 ~ 22

0

100

시간 (분)

이동상

이동상 A : 트리에틸아민 4 mL에 물을 넣어 2000 mL를 맞춘다. 인산을
넣어 pH를 3.2로 조정한다. 이 액 920 mL를 취하여 아세토니트릴 70 mL
를 넣고 테트라히드로푸란 10 mL를 넣는다. 다만, 반코마이신의 유지시간
이 7.5 ∼ 10.5 분이 되도록 아세토니트릴의 비율을 조정한다.
이동상 B : 트리에틸아민 4 mL에 물을 넣어 2000 mL를 맞춘다. 인산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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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pH를 3.2로 조정한다. 이 액 700 mL를 취하여 아세토니트릴 290 mL를
넣고 테트라히드로푸란 10 mL를 넣는다.
주입량

20 μL

유량

1.5 mL/분

◦ 검액 등의 조제
ᆞ검액 : 반코마이신염산염 0.1 g을 달아 이동상 A 10 mL에 녹인다.
ᆞ표준액 :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A를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ᆞ시스템성능 시험용 용액 : 반코마이신염산염 5 mg을 물 10 mL에 녹이고 65 ℃에서 48 시
간 가온한 다음 상온에서 식힌다.
ᆞ시스템재현성 시험용 용액(검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 반코마이신염산염 0.1 g을
달아 이동상 A 10 mL에 녹인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A를 넣어 정확
하게 25 mL로 한다.
ᆞ시스템재현성 시험용 용액(표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 반코마이신염산염표준품 5
mg을 물 10 mL에 녹이고 65 ℃에서 48 시간 가온한 다음 상온에서 식힌다.
◦ 시스템성능 : 시스템재현성 시험용 용액(표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으로 분석하였
을 때 유연물질 Ⅰ, 반코마이신, 유연물질 Ⅱ의 순서로 피크가 검출되었으며 유연물질 Ⅰ과
반코마이신의 분리도는 6.48, 반코마이신 피크의 이론단수는 3415, 유연물질 II의 유출
시간은 15.57로 기준에 적합하였다.

그림. 반코마이신염산염 유연물질시험의 시스템성능(표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 시스템재현성(검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 검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20 μL
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
는 0.12 %로 기준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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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코마이신염산염 유연물질시험의 시스템재현성(검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 시스템재현성(표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 표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20 μL
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0.11 %로 기준에 적합하였다.

그림. 반코마이신염산염 유연물질시험의 시스템재현성(표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험액)

KP Forum Vol.17 No.1 (2020)

유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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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0.1 g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을 가
지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지 않다.
조작조건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3 배 보다 크

다 크지 않다. 또 검액 중 반코마이신
이외의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은 표준액 중 반코마이신 피크면적 보

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 중
반코마이신 피크 이외의 각 피크면적

다.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을 자

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용
매의 피크 및 기저선의 변동을 보정한

시험한다. 필요하면 이동상 A 20 μL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이동상 A를 넣어 정확하게 25

달아 이동상 A 10 mL에 녹여 검액으

순도시험 2) 유연물질

② 공정서 비교

Purity (2) Related substances—
Dissolve 0.10 g of Vancomycin
Hydrochloride in 10 mL of the
mobile phase A,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sample solution.
Pipet 1 mL of the sample
solution, add the mobile phase A
to make exactly 25 mL,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standard
solution. Perform the test with
exactly 20 mL each of the
sample solution and standard
solution as directed under the
Liquid Chromatography <2.01>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ditions. If necessary, proceed
with 20 mL of the mobile phase
A in the same manner to
compensate for the base line.
Determine each peak area by the
automatic integration method: the
area of each peak other than
vancomycin from the sample
solution is not larger than the
peak area of vancomycin from
the standard solution, and the
total area of the peaks other
than vancomycin from the sample
solution is not larger than 3
times of the peak area of
vancomycin from the standard
solution.
Operating conditions—
Detector: An ultraviolet
absorption photometer
(wavelength: 280 nm).
Column: A stainless steel column
4.6 mm in inside diameter and 25
cm in length, packed with
octadecylsilanized silica gel for
liquid chromatography (5 mm in
particle diameter).

JP17

100

23
30

0

0

100

100

0

0

(%)

System suitability solution: 0.5
mg/mL of USP Vancomycin
Hydrochloride RS. Heat at 65°
for 48 h, and allow to cool.
Sample solution 1: Equivalent to
10 mg/mL of vancomycin from
Vancomycin Hydrochloride for
Injection in Solution B
Sample solution 2: 0.4 mg/mL of
vancomycin from Sample solution
1 in Solution B

0
100

22

0

100

20

12

(%)
100

0

Solution B Solution C

(min)

Time

• CONTENT OF VANCOMYCIN
Solution A: Triethylamine and
water (1:500). Adjust with
phosphoric acid to a pH of 3.2.
Solution B: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and Solution A
(7:1:92)
Solution C: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and Solution A
(29:1:70)
Mobile phase: See the gradient
table below.
[ NOTE— Make adjustments if
necessary, changing the
acetonitrile proportion in Solution
B to obtain a retention time of
7.5–10.5
min for the main vancomycin
peak.]

Vancomycin Hydrochloride of injection

USP 42

Test solution. Dissolve 20.0 mg of
the substance to be examined in
water R and dilute to 5.0 mL
with the same solvent.
Reference solution (a). Dissolve 4
mg of vancomycin for system
suitability CRS (containing
impurities A, C, F, H, I, J, K and
M in 1.0 mL of water R.
Reference solution (b). In order to
prepare impurities B, D, E, G and

Vancomycin B and related
substances. Liquid
chromatography (2.2.29) : use
the normalisation procedure.
Solution A. Dissolve 7.0 g of
tris(hydroxymethyl)aminomethane
R in approximately 950 mL of
water for chromatography R.
Measure the temperature of the
solution and adjust to the target
pH indicated in Table 1058.-1
using a 20 per cent V/V solution
of glacial acetic acid R in water
for chromatography R and dilute
to 1000 mL with water for
chromatography R.

E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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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100
100

(vol%)

(vol%)

100
100 → 0
0

이동상 B

이동상 A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 mg을 물

다.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은 검액 20 μL중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3 ∼ 5 %이

검출감도 : 표준액 20 μL에서 얻은

유 량 : 1.5 mL/분
시스템 적합성

를 넣는다.

700 mL를 취하여 아세토니트릴 290
mL를 넣고 테트라히드로푸란 10 mL

넣어 pH를 3.2로 조정한다. 이 액

이동상 B : 트리에틸아민 4 mL에 물
을 넣어 2000 mL를 맞춘다. 인산을

의 비율을 조정한다.

다. 다만, 반코마이신의 유지시간이
7.5 ~ 10.5 분이 되도록 아세토니트릴

넣고 테트라히드로푸란 10 mL를 넣는

넣어 pH를 3.2로 조정한다. 이 액 920
mL를 취하여 아세토니트릴 70 mL를

을 넣어 2000 mL를 맞춘다. 인산을

이동상 A : 트리에틸아민 4 mL에 물

0 ~ 12
12 ~ 20
20 ~ 22

시간 (분)

울기적으로 제어한다.

KP 11

0

20 - 22

0
100

0 → 100

Flow rate: 1.5 mL per minute.
Time span of measurement: As
long as about 2.5 times of the
retention time of vancomycin,
beginning after the solvent peak.
System suitability—
Test for required detectability:
Confirm that the peak area of
vancomycin obtained from 20 mL
of the standard solution is
equivalent to 3 to 5 % of that
obtained from 20 mL of the
sample solution.
System performance: Dissolve 5
mg of Vancomycin Hydrochloride

100
100 → 0

(vol%)

(vol%)

12 - 20

Mobile
phase B

Mobile
phase A

(min)
0 - 12

sample

injection of

Time after

Column temperature: A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25 ℃.
Mobile phase A: A mixture of
triethylamine buffer solution (pH
3.2), acetonitrile and
tetrahydrofuran (92:7:1). Adjust
the amount of acetonitrile so that
the retention time of vancomycin
is 7.5 to 10.5 minutes.
Mobile phase B: A mixture of
triethylamine buffer solution (pH
3.2), acetonitrile and
tetrahydrofuran (70:29:1).
Flowing of mobile phase: Control
the gradient by mixing the mobile
phases A and B as directed in
the following table.

JP17
Chromatographic system
(See Chromatography 〈621〉,
System Suitability.)
Mode: LC
Detector: UV 280 nm
Column: 4.6-mm × 25-cm; 5-μm
packing L1
Flow rate: 2 mL/min
Injection size: 20 μL
System suitability
Sample: System suitability solution
[ NOTE— The elution order is
compound 1, vancomycin B, and
compound 2. Compound 2 elutes
3–6 min after the start of the
period when the percentage of
Solution C increases from 0% to
100%.]
Suitability requirements
Resolution: NLT 3.0 between
compound 1 and vancomycin B
Column efficiency: NLT 1500
theoretical plates, calculated from
the vancomycin B peak
Analysis
Samples: Sample solution 1 and
Sample solution 2
[ NOTE— Where baseline
separation is not achieved, peak
areas are defined by vertical
lines extended from the valleys
between
peaks to the baseline. The main
component peak may include a
fronting shoulder, which is
attributed to
monodechlorovancomycin.
This shoulder should not be
integrated separately.]
[ NOTE— Correct any peak
observed in the chromatograms
obtained from Sample solution 1
and Sample solution 2 by
subtracting

Vancomycin Hydrochloride of injection

USP 42

Flow rate: 0.30 ± 0.02 mL/min.
Detection: spectrophotometer at
280 nm.
Autosampler: set at 5 ℃.
Injection: 2 μL.
Identification of peaks: use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L in situ, expose 4 mg of
vancomycin for system suitability
CRS（containing impurities A, C,
F, H, I, J, K and M) to 80-100
per cent relative humidity at 42
± 2 ℃ for at least 7 days. Add
1 mL of water R and dissolve
the sample completely using
sonication.
Reference solution (c). Dilute 1.0
mL of reference solution (a) to
100.0 mL with a 0.1 per cent
V/V solution of acetic acid R.
Dilute 1.0 mL of this solution to
10.0 mL with a 0.1 per cent V/V
solution of acetic acid R.
Column:
- size : l = 0.15 m, ø = 2.1 mm ;
- stationary phase : end-capped,
charged surface ethylene-bridged
octadecylsilyl silica gel for
chromatography(hybrid material)
R (1.7μm) ;
- temperature : 40 ± 2 ℃
Mobile phase:
- mobile phase A : acetonitrile R,
methanol R, solution A (3:4:93
V/V/V);
- mobile phase B : acetonitrile R,
methanol R, solution A (10:40:50
V/V/V);

E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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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유지시간의 약 2.5 배 범위

측정범위 : 용매피크 다음부터 반코마

반복 할 때 반코마이신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5 회

유출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

상이며 유연물질 2는 15 ~ 18 분에

이신의 분리도는 3 이상이고 반코마
이신 피크의 이론단수는 1500 단 이

서로 유출한다. 유연물질 Ⅰ과 반코마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
할 때 유연물질 Ⅰ, 유연물질 Ⅱ의 순

가온한 다음 상온에서 식힌다. 이 액

10 mL에 녹이고 65 ℃에서 48 시간

KP 11
in 10 mL of water, heat at 65 ℃
for 48 hours, and cool to the
ordinal temperature. When the
procedure is run with 20 mL of
this solution under the above
operating conditions, related
substance 1, vancomycin and
related substance 2 are eluted in
this order, the resolution
between the peaks of the related
substance 1 and vancomycin is
not less than 3, the number of
theoretical plates of the peak of
vancomycin is not less than
1500, and the related substance
2 is eluted between 15 minutes
and 18 minutes.
System repeatability: When the
test is repeated 5 times with 20
mL of the standard solution
under the above operating
conditions,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the peak area of
vancomycin is not more than 2.0
%.

JP17

{rI /[(D × rB ) + rA ]}

rI = corrected area response of
any individual peak, other than
the main peak, from Sample
solution 1
D = dilution factor, Sample
solution 1 to Sample solution 2,
25
Acceptance criteria: NLT 80.0% of
vancomycin B; NMT 9.0% of any
peak other than the main peak

Result =
× 100

Calculate the percentage of each
other peak taken:

D = dilution factor, Sample
solution 1 to Sample solution 2,
25
rB = corrected area response of
the main peak from Sample
solution 2
rA = sum of the corrected area
responses of all the peaks, other
than the main peak, from Sample
solution 1

Result = [D × rB /((D × rB) +
rA)] × 100

the area response of any peak
observed in the chromatogram of
Solution B at the corresponding
elution time.]
Measure the area responses for
all of the peaks.
Calculate the percentage of
vancomycin B in the specimen
tested:

Vancomycin Hydrochloride of injection

USP 42

reference solution (a) to identify
the peaks due to impurities A, C,
F, H, I, J, K and M; use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to identify
the peaks due to impurities B, D,
E, G and L.
Relative retention with reference
to vancomycin B(retention time =
about 19 min): impurity E =
about 0.37; impurity L = about
0.66; impurity B = about 0.70;
impurity A = about 0.76; impurity
F = about 0.82; impurity G=
about 0.90; impurity H = about
0.94; impurity M = about 1.11;
impurity I = about 1.14; impurity
J = about 1.20; impurity D =
about 1.24; impurity K about
1.50; impurity C = about 1.86.
System suitability:
- resolution: minimum 1.5 and
maximum 4.0 between the peaks
due to impurities G and H, and
minimum 1.5 and maximum 5.0
between the peaks due to
impurities L and B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 signal-to-noise ratio: minimum
10 for the peak due to
vancomycin B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
Limits:
- vancomycin B: minimum 91.0
per cent;
- impurities A, H: for each
impurity, maximum 3.0 per cent;
- sum of impurities B and E:
maximum 2.0 per cent;
- impurity J: maximum 1.6 per
cent;
- impurities D, F, M: for each

E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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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Hydrochloride of injection

USP 42

impurity, maximum 1.5 per cent;
- impurities G, I, K: for each
impurity, maximum 1.2 per cent;
- impurity C: maximum 10 per
cent;
- impurity C: maximum 1.0 per
cent;
- any other impurity eluting
before vancomycin B: for each
impurity, maximum 0.8 per cent,
and not more than 5 such
impurities exceed 0.30 per cent;
- any other impurity eluting after
vancomycin B: for each impurity,
maximum 0.8 per cent, and not
more than 3 such impurities
exceed 0.30 per cent;
- total of impurities: maximum 9.0
per cent;
- reporting threshold: 0.10 per
cent.

