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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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약전」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를 통하여 약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하
여 수집한 업계의 약전 개정 의견 83건 중 오기 정정 등 즉시 개정이 가능한 품목과 회사와의 공동연
구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서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 및 내외부 개정의견을 통해 제안된 품
목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분석방법 변경에 따른 시험법의 정확도 개선, 검액 및 표준액 제법 개선 등 시험법 오류
개선, 확인시험 현대화, 단순 오기 정정 등이 있다.

1. 정량법 및 용출시험법 등 시험법의 정확도 개선
의약품각조 정량법 및 용출시험법에서 전처리 방법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분석법의 정확도가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시험법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5품목에 대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덱사메타손 정, 비스벤티아민, 알파칼시돌 캡슐, 오플록사신 안연고, 푸르설티아민)

현

행

개 정 안

덱사메타손 정

덱사메타손 정

Dexamethasone Tablets

Dexamethasone Tablets

(생략)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희석시킨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희석시킨

염산(1 → 100) 500 mL를 써서 제 1 법에 따라 매

염산(1 → 100) 500 mL를 써서 제 1 법에 따라 매

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시작 45 분 후

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시작 45 분 후

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하여 덱사메타손으로서 약

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 다음 처음 여액 10 mL는

200 μ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클로로포름 15 mL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씩으로 3 회 추출한다. 추출액을 합쳐 수욕에서 증발

따라 1 mL 중 덱사메타손 0.75 μg을 함유하는 액

건고한 다음 식히고 잔류물을 에탄올(95) 20 mL에

이 되도록 희석시킨 메탄올(1→ 10)을 넣어 정확하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덱사메타손표준품을 105

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덱사메타손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적당량을 달아 에탄올(95)

표준품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약 15 mg을

에 녹여 1 mL 당 10 μg의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

정밀하게 달아 10 mL 메탄올을 넣어 녹인 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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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로 한다. 이 액 20 mL를 50 mL 삼각플라스크에 취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이 들어 있는 두 개의 플라스크

하게 취하여 희석시킨 메탄올(1→10)을 넣어 검액과

및 따로 공시험용으로 에탄올(95) 20 mL를 넣은 삼

같은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플라스크에 블루테트라졸륨 50 mg을 메탄올 10

5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mL에 녹인 액 2.0 mL씩을 넣고 섞는다. 각 플라스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덱사메타손의 피크면

크에 에탄올(95)·테트라메틸암모늄히드록시드시액혼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

합액(9 : 1) 2.0 mL씩을 넣고 섞은 다음 암소에서

이 7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45 분간 방치한다. 곧 공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525 nm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덱사메타손(C22H29FO5)의 양 (mg)

덱사메타손(C22H29FO5)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T

= 10×  ×  × 

= CS × (AT / AS) × (V′ / V) × (1 / C) × 50000



S

CS : 표준액 농도(mg/mL)

C : 표준액의 농도(μg/mL)

C : 1 정 중 덱사메타손(C22H29FO5)의 표시량(mg)

V :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한 용출액 용량(mL)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70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조작조건

<신설>

칼럼, 칼럼온도 및 이동상은 ｢덱사메타손｣의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40 nm)
유 량 : 1.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덱사메타손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물 15 mL를 넣은

제제균일성시험

이 약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함량균

일성 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분액깔때기에 넣고 흔들어 녹인다. 클로로포름 10 mL
씩으로 4 회 추출한 다음 추출액은 클로로포름으로 적
신 솜을 통해 50 mL 용량플라스크에 여과하고 클로로
포름을 넣어 표선까지 채워 섞는다. 덱사메타손 약
200 μ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50 mL 마
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수욕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식히고 에탄올(95) 20.0 mL를 넣어 녹인다. 따
로 용출시험에서 만든 표준액 20 mL를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한다. 이하 용출시험에서와 같이 조
작하여 덱사메타손의 양을 구한다.



T

덱사메타손 (C22H29FO5)의 양 (mg) =  × 
 
S

C : 표준액의 농도(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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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V : 200 μg 에 해당하는 용량(mL)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덱사메타손 (C22H29FO5) 약 10 mg
달아 가루로 한다. 덱사메타손 (C22H29FO5) 약 10 mg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
크에 넣고 희석시킨 메탄올(1 → 2) 30 mL를 넣고

크에 넣고 희석시킨 메탄올(1 → 2) 30 mL를 넣고

3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

3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삭제> 희석시킨 메탄올(1

게 넣어 희석시킨 메탄올(1 → 2)로 표선까지 채워 섞

→ 2)로 표선까지 채워 섞는다. 이 액을 여과하여 검액

는다. 이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덱사메타

으로 한다. 따로 덱사메타손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

손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

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희석시킨 메탄

라스크에 넣고 희석시킨 메탄올(1 → 2) 30 mL를 넣

올(1 → 2) 30 mL를 넣어 녹이고 <삭제> 희석시킨 메

어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희석시

탄올(1 → 2)로 표선까지 채워 섞어 표준액으로 한다.

킨 메탄올(1 → 2)로 표선까지 채워 섞어 표준액으로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덱사메타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

손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측정한다.
덱사메타손 (C22H29FO5)의 양 (mg)

덱사메타손 (C22H29FO5)의 양 (mg)

T
= 덱사메타손표준품의 양 (mg)× 
S

= 덱사메타손표준품의 양 (mg) × (AT / AS)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물·메탄올혼합액

<삭제>

(1 : 1)용액 (1 → 1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덱사메타손｣의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덱사메타손｣의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삭제>

시스템의 성능 : 파라옥시벤조산메틸 2 mg 및 파라옥
시벤조산에틸 4 mg을 물·메탄올혼합액(1 : 1) 100
mL에 녹인다. 이 액 10 m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
작할 때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의 순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 5.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m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삭제> 덱사메타손 피크

에 대한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3.0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이하이다.
저 장 법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생략)

비스벤티아민

비스벤티아민

Bisbentiamine

Bisbentiamine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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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상 (생략)

성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티오크롬반응양성물질 (생략)

3) 티오크롬반응양성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1 g을 정밀하게 달 정 량 법

이 약 및 비스벤티아민 표준품을 건조하여

아 메탄올 20 mL, 0.1 mol/L L-시스테인염산염용

약 50 mg을 정밀히 달아 1 mol/L 염산시액 25 mL

액(1 → 1,000) 1 mL 및 pH 13.0 붕산·염화칼

를 넣고 녹인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륨·수산화나트륨완충액 2 mL를 넣고 37 ± 2 ℃

로 한다. 이 액 2 mL를 각각 정확히 취하여 이동상

수욕에서 정확하게 20 분간 가온한다. 곧 산성 염화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을 각각 검액 및 표

칼륨시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로 티아민염산염표준품 (미리 수분을 측정한다) 약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0.1 g을 정밀하게 달아 0.001 mol/L 염산시액을 넣

여 비스벤티아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정확하
게 취하여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비스벤티아민 (C38H42N8O6S2)의 양 (mg)

로 한다. 검액 5.0 mL씩을 공전원심침전관 T 및

= 비스벤티아민 표준품의 양(mg) × (AT / AS)

T′에 취하여 T에는 티아민정량용브롬화시아노시액
3.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

조작조건

(3 → 10) 2 mL를 빨리 넣고 흔들어 섞고 이소부탄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54 nm)

올 15 mL를 넣어 마개를 닫고 2 분간 세게 흔들어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섞는다. T′에는 수산화나트륨용액(3 → 10) 2 mL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를 넣고 흔들어 섞고 티아민정량용브롬화시아노시액

릴실리카겔을 충전한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

3 mL를 넣고 흔들어 섞고 이소부탄올 15 mL를 넣

칼럼온도 : 40 ℃부근의 일정온도

고 마개를 하여 2 분 동안 세게 흔들어 섞는다. 따로

이동상 : 1-펜탄설폰산나트륨 1 g을 묽은 아세트산

표준액 5.0 mL씩을 공전원심침전관 S 및 S′에 취

(100)(1 → 100) 600 mL에 녹인 다음 아세토니트릴

하여 이하 검액과 같이 조작한다. 각 원심침전관을 2

400 mL를 넣는다.

분간 느린속도에서 원심분리한 다음 각 이소부탄올층

유 량: 1.0 mL/분

을 따로 시험관에 옮기고 필요하면 무수황산나트륨 1

시스템적합성

∼ 2 g을 소량씩 넣어 천천히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하여 맑은 이소부탄올액을 취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비스벤티아민 피크면적의

형광광도법에 따라 파장 370 nm 부근에 여기극대파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장 및 440 nm 부근 형광극대파장에서 형광강도

FT,

FT′, FS 및 FS′을 측정한다.
비스벤티아민 (C38H42N8O6S2)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T  T′

×  ×
S  S′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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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칼시돌 캡슐

알파칼시돌 캡슐

Alfacalcidol Capsules

Alfacalcidol Capsule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확인시험

개 정 안

제

법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알파칼시돌 5 ㎍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세파덱스칼럼에 넣고 클로로

유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

포름·헥산혼합액(13 : 7)을 넣어 여과한다. 처음 유

트럼은 같다.

출액 240 mL는 버리고 다음 유출액 120 mL를 모아
실온에서 용매를 감압에서 날려보낸다. 잔류물에 무수
에탄올 0.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알파칼
시돌 표준품 5 mg을 달아 무수에탄올 100 mL에 녹
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메틸아세테이트·시클로헥
산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 및
색상은 같다.
2) 1)의 검액에 에탄올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질소
가스를 통한 다음 잔류물에 클로로포름 0.2 mL를 넣어
녹인다. 여기에 아세트산탈수물 3 방울과 황산 1 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을 때 액은 노란색을 나타내며 곧 황록색
으로 변한 다음 초록색으로 된다.
3)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시간은 같다.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

밀하게 달아 알파칼시돌 (C27H44O2) 약 40 μg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단다. 무수에탄올 0.5 mL 및

밀하게 달아 알파칼시돌 (C27H44O2) 약 10 μg에 해
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에탄올을 넣어 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알

넣고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 액을 검액

파칼시돌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

으로 한다. 따로 알파칼시돌표준품 약 5.0 mg을 정밀

에 녹여 50 mL로 한다. 이 액 4.0 mL를 취하여 50

하게 달아 에탄올에 녹여 50 mL로 한다. 이 액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에탄올로 50 mL로 하여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취

고 에탄올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30 μL씩을 취하여 다음 조

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 또는 높이 AT 및 AS를 측
정한다.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알파칼시돌 (C27H44O2)의 양 (μg)

T

= 알파칼시돌표준품의 양 (mg)×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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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크면적 또는 높이 AT 및 AS를 측정한다.
알파칼시돌 (C27H44O2)의 양 (μg)
= 알파칼시돌표준품의 양 (mg) × (AT / AS)
× (1 / 5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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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264 nm). 다만, 확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200∼400 nm)로 한다.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다공질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신설>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 온도
샘플온도 : 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디클로로메탄·메탄올 (98 : 2)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암모니아수(28)혼합액

유 량 : 1.5 mL/분

유 량 : 1.0 mL/분

(200 : 800 : 1)
<신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3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알파칼시돌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오플록사신 안연고

오플록사신 안연고

Ofloxacin Ophthalmic Ointment

Ofloxacin Ophthalmic Ointment

(생략)
제

법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제

법

1)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오플록사신 50 mg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 유

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0.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2

은 같다.

mL에 히드록실아민염산염용액 (1 → 10) 1 mL를 넣
어 섞고 이 액에 묽은염산 2 mL 및 묽은염화철(III)시
액 1 mL를 넣을 때 액은 적갈색 ∼ 등적색을 나타낸
다.
2)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오플록사신 10 mg에 해당하

<삭제>

는 양을 달아 묽은염산 2 ∼ 3 방울 및 물 5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에 라이넥케염시액 1
mL를 넣을 때 연한 빨간색 침전이 생긴다.
3) 정량법의 검액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을 넣

<삭제>

어 20 mL로 한 다음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으
로 20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24 ∼
228 nm 및 292 ∼ 29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금속성이물시험 (생략)

금속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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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 량 법

이

약을

행

표시량에

개 정 안
따라

오플록사신 정 량 법

이

약을

표시량에

따라

오플록사신

(C18H20FN3O4)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 약 30 mL를 넣고 60 ℃ 수욕에

(C18H20FN3O4) 약 7.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클로로포름 15 mL를 넣고 60 ℃ 수욕에서 가온

서 가온하여 녹인 다음 식히고 0.1 mol/L 염산을 넣어

하여 녹인 다음 식히고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정

50 mL로 하여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오

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을 30분 간 교반한 후 원

플록사신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심분리하고 상층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50 mL

염산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오플록사신 표준품 약 15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오플록사

m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여

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5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하여 각 액의 오플록사신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한다.