EP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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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용 세프술로딘나트륨 및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
륨·에탄올시액
1) 개정 방향
○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시액 오류 개선
-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조제 방법이 시약·시액 항에 없음
- 시약·시액 항에 기재되어 있는 ‘0.1 M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을 사용하여 프레드
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및 주사용 세프술로딘나트륨 확인시험 수행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 시약 : 수산화나트륨 (Sigma, Cat No. : S8045, Lot No : 070M0193),
에탄올 (Merck, Cat No. : 1.11727.4000, Lot No : K48349027 640),
황산 (Wako, Cat No. : 199-07325, Lot No : ASR7865)
◦ 기기정보 :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 검액 등의 조제
ᆞ검액 : 이 약 50 mg에 0.1 M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2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ᆞ0.1 M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 10 mol/L 수산화나트륨액 3.3 g에 에탄올을 넣어 녹
여 250 mL로 한다.
◦ 시험 방법
ᆞ검액에 희석시킨 황산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가 난다.
◦ 시험결과
ᆞ검액을 원료의약품에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냄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공정서 비교
KP 11

JP17

USP 42

EP 10

-

-

-

-

-

-

확인시험 2) 이 약 10 mg (역가)에 1-클로로
-2,4-디니트로벤젠 10 mg을 섞고 5 ∼ 6 초 간

주사용

천천히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수산화나트륨·

세프술로딘나트륨

에탄올시액 4 mL를 넣을 때 액은 빨간색 ∼ 등적
색을 나타낸다.
확인시험 4) 이 약 50 mg에 수산화나트륨·에탄올

프레드니솔론
발레로아세테이트

시액 2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석시킨 황산(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KP Forum Vol.17 No.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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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펙티노마이신염산염수화물 선광도
1) 개정 방향
○ 시험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측면 위하여 범용의 100 mm 층장으로 변경
- 선광도 측정법은 층장 길이가 변경되더라도 비선광도 계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 동일
비선광도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
   
⋅
t

: 측정할 때의 온도

x

: 사용한 스펙트럼의 특정 단색광의 파장 또는 명칭 (D선을 썼을 때는 D라고 표시한다)

 : 편광면을 회전시킨 각도
l

: 검액의 층장, 즉 측정에 쓴 측정관의 길이 (mm)

c

: 약전에서는 용액 1 mL 중에 들어 있는 약품의 g 수. 액상약품을 용액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썼을 때
에는 그 밀도. 다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밀도 대신에 그 비중을 쓴다.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
◦ 기기정보 : Polarimeter (Anton paar, MCP500)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 검액 등의 조제
ᆞ검액 : 이 약을 환산한 무수물로서 2.1 g 달아 물 25 mL로 한다.
◦ 시험방법

ᆞ검액을 100 mm 층장 및 200 mm 층장을 사용하여 각 3회 반복 실험하여 비선광도 D

를 측정한다.
◦ 결과
표. 스펙티노마이신염산염수화물 선광도 측정(100mm 층장)
검체

온도(℃)

취한 양(g)

용매량
(mL)

α

c

비선광도

1-1

20.00

2.48011

25

1.3224

0.0840

15.7428

1-2

19.98

2.48011

25

1.3201

0.0840

15.7254

1-3

20.01

2.48011

25

1.3214

0.0840

15.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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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펙티노마이신염산염수화물 선광도 측정(200mm 층장)
검체

온도(℃)

취한 양(g)

용매량
(mL)

α

c

비선광도

2-1

19.99

2.48007

25

2.6505

0.0840

15.7770

2-2

20.01

2.48007

25

2.6513

0.0840

15.7817

2-3

20.00

2.48007

25

2.6492

0.0840

15.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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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광 도 
D : +15 ∼ + 21°

Optical rotation <2.49> 
D :
＋15 – ＋21 ° (2.1 g
calculated on the anhydrous
basis, water, 25 mL, 200
mm).

-

-

(환산한 무수물로서 2.1 g, 물,

선광도

25 mL, 200 mm).

4. 페니토인 정 정량법
1) 개정 방향
○ 이동상 조제 오류 개선
- 이동상 조제 시 5 mol/L 인산일수소암모늄용액을 메탄올에 혼합하면 녹지 않고 석출되어
실험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산일수소암모늄용액의 농도를 5 mmol/L로 변경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
◦ 표준품정보 : 페니토인 (USP)
◦ 시약 : 인산일수소암모늄 (Wako, Cat No. : 013-03335 Lot No : WKH5511),
메탄올 (Merck, Cat No. : 1.06007.4000, Lot No : I0938607 807),
파라옥시벤조산부틸 (Sigma, Cat No. : 54680, Lot No : BCBR4357V),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Santa Cruz, Cat No. : sc-251042, Lot No : I2013),
인산 (Wako, Cat No. : 164-02176, Lot No : WDF6477)
◦ 기기정보 : HPLC (Agilent 1260)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 칼럼정보 : ODS Hypersil (C18, 4.0 mm × 250 mm, 5 μm)
◦ 페니토인 정 정량법 분석조건

KP Forum Vol.17 No.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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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검출기

UV 254 nm

칼럼

C18, 4.0 mm × 150 ∼ 300 mm, 5 μm

이동상

5 mol/L 인산일수소암모늄용액 · 메탄올혼합액(50 : 50)

주입량

10 μL

유량

페니토인의 유지시간이 약 5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

구분

개선안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현행과 같다.
이동상

5 mmol/L 인산일수소암모늄용액 · 메탄올혼합액(50 : 50)

◦ 검액 등의 조제
ᆞ검액 : 페니토인정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히 달아 가루로 한다. 페니토인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약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이동
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다.
ᆞ표준액 : 페니토인표준품(105 ℃에서 2 시간 건조하여 건조감량을 측정한다.)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인 다음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
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ᆞ내부표준액 :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메탄올 용액(1 → 10000)

◦ 유연물질 분석
ᆞ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분석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페니토
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페니토인 (C15H12N2O2)의 양 (mg)
= 건조물로 환산한 페니토인표준품의 양 (mg) × (QT / QS)

◦ 시험결과
ᆞ시스템적합성 : 표준액을 위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페니토인,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
출되었고 분리도 28.64를 만족하여 시스템의 성능 기준에 적합하였다. 또한 6회 반복할 때
페니토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0.07 %로 기준에 적합하였다.

KP Forum Vol.17 No.1 (2020)

18

그림. 페니토인 정 정량법의 시스템적합성

ᆞ정량법 분석 결과 : 검액을 위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페니토인의 양은 99.04 %로 기
준에 적합하였다.

그림. 페니토인 정 정량법의 표준액

그림. 페니토인 정 정량법의 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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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페니토인 (C15H12N2O2)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약 1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이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
부표준액 10.0 mL를 넣고 이동상을 넣
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니토인표준품 (105 ℃에
서 2 시간 건조하여 건조감량을 측정한
다)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녹인 다음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10.0 mL를 넣은 다음 이동
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

선광도

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페니토인의 피
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페니토인 (C15H12N2O2)의 양 (mg)
= 건조물로 환산한 페니토인표준품의

T
S

양 (mg)×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메

탄올용액(1 → 10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 30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
다.
칼럼온도 : 상온
이동상 : 5 mol/L 인산일수소암모늄용
액·메탄올혼합액(50 : 50)
유

량 : 페니토인의 유지시간이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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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Weigh accurately the mass of
not less than 20 Phenytoin
Tablets, and powder in an agate
mortar. Weigh accurately a portion
of the powder, equivalent to about
50 mg of phenytoin (C15H12N2O2),
add 30 mL of a mixture of water
and acetonitrile (1:1), treat with
ultrasound waves for 15 minutes
with occasional shaking, shake for
another 10 minutes, and add a
mixture of water and acetonitrile
(1:1) to make exactly 50 mL.
Centrifuge this solution, pipet 5
mL of the supernatant liquid, add
exactly 5 mL of the internal
standard solution,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sample solution.
Separately, weigh accurately about
25 mg of phenytoin for assay,
previously dried at 105 ℃ for 2
hours, and dissolve in a mixture of
water and acetonitrile (1:1) to
make exactly 25 mL. Pipet 5 mL
of this solution, add exactly 5 mL
of the internal standard solution,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standard solution. Perform the test
with 10 mL each of the sample
solution and standard solution as
directed under Liquid
Chromatography <2.01>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calculate the ratios, QT and QS, of
the peak area of phenytoin to that
of the internal standard.
Amount (mg) of phenytoin
(C15H12N2O2) ＝ MS × QT/QS × 2

MS: Amount (mg) of phenytoin for

assay taken
Internal standard solution—A
solution of propyl
parahydroxybenzoate in the mobile
phase (1 in 25,000).
Operating conditions—
Detector: An ultraviolet absorption
photometer (wavelength:
258 nm).
Column: A stainless steel column
4.6 mm in inside diameter and 15
cm in length, packed with
octadecylsilanized silica gel for
liquid chromatography (5 mm in
particle diameter).
Column temperature: A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40 ℃.
Mobile phase: A mixture of
methanol and 0.02 mol/L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3.5)
(11:9).
Flow rate: Adjust so that the
retention time of phenytoin is
about 5 minutes.
System suitability—

USP42

EP 10

-

-

20

KP 11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페니토
인,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
복할 때 페니토인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JP17

USP42

EP 10

System performance: When the
procedure is run with 10 mL of
the standard solution under the
above operating conditions,
phenytoin and the internal standard
are eluted in this order with the
resolution between these peaks
being not less than 8.
System repeatability: When the test
is repeated 6 times with 10 mL of
the standard solution under the
above operating conditions,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the
ratio of the peak area of
phenytoin to that of the internal
standard is not more than 1.0 %

KP Forum Vol.17 No.1 (2020)

21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2부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의 민원 수요 및 국제조화에 따라 벤질알코올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현

성

행

개 정 안

벤질알코올

벤질알코올

Benzyl Alcohol

Benzyl Alcohol

(생 략)

(현행과 같음)

상

(생 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 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굴 절 률 (생 략)

굴 절 률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 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산 (생 략)

2) 산 (현행과 같음)

3) 벤즈알데히드 및 기타 유연물질

3) 벤즈알데히드 및 기타 유연물질

(생 략)

(현행과 같음)

검액의 벤즈알데히드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2)와 검액

검액의 벤즈알데히드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2)와 검액

의 벤즈알데히드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지 않다 (0.05

의 벤즈알데히드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지 않다 (0.05

%). 검액의 시크로헥실메탄올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 검액의 시크로헥실메탄올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2)와 검액의 시크로헥실메탄올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

(2)와 검액의 시크로헥실메탄올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

지 않다 (0.10 %). 검액의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지 않다 (0.10 %). 검액의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빠른 피크로 벤즈알데히드 및 시클로헥실메탄올을 제외

빠른 피크로 벤즈알데히드 및 시클로헥실메탄올을 제외

한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의 에틸벤젠 피크면적

한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의 에틸벤젠 피크면적

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0.02 %). 검액의 벤질알코올

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0.02 %). 검액의 벤질알코올

보다 유지시간이 빠른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의

보다 유지시간이 늦은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의

디시클로헥실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2 %).

디시클로헥실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0.2 %).

(생 략)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생 략)

검출기 : (현행과 같음)

칼 럼 : (생 략)

칼 럼 : (현행과 같음)

칼럼온도 : (생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략)

검체도입부온도 : (생
검출기온도 : (생
운반기체 : (생

략)
략)

략)

검체도입부온도 : (현행과 같음)
검출기온도 : (현행과 같음)
운반기체 : (현행과 같음)

유 량 : (생 략)

유 량 : (현행과 같음)

분할 비 : (생

분할 비 : (현행과 같음)

략)

시스템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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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하여 벤질알코올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을 구할 때

시험하여 벤질알코올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을 구할 때

에틸벤젠 약 0.28, 디시클로헥실 약 0.68, 시클로헥실

에틸벤젠 약 0.28, 디시클로헥실 약 0.59, 벤즈알데히

메탄올 약 0.71이다. 또 벤즈알데히드와 시클로헥실메

드 약 0.68, 시클로헥실메탄올 약 0.71이다. 또 벤즈알

탄올 피크 사이의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다만 “주사

데히드와 시클로헥실메탄올 피크 사이의 분리도는 3.0

용으로 쓴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표준액 (2)를

이상이다. 다만 “주사용으로 쓴다.” 라고 표시되어 있

쓴다.

는 것은 표준액 (2)를 쓴다.

4) 과산화물가 (생

략)

5) 증발잔류물 (생

략)

4) 과산화물가 (현행과 같음)
5) 증발잔류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 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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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알코올 순도시험 중 순도시험 3) 벤즈알데히드 및 기타 유연물질
1) 개정 방향
① 주사용으로 사용 시, 한도 값 계산 범위 오류 개선
-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늦은 피크의 합계 면적
② ‘시스템의 성능’ 시험 개선
- 표준액에 들어가는 4개 물질의 상대유지시간 제시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
◦ 시약 : 벤즈알데히드 (Sigma, Cat No. : B1334, Lot No : MKBV5824V),
시클로헥실메탄올 (ACROS, Cat No. : 111341000, Lot No : 343874),
에틸벤젠 (Sigma, Cat No. : E12508, Lot No : SHBH3575V),
디시클로헥실 (Sigma, Cat No. : D79403, Lot No : SHBJ8929)
◦ 기기정보 :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Gas chromatography (Shimadzu GC)
◦ 칼럼정보 : CARBOWAX/20M (Agilent 30 m X 0.320 mm, 0.25 μm)
◦ 검액 및 표준액 등의 조제
ᆞ검액 : 이 약을 검액으로 한다.
ᆞ표준액 (1) : 벤즈알데히드 0.750 g 및 시클로헥실메탄올 0.500 g을 정확하게 달아 벤질
알코올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틸벤젠 내부표
준액 2 mL 및 디시클로헥실 내부표준액 3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ᆞ표준액 (2) : 벤즈알데히드 0.250 g 및 시클로헥실메탄올 0.500 g을 정확하게 달아 이 약
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틸벤젠 내부표준액 2
mL 및 디시클로헥실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ᆞ에틸벤젠 내부표준액 : 에틸벤젠 0.100 g을 정확하게 달아 이 약에 녹여 정확하게 10 mL
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ᆞ디시클로헥실 내부표준액

디시클로헥실 2.000 g을 정확하게 달아 이 약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 벤즈알데히드 및 기타 유연물질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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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조건

검출기

불꽃이온화검출기

칼럼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용융실리카관에 기체크
로마토그래프용폴리에틸렌글리콜 20 M을 두께 0.5 μm로 입힌
컬럼

칼럼온도

분당 5 ℃로 50 ~ 220 ℃까지 온도를 올리고 220 ℃에서 35
분간 유지한다.

검체도입부온도

20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출기온도

310 ℃ 부근의 일정 온도

운반기체

헬륨

유량

벤질알코올의 유지시간이 24 ~ 2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분할 비

무 분할

◦ 시험결과
ᆞ시스템 성능 : 표준액 (1)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각 피크의 상대유지시간
은 에틸벤젠 0.24, 디시클로헥실 0.51, 벤즈알데히드 0.62, 시클로헥실메탄올 0.67로 측정
되었다.

그림. 표준액(1)을 가지고 시험한 시스템성능시험

ᆞ한도 값: 검액 크로마토그램에서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느린 피크(노란색 부분)의 합계
면적은 표준액(2) 크로마토그램의 디시클로헥실 피크(노란색 부분)면적 면적보다 크지 않았
으며 국외 공정서(USP, EP, JP)의 기준과 같이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느린 피크의 면
적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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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검액의 크로마토그램

그림. 표준액(2)의 크로마토그램

② 공정서 비교
공정서
KP

USP

EP

JP

기준
검액의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빠른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2)의 디시
클로헥실 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0.2 %).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sum of
the areas of any peak with a relative retention time greater than that
of benzyl alcohol is NMT the area of dicyclohexyl in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0.2 %).
Sum of peaks with a relative retention greater than that of benzyl
alcohol: not more than the area of area of the peak due to
dicyclohexy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0.2 per cent).
The total area of the peaks having larger retention time than benzyl
alcohol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peak
area of or the corrected peak area dicyclohexyl with the standard
solution(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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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KP

시스템적합성(상대유지시간)
에틸벤젠

디시클로헥실

벤즈알데히드

시클로헥실메탄올

약 0.28

약 0.68

기준없음

약 0.71

약 0.28

약 0.59

약 0.68

약 0.71

USP
EP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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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

적은 표준액 (1)의 에틸벤젠 피크면

헥실메탄올을 제외한 피크의 합계면

른 피크로 벤즈알데히드 및 시클로

액의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빠

의 차보다 크지 않다 (0.10 %). 검

검액의 시크로헥실메탄올 피크면적

메탄올의 피크면적은 표준액 (1)과

않다 (0.15 %). 검액의 시크로헥실

즈알데히드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지

피크면적은 표준액 (1)과 검액의 벤

상으로 한다. 검액의 벤즈알데히드의

젠 피크의 높이가 기록계의 30 % 이

주입할 때 검출기의 감도는 에틸벤

나지 않는다. 표준액 (1) 0.1 μL를

젠 및 디시클로헥실의 피크가 나타

에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에서 에틸벤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

액 0.1 μL 및 표준액 (1) 0.1 μL

20 mL로 하여 표준액 (1)로 한다. 검

확하게 넣고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디시클로헥실 내부표준액 3 mL를 정

취하여 에틸벤젠 내부표준액 2 mL 및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아 벤질알코올을 넣어 정확하게 25

헥실메탄올 0.500 g을 정확하게 달

로 벤즈알데히드 0.750 g 및 시클로

이 약을 검액으로 한다. 따

Putiry (3) Benzaldehyde and other
related substances—Use Benzyl
Alcohol as the sample solution.
Separately, dissolve exactly
0.100 g of ethylbenzene in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10 mL. Pipet 2 mL of this
solution, add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20 mL,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ethylbenzene
stock solution. Separately,
dissolve exactly 2.000 g of
dicyclohexyl in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10 mL. Pipet 2 mL
of this solution, add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20 mL,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dicyclohexyl stock solution.
Separately, weigh exactly 0.750
g of benzaldehyde and 0.500 g of
cyclohexylmethanol, and add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25 mL. Pipet 1 mL of this
solution, add exactly 2 mL of
ethylbenzene stock solution and
exactly 3 mL of dicyclohexyl
stock solution, then add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20 mL,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standard solution (1). Perform the
test with exactly 0.1 mL each of
the sample solution and standard
solution (1) as directed under
Gas Chromatography <2.02>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when the peak
having the retention time
corresponding to ethylbenzene
and dicyclohexyl appears o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correct the peak
areas of ethylbenzene and
dicyclohexyl obtained with the
standard solution (1) by
deducting the relevant peak area

순도시험 3) 벤즈알데히드 및 기타 유

연물질

JP17

KP 11
IMPURITIES • ORGANIC
IMPURITIES, BENZALDEHYDE,
AND OTHER RELATED
SUBSTANCES
Sample solution: Use the Benzyl
Alcohol sample under
examination.
Standard solution A: Dissolve
0.100 g of ethylbenzene in 10.0
mL of the Sample solution. Dilute
2.0 mL of this solution with the
Sample solution to 20.0 mL.
Standard solution B: Dissolve
2.000 g of dicyclohexyl in 10.0
mL of the Sample solution. Dilute
2.0 mL of this solution with the
Sample solution to 20.0 mL.
Reference solution A (for use in
nonparenteral applications):
Dissolve 0.750 g of benzaldehyde
and 0.500 g of
cyclohexylmethanol in the Sample
solution, and dilute with the
Sample solution to 25.0 mL. Add
1.0 mL of this solution to a
mixture of 2.0 mL of Standard
solution A and 3.0 mL of
Standard solution B, and dilute
with the Sample solution to 20.0
mL.
Reference solution B (for use in
parenteral applications): Dissolve
0.250 g of benzaldehyde and
0.500 g of cyclohexylmethanol in
the Sample solution, and dilute
with the Sample solution to 25.0
mL. Add 1.0 mL of this solution
to a mixture of 2.0 mL of
Standard solution A and 2.0 mL
of Standard solution B, and dilute
with the Sample solution to 20.0
mL.
Chromatographic system
(See Chromatography 〈621〉,
System Suitability.)

USP 42

Related substances. Gas
chromatography (2.2.28).
Test solution. The substance to be
examined.
Standard solution (a). Dissolve
0.100 g of ethylbenzene R in the
test solution and dilute to 10.0
mL with the same solution. Dilute
2.0 mL of this solution to 20.0
mL with the test solution.
Standard solution (b). Dissolve
2.000 g of dicyclohexyl R in the
test solution and dilute to 10.0
mL with the same solution. Dilute
2.0 mL of this solution to 20.0
mL with the test solution.
Reference solution (a). Dissolve
0.750 g of benzaldehyde R and
0.500 g of cyclohexylmethanol R
in the test solution and dilute to
25.0 mL with the test solution.
Add 1.0 mL of this solution to a
mixture of 2.0 mL of standard
solution (a) and 3.0 mL of
standard solution (b) and dilute
to 20.0 mL with the test solution.
Reference solution (b). Dissolve
0.250 g of benzaldehyde R and
0.500 g of cyclohexylmethanol R
in the test solution and dilute to
25.0 mL with the test solution.
Add 1.0 mL of this solution to a
mixture of 2.0 mL of standard
solution (a) and 2.0 mL of
standard solution (b) and dilute
to 20.0 mL with the test solution.
Column:
–material: fused silica;
–size: l = 30 m, Ø = 0.32 mm;
–stationary phase: macrogol 20
000 R (film thickness 0.5 µm).
Carrier gas: helium for
chromatography R.
Linear velocity: 25 cm/s at 50 °C.
Temperature:

E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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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 (2)와 검액의 벤즈알데히드

검액의 벤즈알데히드의 피크면적은

높이가 기록계의 30 % 이상로 한다.

때 검출기의 감도는 에틸벤젠 피크의

는다. 표준액 (2) 0.1 μL를 주입할

디시클로헥실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

은 크로마토그램에서 에틸벤젠 및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에서 얻

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

μL 및 표준액 (2) 0.1 μL를 가지

하여 표준액 (2)로 한다. 검액 0.1

고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실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

젠 내부표준액 2 mL 및 디시클로헥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틸벤

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한다. 이

올 0.500 g을 정확하게 달아 이 약

데히드 0.250 g 및 시클로헥실메탄

이 약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벤즈알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 것의 조작법 및 한도 값은

또 “주사용으로 쓴다.” 라고 표시

피크는 계산하지 않는다.

에틸벤젠 피크면적의 1/100 이하의

않다 (0.3 %). 다만 표준액 (1)의

의 디시클로헥실 피크면적보다 크지

늦은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1)

검액의 벤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적의 4 배보다 크지 않다 (0.04 %).

KP 11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peak area of
benzaldehyde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ak
areas of benzaldehyde of the
sample solution and the standard
solution (1) (0.15 %), and the
peak area of cyclohexylmethanol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ak areas of
cyclohexylmethanol of the sample
solution and the standard solution
(1) (0.10 %). The total area of
the peaks having smaller
retention time than benzyl alcohol
and other than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4 times the peak area or
the corrected peak area of
ethylbenzene with the standard
solution (1) (0.04 %). The total
area of the peaks having larger
retention time than benzyl alcohol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peak area
or the corrected peak area of
dicyclohexyl with the standard
solution (1) (0.3 %). For these
calculations the peak areas less
than 1/100 times the peak area
or the corrected peak area of
ethylbenzene with the standard
solution (1) are excluded. Benzyl
Alcohol labeled that it is suitable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injection forms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Use
Benzyl Alcohol as the sample
solution. Separately, weigh
exactly 0.250 g of benzaldehyde
and 0.500 g of
cyclohexylmethanol, and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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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Ramp(°/

ature

220

ature(°)

Temper

F i n a l

35

in)

ature(m

Temper

F i n a l

Time at

H o l d

System suitability
Sample: For nonparenteral
applications, use Reference
solution A. For parenteral
applications, use Reference
solution B.
[NOTE—The retention time of
benzyl alcohol is about 26 min.
The relative retention times for
ethylbenzene, dicyclohexyl,
benzaldehyde,
cyclohexylmethanol, and benzyl
alcohol are about 0.28, 0.59,
0.68, 0.71, and 1.0, respectively.]
Injection volume: 0.1 μL without
air plug
Suitability requirements
Sensitivity: Adjust the sensitivity
of the detector so that the height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s NLT 30% of the full scale of
the recorder.
Resolution: NLT 3.0 between the

50

ature(°)

Temper

Initial

Temper

Mode: GC
Detector: Flame ionization
Carrier: Helium, chromatography
grade
Carrier linear velocity: 25 cm/s, at
50°
Detector temperature: 310°
Column: 30-m × 0.32-mm; 0.5-μm
film thickness, G16
Temperature
Injector: 200°
Column: Se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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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flame ionisation.
Benzyl alcohol not intended for
parenteral administration
Injection: without air-plug, 0.1 µL
of the test solution and reference
solution (a).
Relative retention with reference
to benzyl alcohol (retention time
= about 26 min): ethylbenzene =
about 0.28; dicyclohexyl = about
0.59; impurity A = about 0.68;
impurity B = about 0.71.
System suitability: reference
solution (a):
–resolution: minimum 3.0 between
the peaks due to impurities A
and B.
If any peaks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have the same retention time as
the peaks due to ethyl benzene
or dicyclohexyl, subtract the
areas of any such peaks from
the peak areas at these retention
times in the chromatograms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s
(a) or (b) (corrected peak areas
of ethyl benzene and
dicyclohexyl). Any such peaks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are to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s for
the sum of other peaks.
Limits:
–impurity A: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A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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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면적보다

크지

않다

에틸벤젠

디시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조작조건

다.

이 약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약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

클로헥실 2.000 g을 정확하게 달아

◦ 디시클로헥실 내부표준액

어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약을 넣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0.100 g을 정확하게 달아 이 약에

◦ 에틸벤젠 내부표준액

계산하지 않는다.

젠 피크면적의 1/100 이하의 피크는

(0.2 %). 다만 표준액 (2)의 에틸벤

로헥실

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2)의 디시클

질알코올보다 유지시간이 빠른 피크

다 크지 않다 (0.02 %). 검액의 벤

(2)의 에틸벤젠 피크면적의 2 배보

제외한 피크의 합계면적은 표준액

즈알데히드 및 시클로헥실메탄올을

올보다 유지시간이 빠른 피크로 벤

지 않다 (0.10 %). 검액의 벤질알코

로헥실메탄올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

크면적은 표준액 (2)와 검액의 시크

%). 검액의 시크로헥실메탄올의 피

피크면적의 차보다 크지 않다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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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25 mL. Pipet 1 mL of this
solution, add exactly 2 mL of the
ethylbenzene stock solution and
exactly 2 mL of the dicyclohexyl
stock solution, then add Benzyl
Alcohol to make exactly 20 mL,
and use this solution as the
standard solution (2). Perform the
test with exactly 0.1 mL each of
the sample solution and standard
solution (2) as directed under
Gas Chromatography <2.02>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when the peak
having the retention time
corresponding to ethylbenzene
and dicyclohexyl appears o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correct the peak
areas of ethylbenzene and
dicyclohexyl obtained with the
standard solution (2) by
deducting the relevant peak area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peak area of
benzaldehyde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ak
areas of benzaldehyde of the
sample solution and the standard
solution (2) (0.05 %), and the
peak area of cyclohexylmethanol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ak areas of
cyclohexylmethanol of the sample
solution and the standard solution
(2) (0.10 %). The total area of
the peaks having smaller
retention time than benzyl alcohol
and other than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2 times the peak area or

JP17
peaks corresponding to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Analysis
Samples: Sample solution and
Reference solution A for
nonparenteral applications and
Reference solution B for
parenteral applications
Acceptance criteria (nonparenteral
applications): If any peaks are
present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at have the same retention
times as the peaks due to ethyl
benzene and dicyclohexyl,
subtract the areas of any such
peaks from the peak areas at
these retention times in the
chromatograms of Reference
solution A or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peak areas of
ethylbenzene and dicyclohexyl).
Any such peaks in the Sample
solu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s for the total of
other peaks.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area of
any peak corresponding to
benzaldehyde is NM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benzaldehyd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0.15%)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benzaldehyd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area of
any peak corresponding to
cyclohexylmethanol is NM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USP 42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A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0.15 per
cent);
–impurity B: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B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B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0.10 per
cent);
–sum of other peaks with a
relative retention less than that
of benzyl alcohol: not more than
4 times the area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04 per cent);
–sum of peaks with a relative
retention greater than that of
benzyl alcohol: not more tha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dicyclohexy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3 per cent);
–disregard limit: 0.01 times the
area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0001 per cent).
Benzyl alcohol intended for
parenteral administration
Injection: without air-plug, 0.1 µL
of the test solution and reference
solution (b).
Relative retention with reference
to benzyl alcohol (retention time
= about 26 min): ethylbenzene =

E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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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량 : 벤질알코올의 유지시간이

(2)를 쓴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표준액

상이다. 다만 “주사용으로 쓴다.”

메탄올 피크 사이의 분리도는 3.0 이

이다. 또 벤즈알데히드와 시클로헥실

약 0.68, 시클로헥실메탄올 약 0.71

때 에틸벤젠 약 0.28, 디시클로헥실

코올에 대한 상대유지시간을 구할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하여 벤질알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을 가지

시스템적합성

분할 비 : 무 분할

24 ~ 2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유

운반기체 : 헬륨

온도

검출기온도 : 310 ℃ 부근의 일정

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200 ℃ 부근의 일

35 분간 유지한다.

℃까지 온도를 올리고 220 ℃에서

칼럼온도 : 분당 5 ℃로 50 ~ 220

20 M을 두께 0.5 μm로 입힌다.

로마토그래프용폴리에틸렌글리콜

약 30 m인 용융실리카관에 기체크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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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cted peak area of
ethylbenzene with the standard
solution (2) (0.02 %). The total
area of the peaks having larger
retention time than benzyl alcohol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s not more than the peak area
of or the corrected peak area
dicyclohexyl with the standard
solution (2) (0.2 %). For these
calculation the peak areas less
than 1/100 times the peak area
or the corrected peak area of
ethylbenzene with the standard
solution (2) are excluded.
Operating conditions—
Detector: A hydrogen
flame-ionization detector.
Column: A fused silica column
0.32 mm in inside diameter and
30 m in length, coated inside
with polyethylene glycol 20 M
for gas chromatography in 0.5
mm thickness.
Column temperature: Inject at a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50
℃, raise the temperature at a
rate of 5 ℃ per minute to 220
℃, and maintain at 220 ℃ for 35
minutes.
Temperature of injection port: A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200 ℃.
Temperature of detector: A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310 ℃.
Carrier gas: Helium.
Flow rate: 25 cm/second.
Split ratio: Splitless.
Detection sensitivity: When 0.1 mL
of the standard solution (1) is
injected, adjust the sensitivity of
the detector so that the height of
the peak of ethylbenzene is not
less than 30 % of the full scale

JP17
cyclohexylmethano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A (0.10%)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cyclohexylmethano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sum of
the areas of any peak with a
relative retention time less than
that of benzyl alcohol and apart
from the peaks due to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is NMT four
times the area of ethylbenzene in
Reference solution A,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04%).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sum of
the areas of any peak with a
relative retention time greater
than that of benzyl alcohol is
NMT the area of dicyclohexyl in
Reference solution A,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3%).
Disregard any peak with an area
less than 0.01 times that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n the
chromatogram of Reference
solution A,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Acceptance criteria (parenteral
applications): If any peaks are
present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at have the same retention
times as the peaks due to ethyl
benzene and dicyclohexyl,
subtract the areas of any such
peaks from the peak areas at
these retention times in the
chromatograms of Reference

USP 42

about 0.28; dicyclohexyl = about
0.59; impurity A = about 0.68;
impurity B = about 0.71.
System suitability: reference
solution (b):
–resolution: minimum 3.0 between
the peaks due to impurities A
and B.
If any peaks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have the same retention times as
the peaks due to ethyl benzene
or dicyclohexyl, subtract the
areas of any such peaks from
the peak areas at these retention
times in the chromatograms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s
(a) or (b) (corrected peak areas
of ethyl benzene and
dicyclohexyl). Any such peaks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are to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s for
the sum of other peaks.
Limits:
–impurity A: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A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A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0.05 per
cent);
–impurity B: not more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B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impurity
B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test solution (0.10 per
cent);
–sum of other peaks with a
relative retention less th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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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A or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peak areas of
ethylbenzene and dicyclohexyl).
Any such peaks in the Sample
solu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s for the total of
other peaks.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area of
any peak corresponding to
benzaldehyde is NM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benzaldehyd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0.05%)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benzaldehyd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area of
any peak corresponding to
cyclohexylmethanol is NM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cyclohexylmethano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0.10%) and
the area of the peak due to
cyclohexylmethano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the Sample solution, the sum of
the areas of any peak with a
relative retention time less than
that of benzyl alcohol and apart
from the peaks due to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is NMT two
times the area of ethylbenzene in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02%).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JP17
of the recorder. For Benzyl
Alcohol labeled to use for
injection, use the standard
solution (2) instead of the
standard solution (1).
System suitability—
System performance: When the
procedure is run with the
standard solution (1) under the
above operating conditions, the
retention time of benzyl alcohol
is about 26 minutes, the relative
retention times of ethylbenzene,
dicyclohexyl,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to benzyl
alcohol are about 0.28, about
0.59, about 0.68 and about 0.71,
respectively, and the resolution
between the peaks of
benzaldehyde and
cyclohexylmethanol is not less
than 3.0. In the case of Benzyl
Alcohol labeled to use for
injection, proceed with the
standard solution (2) instead of
the standard solution (1).