오플록사신 (C18H20FN3O4)의 양 (mg)

T

= 오플록사신표준품의 양 (mg) ×  × 
S


오플록사신 (C18H20FN3O4)의 양 (mg)
= 오플록사신표준품의 양 (mg) × (AT / AS) × (1 / 2)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94 nm). 다만, 확

조작조건
검출기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200∼400 nm)로 한다.

칼 럼 ：안지름 4 ∼ 6 mm, 길이 150 ∼ 300 mm의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 2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레스강관에 5 μm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폴리스틸렌디비닐벤젠공중합체를 충전한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40 ℃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메탄올·0.1 mol/L 시트르산수산화나트륨완

이동상 : 0.1 mol/L 시트르산수산화나트륨완충액(pH

충액 (pH 5.0)혼합액 (3：1)

5.0)·메탄올혼합액(5 : 2)

유

유

량 ：오플록사신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량 : 1.2 mL/분

시스템적합성

조정한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신설>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오플록사신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푸르설티아민

푸르설티아민

Fursultiamine

Fursultiamine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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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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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황산염 (생략)

2) 황산염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생략)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가) 티아민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4) 유연물질 가) 티아민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이고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100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이고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아민염산염표준품 약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티아민염산염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이고 이동상으

0.1 g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염산시액을 넣어 녹

로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을 정확하게

이고 0.1 mol/L 염산시액으로 정확하게 100 mL로 한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하여 표준액

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염산시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시험

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

할 때 티아민염산염의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의 티아민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이 때
검액의 티아민염산염의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을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티아민염산염 피크의 이론단수는
2,000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티아민염산염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나) 총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

나) 총 유연물질 이 약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

상을 넣어 녹이고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상을 넣어 녹이고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

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주피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크 이외의 피크 총 면적은 표준액의 피크면적보다 작다.

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
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유연물
질의 양은 검액의 주피크 이외의 피크 총 면적은 표준액
의 피크면적보다 작다.

<신설>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을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푸르설티아민 피크의 이론단수는
2,000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푸르설티아민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측정범위 : 용매의 피크의 다음부터 푸르설티아민 유지
시간의 약 3 배의 범위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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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개 정 안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건조하여 약 60 mg을 정밀하게 달 정 량 법

아 비타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약을 건조하여 약 60 mg을 정밀하게 달

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으로 정
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푸르
설티아민 표준품 약 60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푸르설티아민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푸르설티아민 (C17H26N4O3S2)의 양 (mg)
= 푸르설티아민 표준품의 양 (mg)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레스
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1-헵탄설폰산나트륨 1.01 g을 희석시킨 아세
트산(100)(1 → 100) 1000 mL에 녹인다. 이 액 675
mL에 메탄올·아세토니트릴혼합액(3 : 2) 325 mL를
넣는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 재현성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푸르설티아민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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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해도 고려한 검액 및 표준액 조제법 개선 등 시험법 오류 개선
의약품 각조 시험법에서 주성분의 용해도를 고려하여 검액 및 표준액 제법을 개선하거나 사용하는 시
액 및 분석조건이 맞지 않아 시험이 불가한 경우 등 시험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14품목에 대해서 개
정(안)을 마련하였다.
(덱사메타손, 레르카니디핀염산염 정,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수화물, 세폭시틴
나트륨, 세프디토렌피복실 정,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암로디핀베실산염, 콜린알포세레이트, 클래리트로
마이신 정,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퓨시드산나트륨 첩부제, 플로로글루시놀 정, 피리독살포스페이트
수화물)
현

성

행

개 정 안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Dexamethasone

(생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확인시험 (생략)
선 광 도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생략)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이 약 0.10 g을 아세톤 10 mL에 녹여 검

2) 유연물질

이 약 0.18 g을 아세토니트릴 100 mL에 녹인

액으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포름산암모

다. 이 액 33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포름산암모늄완충

늄 1.32 g을 물 1000 mL에 녹여서 넣어 pH 3.6으로 한

액(pH 3.6)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

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 mL를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해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취해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정확하게

을 정확하게 취해 이들 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취해 이들 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각의 액의 각각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각의 액의 각각의 피크면적을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덱사메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할 때 검액의 덱사메타손 이외의

타손 이외의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덱사메타손의 피크면

피크면적은 표준액의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보다 크지

적보다 크지 않고 또한 검액의 덱사메타손 이외의 피크

않고 또한 검액의 덱사메타손 이외의 피크의 합계면적은

의 합계면적은 표준액의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의 2 배

표준액의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의 2 배보다 크지 않다.

보다 크지 않다.
◦ 포름산암모늄완충액, pH 3.6 포름산암모늄 1.32 g

<신설>

에 물을 넣어 1000 mL로 하고 포름산으로 pH를 3.6으
로 조정한다.
조작조건 (생략)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덱사메타손표준품을 건조하여 약 정 량 법

이 약 및 덱사메타손표준품을 건조하여 약

1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희석시킨 메탄올(1

1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희석시킨 메탄올(1

→ 2) 70 mL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씩을 정확

→ 2)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하게 넣고 희석시킨 메탄올(1 → 2)을 넣어 100 mL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험하여 각 액의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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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덱

측정한다.

사메타손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덱사메타손 (C22H29FO5)의 양 (mg)

덱사메타손 (C22H29FO5)의 양 (mg)

T

= 덱사메타손표준품의 양 (mg) × (AT / AS)

= 덱사메타손표준품의 양 (mg)× 

S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희석시킨 메탄올

<삭제>

(1 → 2)용액(1 → 1000)
조작조건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4 mm, 길이 30 cm인 스테인레스강관
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
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2 : 1)
유 량 : 덱사메타손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조
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삭제>

로 조작할 때 덱사메타손,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
하고 분리도는 6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삭제> 덱사메타손 피크

에 대한 덱사메타손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이하이다.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레르카니디핀염산염 정

레르카니디핀염산염 정

Lercanidipine Hydrochloride Tablets

Lercanidipine Hydrochloride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확인시험

제

법

1) 함량시험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확인시험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같다.

(현행과 같음)
1)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

크 유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
펙트럼은 같다.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레르카니디핀염산염으로서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을 가하여 20 mL
로 하고 초음파 추출 후 여과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산염표준품 50 mg을 달아 메탄올에 녹
여 10 mL로 한 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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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이소프로판
올·메탄올·아세트산혼합액 (90 : 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표준액 및 검
액에 나타난 반점의 Rƒ 값이 같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3 w/v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3 w/v

% 폴리소르베이트 80의 0.1 mol/L 염산 900 mL를

% 폴리소르베이트 80의 0.1 mol/L 염산시액 900

써서 매분 50 회전으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mL를 써서 매분 50 회전으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 용출액을 취해 여

따라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 용출액을 취

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산염 11

해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산염

mg을 시험액에 녹여 10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표준품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10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아래 함량시험법에 따라 20

mL를 넣어 녹인 후 용출시험액을 가하여 검액과 같

μL를 주입하여 시험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

은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쓸 때 만든다. 검액 및 표준액을 아래 정량법에 따라
20 μL를 주입하여 시험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
출률이 75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 (C36H41N3O6·HCl)의 표시량에 대
한 용출률 (%) =

T

S ×  ×  ×90000
S 

레르카니디핀염산염 (C36H41N3O6·HCl)의 표시량에 대
한 용출률 (%)
= (AT / AS) × CS × (1 / C) × 90000

Cs : 표준액의 농도 [mg /mL]

Cs : 표준액의 농도 (mg /mL)

C : 1 정 중 레르카니디핀염산염 (C36H41N3O6·HCl)의

C : 1 정 중 레르카니디핀염산염 (C36H41N3O6·HCl)의

표시량 [mg]

표시량 (mg)
<신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레르카니디핀염산염 피크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
(C36H41N3O6· HCl) 80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mL를 가하여 약 15 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다시 메

(C36H41N3O6· HCl) 80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2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0.01 mol/L 염산 20

탄올 100 mL을 넣고 약 15 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mL를 가하여 약 15 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다시 메

실온에서 식힌 다음 메탄올을 가해 200 mL로 한다.

탄올 100 mL을 넣고 약 15 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이 액을 맑은 용액이 되게 여과하고 10.0 mL를 정확

실온에서 식힌 다음 메탄올을 가해 정확하게 200

히 취해 이동상을 가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mL로 한다. 이 액을 맑은 용액이 되게 여과하고

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산염표준품 80 mg을 달아

10.0 mL를 정확히 취해 이동상을 가해 정확하게

100 mL의 메탄올이 든 2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레르카니디핀염

2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0.01 mol/L 염산 20

고 0.01 mol/L 염산 20 mL를 가하여 녹인 후, 메탄

산염표준품 8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의 메탄

올을 가해 2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

올이 든 2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0.01 mol/L

히 취하고 이동상을 가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

염산 20 mL를 가하여 녹인 후, 메탄올을 가해 정확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5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

하게 200 mL로 한다. 이 액 10.0 mL를 정확히 취

으로 약전 일반시험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하고 이동상을 가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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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험하여 각 액의

행

레르카니디핀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개 정 안
및 표준액 15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약전 일
반시험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레르카니디핀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액의
구한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C36H41N3O6⸱HCl)의 양(mg)

레르카니디핀염산염C HNO  ∙ HCl 의 양mg

T
 레르카니디핀염산염표준품의 양mg × 
S

= 레르카니디핀염산염 표준품의 양(mg) × (AT / A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40 nm) 다만,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40 nm)

확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200∼400 nm)로 한다.
칼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 10 u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레스강관에 5 ∼ 10 u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칼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칼

럼

럼

칼럼온도 : 30 ℃부근의 일정온도

칼럼온도 : 30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15 mol/L 과염소산나트륨용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0.15 mol/L 과염소산나트륨수

액(과염소산으로 pH 3.0 조정)의 혼합액 (61 : 39)

용액 (과염소산으로 pH 3.0 조정) (61 : 39)

유 량: <삭제> 1.3 mL/분
시스템적합성

유 량: 약 1.3 mL/분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신설>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레르카니디핀염산염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Loxoprofen Sodium Hydrate

Loxoprofen Sodium Hydrate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이 약 1.0 g을 물 10 mL에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이 약 1.0 g을 물 10 mL에

녹일 때 액은 무색 ~ 연한 노란색이며 맑고 그 색은

녹일 때 액은 무색 ~ 연한 노란색이며 맑고 그 색은

희석시킨 색의 비교액 A(1 → 2)보다 진하지 않다.