of benzyl alcohol: not more than
twice the area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02 per cent);
–sum of peaks with a relative
retention greater than that of
benzyl alcohol: not more than the
area of the peak due to
dicyclohexyl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2 per cent);
–disregard limit: 0.01 times the
area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n the
chromatogram obtained with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0001 per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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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ple solution, the sum of
the areas of any peak with a
relative retention time greater
than that of benzyl alcohol is
NMT the area of dicyclohexyl in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0.2%).
Disregard any peak with an area
less than 0.01 times that of the
peak due to ethylbenzene in the
chromatogram of Reference
solution B, corrected if necessary
as describ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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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일반시험법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중 2) 시약·시액 , 3) 용량분석용 표준액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젤라틴용액, 1% 젤라틴(약전) 1 g과 염화나트륨 10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mL로 하고 용액의 pH를 4.7로 조

<삭 제>

정한다 (폴리크레줄렌).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히드라지늄황산염 2 g 및 아세트

<삭 제>

산나트륨 6.5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히드로퀴논 (생 략)

히드로퀴논 (현행과 같음)

히드로퀴논시액, 1% (생 략)

히드로퀴논시액, 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히드라지늄황산염 (생

략)

히드라지늄황산염 (현행과 같음)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히드라지늄황산염 1.0 g을 물에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현행과 같음)

녹여 100 mL로 한다.
히드라진시액 (생

략)

히드라진이염산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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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진시액 (현행과 같음)
략)

히드라진이염산염 (현행과 같음)

34

1. 1% 젤라틴용액 조제방법
1) 개정 방향
○ KPC 유래 ‘1 % 젤라틴 수용액’ 조제 방법 오류 개선
- KP 시험법은 염화나트륨 1 g을 사용하는 반면, KPC 유래 시험법은 염화나트륨 10 g 사용
- 두 방법에 따라 조제한 젤라틴 용액을 유통의약품에 적용하여 응고된 침전을 육안으로 관
찰하기 쉬운 KP 방법을 채택하고 KPC 유래 시험법 삭제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
◦ 시약 : 젤라틴 (Sigma, Cat No. : 39465, Lot No : BCBW7164),
수산화나트륨 (Sigma, Cat No. : S8045, Lot No : 070M0193)
◦ 기기정보 :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 검액 등의 조제
ᆞ검액 : 이 약 1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10 mL로 한다.
ᆞ1 % 젤라틴용액 (각조) : 젤라틴(약전) 1 g과 염화나트륨 1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mL
로 하고 용액의 pH를 4.7로 조정한다.
ᆞ1 % 젤라틴용액 (시약시액) : 젤라틴(약전) 1 g과 염화나트륨 10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mL로 하고 용액의 pH를 4.7로 조정한다.
◦ 시험 방법
ᆞ검액에 1 % 젤라틴용액을 수 방울 가하면 젤라틴의 응고된 침전을 형성한다.
◦ 시험결과
ᆞ두 가지의 1 % 젤라틴용액 조제 방법을 유통의약품에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각조 방법 및
시약시액 방법 모두 용액을 가했을 때 응고된 침전을 형성하였다. 각조 방법으로 시험하였
을 때 육안으로 침전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림. 검액과 1 % 젤라틴용액 (각조방법)의 반응

그림. 검액과 1 % 젤라틴용액 (시약시액방법)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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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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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시험 3) 이 약 1 mL에 물 10 mL, 젤라틴 1 g 및 염화나트륨
1 g을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이것을 pH 4.7이

폴리크레줄렌

되게 조정한 1 % 젤라틴 수용액 수 방울을 가하면 젤라틴의 응고
된 침전을 형성한다.
젤라틴용액, 1% 젤라틴(약전) 1 g과 염화나트륨 10 g을 물에 용

시약· 시액

해하여 100 mL로 하고 용액의 pH를 4.7로 조정한다 (폴리크레
줄렌).

2.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1) 개정 방향
○ KPC 유래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조제 방법 오류 개선
- KP 방법은 아세트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KPC 유래 시험법은 아세트산나트륨
사용
- 두 방법에 따라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을 조제하여 용해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아세트산
나트륨이 들어가는 KPC 유래 방법으로는 용해가 되지 않음
- 히드라지늄황산염이 용해되는 KP 방법을 채택하고 KPC 유래 시험법 삭제

2) 추진 결과
① 실험 검증
◦ 시약 : 히드라지늄황산염 (Sigma, Cat No. : 216046, Lot No : BCCB3436),
메텐아민 (Merck, Cat No. : 1.04343.0100, Lot No : K50296843 914),
아세트산나트륨 (Wako, Cat No. : 199-01085, Lot No : CKJ0181)
◦ 기기정보 : Balance (Mettler Toledo, AX205DR)
◦ 검액 및 비교현탁액 등의 조제
ᆞ검액 : 시트르산수화물 2 g을 달아 물에 녹여 10 mL로 한다.
ᆞ비교현탁액 : 4 시간 방치한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헥사메틸테
트라민 2.5 g을 물 25 mL에 녹인 액에 넣고 잘 섞어 24 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현탁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ᆞ비교현탁액 (1) : 비교현탁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
ᆞ비교현탁액 (2) : 비교현탁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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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ᆞ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1법) : 히드라지늄황산염 1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ᆞ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2법) : 히드라지늄황산염 2 g 및 아세트산나트륨 6.5 g을 물에 녹
여 100 mL로 한다.
◦ 용해상태 시험방법
ᆞ검액, 비교현탁액 (1), 비교현탁액 (2) 및 물을 각각 적당량을 취하여 무색투명한 시험관에
넣고 비교현탁액 (1)과 물, 비교현탁액 (1)과 비교현탁액 (2)를 구분하기에 충분한 일광
하에서 검정색의 배경을 써서 5 분 동안 시험관의 위에서부터 관찰할 때 검액은 물처럼 맑
고 비교현탁액 (1)보다 탁하지 않다.
◦ 시험결과
ᆞ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을 1법과 2법으로 조제하였을 때 1법의 시액은 시약이 물에 잘 녹아
무색투명한 용액이나 2법의 시액은 시약이 물에 잘 녹지 않았다. 초음파 처리를 1 시간 이
상 진행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용해상태시험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1법의 시액으로 용해상태시험을 진행하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그림. 방법 2로 조제한 시액의 초음파 처리 후 상태

ᆞ1법의 시액으로 용해상태 시험을 원료의약품에 적용하여 진행한 결과, 검액 1, 2는 물과
같이 맑고 비교현탁액 (1)보다 탁하지 않아 기준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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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물과 비교현탁액 (1)의 탁도

그림. 비교현탁액 (1) 및 (2)의 탁도

그림. 비교현탁액 (1)과 검액 1 및 2의 탁도

② 공정서 비교
KP 11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히드라지늄황산염

2 g 및 아세트산나트륨 6.5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시약 · 시액
히드라지늄황산염시액

히드라지늄황산염

1.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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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 42

EP 10

Hydrazinium sulfate TS Dissolve
exactly 1.0 g of hydrazinium
sulfate in exactly 100 mL of
water. Use after standing for 4
– 6 hou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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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문에는 저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의약품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의약품 내 금속(원소)불순물 관리를 위한 시험법 및 분석 시 유의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박재홍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제약회사들에서 크게 집중이 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한다면 단연 “금
속(원소) 불순물(Elemental impurities)”일 것이다. 2014년에 승인된 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의약품규제
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1]에 맞추어 2018년 1월 1일부터 USP(United States Pharmacopoeia)와
EP(European Pharmacopoeia) 등 많은 나라들이 약전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비색법에 의한 중금속
시험법을 발달된 분석기술이 반영된 금속(원소) 불순물 시험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의약품을 생산·유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2](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2017년 4월 발
간하였으며, 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3](제2019-26호,

2019.03.29.)을 개정함에

따라 의약품 중 금속불순물의 위해평가 자료를 2020년 9월 30일부터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해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12개정[4](식약처고시제2019-102호, 2019.11.06.)에 금속(원소)불순
물시험법을 신설하여 완제의약품 중 금속(원소) 불순물 분석에 대한 시험방법 및 밸리데이션 요건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제는 완제의약품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ICH 가이드라인과 대한민국약전 등 모든
약전에서 검액 조제법 및 조작법을 제시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각 완제의약품 제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성성분 및 금속의 종류에 따라 그 허용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험자는 자체적으로 시험법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한 시험법이 검체 중 분석대상 금속(원
소)불순물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지 밸리데이션을 통해 확인하여, 사용하는 시험장비 및 검체에 적합한지
검증하여야 한다. 즉 대부분의 기존 시험법은 약전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시험을 수행했다면, 금속(원소)
불순물

시험법은

시험자가

직접

시험법을

만들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본 기고문은 시험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약전, 가이드라
인 및 USP에 기반하여 ‘의약품내 금속(원소)불순물 관리를 위한 시험법 및 분석시 유의점’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저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시점에서 시험자들이 보다 쉽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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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본 내용은 금속(원소)불순물 시험법 대응을 위해 단
계별 고려할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약전 및 ICH 가이드라인의 순서와는 무관하다.

1. 금속불순물의 기원
의약품에 존재하는 금속(원소)불순물의 출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 원료의약품을 합성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투입된 촉매제의 잔류물이거나, 불순물(공정 장비나 용기마개시스템과의 반
응에 의해 생성되거나, 완제의약품의 원료약품 중 존재 등)일 수도 있다.

그림1.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자재, 장비, 구성성분의 예[2]
위의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금속(원소)불순물은 어디에서나 유래될 수 있으며, 평소에 시험
자들이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래될 수 있다. 특히 제조장비부분에서는 공장 내의 제조
시설이 대부분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해 유래될 수 있는 금속 불순물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품질관리 시 금속(원소)불순물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유래 원인의 규명을 위한
검토 시 주 원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과정 및 포장용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를 배제하지 않고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9월에 발간된 “의약품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집”[5]에 따르면 금속(원소)불순물은 “합
성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촉매 등의 잔류, 제조장비나 용기마개와의 반응으로 침출·생성되거나
원료약품의 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잔류물이나 오염물이 아닌 금속물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위해성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 원재료가 아닌 촉매나 2차 혹은 3차 제조 시에 의도적으로 주입되는 무기시약에서 유래되
는 금속(원소)불순물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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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원소)불순물 규제의 적용범위
먼저 시험자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본 금속(원소)불순물 규제에 해당되는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2]에 따르면 해당 규제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새로운 완제의약품(ICH Q6A와 Q6B의 정의에 따름)과 기존 원료의약품을 함유하는 새로운 완제의
약품에 적용한다. 정제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재조합 유래와 비재조합 유래의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
포함) 및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하는 완제의약품, 그리고 이 유도체를 구성성분(예. 접합체)으로 포함하는
완제의약품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합성 폴리펩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올리고사카라이드를 함유 함
유하는 완제의약품도 적용 대상에 속한다.
생약제제, 방사성의약품, 백신, 세포대사물질, DNA 제제, 알레르기 유발 추출물, 세포, 전혈, 세포성 혈
액성분 또는 혈장과 혈장 유래물질을 포함하는 혈액제제, 전신 순환 용도가 아닌 투석액, 치료 효과를 위하
여 의약품에 의도적으로 투입된 금속을 함유하는 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전자 기반 제제(유전
자 치료제), 세포 기반 제제(세포 치료제), 조직 기반 제품(조직 공학)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합성된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완제의약품은 거의 다 적용된다고 판단되며, 성분을 완벽하게 판단하
기 어려운 몇몇 생약 및 DNA제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정
확한 판단을 위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생약제제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해당 규제
항목에 포함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료의약품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USP232[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완제의약품내의 금속(원소)불순물은 그 주원료에서 유래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완제의약품
제조자는 사용하는 원료의 정확한 함량과 그 원료내의 금속(원소)불순물의 농도를 확인하여 허용기준
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 시 완제의약품 제조자
는 원료나 첨가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분석하고 발행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함량별 계산치를 통해
위해성에 대해 평가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규제치 항목에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한다.
따라서 원료에 대한 금속(원소)불순물의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료나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금속(원소)불순물에 대한 분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많은 완제의약품 제조사에서 원
료생산회사에 제공받고 있는 원료에 대해 금속(원소)불순물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농도
에 따라 원료의 지속적인 사용여부까지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제약회사가 약전에
따라 분석을 해왔다면, 새롭게 개정된 금속(원소)불순물의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제조자는 약전에 대응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지만 원료 제조자는 제품의 경쟁력이나 제조사의 비즈니스를 위한 분석이 이루어
질 경우가 많아 질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낮은 함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높은 순도의 원료 및 부
자재는 그렇지 않은 원료 및 부자재보다 단가가 높을지라도 완제품 제조자가 규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는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KP Forum Vol.17 No.1 (2020)

41

3. 규제원소의 분류 및 복용법에 따른 규제치의 분류
서두에서 시험자가 왜 의약품내의 금속(원소)불순물을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
다면 이제 시험자가 어떤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약전 12개정에 따르면 규
제 원소는 아래의 그림[4]과 같이 총 24종의 원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원소들은 그 일반적인 절대농
도치가 아닌 상대적 독성수준(Permitted Daily Exposures, PDE) 및 완제의약품 중에 혼입될 가능성에
따라 3가지 분류로 분류된다. 혼입 가능성은 제조공정 중 사용될 가능성,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약품
중 다른 금속(원소)불순물과 함께 분리되는 불순물일 가능성, 자연적 존재량과 환경 분포도를 포함한 여
러 가지 요소를 토대로 결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규제와 다른 점은 모든 제품이 같은 규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구투여, 비경구투여, 흡입투여 총 3가지의 복용법에 따라 규제농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복용하는 방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대적인
규제치를 적용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ICH Q3D 부록 1[1]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본
내용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2. 금속(원소)불순물의 PDE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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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류1(Class1)에 속해있는 카드뮴(Cd), 납(Pb), 비소(As), 수은(Hg)은 완제의약품 제조 시에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잘 알려져 있는 인체 독성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원료약품에서 유래하여 동 금속들이 완제의약품 중 존재한다. 이 4개 금속은 인체 유해성이 높은 것
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위해평가 시 그림 3과 같이 금속(원소)불순물의 모
든 출처와 투여경로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류2(Class2)에 속해있는 원소는 일반적으로 경로 의존적 인체 독성 물질로 간주된다. 완제의
약품 중 혼입될 상대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2A와 2B로 나뉜다.
⦁분류2A : 코발트(Co), 바나듐(V), 니켈(Ni)이 속해 있으며, 완제의약품 중 혼입될 가능성이 2B의
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그림 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위해평가시 금속(원소)불순물의 모든
출처와 투여경로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니켈은 제조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주원료로서 고온에서 제조되는 멸균제제나 완제품의 용기가 스테인레스스틸일 경우에는 해당
원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류2B : 완제의약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자연적 존재량이 낮고 다른 물질
과 함께 분리될 가능성이 낮은 탈륨(Tl), 금(Au), 팔라듐(Pd), 이리듐(Ir), 오스뮴(Os), 로듐(Rh),
루테늄(Ru), 셀레늄(Se), 은(Ag), 백금(Pt)등이 속해있다. 따라서 그림 3에서 표기된 것과 같이 원
료의약품, 첨가제, 기타 원료약품의 제조시 의도적으로 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해평가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분류3에 속하는 리튬(Li), 안티모니(Sb), 바륨(Ba), 몰리브덴(Mo), 구리(Cu), 주석(Sn), 크
롬(Cr)등의 원소는 경구 투여 시의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높은 PDE, 일반적으로 > 500 ㎍/day), 비경
구 투여와 흡입투여 시에는 위해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경구 투여인 경우 제조 시 의도적으
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위해평가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사제와 흡입제의 경우, 경로 특이적인 PDE
값이 500 ㎍/day 이상이 아니라면 위해평가 시 금속(원소)불순물의 혼입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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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위험 평가 대상 금속[4]

4. 분석기기의 선택조건과 초자, 기구 및 시약의 준비
대한민국약전의

일반시험법에

따르면

“금속(원소)불순물시험법은

유도결합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ICP) 분석법(분광분석법(OES or AES), 질량분석법(MS))으로 의약품 중에 혼재하는 금속
(준금속 원소 및 비금속 원소 포함) 불순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에 따라 시
험하는 경우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원자흡광광도법(AAS)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기존의 약전에서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기의 종류가 모두 선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서두에
기술한대로 분석법을 약전에서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다보니 금속(원소)불순물 시험이 가능한 장비는
모두 약전에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험자는 본 시험을 준비하기전에 먼저 시험자에게 알맞은 장비를
선정해야하며, 많이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와 달리 본체에 검출기가 추가되는 형태가 아닌 전혀 다
른 시스템의 장비이기 때문에 기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시험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제약회사의 시험자들이 AAS이외에는 무기분석장비를 거의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ICP라는 장비는 생
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에 분석해야하는 샘플을 먼저 살펴본 뒤 분석기기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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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을 돕기 위해 아래에 간단하게 세 가지 장비의 차이점을 간단히 서술하도록 한다.

그림4. 무기분석장비의 기본이론
그림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AAS와 ICP-OES 혹은 ICP-AES(장비 회사에 따라 명명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전자가 들뜸과 다시 가라앉음에 따라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양을 이용하여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는 분광분석기기이다. 각 원소들은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의 파장에 따라 어떠한 원소인지를 판단하고(정성분석), 빛의 세기에 따라 검정곡선에 대입하여
농도를 판단하는(정량분석) 기기이다. 구조상 AAS는 빛을 흡수하는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광원(Light
source)이 되는 램프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고, ICP는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방출되는 빛을 분석하는
기기이므로 광원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장비 회사별, 혹은 장비의 모델별로 구조나 주변 악세서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확하게 어떠한 농도
를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을 기준으로 AAS는 일반적으로 50ppb이상
의 농도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ICP-OES의 경우에는 1ppb이상의 농도를 분석하는데 많
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가능한 농도 값은 원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작게
는 2배, 크게는 수백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료의 매질에 따라 분석 가능한
농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기검토 시 장비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석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여야할 것은 한번 구매한 이후에는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므로 그만큼 신
중을 기해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는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 1개를 잃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1가 양이온 상태라고 부른다. 이
러한 상태의 양이온이 검출기에 도착하는 대로 분석하여 그 농도를 표기하는 장비가 바로 ICP-MS 질
량분석기이다. 질량분석기는 일반적으로 저농도로는 1ppt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현재 약전에서 요구하는
규제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 할 수 있는 기기이다. 분광법이 아닌 질량분석법이므로 원소의 원자량
으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그 양이온의 개수로 농도를 분석하는 장비이다. 그로 인해 감도가 매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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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만, 그만큼 분광분석기에 비해 유지보수 부분에서 손이 많이 가는 장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가
판단하기에 ICP-MS로 현재 제약업계에서 감도문제로 분석이 불가능한 샘플은 거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무기분석 장비는 여러 가지 이론적, 응용적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분석가능한 농도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며, “그
럼 가장 낮은 농도까지 분석 할 수 있는 장비는 세 가지 중에 어떤 장비인가?”하는 질문을 저자에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ICP-MS가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본 저자는 지금까지 대략 60여개가 넘는 제약회사의 시험자들과 함께 기기를 검토해 왔지만,
모든 시료에 대해 ICP-MS가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가장 먼저 시험자가
분석해야 하는 샘플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뒤 검토 결과에 따라 장비가 선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ICP-OES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상황인 시험자가 ICP-MS를 구매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 뿐만 아니라 ICP-MS를 이용하여 ICP-OES처럼 고농도의 원소를 측정할 경우
그 오염이 심한 경우가 많아 다음 샘플을 분석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석결과에 오차를 일으킬 수
있고, 세척과정이 추가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글을 읽고 있는 시험자들을 위해 경험을 토대로 힌트를 드리자면, 뒤에서 서술될 전처리 부분에서
샘플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또한 하루최대 복용량과 전처리 시 사용되는 용매의
양을 함께 계산하였을 때, 총 희석배수가 50배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ICP-MS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장비회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기기를 구매하여 본 시험법에 대응하기를 권장
한다.
약전에서도 추가로 언급하였으며, 개인적인 관점으로도 본 시험법에 AAS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무리가 있다. 분석가능 농도 뿐만 아니라 시료당 소모되는 분석시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AAS는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저자도 AAS보다는 ICP-OES나 ICP-MS중에 시험자의 시료에 맞
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ICP-OES나 ICP-MS를 사용할 시에는 주의
할 점을 아래에 간단히 기술한다.
1) ICP-OES 혹은 ICP-AES 사용시 주의할점
- 기기 제조사마다 원소별 파장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약전에 기록된 것처럼 원소별 파장은 제조
사의 분석프로그램 및 파장 권장사항에 따라 분석한다. 차이는 거의 없다.
- 연동펌프(peristaltic pump)를 통해 시료가 주입됨에 따라 시료는 반드시 액상이어야 하며 물리적
인 성질(점도 등)은 표준물질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세척액도 약전에 기록된 것처럼 시료
를 희석한 희석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만일 시료 내에 고체 성분의 부유물이 남아있을 경우 시료가 흘러가는 튜빙(tubing)이나 시료가
분무되는 분무기(nebulizer)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고농도의 빛이 분석되었을 시 근접한 파장에 있는 원소에 간섭
을 일으키거나, 시료내의 성분으로 인해 파장이 중복되어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예를 들어 철과
카드뮴이 흔히 파장 간섭을 일으키며, 또한 알루미늄 매트릭스내의 납을 분석할 때에도 파장간섭이
간혹 일어난다). 이러한 파장간섭들을 보정하는 기능들은 대부분의 장비제조사들의 프로그램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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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되어 있어 쉽게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2) ICP-MS 사용 시 주의할점
- 연동펌프(peristaltic pump)를 통해 시료가 주입됨에 따라 시료는 반드시 액상이어야 하며 물리적
인 성질(점도 등)은 표준물질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세척액도 약전에 기록된 것처럼 시료
를 희석한 희석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만일 시료 내에 고체 성분의 부유물이 남아있을 경우 시료가 흘러가는 튜빙(tubing) 이나 시료가
분무되는 분무기(nebulizer)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원소의 질량으로 분석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질량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인 예로 비소(As)
의 경우 75m/z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염화아르곤(ArCl, 75m/z) 혹은 염화칼슘(CaCl, 75m/z)과
같은 질량으로 인해 질량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각 장비의 특징에 맞게 헬
륨 충돌(He collision)방식이나 산소 반응(Oxyzen reaction) 방식을 사용하여 비소의 간섭을 손
쉽게 제거하여 오차없이 분석한다.
분석조건을 매트릭스에 맞게 최적화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의 분석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각 제조사 장비의 디자인 및 기능적 특징에 따라 간섭제거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 쉽다. 비소이외에도 저자의 경험상 24종 규제 원소중 바나듐(V, 51m/z로 ClO 간섭), 크롬(Cr,
52 or 53m/z로 ArC 간섭), 셀레늄(Se, 78 or 80m/z로 ArAr간섭)등도 질량간섭이 존재함으로
분석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기가 선택되었다면 아마도 시험자의 기기는 적어도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 이후에 우리 실험실에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시험에 필요한 초자와 시약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 많은 초자들과 시약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왜 기기의 선택을 고민한 뒤에
이러한 사소한 내용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지 저자에게 많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혹시 고민 해본 적
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리초자들은 대부분 붕규산(Borosilicate)유리로 되어있
다. 다시 말해, 유리도 강산의 용액에 녹일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주로 산성용액을 사용하
는 금속(원소)불순물 시험에서 유리초자를 사용하는 것은 분석결과에 많은 오차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초자는 플라스틱(polypropylene) 재질로 이루어진 초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되도록 유리피펫을 사용하기 보다는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오차를 줄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초자 건조 시 오븐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오븐 내부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온에
의해 기화된 물질들의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에어건 (Air-gun)을 사용하여 건조하거나 혹
은 건조대에서 자연건조 하는 것이 더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ICP를 처음 사용하는 시험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바로 시약이다. 우리가 사
용하는 시약은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등급(grade)를 달리한다. 흔히 GC나 HPLC를 이용하여 분석
할 때 사용하는 시약들은 유기불순물을 제거한 HPLC grade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
한 시약들은 중금속 불순물에 대한 관리는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심한경우는 총 중금속의 함량이
500ppm이 넘어가는 시약도 있다. 따라서 ICP를 분석할 때에는 그에 맞게 중금속불순물이 충분히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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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약(흔히 반도체급 혹은 electronic grade라고 칭한다.)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며, 시약의 종류는
시료당 설정해둔 전처리법에 따라 구매하여 사용한다. 같은 반도체급의 시약이라 할지라도 총 중금속의
함량이 100ppt이하인지 혹은 10ppt이하인지에 따라 그 등급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일
반적으로 분석하는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ppt 이하의 반도체급
시약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의 제조사와 상의 후 결정
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대한민국약전에 기술되어 있는대로 표준액은 표준물질생산기관(ISO guide 34 인정)에서 제조한
것을 이용하여 농도가 확인된 표준액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준액은 따로 고민할 필요없이
기기를 구매한 제조사에서 모두 제조 및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된 성적서가 포함된 표준액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5. J 값의 정의와 검량곡선의 작성
앞에서 장비를 선정하는데에 있어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어떠
한 기준으로 장비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치가 바로 J값이다. 시험자들이 신설된 금속(원소)불순물 시험법을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알파
벳이 하나 있다면 바로 J이다. J값이라고 명명된 이 값은 약전에서는 ‘각 금속의 허용한도 및 시험장
비의 분석 범위를 고려하여 희석한 금속별 농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시
험자들이 장비로 측정하는 실제 규제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더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오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시험자가 만일 1ppm의 규
제치를 가지고 있는 유기독성물질을 HPLC로 분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실험자는 HPLC로
1ppm을 분석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자가 던지면 대부분의 실험자들의 정답은 “아니다”라고 대답한
다. 그렇다. 우리는 분석을 위해 약전에서 정해진 전처리법에 따라 시료를 전처리하고, 그 전처리 과정
중에 ‘희석배수’라는 것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기를 통해 분석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
터를 ‘raw data’라고 부르며, 이 수치에 시험자가 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희석배수를 적용하여 위에
가정한 1ppm이라는 규제치와 대비하여 그 이하로 측정되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규제치가 1ppm일 때, 전처리시 시료 1g을 100ml의 질산에 녹여 희석배수가 100배 였다
고 가정하면, 시험자의 raw data는 절대 0.01ppm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그 이상의 raw data
가 나온다면, 100배의 희석배수를 적용하였을 때, 1ppm이상의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규제치를 넘어서
게 된다. 이때 규제농도와 시험자가 정한 전처리법에 의해 적용된 희석배수로 산출되는 농도값인
0.01ppm 이 바로 J 값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기존처럼 규제농도를 정해주면 평소처럼
raw data에 희석배수를 적용하면 될텐데, 왜 굳이 J값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지정하고 그것을 시험자가
따로 계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서두에서도 언급한것과 같이 약전에서 전처
리를 포함한 모든 시험법을 미리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험자가 어떠한 농도범위에서 분석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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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 ICP-OES를 사용할지 ICP-MS를 사용할지도 고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시험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모든 데이터는 항상 검량선 범위내에서 분석되야하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전도 일반시험법에 검량선의 범
위를 ICP-OES와 ICP-MS 모두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 바탕용액: 검액과 동일한 매트릭스 용액
- 표준액 1: 검액과 동일한 매트릭스 중에 분석대상 금속에 대해 1.5J 를 함유하는 용액
- 표준액 2: 검액과 동일한 매트릭스 중에 분석대상 금속에 대해 0.5J 를 함유하는 용액

표시된 것과 같이 각 시료별로 J값이 ppm 단위의 농도로 계산되어야만 그 농도를 구할 수 있어 분석을 수
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J값을 구해보고자 그림2의 규제치를 다시 살펴보자. 현재 약전의 규제
치는 ppm 단위인 ㎍/g이 아닌 ㎍/day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예정인 ICP-OES와
ICP-MS도 데이터를 ㎍/day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해당 규제치를 시험자가 사
용할 수 있는 농도범위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수식1. 1일 노출 허용량(PDE)과 농도 기준 사이의 변환
수식1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도는 표2의 규제치인 PDE값을 시험자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의 1일 최대 투여량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g의 농도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때, 1일 최대 투여
량은 각 제품의 용법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완제의약품 알약 1정(경구투여)의 무게가 1g일 경우 본 제품의 주성분이 400mg일 때
용법상 성인기준 하루에 주성분 기준으로 최대 3200mg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있을 경우 하루
최대 복용량은 8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제품의 1일 투여량은 1g x 8정/day = 8g/day 가 되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수식1에 분모에 8을 대입하고 분자에는 각 원소별로 경구투여기준을 대입해주면 손쉽게 규
제 농도를 ㎍/g으로 환산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료별로 대부분 하루최대복용량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시험자들은 모든 시료에 대
해 전부 계산을 따로 해주어야만 하는가? 이만저만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수식을 이용하여 시험자들에게 시료별로 보다 단순한 계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완제의약품 1일
투여량이 10 g 이하이고 위해평가시 확인된 금속(원소)불순물이 완제의약품의 모든 구성성분에 존재한다
고 가정한다면, 완제의약품 1일 투여량을 10 g으로 가정하고 위의 수식1을 적용하여, 완제의약품의 각 구성
성분 중 금속(원소)불순물의 공통 허용 농도 목표값을 계산하여 금속별로 구성성분 중의 공통 최대 농도
(㎍/g)를 구하여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쉽게 말해 시험자의 완제의약품의 최대복용량이
10g이하라면, 몇 g이 되었든 상관없이 아래의 그림5에 표기된 농도의 규제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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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하루최대복용량 10g에 따른 금속(원소)불순물 허용농도
만일 10g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10g 이상의 수치를 적용하여 농도값을 계산 후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단,
1일 투여량 또는 일반적인 임상 사용량이 하루 2L를 초과하는 제제(생리식염수, 덱스트로스용액, 정맥영양
요법제, 세척용액 등)의 경우는 투여량의 관계없이 PDE값의 허용농도 계산은 2L를 사용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의 수식1을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완제의약품중의 각 구성성분의 허용농도의 기
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의 수식2와 같다.

수식2. 구성성분의 금속(원소)불순물의 농도의 합을 이용한 PDE값의 산출방법

이제 농도계산이 끝났다면, 시험자는 본격적으로 J값 계산을 시작해야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J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석배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안타깝지만 현재 약전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자에게 기존처럼 정확한 전처리법을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시험자가
처음부터 전처리법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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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반시험법[4]에서는 시료의 전처리부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검체의 전처리 검체는 직접 분석하거나 적당한 용매(물 또는 유기용매 등)에 녹여서 분석한다. 검체를 녹일 수 없는 경
우 마이크로파 분해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해 검체를 분해하며, 이를 통해 조제된 검액은 각 분석대상 금속의
허용한도 부근에서 정량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검체의 성질에 따라 시험자는 적절한 전처리 방법을
선정한다.」

위의 전처리 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시료에 대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장 아랫부분에 표기된
것처럼 시험자가 생산하는 완제의약품의 성질에 맞게 제시된 전처리법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시험
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품질관리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시험자들이 처음해보는 시험법개발에
대해 당황할 수 있지만 금속(원소)불순물 시험법은 엄연히 약전에 수록된 시험법이다. 본 글을 통해 저자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씩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서 시험자의 시료
들을 분류해보도록 하자. 괄호안의 내용은 USP233[7]에 수록된 용어이다.