희석시킨 색의 비교액 A(1 → 2)보다 진하지 않다.

2)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하

2)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제 2 법에 따라 조작하

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

(10 ppm 이하).

(10 ppm 이하).

3) 유연물질

이 약 1.0 g을 달아 디메틸설폭시드 10

3) 유연물질 이 약 1.0 g을 달아 메탄올 10 mL에 녹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히 취하여

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히 취하여 메탄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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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

다. 다음에 톨루엔ᆞ아세트산(100)혼합액(3 : 1)을 전

음에 1,2-디클로로에탄ᆞ아세트산(100)혼합액(9 : 1)

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린다. 여기에 자외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

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

은 주반점 이외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

서 얻은 주반점 이외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지 않다.

진하지 않다.

수

수

분 (생략)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수화물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수화물

Metoclopramide Hydrochloride Hydrate

Metoclopramide Hydrochloride Hydrate

(생략)
성

상 (생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융

(현행과 같음)

점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점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 소 (생략)

3) 비 소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생략)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약 0.3 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트산탈 정 량 법

이 약 약 0.25 g을 정밀하게 달아 0.01

수물 2 mL를 넣어 녹이고 마개를 하여 3 시간 방치

mol/L 염산시액 5 mL와 에탄올(95) 50 mL를 넣고

한 다음 아세트산(100) 80 mL를 넣고 0.1 mol/L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

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

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0.1 mol/L 수산화나트륨액 1 mL

= 33.626 mg C14H22ClN3O2·HCl

= 33.63 mg C14H22ClN3O2·HCl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폭시틴나트륨

세폭시틴나트륨

Cefoxitin Sodium

Cefoxitin Sodium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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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상 (생략)

성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생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략)

순도시험

2) 아세톤 및 메탄올 이 약 5.0 g을 달아 물에 녹여 정
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3.0 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얼음물 중에서 2 분간 식히고 세게 흔들면서 0.24
mol/L 염산 3.0 mL를 넣고 원심분리하여 맑은 액을 검
액으로 한다. 따로 아세톤 5.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여 용액 (1)로 한다. 또한 메탄
올 5.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000 mL로 하여
용액 (2)로 한다. 용액 (1) 50.0 mL 및 용액 (2) 5.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이 액의 아세톤 및 메탄올 농도는 각각
0.050 % 및 0.005 %(V/V)이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
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에서 아세톤 및 메탄올의 피
크면적을 측정하여 AU 및 AS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
라 계산할 때 아세톤 0.7 % 이하 및 메탄올 0.1 % 이하
이다.

∙
아세톤 및 메탄올의 양 (%) = 
U
 ×
S

D : 20 ℃에서 아세톤 및 메탄올의 비중 (g/mL)
P : 표준액에서의 아세톤 및 메탄올의 농도 (v/v%)
C : 검액에서의 세폭시틴나트륨의 농도 (g/mL)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6.3 mm, 길이 약 1.8 m의 유리관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스티렌-디비닐벤젠공중합체

(평

2

균공경 0.3 ~ 0.4 μm, 비표면적 50 m /g 이하)를 충전한
다.
칼럼온도 : 110 ℃ 부근의 일정 온도
검체도입부온도 : 100 ℃
검출기온도 : 200 ℃
운반기체 : 질소
유 량 : 5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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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할 때 아세톤 및 에탄올 피크의 이론단수는 각각 160
및 200 단 이상이고 대칭계수는 각각 1.3 및 2.3 이하이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아세톤 및 에탄올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5.0 % 이하이다.
3) 세폭시틴락톤 (생략)
수

3) 세폭시틴락톤 (현행과 같음)

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 정 량 법

이 약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

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

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세폭시틴표준품 약 10 mg (역가)을

로 한다. 따로 세폭시틴표준품 약 10 mg (역가)을

정밀히 달아 물을 넣어 녹여 20 mL로 하여 표준액으

정밀히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폭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시험하여 세폭시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세폭시틴 (C16H17N3O7S2)의 역가 (μg)

세폭시틴 (C16H17N3O7S2)의 역가 (μg)
= 세폭시틴표준품의 역가 (μg) × (AT / AS)

T

= 세폭시틴표준품의 역가 (μg)× 

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현행과 같음)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메탄올·아세트산(100)혼합액(50 : 50 : 1)
유 량 : 세폭시틴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한다.
<신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폭시틴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제

세프디토렌피복실 정

세프디토렌피복실 정

Cefditoren Pivoxil Tablets

Cefditoren Pivoxil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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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차광

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차광

한 용기를 써서 시험한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붕해시

한 용기를 써서 시험한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붕해시

험 제 1 액 12.5 mL를 정확하게 넣어 세게 흔들어 섞

험 제 1 액 12.5 mL를 정확하게 넣어 세게 흔들어 섞

는다. 아세토니트릴 25 mL를 넣어 다시 흔들어 섞은

는다. 아세토니트릴 25 mL를 넣어 다시 흔들어 섞은

다음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표

다음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표

시량에 따라 세프디토렌피복실 약 20 mg (역가)에 해

시량에 따라 세프디토렌피복실 약 20 mg (역가)에 해

당하는 용량 V mL를 정확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5 mL

당하는 용량 V mL를 정확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5 mL

를 정확하게 넣고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3 → 4)을

를 정확하게 넣고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3 → 4)을

넣어 5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

다. 따로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 약 20 mg (역가)를

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 약 20 mg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20 mL에 녹인 다음 내부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붕해시험 제 1 액 2.5 mL를

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아세토니트릴을

정확하게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희석시킨 아세토니트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하「세프디토

릴(3 → 4) 20 mL를 넣어 녹인 다음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3

렌피복실」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 4)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하「세프디토렌피복실」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세프디토렌 (C19H18N6O5S3)의 역가 (μg)

세프디토렌 (C19H18N6O5S3)의 역가 (μg)

T 
=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의 역가 (μg)×  × 



=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의 역가 (μg)
× (QT / QS) × (50 / V)

S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아세토니트릴용액

(1 → 200)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아세토니트릴용액

(1 → 200)

정 량 법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차광한 용기를 정 량 법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차광한 용기를
써서 시험한다.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프디토렌피
써서 시험한다.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프디토렌피
복실 0.5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붕해시험

복실 0.5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제 1 액 63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아세토니

붕해시험 제 1 액 63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트릴 125 mL를 넣어 다시 흔들어 섞은 다음 아세토

아세토니트릴 125 mL를 넣어 다시 흔들어 섞은 다

니트릴을 넣고 정확하게 250 mL로 한다. 이 액 10

음 아세토니트릴을 넣고 정확하게 250 mL로 한다.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5 mL

넣고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3 → 4)을 넣어 50 mL

를 정확하게 넣고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3 → 4)을

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검

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 약 20 mg (역가)를 정밀하게

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 약 20

달아 아세토니트릴 20 mL에 녹인 다음 내부표준액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붕해시험 제 1 액 2.5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하「세프디토렌피

(3 →

복실」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희석시킨 아세토니트릴(3

4) 20 mL를 넣어 녹인 다음 내부표준액 5

→ 4)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하「세프디토렌피복실」의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세프디토렌 (C19H18N6O5S3)의 역가 (μg)
세프디토렌 (C19H18N6O5S3)의 역가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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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의 역가 (μg)×  ×25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아세토니트릴용액

= 세프디토렌피복실표준품의 역가 (μg)× (QT / Qs) × 25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아세토니트릴용액

(1 → 200)

(1 → 200)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Atropine Sulfate Hydrate

Atropine Sulfate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아트로핀황산염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아트로핀황

[(C17H23NO3)2·H2SO4 : 676.82] 98.0 ∼ 101.0 %를 산염 [(C17H23NO3)2·H2SO4 : 676.82] 98.0 ∼ 101.0
함유한다.

%를 함유한다.

성

성

상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산 (생략)

2) 산 (현행과 같음)

3) 유연물질 (생략)

3)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 히오스시아민 (생략)

4) 히오스시아민 (현행과 같음)

5) 황산에 대한 정색물 (생략)

5) 황산에 대한 정색물 (현행과 같음)

4.0 % 이하 (0.5 g, 감압, 산화인(V), 110 수

건조감량

분

℃, 4 시간).

정)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25 g을 정밀하게 달 정 량 법

2.0

∼ 4.0 % (0.5 g, 용량적정법, 직접적

(현행과 같음)
이 약을 <삭제> 약 0.25 g을 정밀하게 달아

아 아세트산(100)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아세트산(100) 30 mL를 넣고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

녹이고 식힌 다음 0.05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

이고 식힌 다음 0.05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다 (지시약 :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3 방울). 다만

(지시약 :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3 방울). 다만 적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보라색이 파란색을 거쳐 청록

정의 종말점은 액의 보라색이 파란색을 거쳐 청록색

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으로 변할 때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보정한다.
0.05 mol/L 과염소산 1 mL

0.05 mol/L 과염소산 1 mL

= 33.841 mg (C17H23NO3)2·H2SO4

= 33.841 mg (C17H23NO3)2·H2SO4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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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로디핀베실산염

암로디핀베실산염

Amlodipine Besylate

Amlodipine Besylate

(생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제

법

성

상

성

(생략)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중금속 (생 략)
2) 유연물질

가) 이 약 0.140 g을 메탄올에 녹여

순도시험

1) 중금속 (현행과 같음)

2) 유연물질

가) 가) 이 약 0.140 g을 메탄올에 녹

정확하게 2 mL로 하여 검액 (1)로 한다. 이 액 1.0

여 정확하게 2 mL로 하여 검액 (1)로 한다. 이 액

mL에 메탄올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1.0 mL에 메탄올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

(2)로 한다. 따로 암로디핀베실산염표준품 70.0 mg

액 (2)로 한다. 따로 암로디핀베실산염표준품 70.0

을 메탄올 1.0 mL에 녹여 표준액 (1)로 한다. 표준

mg을 메탄올 1.0 mL에 녹여 표준액 (1)로 한다. 표

액 (1) 1.0 mL에 메탄올을 넣어 10 mL로 하여 표

준액 (1) 0.5 mL에 메탄올을 넣어 5 mL로 하여 표

준액 (2)로 한다. 표준액 (2) 3.0 mL에 메탄올을 넣

준액 (2)로 한다. 표준액 (2) 3.0 mL에 메탄올을 넣

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표준액

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 (3)으로 한다. 표준액

(2) 1.0 mL에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

(2) 1.0 mL에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

액 (4)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액 (4)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4-메틸-2-펜타논·물·아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4-메틸-2-펜타논·물·아

세트산(100)혼합액(50 : 25 : 25)의 위층을 전개용

세트산(100)혼합액(2 : 1 : 1)의 위층을 전개용매로

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80 ℃에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80 ℃에서 15

서 15 분간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

분간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 및

및 365 nm)을 쪼일 때 검액 (1)에서 얻은 주반점

365 nm)을 쪼일 때 검액 (1)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

이외 반점은 표준액 (3)에서 얻은 주반점보다 진하지

반점은 표준액 (3)에서 얻은 주반점보다 진하지 않고

않고 (0.3 % 이하), 표준액 (4)에서 얻은 반점보다

(0.3 % 이하), 표준액 (4)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한

진한 것이 2개 이하이다(0.1 % 이하). 이 시험은 표

것이 2개 이하이다(0.1 % 이하). 이 시험은 표준액

준액 (1)을 가지고 같은 조작을 하여 두 개의 부반점

(1)을 가지고 같은 조작을 하여 두 개의 부반점이 각
각 Rf 값 약 0.18 및 0.22에서 명확하게 분리될 때
유효하다.