1) 직접분석(Neat)
- 시료를 따로 희석하거나 어떠한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ICP-OES나 ICP-MS로 주입하여 분석
하는 방법이다.
- 주로 부유물이 전혀 없는 완전 용해된 액제 혹은 주사제등이 직접분석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단
분석시 이온화원인 plasm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존고형분(Total Dissolved Solid)의 함량이 높지
않은 시료여야 한다. 만일 높은 함량의 용존고형분으로 인해 plasma가 꺼지거나 불안정하여 data의
오차가 생길 경우 직접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전처리 없이 바로 주입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전처리 부분에서 희석배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 직접분석에 해당하는 시료는 하루최대복용량이 50g을 넘어가지 않는
다면 충분히 ICP-OES로 분석이 가능하다.
- 또한 최근 생산되는 대부분의 ICP-OES는 수직형토치(Vertical Torch)방식을 채택하여도 동시에
저농도와 고농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어 매트릭스가 복잡한 시료라 할지라도 큰 무리없이 분석이 가
능한 경우가 많아 직접분석이 가능한 시료라면 ICP-MS보다는 ICP-OES가 더 분석하기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 만일 50g이 넘는 시료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 후 장비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적당한용매-물(Direct aqueous solution)
- 시료가 수용성인 경우 사용하는 전처리법으로 일반적으로 수용액에 잘 녹는 가루제제, 발포제, 잘
용해되어 있는 액제이지만 용존고형분이 높은 시료에 주로 사용한다.
- 물 뿐만 아니라 수용성의 산(acid)용매도 포함하고 있으며, 따로 가열하거나 추가 전처리 없이 수
용성 용매만을 이용하여 시료를 완전히 녹이는 방법을 뜻한다.
- 전처리가 필요 없는 직접주입 방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간편하고 추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처리
법이며, 만일 시험자의 시료의 정보 중 용해도시험(solubility test)을 해 둔 자료가 있다면 참고하
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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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수용액에 잘 녹는 시료들이 대부분이고, ICP-OES나 ICP-MS도 다른 용매보다 수용
성 용매에서의 감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자의 경험상 시료의 하루최대복용량이 5g을 넘지 않
으며, 시료와 용매의 비가 1:10이 넘지 않는다면 ICP-OES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 만일 시료 검토시 저자의 의견보다 하루 최대복용량이 높거나 시료와 용매의 희석비가 더 높다면
장비회사와 협의 후 ICP-OES의 분석가능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장비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단, 시료내에 실리콘, 티타늄, 탈크등의 물질로 인해 불산(hydrofluoric acid)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분석기기의 시료도입부 악세서리를 불산 주입이 가능한 재질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3) 적당한 용매-유기용매(Direct organic solution)
- 시료가 수용성이 아닌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경우 사용하는 전처리법으로 일반적으로 완제의약품보
다 유기용매에 잘 녹는 원료의약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혹은 용해도시험결과 수용성용매에
는 녹지 않지만 알코올이나 유기용매에는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료에 많이 사용되는 전처
리법이다.
- ICP-OES와 ICP-MS 모두 유기용매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시료도입부 악세서리가 따로 있다. 유
기용매는 수용액보다 점도가 낮고 확산속도가 빠르기 떄문에 같은 악세서리로 분무할 경우
plasma가 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유기용매 내에는 많은 양의 탄소가 있기 때문에
주입량을 줄여주어야 하며, 수용성 용매보다는 작은 내경의 inj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몇몇 유기용매는 기존 수용액분석시 사용하는 일반 튜빙(tubing) 사용시 튜빙이 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 기기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재질의 튜빙을 사용하여야 한다.
- 흔히 사용하는 유기용매로는 NMP(N-Methyl-2 pyrrolidone) 혹은 IPA(Isopropyl alcohol)를
많이 사용하며, DMSO(Dimethyl Sulfoxide)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melting point가 19°C 밖에
되지 않아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다.
- 전처리시 사용되는 모든 시약들은 수용성용매, 유기용매 상관없이 모두 전자급 혹은 반도체급을 사
용하여야 하며, 약전에 기록된 대로 “검액 및 표준액 조제에 사용하는 모든 시약은 금속(원소)불순
물이 혼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유기용매를 통해 전처리가 가능한 시료만 보유하고 있는 시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장비
검토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료 중 유기용매를 사용해야 하는 시료가 있는지를 기기회사의 담당자와 상
의한 뒤 기기 검토시 악세서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마이크로파 분해법(Closed vessel digestion)
- 흔히 마이크로파 장비를 이용한 분해법 또는 USP의 표현처럼 Closed vessel digestion 즉, 꽉 닫
힌 상태의 관에서 시료를 용해할 수 있는 용매를 넣고 고온, 고압을 가해 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
- 일반적으로 위의 전처리법들을 통해 수용성용매나 유기용매로 상온에서 녹지 않는 대부분의 내용
고형제 및 현탁액, 파스 및 연고등 기타제제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생각해서 상온에서 녹지 않는다
면 마이크로파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빠르다. 하지만 마이크로파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므로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는 마이크로파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위의 수용성용매나 유기용매로 녹일 수 있는 시료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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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 전처리 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마이크로파 장치는 여러 장비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 모델도 다양하다. 모델을 검토할 시 주
의할 점은 한번에 많은 vessel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① 한 개의 vessel에 넣을 수 있는
시료와 용매의 최대량이 얼마인지, ② 반응시킬 수 있는 온도와 압력의 최대량은 얼마인지, ③ 시
료 1회 전처리 후 vessel의 유지보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
이 중요하다.
- 시료량이 너무 많거나 용매의 양이 너무 많아 반응이 심해져 밀폐되어있던 vessel에 틈이 생기면
서 시료가 배기를 따라 배출되는 현상을 시험자들은 “시료가 터진다”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재시험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마이크로파 장치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정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이크로파 전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처리 용매의 조건은 마이크로파 장치 회사에서 흔히
“Cookbook”이라고 불리는 약간의 레시피 같은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대부분의 제약관련 시료들은 평균적으로 200°C정도에서 반응되는 경우가 많고 반응시간은 시료의
성질이나 녹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시험을 진행하면서 조건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마이크로파 장치는 시료를 0.3g이상 넣는 것이 어려워 기본적으로 희석배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용고형제나 특히 캅셀류의 시료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시험자들은
기기를 검토할 시 ICP-OES보다는 ICP-MS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한 마이크로파 전처리법의 단점은 전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완전하게 녹이는 조건에서 반응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최적화 하여 줄여주는 것이 생산성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CP-OES와 ICP-MS의 분석시간은 굉장히 빠르다. 24개 원소를 모두 분
석한다 하여도 짧게는 시료당 1분 이내 혹은 아무리 길어도 시료 당 5분을 넘기지 않는다. HPLC
나 GC에 익숙한 시험자들에게는 깜짝 놀랄만한 분석속도이다. 따라서 전처리 단계를 간소화 하고
소모되는 시간만 충분히 줄여줄 수 있다면 시험법 밸리데이션도 충분히 빠르게 끝낼 수 있다.
- 아래의 그림6은 간단히 마이크로파 장치를 이용한 전처리 조건의 예를 들어놓은 것이다.
시험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삽입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림6. 마이크로파 장치를 이용한 시료의 전처리 조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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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성질에 따라 전처리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시료를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
다. 만일 원료내에 부형제로 이산화규소(SiO2), 이산화티탄(TiO2) 혹은 탈크등이 함유되어 있다면 전처
리 용매에 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파 장비를 사용하여 전처리시에는 시료가 잘 녹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만
큼 용매의 조합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저자의 경험상 대표되는 제형에 대한 산 용매의 조합을 아
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며, 시료의 조성이나 제형에 따라 용매
의 조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시험자들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 나정 : HNO3+ H2O2 = 8mL : 1mL
- 제피정 : HNO3 + HCl + HF = 6mL : 2mL : 0.5mL
- 캅셀 : HNO3 + HCl + HF = 4mL : 4mL : 1mL
- 현탁액 : HNO3 + HCl + HF = 6mL : 2mL : 1mL
- 크림제 : HNO3 + HF + H2SO4 = 3mL : 2mL : 3mL

이렇게 산 원액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시료는 절대 ICP-OES나 ICP-MS로 바로 주입될 수 없다. 따
라서 시험자는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를 정확히 무게를 재어 mass-up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산 용매의 농도가 5% 아래로 떨어질 때 까지 희석해 주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최근 판매되는 장비들
이 강산에도 견디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장비의 유지보수주기를 짧은 주기로 가져올 뿐만아니라 장비의
수명까지도 짧게 만들 확률이 높기 떄문에 추가희석을 포함하여 최종 주입되는 산용매의 농도를 5% 이
하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앞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전처리 과정의 검토가 끝이 나면 이제 아래의 수식3과 같이 J값을 계산 할
수 있다.

수식3. 대한민국약전의 예시를 바탕으로 수식화한 J값 계산식
이와 같이 규제원소 별로 24종 모두 J값을 계산 할 수 있으며, 가장 쉬운 기준으로 경구투여 기준의 납
(Pb)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J값이 5ppb 이하일 경우엔 ICP-OES의 사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ICP-MS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앞에서 언급했던것과 같이 각 기기
제조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자들은 가장 먼저 시료별로 전처리 법을 분류한 뒤 J값을 계산하여
분석장비 회사들의 검증을 거쳐 기기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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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기 및 악세서리의 선택
이제 J값의 계산이 모두 끝났다면 시험자는 이미 기기를 선정하였을 것이다. 기기 선정 후에는 앞에서 언
급한대로 세부 악세서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혹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본 글에
서 언급하고자 한다. 세부 악세서리는 어떠한 기기를 선택하던지 공통된 부분이기에 한꺼번에 기술하고자 한
다.
1) 유기용매키트
- 앞의 전처리 과정에서 유기용매로 희석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한 시료가 있다면 기기 구매시 반
드시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특히 IPA같은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매나 NMP같은 반응성이 강한 용매를 사용시에는 기기회사에 용
매종류를 꼭 전달하여 그에 걸맞는 악세서리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불산키트
- 전처리 과정에서 산을 사용하는 과정중 불산을 조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불산키트를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한다. 혹 저농도에서는 일반 키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다
안전한 기기의 운용을 위해서는 불산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불산키트는 일반 수용액용 키트와 달리 깨지지 않는 테프론재질로 되어있어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불투명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모든 산 용액에 대해 불산키트를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3) 데이터 위변조 방지 시스템
-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시험자라면 21 CFR part 11 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ICP-OES나 ICP-MS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기기회사는 반드시 이 규제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최
근에는 data integrity 부분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어 많은 시험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7. 시험법의 밸리데이션
이제 시험자는 장비도 구비하였고 초자 및 필요한 용매도 모두 구비하였으니 시험을 시작하면 된다. 하지
만 시험법이 없다. 초반에 언급한대로 그 시험법은 시험자가 설정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밸리데이션 요건은
약전에서 제시해 두었다. 본 단계가 최근 많은 시험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MV(method
validation)이라고도 불리는 시험법 밸리데이션 단계이다. 이 단계만 넘어서면 시험자는 SOP를 만들 수 있
고, SOP를 만든 후에는 시험자의 회사는 본인의 큰 수고로 인해 안정적으로 규제에 대응을 할 수 있게된다.
그럼 저자와 함께 시험법 밸리데이션과 시험법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같
이 알아보도록 한다.

대한민국약전 12개정에서는 시험법의 밸리데이션의 요건으로 “시험법의 목적에 따라 한도시험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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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시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법은 아래의 밸리데이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량시험의 범위가 한도시험의 범위보다 더 넓은 농도 범위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검출한계에 대한 검증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한도시험과 정량시험중
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자는 정량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정량시험을 통해 모든 밸리데이션 요건에 만
족한다면 한도시험 요건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량시험에 대해서 시험법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1) 시스템 적합성(System suitability)
- ICP-OES, ICP-MS에 관계없이 약전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검액주입 전/후에 분석한 표
준액1(1.5J)의 결과를 비교하여 각 금속별 신호이동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 쉽게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7의 두 개의 샘플의 데이터의 신호이동(drift)이 20% 미만이어야 한
다.

그림7. 시스템 적합성 예시그림
(2) 정확성(Accuracy)
- 정확성 시험은 전처리 과정에서 시험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의 원소가 손실되거나 변형이 일어나
지는 않는지, 혹은 전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료로부터 금속(원소)불순물들이 완전히 녹
아나오지 못했을 경우까지도 고려하여 시험자가 설정한 전처리법이 정확하게 시료를 분석 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 정확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기존에 많은 검증법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시료 전처리 전에 알고
있는 농도(0.5J~1.5J 중 0.5J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3개이상의 농도를 제조한다.)의 표준품을 기
지량만큼 첨가하여 전처리 후 회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따라서 정확성 시험은 실제 시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며 실제 시료내에도 금속불순물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탕시료가 될 수 있도록 표준액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까지도 측정하여 회수율을
측정한다.
- 24종 원소의 회수율은 각 농도별로 3회 반복측정하여 70% ~ 150%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
- 아래의 그림8과 같이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첨가하는 농도의 설정은 계산하기 쉽게
0.5J, 1.0J, 1.5J로 하는 것을 저자는 권장한다.

KP Forum Vol.17 No.1 (2020)

56

그림8. 정확성 시험의 예시그림
(2)-① 정확성 시험시 주의할 점
- 시험자들이 정확성 시험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몇가지 원소가 허용범위인 70~150%에 들
어오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가 기기로 주입될 때 오
류가 생겨 데이터의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전처리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
처리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 본 글에서 저자는 경험을 통해 얻은 몇가지 오차가 생기는 대표적인 몇가지 원소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며, 본 내용이 현재 금속(원소)불순물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자들에게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

l 비소(As) 또는 수은(Hg)의 회수율 저하
① 마이크로파 장치 전처리 후 시료가 아주 잘 녹은 것을 확인 하였을 때 시험자는 우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이다. 하지만 분석을 해보았을 때, 비소와 수은의 회수율이 30~40%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때, 앞전에
좋았던 기분은 사라진다. 다시 한번 전처리를 해보지만 결과는 재현성 좋게 다시 30~40%정도가 나오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인가?
- 비소와 수은은 잘 알려져있는 휘발성 원소이다. 이러한 휘발성 원소들은 고온과 고압이 가해지는 마
이크로파 장치에서 전처리가 된 후 시험자가 바로 vessel을 잡아보면 표면도 좀 따뜻한 상태이며,
뚜껑을 open하면 생각보다 가스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소량의 비소나 수은이
같이 휘발되는 경우가 있다.
- 이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완벽한 냉각(cooling)이다. 물론 마이크로파 장치에서도 충분히 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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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는 단계가 존재하지만 내부의 vessel은 철저히 밀봉되어 있으며, 내부의 온도를 정확히 상온
까지 떨어뜨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험자는 휘발성 원소의 휘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파
전처리가 끝난 직후 vessel을 바로 open하지 말고 닫혀있는 채로 상온에서 30분정도 방치 후 어느
정도 온도가 평형을 이루면 15분정도 냉장보관 후 다시 꺼내어 vessel을 open해 주는 것을 권장한
다.
- 이 과정에서 주의할점은 전처리 직후의 따뜻한 상태의 테프론 vessel을 상온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
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을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으로 인해 테프론 vessel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떄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물론 이부분은 시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은과 비소의 회수율이 떨어지는 시험자만 본 대처
방법을 수행하길 권장한다.
② 만일 휘발성을 막는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비소는 90~110% 사이로 안전하게 회수율을 확보하였으나
유독 수은만 회수율이 아직 60%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이
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수은은 비소에 비해 안정도가 더 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의 제어만으로는 회수율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주변에 흡착을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초자세척시에
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수은은 염소(Cl)성분과 함께 존재할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
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여 전처리시 용매에 염산을 약간 섞어주게 되면 충
분히 수은의 회수율을 확보 할 수 있다.
- 간혹 수은의 회수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180%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료가 주입되는 튜빙(tubing)쪽에 오염이 생긴 경우가 있다. 수은 뿐만아니라 붕소
(B), 실로콘(Si)등은 ICP에서 사용하는 튜빙에 잘 흡착되는 성질이 있어 높은 농도의 표준액이나 시
료가 측정된 후 적절히 세척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시료를 측정하면 흡착되었던 수은이 한꺼번
에 측정되는 “기억현상(memory effect)”에 의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 이런경우엔 세척용매를 일반 증류수를 사용하기 보다는 질산 2% + 염산 0.5% 정도의 혼합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용액으로 사용해 주면 충분히 세척을 해줄 수 있어 기억현상에 의한 오차를 줄여 줄
수 있다.

l 금(Au), 은(Ag)의 회수율 저하
① 금과 은의 경우에는 휘발성은 없지만 이유없이 회수율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떄는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가? 생각보다 이유와 방법은 간단하다.
- 이유는 안정도의 문제이다. 보통 시료 매트릭스에 의한 침전이나 반응등에 의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
만 미세하게 분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왕수(염산:질산=3:1)
로 녹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말해 전처리를 질산+과산화수소수의 조합 만으로 진행했다면 시료
에서 금이 완전히 녹아 나오지 않았을 수 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왕수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왕수가 강산이어서 금을 녹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시험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왕수
내의 염소와 염화나이트로실(NOCl)이 금일 녹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금의 회수율이 안나올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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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전처리 용매에 염산을 비율에 맞게 섞어주는 것이 회수율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 하지만 염산의 비율을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은의 회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비율 조절을 잘해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l 오스뮴(Os) 회수율 감소 및 증가
① 최근 시험법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시험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회수율을 안겨주는 원소가 등장 했다. 바
로 오스뮴(Os)이라는 원소이다. 지금까지의 약전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본 원소는 왜 지금와서 시험자
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회수율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20~30%가 나올 때도 있고,
높게 측정되는 경우는 3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인가?
- 오스뮴은 앞에서 설명한 비소나 수은과 같이 휘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온과 고압을 받을시에 산
화되는 성질 때문에 회수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회수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나 높게 나오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논문[8]에서도
안정제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파장치의 조건에 관계없이 오스뮴의 회수율을 안정적인 범위로 분석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안정제의 대표적인 조성은 0.1% acetic
acid(v/v), 0.076% thiourea(w/v) 그리고 0.01% ascorbic acid(w/v)이다.
- 앞에서 반복하여 언급한대로 농도수치는 어디까지나 시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제의 비율도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약간씩 조절할 수 있다.
- 하지만 회수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마이크로파 장치의 전처리 과정 온도가 너무 높아 생기는 문
제일 수 있기 떄문에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반응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마이크로파장치로 전처리시에 전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균 200°C정도나 혹은 그 이상에서 전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스뮴은 이 온도
에서는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이크로파장치의 반응 온도를 150°C이하로 낮춰
서 전처리를 진행해보자. 만일 같은 반응시간을 가해 주었을 때, 시료가 약간 녹지않고 남아있다면
반응시간을 좀 길게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온에서 전처리된 시료는 오스뮴의 회수율이
너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시료의 특성상 고온에서만 전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부형제나 시료의 구조가 단단하다면, 어쩔
수 없이 안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안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안정제로 사용되는
시약도 금속(원소)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약들은 일반 용매들처럼 전
자급의 시약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전처리 단계는 간소화 될수록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정확성 시험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원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험자들은 정확성
시험의 고비만 잘 넘어선다면 남아있는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허
용범위는 70~150%로 정해져 있는 정확성 시험이지만 만일 모든 금속(원소)불순물들의 회수율이
85~115% 사이로 분석이 된다면 그 이후 진행되는 시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자는 판단된다.

(3) 정밀성(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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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성 시험은 앞에서 수행한 정확도시험을 통해 시험자가 설정한 시험법이 얼마나 재현성 있게 분
석이 되는 좋은 방법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반복성과 실험실내 정밀성 두가지 모두 시험해야 한다.

① 반복성(Repeatability)
- 반복성 시험은 대한민국약전에 기록된 대로 “표준품을 이용해 각 금속의 허용한도로 기지량을 첨가
하여 독립적으로 조제한 검액 6개(동일 로트로부터 채취)”를 분석하여 상대표준편차가 20% 미만으
로 들어와야 하는 시험이다. 이는 한도시험의 표준품 1과 같으며 시료별 1.0J 값에 해당한다.
- 아래의 그림9에서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림9. 정밀도 중 반복성 시험의 예시그림

② 실험실내 정밀성(Intermediate Precision(Ruggedness))
- 실험실내 정밀성은 본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시험자 뿐만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다른 시험자가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정도로 좋은 시험법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 대한민국약전에서는 “다른 일자, 다른 시험장비, 다른 시험자,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반복성 시험을
재실시한다. 반복성의 결과와 통합하여 총 분석횟수가 12 회가 되도록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추가로 6개의 시료를 분석하면 된다. 그 결과 상대표준편차가 25% 미만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마찬가지로 아래의 그림10을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림10. 정밀도 중 실험실내 정밀성 시험의 예시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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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이성(Specificity)
- 특이성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24종의 규제원소를 분석할 때 시료의 매트릭스나 구
성성분내의 존재하는 금속성분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간섭에 의해 분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판단하는

interference)이

과정이다.
존재

할

앞에서
수

언급한대로

있으며,

ICP-OES의

ICP-MS의

경우는

경우는
동중원소의

파장간섭(Spectral
간섭(Polyatomic

interference)이 일어날 수 있다.
- 특히 ICP-MS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연구결과[8]를 통해 여러 가지 간섭
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간섭들은 장비회사에서 권장하는 간섭제거법을 통해서 충
분히 간섭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림11. 동중원소간섭이 예상되는 원소들과 간섭제거를 통하여 회수율을 확보한 결과자료[8]

(5) 정량한계, 범위, 직선성
- 대한민국약전12개정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위의 정확성(Accuracy)시험이 입증된다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므로 따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시험자는 정확성 시험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정
량을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에 시료에 대한 정량 한계 및 범위 그리고 직선성까지 데이터를 이미 확
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8. SOP 간소화 시 필요조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시험자가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마무리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은 식약처의 승인이 따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모든 시료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밸리데이션을 마
친 이후에는 각 회사의 양식에 맞게 SOP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시료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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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SOP가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다면 SOP를 간소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료를
합쳐서 하나의 SOP로 만드는 데에는 몇가지 조건이 아래와 같이 필요하다.

▶ 하루최대복용량을 통일시켜야 한다.
-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내의 “완제의약품 중 금속(원소)불순물 평가 및 관리”의 방법1과 유사하게
묶어줄 예정인 시료중 가장 높은 복용량을 가진 시료를 기준으로 하루최대복용량을 통일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1개의 SOP내의 모든 시료가 동일한 농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
▶ 전처리 과정 및 희석배수가 동일해야 한다.
- 또한 전처리에 사용되는 용매 종류, 용매의 양, 추가희석배수 등 모든 전처리 과정을 통일해야한다.
그러면 J값과 함께 검량선 범위까지도 동일해져 모든 SOP내의 조건이 동일해 진다.

아래의 그림은 위에서 설명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기기분석을 위한 시료의 분석 순서
(Sequence)를 정리한 자료이다. 본 글을 읽고 있는 시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림12. 시험법벨리데이션을 위한 기기분석 순서 정확성 및 반복성(좌), 실험실내 정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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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시험자들은 대한민국약전 12개정에서 신설된 ‘금속(원소)불순물시험법’에 대해 시험법의 개
발 및 검증까지 수행하였다. 이제 잘 만들어진 시험법을 이용하여 약전 규제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금속(원소)불순물의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약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제조공정을 포함한 원료 및 첨가제등의 변경할 때
에는 현재까지 해오던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금속(원소)불순물의 변화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료 및 첨가제 이외에도 제조공정의 노후화에 의한 금속(원소)불순물의 유출이나 보관용기에서의
용출로 인한 금속(원소)불순물의 유출(Extractable & Leachable)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많은 시험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오며, 본 포럼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신 식품
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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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
통칙
2014 년 9 월에 ICH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바
있는

「Q12

considerations

Technical
for

and

Regulatory

pharmaceutical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에 대한 컨셉 페이퍼가
2020년 3월 30일 발표되었다.
이 새로운 ICH 가이드라인인 “ICH Q12 의약
품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규정 및 기술 고려 사
항”은 허가 후 CMC 변경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고자 마련된 품질 지침으로, 여러 지역별 규제
에의 접근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도구와
방법을 싣고 있다.
Q12에서 설명하는 원칙은 제약 개발 (ICH Q8
(R2)), 품질 위험 관리 (ICH Q9), 제약 품질 시
스템 (ICH Q10) 및 의약품 개발 및 제조 (ICH
Q11)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가이드라인의 구현이 중요하다.
이 컨셉페이퍼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해결
해야 할 이슈를 정리하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
고 있다.

2020년에 USP–NF는 온라인 전용 출판으로
전환하였다. USP–NF의 최종 인쇄판은 USP 43–
NF 38이며, 그 이후 공식 표준은 USP–NF에서
온라인으로만

제공된다.

USP는

Accelerated

Revisions 및 Errata를 월 단위로 계속 게시할
계획이다.
GHM 정보를 확장하고 이를 통칙에 추가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3.10.40 GHS
(Global Health Monographs)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섹션 1. 제목
및 개정, 2.10 공식 문서, 3.10 표준 적용 및
3.10.40 글로벌 건강 논문 적용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5.60.40이라는 새로운 하위 섹션의 추가를 제
안하였는데, 이는 독성 및 변이원성 불순물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해당 규제 당국이 요구하거
나 ICH M7에서 설정한 안전수준에서 변이원성
및 독성이 있는 불순물을 식별하고 제어해야 할
책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속적인 과학적 발전과 추가적인 FDA 지
침 문서의 발행을 기반으로 생물학적 제제에 관
한 표준품등 표준개발에 관련된 사항 및 법령과
관련된 일부 조항 등을 수정하였다,
물성관련
〈631〉 Color and Achromicity에서는 그 색상
평가 대상을 액체 시료로 제한하도록 하여 시험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색 및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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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기분석법을 추가하고, 기존

공급 업체 및 보조 라벨 개발자와 협력하여 간결

의 오감에 의한 관능분석에서 쓰는 관찰 매개변

하고 오용의 결과를 전달하는 오피오이드 경고

수를 개정하여 새로운 기기분석법에 잘 맞도록

라벨을 작성하도록 한다.

개정하였다.
새로 제안하는 〈922〉 Water Activity는 원료

생물학적 시험법

및 제제의 수분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단당류에

수분 측정기를 검증, 교정 및 사용하기 위해 권장

Monosaccharide Analysis에서기존의 USP표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원료나

품이었던 KDN RS에 관한 규정을 제거하여 3-

제제의 수분 활성도 측정을 통해 물의 일부가 느

데옥시-d-글리세로-d-갈락토-2-노눌로손산

슨하게 결합되어 가수 분해와 같은 반응에 참여

(KDN) 공급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을 제

할 수 있는지, 미생물 성장에 쓰일 수 가능성 같

안하였으며, 적합성 요건에서 상관계수(R)을 결

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계수(R2)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에

관한

시험법인

〈210〉

〈781〉 Optical Rotation에서는 시험액에서 측

또한 〈130〉 Protein A quality attributes는

정한 회전 각도의 함수로서 특정 회전에 대한 방

삭제를 제안하였는데, 이 시험법이 현재 이해당사

정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용액 부피 단위당

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시험법의 삭제를 결정

분석 물(g 분석물 / mL 용액)의 관점에서 선광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표준품(USP Protein A

도

〈1058〉Analytical

RS, USP rProtein A C-Cys RS, rProtein A,

Instrument Qualification의 기기 적격성 검증

B4, C-Cys RS)의 공급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

(IQ), 작동 적격성 (OQ) 및 성능 적격성 (PQ)의

혔다.

개념에

의약품의 제조에서 보조재로 사용되는 효소에 관

정의를

따라

제안하였다.

기기 적격성

절차를

조정하도록

시험법인

〈89〉

As

한

며, 좌선성, 우선성, 광학적비활성에 대한 확장된

Ancillary

정의를 포함하도록 Specific Rotation과 Angular

Manufacturing에서 단백질 함량 시험에서 이제는

Rotation에 관계된 시험법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삭제된

하였다.

and Light-Scattering 를 참조하던 것을 〈857

Materials

시험법인

Enzymes

Used

Polarimeters의 요건을 새 섹션으로 추가하였으

in

Pharmaceutical

〈851〉Spectrophotometry

〉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로 대체하
용기 관련

도록 하였으며 계산에 관한 언급과 변수에 관한

〈17〉 Prescription container labeling에서는

정의를 추가하여 분석법을 명확하게 하였다.

두 가지 새로운 요소, 즉 투약 도구 (예 : 구강
주사기)에 대한 용량당 적절한 크기에 대한 알고
리즘과 오피오이드 경고 라벨의 프레임 워크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제안되었다.

불순물
일본약전 및 유럽약전과의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233〉 Elemental Impurities—Procedures의

투여 도구가 약물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외국약전 의견수렴에

일 때 환자는 보다 정확한 용량의 경구 액체 약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을 받을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복용량을 기준
으로 가장 작은 투여 도구 선택할 수 있도록 관

제제관련

련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오피오이드 경고 라벨

PDG에서 조화된 새로 제안하는 일반시험으로

프레임 워크는 실무자가 전자 건강 기록 (EHR)

〈430〉 Particle Size Analysis by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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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cattering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measurement)을

는 계측 교정 및 검증, 적절한 분석법 검증 및 샘

(gravity-driven measurement)으로 대체하였

플 준비를 포함하여 동적 광산란 (DLS) 테스트

으며, 침입부분의 온도를 조정하고 표준원뿔의 규

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한

격을 업데이트 하였다.

다.

관련

일반정보로

Methodologies

〈1430.3〉

Based

on

바늘을

이용한

중력구동

Analytical
Scattering

일반정보

Phenomena—Dynamic Light Scattering 이 제

〈1151〉 Pharmaceutical Dosage Forms에

안되었으며, 이 일반정보에서는 빛의 산란을 기반

서 의약품제형에 쓰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된

으로 DLS가 다른 기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

용어를 쓰도록 하였으며 그 목록이 추가되었다.

명하고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배경과 이

세부적으로는

론적 정보, 효율적이고 관련성 높은 사용을 위한

Pharmaceutical

팁, 권장 사항 및 기술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Tests를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겔 및 현

제공한다.

탁액에서

Foams에서

〈607〉

Foams—Product

mammary

infusion

Quality

언급을

기존의 〈616〉 Bulk Density And Tapped

"intramammary route"로 대체하였다. Inserts에

Density Of Powders은 시험법의 명칭을 “Bulk

서는 삽입물이 즉시제조되지 않은 멸균 투여형태

Density Of Powders”로 변경하였으며 벌크밀

이므로 〈795〉 Pharmaceutical Compounding

도섹션에서 새 섹션 제목 인 Untapped Bulk

—Nonsterile Preparations 에 대한 언급을 삭제

Density를 설정하고 tapped density섹션의 제목

하였고 Pellets에서 "디자인에 따라 다름"이라는

을

변경되었다.

문구를 추가하여 각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경구

Untapped Bulk Density 섹션의 Method 2—

투여용 펠렛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Measurement in a Volumeter에서 장치의 각주

Powders,에서는

를

"ISO

"concentrate"라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Solutions

3923-2 : 1981 또는 ASTM B329-14"로 변

and Suspensions에서는 수의학에서 쓰는 제제에

경하였다.

관한 서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concentrate"

Tapped

Bulk

"ASTM

Density로

B329–06

Tapped

(2012)"에서

Bulk

Density

섹션의

Method 1에서 "3 ± 0.2mm 높이에서 공칭으로

산제에

적용되지

않는

를 삭제하였다.
〈1088〉 In Vitro and In Vivo Evaluation

250 ± 15 개의 탭 또는"은 방법 2의 정의이므
로 삭제되었다.

of Dosage Forms에서는 시험관 내, 생체 내 상

이외에도 벌크 밀도 및 탭 벌크 밀도 섹션 모두

관관계 (IVIVC)에 대하여 얻고자하는 목표에 관

에서 많은 설명이 변경되었다.