수

이 각각 Rf 값 약 0.18 및 0.22에서 명확하게 분리될
때 유효하다.
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콜린알포세레이트

콜린알포세레이트

Choline Alphoscerate

Choline Alphoscerate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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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법 (생략)

성

상 이 약은 무색이며 맑고 끈기있는 액으로 냄새와 성

제

법

(현행과 같음)

상 이 약은 무색이며 맑고 끈기있는 액이다.

맛은 없다.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선 광 도 (생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염화물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1) 염화물 (현행과 같음)

2) 황산염 (생략)

2) 황산염 (현행과 같음)

3) 인산이온

3) 인산이온

이 약 1 g을 달아 물 10 mL에 녹이고

이 약 1 g을 달아 물 10 mL에 녹이고

몰리브덴산암모늄황산시액 5 mL를 넣어 5 분간 방치

몰리브덴산암모늄·황산시액 및 메타바나듐산암모늄시

할 때 나타나는 황색은 비교액의 색깔보다 진해서는 안

액의 혼합액(1:1) 5 mL를 넣어 5 분간 방치할 때 나

된다. 단, 비교액은 5 ppm 인산표준용액 10 mL에 몰

타나는 황색은 비교액의 색깔보다 진해서는 안 된다.

리브덴산암모늄황산시액 5 mL를 넣는다.

단, 비교액은 인산염표준액 10 mL에 몰리브덴산암모
늄·황산시액

및

메타바나듐산암모늄시액의

혼합액

(1:1) 5 mL를 넣는다.
◦ 5 ppm 인산표준용액: 인산이수소칼륨 0.716 g을 물

◦메타바나듐산암모늄시액: 바나듐산암모늄(NH4VO3,

에 녹여 1000 mL로 하고 이 액 1 mL에 물을 넣어 100

116.98) 0.2 g에 물을 넣어 400 mL로 한다.

mL로 한다.
4) 중금속 (생략)

4) 중금속 (현행과 같음)

5) 유연물질 (생략)

5)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수

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제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Clarithromycin Tablets

Clarithromycin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제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을 할 때 적합하다. 다만, 이 약 1 정에 내부표준액
(1) V/20 mL를 정확히 넣어 다시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약 5 mg
(역가)를 포함하는 액이 되도록 이동상을 넣어 V mL
가 되게 하여 때대로 강하게 진통혼합하고 20 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이 액을 매분 4000 회전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한 후 위의 맑은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 필터를 여과하여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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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mg)

T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mg) ×  × 


S

내부표준액 (1)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 용액

(1 → 1000)
내부표준액 (2)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가루로 하여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표시
하게 달아 가루로 하여 <신설> 표시량에 따라 1 mL
량에 따라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중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약 8 mg (역가)

정 량 법

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0.05 mol/L 인산이수소칼

약 8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이동상을

륨시액을 넣어 초음파를 이용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

넣어 초음파를 이용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한 후 표시

한 후 표시량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량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100 mg

100 mg (역가) 당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하

(역가) 당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

게 넣고 다시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클래리트로마

시

이신(C38H69NO13) 약 5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C38H69NO13) 약 5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

되도록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메탄올을 넣어 때때로

도록 이동상을 넣어 때때로 강하게 진탕혼합하면서

강하게 진탕혼합하면서 10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10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매분 4000 회전으로

매분 4000 회전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은 공경 0.45 μ

은 액은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

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3 mL

한다. 처음 여액 3 mL를 버리고, 다음의 여액 2 mL

를 버리고, 다음의 여액 2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

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20 mL가 되게 하여 검액으

어 20 mL가 되게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

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히 10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히 10 mL가 되게 한다. 이 액

mL가 되게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2 mL를

부표준액 (2) 2 mL를 정확하게 넣어 다시 이동상을

정확하게 넣어 다시 이동상을 넣어 20 mL가 되게 하

넣어 20 mL가 되게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를 가지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

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

를 구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T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QT / QS)

S

내부표준액 (1)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 용액

내부표준액 (1)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 용액

(1 → 1000)

(1 → 1000)

내부표준액 (2)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추하여

내부표준액 (2)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추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조작조건 (생략)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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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개 정 안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50% Tocopherol Acetate Powder

50% Tocopherol Acetate Powder

(생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 1 mL를 넣어 분산

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시킨 후 무수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검액으로 한다. 따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표준품 약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0.1 g을 정밀하게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
다.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토코페롤아세테이트 (C31H52O3)의 양 (mg)

T
=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의 양 (mg) × 
S

토코페롤아세테이트 (C31H52O3)의 양 (mg)
=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의 양 (mg) × (AT / AS)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49 : 1)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49 : 1)

유 량 : 1.6 mL/분

유 량 : 1.6 mL/분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및 토코페롤

시스템의 성능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및 토코페롤

50.0 mg 씩을 무수에탄올 50 mL에 녹인다. 이 액 20

50.0 mg 씩을 무수에탄올 5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코페롤, 토코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코페롤, 토코

페롤아세테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가 2.6

페롤아세테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가 2.6

이상이다.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

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0.8 % 이하이다.

의 상대표준편차는 0.8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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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퓨시드산나트륨 첩부제

퓨시드산나트륨 첩부제

Fusidate Sodium Plaster

Fusidate Sodium Plaster

(생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밀봉용기.

저 장 법 기밀용기.

플로로글루시놀 정

플로로글루시놀 정

Phloroglucinol Tablets

Phloroglucinol Tablets

(생략)
제

(현행과 같음)

법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게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정 량 법

달아

가루로

한다.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

게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달아

가루로

한다.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

(C6H6O3·2H2O)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C6H6O3·2H2O)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200 mL로 하여 검액

로 한다. 따로 플로로글루시놀표준품을 105 ℃에서 2

으로 한다. 따로 플로로글루시놀표준품을 105 ℃에서

시간 건조한 다음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

2 시간 건조한 다음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을 가지고 메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

액을 가지고 메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

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7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7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C6H6O3·2H2O)의 양(mg)
= 플로로글루시놀표준품의 양 (mg)

T

×  × 
S

저 장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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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C6H6O3·2H2O)의 양(mg)
= 플로로글루시놀표준품의 양 (mg) × (AT / AS) ×
(162.14 / 126.11)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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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

Pyridoxal Phosphate Hydrate

Pyridoxal Phosphate Hydrate

(생략)

(현행과 같음)

[54-47-7, 무수물]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신설> 피리독살포스

[41468-25-1]
이 약을 <삭제>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피

페이트 (C8H10NO6P : 247.14) 98.0 ∼ 101.0 %를 함유 리독살포스페이트 (C8H10NO6P : 247.14) 98.0 ∼ 101.
한다.
0 %를 함유한다.
성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유리인산 (생략)

4) 유리인산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0.5 % 이하 (1 g, 감압, 산화인(V), 60 ℃, 수

3 시간).

분 6.0 ∼ 9.0 % (0.1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다

만, 수분측정용 메탄올 대신에 이미다졸 50 g을 용해액
100 mL에 녹여 사용한다.)

<신설>

◦ 용해액 : 1-메톡시-2-프로판올 80 %, 에탄올
(99.5) 18 %, 이미다졸 1 % 및 이미다졸브롬화수소산
염 1 %.

이 약을 건조하여 약 45 mg을 정밀하게 달아 정 량 법 이 약<삭제> 약 45 mg을 정밀하게 달아 pH
6.8 인산염완충액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한다.
pH 6.8 인산염완충액을 넣어 정확하게 250 mL로 한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pH 6.8 인산염완충
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pH 6.8 인산염
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완충액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정 량 법

한다. 따로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표준품을 건조하

따로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표준품 (미리 수분을

여 약 45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약 45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pH 6.8 인산염완충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

을 가지고 pH 6.8 인산염완충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

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88 nm 부근의 흡수극대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88 nm 부근

파장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의 흡수극대파장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 (C8H10NO6P) 의 양 (mg)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 (C8H10NO6P)의 양 (mg)

= <신설>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표준품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표준품의

× (AT / AS)
저 장 법 (생략)

양 (mg) × (AT / AS)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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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시험 현대화
의약품각조 확인시험에서 중복되는 정성 시험법을 분광분석법(IR 등) 및 크로마토그래프법(HPLC
등)으로 변경하여 확인시험을 현대화하는 목적으로 5품목에 대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나프로닐옥살산염, 센텔라정량추출물·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네오마이신황산염 연고, 아세틸시스
테인 캡슐, 오플록사신 점이액, 클로람페니콜·덱사메타손이나트륨인산염·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점안액)

현

성

행

나프로닐옥살산염

나프로닐옥살산염

Nafronyl Oxalate

Nafronyl Oxalate

(생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확인시험

1)

개 정 안

성

상

이 약의 수용액에 염화칼슘시액을 넣을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때 흰색 침전이 생기며 이 침전은 아세트산에는 녹지
않으나 염산에는 녹는다. 이 염산에 녹은 수산염은 과
망간산칼륨시액을 탈색시킨다.
2) 이 약의 0.1 % 수용액을 검액으로 한다. 나프로닐옥

<삭제>

살산염표준품의 0.1 % 수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부탄올·아세트산
(100)·물혼합액(50 : 25 : 10)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
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드라겐도르
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3) 이 약의 수용액(1 → 25000)을 가지고 자외가시부

<삭제>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24 nm 및 273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신설>

2) 이 약 및 나프로닐옥살산염 표준품을 건조하여 적외
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1) 황산염 (생략)
2) 중금속 (생략)
3) 비소

순도시험

1) 황산염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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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텔라정량추출물·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센텔라정량추출물·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네오마이신황산염 연고

·네오마이신황산염 연고

Centella Titrated Extract, Hydrocortisone

Centella Titrated Extract, Hydrocortisone

Acetate and Neomycin Sulfate Ointment

Acetate and Neomycin Sulfate Ointment

(생략)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제

법 (현행과 같음)

1) 센텔라정량추출물 및 히드로코르티손아세 확인시험

테이트 (생략)
2) 네오마이신황산염

테이트
가) 이 약 적당량을 달아 분액

1) 센텔라정량추출물 및 히드로코르티손아세
(현행과 같음)

2) 네오마이신황산염

가) 이 약 적당량을 달아 분액

깔때기에 넣고 에테르 50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

깔때기에 넣고 에테르 50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

은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적당량으로

은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 적당량으로

추출한다. 이 약의 수용액(1 → 1000) 5 mL에 닌히

추출한다. 이 약의 수용액(1 → 1000) 5 mL에 닌히

드린시액 1 mL 및 피리딘 0.5 mL를 넣고 10 분간 끓

드린시액 1 mL 및 피리딘 0.5 mL를 넣고 10 분간 끓

이면 액은 청자색을 나타낸다.

이면 액은 청자색을 나타낸다.