한 characterization activities에 초점을 또렷이

Penetrometry를 활용한 반고형제제의 구조강
도 측정 시험법인 〈915〉 Measurement of

맞추도록 전반적인 챕터 구성의 개정을 제안하였
다.

by

〈1059〉 Excipient Performance에서는 다음

Penetrometry를 새로 제안하였다. 이 시험법은

과 같은 사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먼저 챕터의

유럽약전과의 국제조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USP

레이아웃을 변경하였다. 하나의 기능적 카테고리

포럼(2017)에서 제안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약전

가

포럼 Vol.14 No.2에서도 일반정보 신설(안)으로

functional categories로 묶인 카테고리의 제형명

실린 바 있다. 이번 USP포럼에서는 방법II의 일

들을 제거하고 Dosage Forms라는 새로운 섹션

정

을 만들어 여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형 목

Structural

속도

Strength

of

측정(the

KP Forum Vol.17 No.1 (2020)

Semisolids

constant-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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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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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1151〉

Ratio 섹션에서 "untapped bulk density" and

Pharmaceutical Dosage Forms에 맞추어 섹션

"tapped

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pH 조절제 (산성 / 알칼

〈616〉 Bulk Density and Tapped Density of

리제 / 완충제) 카테고리를 각각 산성화제 및 알

Powders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Flow Through

칼리화제와 완충제라는 두 가지 기능성 범주로

an Orifice 섹션에 "arching diameter"라는 용어

나고

(Pressure

를 소개하고, Shear Cell Methods섹션을 업데이

Sensitive)세션을 개정한다. Capsule Shell에서

트하고 〈1063〉 Shear Cell Methodology For

Capsule Shell 및 DPI Capsule Shell 범주를 결

Powder Flow Testing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Adhesive

to

Adhesive

bulk

density"의

용어를

적용하여

합하고 29 가지 새로운 NF 기능성 카테고리를

멸균 포장용수(멸균 주사용수, 멸균 투석용수

추가하였다. 그 외 기존의 기능 카테고리 중 오래

등)에서 유기 불순물 관리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되거나 누락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또한, 이

따라

일반정보와 함께 USP 및 NF 부형제를 기능 범

Purposes의 업데이트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유기

주별로 구분한 참조표를 개정 제안에 따라 수정

체탄소시험법(total organic carbon, TOC)을 업

하여 제안하였다.

데이트하고 3.4.8 High-Purity Water를 개정하

〈1788〉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였다. 7.1 Chemical Tests for Bulk Waters에

Particulate

and

대한 Stage 1 off-line measurements에 관한

Ophthalmic Solutions에서는 주사 및 안과용 의

사항을 추가하고 멸균수에 관한 화학적 시험에

약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을 결정하

관한 섹션을 7.2.1 Conductivity for Sterile

기 위한 현재 관행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는

Waters와 7.2.2 Total Organic Carbon for

것으로

Sterile Waters로 구분하였다.

Matter

in

〈1788〉

Determination

of

Injections

Methods

for

Subvisible

the

Particulate

〈1231〉

〈1149〉

Water

Guidelines

for

for

Pharmaceutical

Assessing

and

Matter, 〈1788.1〉 Light Obscuration Method

Controlling the Physical Stability of Chemical

for

Subvisible

and Biological Pharmaceutical Raw Materials,

Membrane

Intermediates, and Dosage Forms를 새로 제

Microscope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안하였는데, 이 일반정보에서는 원료물질, 시스템

Subvisible

〈1788.3〉

또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에 직접 영향을

Flow Imaging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줄 수 있는 물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전문 분

of Subvisible Particulate Matter를 함께 제안

야에서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the

Particulate

Determination
Matter,

of

〈1788.2〉

Particulate

Matter,

하여, 각 시험방법을 써서 미세입자를 측정할 때
Stimuli 로서 지난 2010년 포럼에 발표하였던

의 모범사례를 자세히 설명한다.
〈1912〉

Measurement

of

Hardness

of

A recombinant factor C procedure for the

Semisolids 에서는 반고체의 점탄성 특성을 정량

detection

of

Gram-negative

화하는 데 사용한 수학적 모델과 점탄성 특성을

endotoxin과 2017년 포럼에 발표한 Application

평가하고 반고체의 겉보기 항복응력을 결정하는

of recombinant factor C reagent for the

가장 일반적인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detection

〈1174〉 Powder Flow는 국제조화의 내용에

pharmaceutical

따라 유럽약전 및 일본약전과 합의를 이룬 일반

Application

정보로, Compressibility Index and Hausner

Reagent

of

for

bacterial

endotoxins

products의

of
the

bacterial

후속

Recombinant
Detection

논문으로

Factor
of

in

C

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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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oxins i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europine

Comparability to Limulus Amebocyte Lysate

N-oxide, intermedine, intermedine N-oxide,

를

jacobine,

싣고

있다.

국제조화된

시험법인

〈85〉

N-oxide,

jacobine

heliotrine,

N-oxide,

heliotrine

lasiocarpine,

Bacterial Endotoxins Test (BET)의 개정을 지

lasiocarpine

N-oxide,

lycopsamine,

원하기 위해 추가 22가지 시험법의 검증 결과,

lycopsamine

분석법 성능 및 개선 후 제약용수 시험 결과, 추

monocrotaline

가적으로 rFC-to-LAL 비교시험 결과를 여기에

retrorsine N-oxide, senecionine, senecionine

보고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BET에서 LAL의 대

N-oxide,

seneciphylline,

seneciphylline

안으로 rFC를 사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적용 가능

N-oxide,

senecivernine,

senecivernine

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N-oxide, senkirkine and trichodesmine가 있

N-oxide,

monocrotaline,

N-oxide,

retrorsine,

다. 식물성 생약원료부터 PA에 대한 환자 노출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당국에서 규제하는 최대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일일 섭취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반 의약품각조 적용 규정의 개정(안)으

PharmEuropa 32.1의 General chapters에서는

로 (1063) ALLERGEN PRODUCTS와 (2034)

새로운

SUBSTANCES

2.8.26.

규제사항으로

2.1.7.

CONTAMINANT

BALANCES와
PYRROLIZIDINE

PHARMACEUTICAL

USE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1063)

ALKALOIDS를 제안하였다.

FOR

ALLERGEN

PRODUCTS에서는

2.1.7. BALANCES에서는 분석 목적으로 사용

IN-HOUSE REFERENCE PREPARATION항에

되는 저울로 범위를 제한하고 제조 또는 기타 목

서 환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in-vitro 방법을

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 유럽약전의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 단백질

각조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계량은 이

함량에서 시험의 성능은 생물학적 역가시험의 성

장에 정리된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 역가가 결

각조 또는 유럽 약전의 다른 챕터에서 규정된 질

정되는 경우에는 batch-to-batch consistency

량의 유효숫자 및 반올림에 대한 정보는 통칙에

test와 같은 성능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제안

따른다.

되었으며 알루미늄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는 식물에서 자연적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으로 발생하는 질소 함유 화합물로 식물종마다

2019년 라니티딘 염산염의 배치에서 NDMA가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PA가 발견된다. 보통 PA가

검출됨에 따라, (2034) SUBSTANCES FOR

발견되는 대다수는 일반적인 잡초이므로 식물성

PHARMACEUTICAL USE에 제조 공정의 위험

원료를 오염시킬 수 있다. PA에 의한 원료 식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N-

의 오염은 보통 매우 낮은 수준이다. 2.8.26.

니트로사민 불순물의 검출 및 제어를 위한 제어

CONTAMINANT PYRROLIZIDINE ALKALOIDS

전략을 구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에 관한 의견

에서는 식물성 원료에서 자연발생하는 PA보다는

을 모으고 있다.

다른 식물로 오염된 의약품 원료 및 제제에서의
표적 PA의 미량분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PA는

echimidine,

erucifoline,

echimidine

erucif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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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PMDA에서는 PDG를 반영하여 시험법 “부피
밀도측정법

3.01

かさ密度測定法（Bulk

Density of Powders）”및 “동적 광산란 법에
의한 액체의 입자경 측정법 3.07
による液体中の粒子径測定法

動的光散乱法

（Particle

size

analysis by dynamic light scattering）”을 개
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정보 “분체의 유동
성 粉体の流動性（Powder Flow）”도 함께 개
정 제안하였다.
이외에 일반정보로서, “일본약전 생약의 학명
표기 日本薬局方収載生薬の学名表記について”에
서 정향 및 정향 오일, 치자의 학명개정을 제안하
였다.
제18개정의 추보로서 제개정 예정인 항목도 함
께

공지하고

있는데,

"전단셀법

せん断セル法

(Shear cell methods)"의 신설과 "제약용수의
품질관리 製薬用水の品質管理 (Quality Control
of Water for Pharmaceutical Use)"의 개정
(안) 이다. 전단셀법은 기존에 분체의 유동성에서
언급된 시험법으로 이에 관련한 일반정보를 새로
추가하여 시험법의 원리, 장치, 측정법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제약용수
의

품질관리는

USP의 〈1231〉

Water

for

Pharmaceutical Purposes와 마찬가지로 4.5 이
화학적모니터링 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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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의약품 표준품의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표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제약업계 등의 의료제
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표준품을 제조·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학의약품표준품(마약류표준품
포함), 생물의약품표준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을 분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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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의약품

분류

일반

품목 수

생물의약품

마약류

생약
표준생약

지표성분

신규

보충

신규

보충

신규

보충

신규

보충

신규

보충

40

6

0

4

3

0

54

9

13

18

2. 신규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40)
번호

명칭(한글명)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

아세타닐리드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2

알란토인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

L-아스코르브산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4

벤젠술폰아미드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5

4-벤질페놀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6

캡토프릴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7

세틸트리메틸암모늄 브로마이드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8

클로로크레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9

콜산

일반

200 mg/바이알

40,000

10

디펜하이드라민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1

둘록세틴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800,000

12

엘도스테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13

페노파이브리트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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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한글명)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4

플루코나졸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5

5-플루오로우라실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16

D-글루쿠론산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17

3-하이드록시 벤조산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18

β-락토오스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19

락툴로스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20

레보설피리드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1

말티톨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2

메틸 4-하이드록시벤조산

일반

200 mg/바이알

40,000

23

나프티핀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4

나테글리니드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5

옥시라세탐

일반

200 mg/바이알

50,000

26

펜톡시필린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7

페르페니돈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8

피오글리타존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29

프로필-4-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

30

라록시펜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1

리베프라졸 나트륨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32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일반

200 mg/바이알

400,000

33

테모졸로마이드

일반

200 mg/바이알

400,000

34

테트라하이드로졸린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5

티아민 질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1,100,000

36

티옥트산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7

트리메소프림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38

토피라메이트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39

토르세마이드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40

와파린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 생물의약품표준품(3)
번호

명칭(한글명)

표시역가·함량

단가(원)

1

필그라스팀

0.240 mg/mL

187,000

2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일본 국가표준품 대비 상대역가 = 1

163,000

중화역가 2.093

150,000

3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표준양성대조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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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표준품(67)
번호
1
2

명칭(한글명)
감초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단가(원)

감초GLGL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감초GLIN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3

건강

건강ZIOF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

계지

계지CI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괄루근TRK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괄루근TRR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5
6

괄루근

7

국화

국화CHM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8

노근

노근PH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9

단삼

단삼SAM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대추ZIIN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대추ZIH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마인CAS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000

마황EPS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마황EPIN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마황EPEQ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목향AUL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000

백두구AMK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백두구AM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백편두DOL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10,000

10
11
12

대추
마인

13
14

마황

15
16
17
18

목향
백두구

19

백편두

20

복령

복령PO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1

복신

복신POC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부자편AC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포부자AC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2
23

부자

24

사인

사인AMX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5

산사

산사CRP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산초ZAP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산초ZASC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산초ZAB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상엽MOAL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상엽MOB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상지MOAL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석곡DEF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석곡DE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40,000

소목CAS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승마CIH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승마CID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애엽ARA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애엽ARP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애엽ARM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6
27

산초

28
29
30
31
32
33
34
35
36

상엽
상지
석곡
소목
승마

37
38

애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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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
41

명칭(한글명)

관리번호

연교

구분

포장단위

단가(원)

연교FOV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연교FOS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2

연자육

연자육NEN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3

오가피

오가피ACS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4

옥죽

옥죽POOD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5

용안육

용안육DIL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6

유백피

유백피ULM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7

육종용

육종용CID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8

자소엽

자소엽PEC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골피LYCH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골피LYB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유SAOF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지유SALO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80,000

황백PHAM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황백PHCH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Atractylenolide Ⅲ-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49
50
51
52
53
54

지골피

지유

황백

55

아트락틸레놀리드Ⅲ

56

카르다모닌

Cardamon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57

코스투놀리드

Costunolid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58

포르모노네틴

Formononet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59

10-히드록시-2-데
세노인산

10-Hydroxy-2-decenoic
acid-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0

이소퀘르시트린

Isoquercitr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1

이소람네틴

Isorhamnet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2

키레놀

Kirenol-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3

올레아놀린산

Oleanolic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4

파이시온

Physcio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5

퀘르시트린

Quercitr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6

염화산구이나린

Sanguina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67

실리빈

Silyb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acid-2016

3. 보충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10)
번호

명칭(한글명)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

아시클로버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2

세티리진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3

디에틸프로피온 염산염

향정

100 mg/바이알

600,000

4

에페드린 염산염

일반

100 mg/바이알

500,000

5

젬시타빈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6

하이드로모르폰 염산염

마약

100 mg/바이알

2,200,000

7

펜디메트라진 주석산염

향정

100 mg/바이알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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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닐레프린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9

피리독신 염산염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트리아졸람

향정

100 mg/바이알

600,000

10

○ 생약표준품(27)
번호
1

명칭(한글명)

관리번호

구분

포장단위

단가(원)

사삼

사삼ADT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2

사인

사인AMVI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3

산조인

산조인ZIJU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

자소엽

자소엽PEAC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5

정제부자

정제부자ACCA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6

천남성

천남성ARAM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50,000

7

택사

택사ALOR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8

토복령

토복령SMCH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9

형개

형개SCTE2016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10

바이칼레인

Baicale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1

쿠르쿠민

Curcum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2

유게놀

Eugenol-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3

에보디아민

Evodiam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4

진세노시드 Rb1

Ginsenoside Rb1-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5

진세노시드 Rg1

Ginsenoside Rg1-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6

하르파고시드

Harpagosid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7

칼로파낙스사포닌 B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8

마그노플로린

Magnoflo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19

마트린

[+]-Mat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0

나린진

Naring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Oxymartr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Oxypeucedanin-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Rutaecarpine-2016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Kalopanaxsaponin B
-2016

21

옥시마트린

22

옥시퓨세다닌

23

루테카르핀

24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

25

사이코사포닌 A

Saikosaponin A-2015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6

사이코사포닌 D

Saikosaponin D-2015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27

아칸토시드 D

Acanthoside D-2017

지표성분

20 mg/바이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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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2) 처리 절차 안내
가. 분양 신청
▪ 고객지원담당관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16, 팩스 043-719-1000
▪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나. 분양 신청 처리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연구과, 생약연구과 등)에서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회신

다. 표준품의 양도·양수 (마약류 제외)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수입인지를 우체국·은행 또는 인터넷(전자수입인지 판
매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을 통해 구매하고 분양 인수증[관련서식5]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표준품 운영부서에 방문해 수입인지를 제출한 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반기구를
지참하여 표준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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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2) 처리 절차 안내
가. 분양 신청
▪ 고객지원담당관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16, 팩스 043-719-1000
▪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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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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신청인

7일
(마약류표준품 : 14일)

① 기관명

② 성명

③ 전화번호

④ 팩스

대표자 :
신청인 :

⑤ 주소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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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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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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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분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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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인수증[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일련
번호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화학의약품표준품

□ 생물의약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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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주

소:

연락처 :
인수일 :
인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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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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