나) 이 약 100 g에 물 2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여

<삭제>

과한다. 이 여액에 염화바륨시액 1 방울을 넣으면 액은
백탁된다.
정 량 법

1) 센텔라정량추출물 및 아시아티코시드 정 량 법

(생략)

1) 센텔라정량추출물 및 아시아티코시드

(현행과 같음)

2)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생략)

2)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현행과 같음)

3) 네오마이신황산염 (생략)

3) 네오마이신황산염 (현행과 같음)

제 1 법 (생략)

제 1 법 (현행과 같음)

제 2 법 (생략)

제 2 법 (현행과 같음)

제 3 법 (생략)

제 3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아세틸시스테인 캡슐

아세틸시스테인 캡슐

Acetylcysteine Capsules

Acetylcysteine Capsule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확인시험

제

법

(현행과 같음)

이 약 2 캡슐의 내용물을 마개달린 삼각플라 확인시험 <삭제>

스크에 넣고 물 10 mL를 넣어 녹인 다음 여과한다.
여액에 3 mol/L 염산을 넣어 pH를 3.0으로 한 다음
염화나트륨을 침전이 생길 때 까지 넣어주어 침전이
생기지 않으면 3 mol/L 염산을 더 넣어준다. 이 액을
실온에서 15 분간 방치한 다음 감압 여과하여 잔류물
을 70 ℃, 감압 0.67 kPa 이하 4 시간 동안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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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조한 잔류물 및 아세틸시스테인표준품을 가
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신설>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품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및 190 ∼ 3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은 같
다.

용출시험 (생략)

용출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신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다만, 확인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실리카

레스강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실리카

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190 ∼ 300 nm)로 한다.

겔을 충전한다.

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pH 3.0 인산완충용액

이동상 : pH 3.0 인산완충용액

유 량 : 1.5 mL/분

유 량 : 1.5 mL/분
(이하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오플록사신 점이액

오플록사신 점이액

Ofloxacin Otic Solution

Ofloxacin Otic Solution

(생략)
제

법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제

법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오플록사신 50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0.01 mol/L 수산화나트

유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

륨시액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이 액 2

트럼은 같다.

mL를 취하여 히드록실아민염산염용액(1 → 10) 1
mL를 넣어 섞는다. 이 액에 묽은염산 2 mL 및 묽은
염화철(III)시액 1 mL를 넣을 때 액은 적갈색 ∼ 등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오플록사신 10 mg에 해당하
는 양을 달아 묽은염산 2 ∼ 3 방울 및 물 5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이 액에 라이넥케염시액 1 mL를 넣을
때 연한 빨간색 침전이 생긴다.
3) 정량법의 검액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을 넣
어 20 mL로 한 다음 1 mL를 취하여 0.1 mol/L 염산으
로 20 mL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
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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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nm 및 292 ∼ 296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정 량 법

정 량 법 (내용 생략)

(내용 생략)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신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다만, 확인
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200∼400 nm)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클로람페니콜·덱사메타손이나트륨인산염·

클로람페니콜·덱사메타손이나트륨인산염·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점안액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점안액

Chloramphenicol, Dexamethasone Disodium Chloramphenicol, Dexamethasone Disodium

제

Phosphate and Tetrahydrozoline

Phosphate and Tetrahydrozoline

Hydrochloride Ophthalmic Solution

Hydrochloride Ophthalmic Solution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확인시험

1) 클로람페니콜

제

법

가) 이 약 10 mg을 달아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1) 클로람페니콜

가)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

50% 에탄올 1 mL에 녹이고 염화칼슘시액 (1 → 100)

액에서 얻은 클로람페니콜 피크 유지시간 및 200 ∼

3 mL과 아연가루 50 mg을 넣고 10 분간 수욕에서 가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은 같다.

열한다. 위의 맑은 액을 시험관에 따르고 아세트산나트
륨 100 mg와 염화벤조일 2 방울을 넣은 다음 1 분간
흔들어 섞고 염화철(III)시액 10 방울을 넣으면 (이때
액이 투명하지 않으면 묽은염산을 넣는다) 보라색 ∼
적자색을 나타낸다. 아연가루를 넣지 않고 위와 같이 시
험 할 때는 무색이다.
나) 이 약의 0.1 % 수용액 5 mL에 질산은시액 2 ∼

<삭제>

3 방울을 넣으면 침전은 생기지 않는다.
다) 이 약 50 mg에 수산화칼륨·에탄올시액 3 mL를

<삭제>

넣고 수욕상에서 15 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 액은 염
화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2) 덱사메타손이나트륨인산염 가) 이 약 20 mg을 달

2) 덱사메타손이나트륨인산염

아 15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알칼리성포스파타제시액

표준액에서 얻은 덱사메타손이나트륨인산염 피크 유지시

5.0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30 분간 방치한다. 아

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은 같

세트산에틸 5.0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원심분리

다.

가) 정량법의 검액 및

하여 아세트산에틸 층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덱사메타
손이나트륨인산염표준품 15 mg을 달아 아세트산에틸을
넣어 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클로로포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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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탄올·물혼합액 (180 : 1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린다. 여
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
액에서 얻은 주반점의 Rƒ 값은 같다.
나) 이 약을 강열하여 남은 잔류물은 나트륨염 및 인산

<삭제>

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3)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이 약을 테트라히드로졸린

3)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현행과 같음)

염산염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희석시킨 염산
(1 → 100)을 넣어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
하여 희석시킨 염산 (1 → 100)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표준품 약
10 mg을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
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장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정 량 법 (내용 생략)

정 량 법 (내용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다만, 확

(생략)

(현행과 같음)

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200∼400 nm)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KP Forum Vol. 18, No. 2 (2021)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32

4. 단순 오류 정정
의약품각조에서 단순 오기, 피크 유출순서 오류 등 단순 오류사항 정정 건에 대하여 9품목의 개정
(안)을 마련하였다.
(무피로신, 세포티암염산염, 세프티족심나트륨, 시럽용 세파드록실, 이부프로펜 캡슐, 티아민디설피드,
티페피딘히벤즈산염, L-페닐알라닌, 피밤피실린 정)

현

성

행

개 정 안

무피로신

무피로신

Mupirocin

Mupirocin

(생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현행과 같음)

분 (생략)

성

분

정 량 법 (내용 생략)

정 량 법 (내용 생략)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파장 229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파장 229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1.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pH 6.3)·아세토니트릴혼합액

이동상 : 인산염완충액(pH 6.3)·아세토니트릴혼합액(3

(75 : 25)

: 1)

유 량 : 2.0 mL/분

유 량 : 2.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6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6

mol/L 염산으로 pH를 2.0으로 조정하여 2 시간 방치한

mol/L 염산으로 pH를 2.0으로 조정하여 2 시간 방치한

다음 5 mol/L 수산화나트륨으로 pH를 6.3 ± 0.2로 조

다음 5 mol/L 수산화나트륨으로 pH를 6.3 ± 0.2로 조

정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위

정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무피로신산가수분해물 및 무피로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무피로신산가수분해물 및 무피로

신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0.9 및 1.0이며 두 피크 사이

신의 상대유지시간은 각각 0.7 및 1.0이며 두 피크 사이

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

의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무피로신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

으로 조작할 때 무피로신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

는 각각 15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는 각각 15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

을 5 회 반복할 때 무피로신 피크의 상대표준편차는 2.0

을 5 회 반복할 때 무피로신 피크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이하이다.

◦인산염완충액 pH 6.3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

◦인산염완충액 pH 6.3 0.05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

일수화물액을 10 mol/L 수산화나트륨으로 pH를 6.3 ±

일수화물액을 10 mol/L 수산화나트륨으로 pH를 6.3 ±

0.2로 조정한다.

0.2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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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저 장 법 (생략)

성

상

개 정 안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포티암염산염

세포티암염산염

Cefotiam Hydrochloride

Cefotiam Hydrochloride

(생략)

(현행과 같음)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 또는 성

상

이 약은 흰색 ∼ 연한 황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결정성 가루이다.

이 약은 물, 에탄올 또는 포름아미드에 잘 녹고 에탄올

이 약은 물, 메탄올 또는 포름아미드에 잘 녹고 에탄올

에 녹기 어려우며 아세토니트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에 녹기 어려우며 아세토니트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생략)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프티족심나트륨

세프티족심나트륨

Ceftizoxime Sodium

Ceftizoxime Sodium

(생략)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생략)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생략)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성

상 (생략)

성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생략)

4)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및 칼럼온도는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검출기, 칼럼 및 칼럼온도는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다.

이동상 : 인산수소이나트륨십이수화물 2.31 g 및 시트르

이동상 : 인산수소이나트륨십이수화물 2.31 g 및 시트르

산일수화물 1.42 g을 물 1000 mL에 녹이고 희석시킨

산일수화물 1.42 g을 물 1000 mL에 녹이고 희석시킨

인산(1 → 10) 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

인산(1 → 10) 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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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3.6 으로 조정한다. 이 액 200 mL에 아세토니트릴 10

3.6 으로 조정한다. 이 액 200 mL에 아세토니트릴 10

mL를 넣는다.

mL를 넣는다.

유 량 : 세프티족심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도록
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유 량 : 세프티족심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도록 조
정한다.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검액 1 mL를 정확하게 달아 0.1 mol/L

검출의 확인 : 검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인산염완충액(pH 7.6)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mol/L 인산염완충액(pH 7.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

고 검출확인용용액으로 한다. 검출확인용용액 1 mL를

로 하고 검출확인용용액으로 한다. 검출확인용용액 1

정확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7.0) 을 넣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어 정확하게 10 mL로 하고 이 액 5 μL에서 얻은 세프

7.0) 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고 이 액 5 μL에서

티족심의 피크면적은 검출확인용용액의 세프티족심의 피

얻은 세프티족심의 피크면적은 검출확인용용액의 세프티

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족심의 피크면적의 7 ~ 13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시스템의 성능 : 세프티족심표준품 약 10 mg을 0.1

시스템의 성능 : 세프티족심표준품 약 10 mg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7.0) 100 mL에 녹이고 시스템

mol/L 인산염완충액(pH 7.0) 100 mL에 녹이고 시스템

적합성시험용용액으로 한다. 이 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적합성시험용용액으로 한다. 이 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티족심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티족심의 피크의 이론단수 및

대칭계수는 각각 4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대칭계수는 각각 4000 단 이상,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시험용용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티족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티족

심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심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측정범위 : 용매 피크의 다음부터 세프티족심의 유지시

측정범위 : 용매 피크의 다음부터 세프티족심의 유지시

간의 약 5 배의 범위

간의 약 5 배의 범위

수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시험용용액 5 μL씩을

분 (생략)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생략)

무균시험

엔도톡신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내용 생략)

정 량 법 (내용 생략)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신설>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나트륨십이수화물 2.31 g 및 시트르

이동상 : 인산수소이나트륨십이수화물 2.31 g 및 시트르

산일수화물 1.42 g을 달아 물 1000 mL에 녹이고, 희석

산일수화물 1.42 g을 달아 물 1000 mL에 녹이고, 희석

시킨 인산 (1 → 10) 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

시킨 인산 (1 → 10) 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

어 pH 3.6으로 조정한다. 이 액 450 mL에 아세토니트

어 pH 3.6으로 조정한다. 이 액 450 mL에 아세토니트

릴 50 mL를 넣는다.

릴 50 mL를 넣는다.

유 량 : 세프티족심의 유지시간이 약 4 분 정도 되도록

유 량 : 세프티족심의 유지시간이 약 4 분 정도 되도록

조정한다.

조정한다.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티족심,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

조작할 때 세프티족심, 내부표준물질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

도는 7.0 이상이다. 각각 피크의 대칭계수는 2 이하이다.

도는 7.0 이상이다. 각각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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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세프티족심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대한 세프티족심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럽용 세파드록실

시럽용 세파드록실

Cefadroxil for Syrup

Cefadroxil for Syrup

이 약은 쓸 때 녹여 쓰는 시럽제로 정량할 때 표시량의

이 약은 쓸 때 녹여 쓰는 시럽제로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10.0 %에 해당하는 세파드록실(C16H17N3O5S 95.0 ~ 110.0 %에 해당하는 세파드록실(C16H17N3O5S
: 363.39)을 함유한다.
제

법

: 363.39)을 함유한다.

이 약은 ｢세파드록실｣을 가지고 시럽제의 제 제

법

법에 따라 만든다.

이 약은 ｢세파드록실수화물｣을 가지고 시럽

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수

수

분 (생략)

(현행과 같음)

분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생략)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분포) (생략)

제제균일성시험(분포)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드록실 약 50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세파드록실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

어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어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세파드록실표준품 약 20 mg (역가)를 정밀하게

로, 세파드록실표준품 약 2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세

음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파드록실수화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여 검액 및 표준액 중 세파드록실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세파드록실(C16H17N3O5S)의 역가 (μg)

세파드록실(C16H17N3O5S)의 역가 (μg)

T 
= 세파드록실표준품의 역가 (μg) ×  × 



= 세파드록실표준품의 역가 (μg) × (AT / AS) × (5

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2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
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용액 (17 → 12500)·메탄올
혼합액 (17 : 3)
유 량 : 세파드록실의 유지시간이 약 5 분이 되도록 조
정한다.
시스템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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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5 mg (역가) 및 세파트리
진프로필렌글리콜 10 mg (역가)를 물 50 mL에 녹인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때 세파드
록실,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4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드록실의 피크면적비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제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이부프로펜 캡슐

이부프로펜 캡슐

Ibuprofen Capsules

Ibuprofen Capsule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법 (생략)

제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유연물질 (내용 생략)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인산 0.5 mL, 아세토니트릴 340 mL 및 물

이동상 : 인산 0.5 mL, 아세토니트릴 340 mL 및 물

600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600 mL를 넣은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유 량 : 2 mL/분

유 량 : 2 mL/분

면적측정범위 : 이부프로펜 유지시간의 약 1.5 배

면적측정범위 : 이부프로펜 유지시간의 약 1.5 배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에서 이부프로펜 유지시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에서 <삭제> 2-(4-부틸

간은 약 20 분이고, 2-(4-부틸페닐)-프로피온산의

페닐)-프로피온산의 피크높이 (a)와 이부프로펜 피크

피크높이 (a)와 이부프로펜 피크의 가장 낮은 부분의

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b)를 측정한다. 이때 a가 b

높이 (b)를 측정한다. 이때 a가 b의 1.5 배 이상이다.

의 1.5 배 이상이다.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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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민디설피드

티아민디설피드

Thiamine Disulfide

Thiamine Disulfide

(생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염화물 (생략)

2) 염화물 (현행과 같음)

3) 황산염 (생략)

3) 황산염 (현행과 같음)

4) 질산염 (생략)

4) 질산염 (현행과 같음)

5) 중금속 (생략)

5) 중금속 (현행과 같음)

6) 비소 (생략)

6) 비소 (현행과 같음)

7) 티오크롬반응양성물질 (내용 생략)

7) 티오크롬반응양성물질 (내용 생략)

티오크롬반응양성물질의 양(mg)

티오크롬반응양성물질의 양(mg)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무수물로 환산한 티아민염산염표준품의 양 (mg)

F T  F T′
×  × 
F S  F S′

× (FT – FT′) / (FS – FS′) × 0.78 × (1 / 500)
0.78: 티아민염산염 (C12H17CIN4OS ·HCI)으로부터 티아민

<신설>

(C12H17N4OS+)으로의 환산계수
수

수

분 (생략)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성

티페피딘히벤즈산염

티페피딘히벤즈산염

Tipepidine Hibenzate

Tipepidine Hibenzate

(생략)

(현행과 같음)

상 (생략)

확인시험
융

(생략)

점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융

(현행과 같음)

점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생략)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생략)

3) 비소 (현행과 같음)

4) 유연물질 가) (내용 생략)

4) 유연물질 가) (내용 생략)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10 mg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10 mg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필 3 mg을 이동상 10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를

3 mg을 이동상 10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를 가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히벤즈산, 티페피딘 및

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히벤즈산, 티페피딘 및 파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순서로 유출하고 티페피딘과 파

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순서로 유출하고 티페피딘과 파라

라옥시벤조산프로필과의 분리도는 3 이상이다. (내용 생

옥시벤조산프로필과의 분리도는 3 이상이다. (현행과 같

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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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성능 : 이 약 10 mg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10 mg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

로필 3 mg을 이동상 10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

필 3 mg을 이동상 10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를

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히벤즈산, 티페피딘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히벤즈산, 파라옥시벤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순서로 유출하고 티페피딘과

조산프로필 및 티페피딘의 순서로 유출하고 티페피딘과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과의 분리도는 3 이상이다.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과의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생략)

시스템의 재현성 :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L-페닐알라닌

L-페닐알라닌

L-Phenylalanine

L-Phenylalanine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선 광 도 (생략)

선 광 도 (현행과 같음)

pH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염화물 (생략)

2) 염화물 (현행과 같음)

3) 황산염 (생략)

3) 황산염 (현행과 같음)

4) 암모늄 (생략)

4) 암모늄 (현행과 같음)

5) 중금속 이 약 0.1 g에 물 40 mL 및 묽은아세트산

5) 중금속 이 약 1.0 g에 물 40 mL 및 묽은아세트산

2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2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

50 mL로 한다.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

액은 납표준액 2.0 mL에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액은 납표준액 2.0 mL에 묽은아세트산 2 mL 및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20 ppm 이하).

넣어 50 mL로 한다 (20 ppm 이하).

6) 철 (생략)

6) 철 (현행과 같음)

7) 비소 (생략)

7) 비소 (현행과 같음)

8) 유연물질 (생략)

8)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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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밤피실린 정

피밤피실린 정

Pivampicillin Tablets

Pivampicillin Tablets

(생략)

(현행과 같음)

법 (생략)

확인시험

제

법

(내용 생략). 다음에 아세트산 n-부틸·아세 확인시험

트산(100)·인산염완충액(pH

5.8)·1-부탄올·메탄

(현행과 같음)
(내용 생략). 다음에 아세트산 n-부틸·아세

트산(100)·인산염완충액(pH

5.8)·1-부탄올·메탄

올혼합액 (80 : 40 : 24 : 1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올혼합액(80 : 40 : 24 : 1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린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꺼내어 바람에 말린

다. 박층판에 0.5 % 닌히드린에탄올시액을 고르게 뿌

다. 박층판에 0.5 % 닌히드린에탄올시액을 고르게 뿌

리고 11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

리고 11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에서 얻은 반점의 Rf 값은 같다.
° 인산염완충액, pH 5.8 인산이수소나트륨 1.19 g 및

<신설>

인산이수소칼륨 8.25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붕해시험 (생략)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내용 생략). 검액 및 표준액 5 mL씩을 정확 정 량 법 (내용 생략). 검액 및 표준액 5 mL씩을 정확
하게 취하여 100 mL 유리마개 플라스크에 넣고 1

하게 취하여 100 mL 유리마개 플라스크에 넣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0 mL를 넣어 20 분간 방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0 mL를 넣어 20 분간 방

치한 다음 아세트산염완충액 (pH 4.6) 5.0 mL, 1

치한 다음 아세트산염완충액 (pH 4.6) 5.0 mL, 1

mol/L 염산시액 5.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mol/L 염산시액 5.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0 mL를 넣은 다음 20 분간 방치하고 0.01

10.0 mL를 넣은 다음 20 분간 방치하고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전분시액 0.2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전분시액 0.2

∼ 0.5 mL를 지시약으로 쓴다. 따로 검액 및 표준액

∼ 0.5 mL를 지시약으로 쓴다. 따로 검액 및 표준액

5.0 mL씩에 아세산염완충액(pH 4.6) 5.0 mL 및

5.0 mL씩에 아세트산염완충액 (pH 4.6) 5.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

0.005 mol/L 요오드액 10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

하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다만, 방치하지 않는다)

하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다만, 방치하지 않는다)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소비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소비된

0.005 mol/L 요오드액의 양 (mL)을 각각 VT 및 VS
로 한다.

0.005 mol/L 요오드액의 양 (mL)을 각각 VT 및 VS
로 한다.

피밤피실린(C22H29N3O6S)의 역가 (μg)

T
 피밤피실린표준품의 역가  × 
S
저 장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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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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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개정안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2부 1) 생약 및 생약제제 개정(안)
1. 생약 및 생약제제 각조 확인시험 개정
생약 및 생약제제 확인시험에서 중복되는 시험을 지양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6건의 개정(안)
을 마련하였다. (가미소요산엑스 과립, 쌍화탕 액, 쌍화탕엑스 과립, 육미지황탕엑스 과립, 형개연교탕엑
스 과립, 산사)
현

행

개 정 안

가미소요산엑스 과립

가미소요산엑스 과립

Gamisoyosan Extract Granules

Gamisoyosan Extract Granules

제법 (생략)

제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당귀 (생략)

확인시험 1) 당귀 (현행과 같음)

2) 백출 (생략)

2) 백출 (현행과 같음)

3) 복령 (생략)

3) 복령 (현행과 같음)

4) 시호 (생략)

4) 시호 (현행과 같음)

5) 작약 (생략)
6) 감초
7) 목단피

(삭제)

(생략)

8) 치자

(생략)

9) 건강

(생략)

10) 박하

(삭제)

(생략)

(삭제)
(삭제)
5) 건강 (현행과 같음)

(생략)

6) 박하 (현행과 같음)

<신설>

7) 작약, 감초, 목단피, 치자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 저장법 (생략)

순도시험 ~ 저장법 (현행과 같음)

산사(山楂)

산사(山楂)

Hawthorn Fruit

Hawthorn Fruit

Crataegi Fructus
이 약은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및 그

Crataegi Fructus
이 약은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및 그

변종 (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이다.

변종 (장미과 Rosaceae)의 잘 익은 열매이다.

확인시험 1) (생략)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아세트산에틸 4 mL를 넣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아세트산에틸 4 mL를 넣

고 15 분 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

고 15 분 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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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로 우르솔산표준품 1 mg을 달아 아세트산에틸 1

다. 따로 우르솔산표준품 1 mg을 달아 아세트산에틸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4 μL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

4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헥산·메탄올·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헥산·아세트산에틸·포름

포름산혼합액(10 : 4 : 4 : 0.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산혼합액(20 :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묽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분무용황

은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 간

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 간 가열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

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적자색의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표준액에서 얻은 적자색의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

같다.

다.

제

쌍화탕 액

쌍화탕 액

SSanghwatang Extract Solutions

SSanghwatang Extract Solutions

법 (생략)

제

확인시험 1) 작약 (생략)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삭제>

2) 당귀 (생략)

1) 당귀 (현행과 같음)

3) 숙지황

2) 숙지황 (현행과 같음)

(생략)

4) 천궁 (생략)

3) 천궁 (현행과 같음)

5) 황기 (생략)

4) 황기 (현행과 같음)

6) 감초

(생략)

7) 육계

(생략)

5) 육계 (현행과 같음)

8) 대추

(생략)

6) 대추 (현행과 같음)

9) 생강

(생략)

7) 생강 (현행과 같음)

<삭제>

8) 작약, 감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

<신설>

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 저장법 (생략)

제

순도시험 ~ 저장법 (현행과 같음)

쌍화탕엑스 과립

쌍화탕엑스 과립

SSanghwatang Extract Granules

SSanghwatang Extract Granules

법 (생략)

확인시험 1) 작약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삭제>

2) 당귀 (생략)

1) 당귀 (현행과 같음)

3) 숙지황

2) 숙지황 (현행과 같음)

(생략)

4) 천궁 (생략)

3) 천궁 (현행과 같음)

5) 황기 (생략)

4) 황기 (현행과 같음)

6) 감초

(생략)

<삭제>

7) 육계

(생략)

5) 육계 (현행과 같음)

8) 대추

(생략)

6) 대추 (현행과 같음)

9) 생강

(생략)

7) 생강 (현행과 같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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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 저장법 (생략)

제

순도시험 ~ 저장법 (현행과 같음)

육미지황탕엑스 과립

육미지황탕엑스 과립

Yukmijihwangtang Extract Granules

Yukmijihwangtang Extract Granules

법 (생략)

확인시험 1) 숙지황 (생략)
2) 목단피 (생략)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숙지황(현행과 같음)
<삭제>

3) 복령 (생략)

2) 복령 (현행과 같음)

4) 산수유 (생략)

3) 산수유(현행과 같음)

5) 산약 (생략)

4) 산약 (현행과 같음)

6) 택사

5) 택사 (현행과 같음)

(생략)

<신설>

6) 목단피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

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 저장법 (생략)

순도시험 ~ 저장법 (현행과 같음)

형개연교탕엑스 과립

형개연교탕엑스 과립

Hyeonggaeyeongyotang Extract Granules

Hyeonggaeyeongyotang Extract Granules

제법 (생략)

제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길경 (생략)

확인시험 1) 길경 (현행과 같음)

2) 백지 (생략)

2) 백지 (현행과 같음)

3) 시호 (생략)

3) 시호 (현행과 같음)

4) 감초

(생략)

<삭제>

5) 당귀

(생략)

4) 당귀 (현행과 같음)

6) 방풍

(생략)

5) 방풍 (현행과 같음)

7) 연교

(생략)

6) 연교 (현행과 같음)

8) 작약
9) 지실
10) 천궁

(생략)
(생략)
(생략)

11) 치자
12) 형개
13) 황금
<신설>

<삭제>
7) 지실 (현행과 같음)
8) 천궁 (현행과 같음)
<삭제>
9) 형개 (현행과 같음)
<삭제>
10) 감초, 작약, 치자 및 황금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
낸다.
순도시험 ~ 저장법 (생략)

순도시험 ~ 저장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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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삼의 정량법 개정
의약품각조 단삼의 정량법의 표준품의 농도를 검액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단삼(丹參)

단삼(丹參)

Salvia Miltiorrhiza Root

Salvia Miltiorrhiza Root

(생략)
성

(현행과 같음)

상 ~ 엑스함량 (생략)

성

상 ~ 엑스함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가루 약 0.3 ｇ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 정 량 법 이 약의 가루 약 0.3 ｇ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
시킨 메탄올(75 → 100) 50 mL를 넣고 30 분 간 초음

시킨 메탄올(75 → 100) 50 mL를 넣고 30 분 간 초음

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살비아놀

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살비아놀

산B표준품 (미리 실리카겔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건

산B표준품 (미리 실리카겔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건

조한다) 약 1 m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메탄올(75

조한다) 약 1 m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메탄올(75

→ 100)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 100)을 넣어 정확하게 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살비아놀산B (C36H30O16)의 양 (mg)

살비아놀산B (C36H30O16)의 양 (mg)

T

= 살비아놀산B표준품의 양 (mg) × 


= 살비아놀산B표준품의 양 (mg) × (AT

S

조작조건 (현행과 같음)
조작조건 (생략)
저 장 법 밀폐용기.
저 장 법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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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의약품각조 제2부 5) 첨가제 개정(안) - 의견수렴용
의약품 각조 제2부 아황산수소나트륨 항의 셀레늄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용액의 농도가 부재하여 이를
새로이 설정하였고, 에탄올 항의 순도시험에 사용하는 칼럼 규격이 시스템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칼럼 길이를 변경하였다.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항은 주입량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아황산수소나트륨

아황산수소나트륨

Sodium Bisulfite

Sodium Bisulfite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티오황산염 (생략)

2) 티오황산염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생략)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수은 (생략)

4) 수은 (현행과 같음)

5) 납 (생략)

5) 납 (현행과 같음)

6) 철 (생략)

6) 철 (현행과 같음)

7) 셀레늄 이 약 2.0 g을 정밀히 달아 50 mL 비커

7) 셀레늄 이 약 2.0 g을 정밀히 달아 50 mL 비커

에 넣고 물 10 mL 및 염산 5 mL를 가하고 끓여 이

에 넣고 물 10 mL 및 염산 5 mL를 가하고 끓여 이

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 약

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이 약

1.0 g 및 셀레늄표준용액 0.5 mL를 비커에 넣고 검

1.0 g 및 셀레늄표준원액 5 mL를 비커에 넣고 검액

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검

검액 및 대조액 각각에 히드라진황산염 2 g을 넣고

액 및 대조액 각각에 히드라진황산염 2 g을 넣고 가

가온하여 녹인 다음 5 분간 방치한 후, 네슬러관에

온하여 녹인 다음 5 분간 방치한 후, 네슬러관에 옮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 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할

기고 물을 가하여 50 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할 때

때 검액의 빨간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안

검액의 빨간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안 된

된다 (5 ppm 이하).

다 (5 ppm 이하).

8) 비소 (생략)

8) 비소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생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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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에탄올

에탄올

Ethanol

Ethanol

(생략)
성

상 (생략)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생략)

확인시험

비

비

중 (생략)

(현행과 같음)

중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산 또는 알칼리 (생략)

2) 산 또는 알칼리 (현행과 같음)

3) 휘발성혼재물

3) 휘발성혼재물

(내용 생략)

(현행과 같음)

아세트알데히드 및 아세탈의 양의 합 (vol ppm)

아세트알데히드 및 아세탈의 양의 합 (vol ppm)

E
E
= 
T  E  T  E

= [10AE / (AT - AE)] + [30CE / (CT - CE)]
벤젠의 양 (vol ppm) = 2BE / (BT-BE)

 E
벤젠의 양 (vol ppm) = 
T  E
(현행과 같음)

(생략)
필요하면 극성이 다른 고정상(액상)의 다른 적절한 크

필요하면 극성이 다른 고정상(액상)의 다른 적절한 크

로마토그래프 조건에 의하여 벤젠을 동정한다.

로마토그래프 조건에 의하여 벤젠을 동정한다.

조작조건

조작조건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30 m인 용융실

칼 럼 : 안지름 약 0.32 mm, 길이 약 60 m인 용융실

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

리카관의 내면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6 % 시아노프

로필페닐 - 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를 1.8 μm의

로필페닐 - 94 % 디메틸실리콘폴리머를 1.8 μm의

두께로 피복힌다.

두께로 피복힌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임하고 12 분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로 주임하고 12 분

간 유지한 다음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에 10 ℃의

간 유지한 다음 240 ℃가 될 때까지 1 분간에 10 ℃의

속도로 온도를 올리고 24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속도로 온도를 올리고 240 ℃ 부근의 일정 온도에서

10 분간 유지한다.

10 분간 유지한다.

운반기체 : 헬륨

운반기체 : 헬륨

유

유

량 : 35 cm/초

분할 비 : 약 1 : 20
시스템적합성

량 : 35 cm/초

분할 비 : 약 1 : 20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1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의 순서로 유

건으로 조작할 때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의 순서로 유

출하고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출하고 분리도는 1.5 이상이다.

4) 기타의 혼재물 (생략)

4) 기타의 혼재물 (현행과 같음)

5) 증발잔류물 (생략)

5) 증발잔류물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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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Low Substituted Hydroxypropylcellulose

Low Substituted Hydroxypropylcellulose

(생략)
[9004-64-2,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이 약은 셀룰로오스의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에테르
이다.

(현행과 같음)
[9004-64-2,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이 약은 셀룰로오스의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에테르
이다.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히드록시프로폭실기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히드록시프

(-OC3H6OH : 75.09) 5.0 ∼ 16.0 %를 함유한다.

로폭실기 (-OC3H6OH : 75.09) 5.0 ∼ 16.0 %를 함유

성

한다.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성

상

(현행과 같음)

pH (생략)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생략)

pH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생략)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생략)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의 정량법에 따라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시험한다. 다만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50 μL를 정 량 법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의 정량법에 따라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 15 μL로 하고 시험에 쓰

시험한다. 다만 <삭제>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은

는 검액 및 표준액 1 μL씩을 2 μL씩으로 하며 내

15 μL로, <삭제> 내부표준액은 n-옥탄의 o-자일렌

부표준액은 n-옥탄의 o-자일렌용액(1 → 50)으로

용액(1 → 50)으로 한다.

한다.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3H7O2)의 양 (%)

히드록시프로폭실기 (C3H7O2)의 양 (%)

T
S
=  ×  × 
S 검체의 양 mg

= (QT / QS) × (WS / WT) × 44.17

<신설>

Ws: 요오드화이소프로필표준품의 양 (mg)
WT: 건조물로 환산한 검체의 양 (mg)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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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현행 일반시험법 중 35. 아미노산시험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당 내용의 현대화가 시급함에 따라
PDG조화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하였다. 아미노산 시험법은 단백질, 펩티드, 기타 의약품의
아미노산 조성과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기 전에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각 구성 아
미노산으로 가수분해하고 검체 중의 아미노산을 유도체화 하여 분석한다. 아미노산 분석법의 장치, 방법
론과 그 기본원리, 데이터의 계산과 분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40. 열분석법 개정(안)은 PDG 조화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기존 KP에 수재되었던
시차주사열분석법과 열질량분석의 순서를 바꾸어 1. 열질량측정법(장치, 온도교정, 전자저울의 교정, 방
법), 2. 시차주사열량측정법(장치, 장치의 교정 (온도 교정, 열량교정), 조작법), 응용의 순으로 개정되
었으며, 열분석법의 시험법 뿐만 아니라 그 응용 및 계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일반시험법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의 2) 시약·시액항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중복 수재되
어있는 시약·시액을 삭제하였다. 5) 색의 비교액 항의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은 현행
조제법으로는 시험이 불가한 문제가 있어, 비교원액의 농도를 조정하여 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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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미노산시험법
1. 확인시험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개 정 안

35. 아미노산시험법
아미노산 분석법은 단백질, 펩티드, 기타 의약품의 아
미노산 조성과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

제 1 법 각각의 아미노산표준품 0.1 g을 달아 물을 넣 다. 단백질 및 펩티드는 아미노산 잔기가 공유 결합으로
어 녹여 100 mL로 하여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따로 사슬 모양으로 중합한 고분자이다. 그 아미노산 배열은
이 약 일정량을 가지고 물을 넣어 녹여 표준액과 비슷한 단백질과 펩티드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단백질은 통
농도로 만들고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상 특정한 형태를 가진 접힌 구조를 취한 커다란 분자
가지고 박층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로 생각된다. 한편, 펩티드는 비교적 작은 분자이며,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 2~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아미노산 분
(형광제 첨가)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석법은 단백질과 펩티드의 정량, 동정, 구조 해석에 이
n-부탄올ᆞ아세트산(100)ᆞ물 혼합액(2：1：1)을 전 용될 수 있고, 펩티드 지도 작성법에서의 펩티드 조각들
개용매로 10 cm 전개한 후 n-부탄올ᆞ강암모니아수 의 평가, 단백질과 펩티드 중의 이상 아미노산의 검출
혼합액(2：1)을 전개용매로 10 cm 전개하여, 80 ℃에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 30 분간 가열하고 닌히드린시액을 뿌린 다음 다시

분석하기 전에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각 구성 아미노

80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산으로 가수분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수 분해 후에 실시

Rf 값에서 같은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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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산 분석에서 행해지는 방법과 동일하며, 가수 분해

제 2 법 각각의 아미노산 표준품 10.0 mg을 달아 물을 시료 중의 아미노산은 일반적으로 유도체화 하여 분석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따 한다.
로 이 약 일정량을 가지고 물을 넣어 녹여 표준액과 비
슷한 농도로 만들고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이들 장치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크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

아미노산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검체

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셀룰로 중의 아미노산을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리하는 것에
오스를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n-부탄올․ 근거한다. 최근의 기술은 전용으로 아미노산 분석을 위
아세톤ᆞ물ᆞ디에틸아민 혼합액(30：30：15：6)을 전 해 만들어진 자동 크로마토그래프 장치를 쓰고 있다. 아
개용매로 10 cm 전개한 후 이소프로판올ᆞ물ᆞ포름산 미노산 분석 장치는 기본적으로 칼럼에서 아미노산을
혼합액(80：20：4) 또는 부탄올ᆞ부탄올ᆞ물ᆞ디시클 분리하기 위한 이동상 기울기를 만들 수 저압 또는 고
로헥실아민 혼합액(30 : 30 : 15 : 6)을 전개용매로 하 압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치이다. 장치에는 프리칼럼 유
여 전개하고 80 ℃에서 30 분간 가열하고 이삭틴황산시 도체화로 분석하는 이외는 포스트칼럼 유도체화 기능을
액 또는 닌히드린시액를 뿌린 다음 다시 80 ℃에서 10 갖추어야 한다. 검출기는 사용하는 유도체화 방법에 따
분간 가열할 때, 검액 및 표준액은 같은 Rf 값에서 같은 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외가시부 검출기 또는 형광
색상의 반점을 나타낸다.
검출기가 쓰인다. 기록계(예를 들면, 적분기)는 검출기
2)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정량할 수 있는

아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각 성분은 표준액 것을 쓴다. 사용하는 장치는 아미노산 분석 전용의 것이
의 해당성분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바람직하다.

3)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아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파 일반적 주의
장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아미노산 분석 중 분석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의
오염에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고순도의 시약이

2. 정량법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 순도의 염산은 글리신의 혼입

1) L-시스테인, N-아세틸-L-시스테인, N-아세틸 을 초래할 수 있다). 분석 시약류는 고속 액체 크로마토
-L-티로신 및 L-트립토판 이외의 아미노산 성분 그래프용(HPLC) 용매류만 사용하고 몇 주마다 정기적
가. 표준액 각 아미노산 표준품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으로 교환해야 한다. 혼입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이나 용
의 최종농도가 아래와 같이 함유되도록 만들어 표준액 매 중에 존재하는 이물은 쓰기 전에 여과하여 제거하고,
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저장하고 분석 장치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실험 방식이 아미노산 분석의 질을 좌우한다.
장치는 실험실의 왕래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실내
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피펫류는 유지 보수 절차서에 따
라 청결하게 하고 조정한다. 피펫 팁은 덮개가 있는 상
자에 보관하고 맨손으로 칩을 집어넣지 않는다. 실험자
는 가루가 묻어 있지 않은 라텍스 장갑을 착한다. 먼지
가 글리신, 세린 및 알라닌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
로, 검체 바이알을 열고 닫는 횟수는 제한한다.
양호한 분석 결과를 얻으려면 잘 손질된 장치가 필요
하다. 분석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누
출, 검출기와 램프의 안정성, 칼럼의 성능을 매일 점검
한다. 장치의 모든 필터 및 그 밖의 점검 부분은 규정된
유지 관리표에 따라 청소 또는 교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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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성분명

농도

성분명

(㎍/mL)

농도
(㎍/mL)

분석에 쓰는 아미노산 표준물질로는 시판품을 구입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의 혼합 수용

L-아스파라긴산

40

L-트레오닌

35

액으로 되어 있다. 아미노산의 조성을 측정하는 경우 전

L-세린

32

L-글루타민산

44

체 조작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 단백질 또는 펩티드

L-글리신

70

L-알라닌

27

L-시스틴

10

L-발린

35

L-메티오닌

45

L-이소로이신

40

L-류신

40

L-티로신

55

L-페닐알라닌

50

아미노산 분석 장치의 교정은 일반적으로 표준 아미

L-오르니틴

40

염산 L-오르니틴

50

노산 혼합액을 분석하고, 각 아미노산의 반응 계수와 측

(아미노아세트산)

염산-L-리신

26

표준품/표준물질을 대조로 하여 검체와 함께 분석한다.

L-프롤린

민을 쓴다.
장치의 교정

정 범위를 조사한다. 표준 아미노산 혼합액의 각 아미노

L-리신

44

L-히스티딘

47

염산 L-히스티딘

63

하는 분석 방법으로 선형 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L-아르기닌

52

염산 L-아르기닌

63

되는 농도 범위의 몇 가지 농도로 표준 아미노산 혼합

L-아스파라긴

50

아미노에틸설폰산

30

액을 희석하고, 이것들에 대해 시험을 반복한다. 얻어진

(아세트산 L-리신)

55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단백질로는 고순도의 소 혈청 알부

산 농도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정 시에는 사용

각 아미노산의 피크 면적을 희석액 중의 각 아미노산의
나. 검액 이 약을 가지고 표시량에 따라 일정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각각의 아미노산의 최종농도가 표준액과 비
슷하도록 0.02 mol/L 염산을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적
절하게 희석 또는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다. 조작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각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다만, L-아스파라긴산-L-오르니틴
은 각 액의 L-아스파라긴산과 L-오르니틴의 피크면적
을 합한 것을 피크면적으로 한다.
각 아미노산의 양(mg)
= 각 아미노산 표준액의 최종농도(㎍/mL)

T 희석배수
× × 
S


알려진 농도에 대하여 플롯한다. 이 결과로부터 아미노
산의 피크 면적이 아미노산 농도와 직선 관계에 있는
농도 범위를 조사할 수 있다.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분석 한계
이내 (예를 들어, 직선 범위 내)에 있는 농도의 검체를
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아미노산의 반응계수(response factor)를 조사하
는 데는 4 ~ 6가지 농도의 표준 아미노산에 대해 분석
한다. 반응계수는 표준액

중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1

nmol당 평균 피크면적 또는 평균 피크 높이로 산출한
다. 각 아미노산의 반응계수를 교정 파일에 기록하여 두
고, 시료 중의 아미노산의 계산에 이용한다. 이 계산은
아미노산의 피크 면적을 그 아미노산 반응계수로 나누어
그 아미노산의 nmol 수를 구한다. 일상의 분석에서는
한 점의 교정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교정 파일은 이
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조 표준물질을 분석하여

조작조건

충분히 음미하여 자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검출기：가시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570 nm, 다만
프롤린 및 아스파라긴은 440 nm)
칼 럼：안지름 약 2.6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인

재현성
일관되고 양호한 분석 결과는 시험의 재현성에 주의

레스관에 아미노산분석용 이온교환수지를 충진한다.

하여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HPLC에 의한 아미

칼럼온도：53 ℃ 부근의 일정온도

노산 또는 그 유도체의 분리는 각 아미노산에 대응하는

화학반응조온도：98 ℃ 부근의 일정온도

다수의 피크가 크로마토그램에 보인다. 피크의 수가 많
이동상：6 종의 완충액(아래표와 같이 시트르산나트 기 때문에 머무름 시간으로 피크를 동정하거나, 정량을
륨이수화물을 적당량의 물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 염 위해 피크 영역을 적분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분석
화나트륨, 시트르산일수화물, 에탄올, 벤질알코올, 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재현성의 평가에서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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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글리콜 및 BRIJ-35-용액을 넣어 흔들어 섞고 아미노산 용액을 조제하고 동일한 표준 용액을 써서 여
pH를 맞춘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미리 카 러 번 (예를 들어, 6 회 이상) 분석을 반복하여 각 아
프릴산을 넣은 완충액 저장병에 위의 용액을 여과하여 미노산의 머무름 시간 및 피크 면적의 상대 표준 편차
넣고 하룻밤 방치한 다음 pH를 다시 맞춘 액)을 가지 (RSD)를 구한다. 또한, 실험자를 변경하여 수일간에 거
고 아래표의 완충액의 순서로 송액한다.
완충액
1
용도
나트륨 농도
(mol/L)
물

완충액
2

0.2

0.2

0.2

1.2

완충액
5

완충액
6

검체
희석

칼럼 재생

0.2

0.2

700 mL 700 mL 700 mL 700 mL 700 mL 700 mL

의 취급으로 인한 변동도 조사하기 위해 표준액 희석
작업도 매번 실시한다. 표준 단백질 (예를 들어, 소 혈
청 알부민)의 아미노산 조성 분석도 재현성의 평가의
일부로 자주 실시한다. 변동 (즉, RSD)을 평가하여 그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분석값이 관리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한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

7.74 g

수산화 나트륨

-

-

염화나트륨

7.07 g

7.07 g

에탄올

완충액
4

이동상 1 이동상 2 이동상 3 이동상 4

시트르산
나트륨
이수화물

시트르산
일수화물

완충액
3

쳐 여러 번 측정하여 재현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검체

7.74 g 14.71 g 26.67 g

4.9 g

-

-

0.8 g

것이 바람직하다. 아미노산 분석의 변동을 작게 하기 위

2.92 g 54.35 g

8.8 g

-

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검체의 조제, 시약의 품질이나

20.00 g 20.00 g 10.50 g 6.10 g

35.0 g

-

실험 조작에 기인하는 스펙트럼 방해, 장치의 성능 및

-

-

유지 관리, 데이터의 조사 및 해석, 실험자의 기량이나

130 mL 130 mL

-

-

-

-

해서는 가장 낮은 실제적인 변동의 한계값을 설정하는

벤질알코올

-

-

-

5.0 mL

-

-

습관이 있다. 밸리데이션은 관련된 모든 매개 변수에 대

티오디글리콜

5 mL

5 mL

5 mL

-

5 mL

-

해 충분히 검토한다.

BRIJ-35용액

4 mL

4 mL

4 mL

4 mL

4 mL

4 mL

pH

3.3

3.3

4.3

4.9

2.2

-

전체량

1000
mL

1000
mL

1000
mL

1000
mL

1000
mL

1000 mL

카프릴산

0.1 mL 0.1 mL 0.1 mL 0.1 mL 0.1 mL

0.1 mL

검체 조제
아미노산 분석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제
된 단백질 또는 펩티드 검체가 필요하다. 완충액 조성
(예를 들어, 염류, 요소, 계면 활성제)은 분석에 영향을

반응시약：닌히드린반응시액
이동상유량：L-아스파라긴산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
이 되도록(약 0.225 mL/분) 조정한다.
칼럼의 선정：표준액 5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아미노에틸설폰산, L-아스파라긴산, L-트
레오닌, L-세린, L-글루타민산, L-프롤린, 아미노아
세트산(L-글리신), L-알라닌, L-시스틴, L-발린,
L-메티오닌, L-이소로이신, L-로이신, L-티로신,
L-페닐알라닌, L-리신, L-히스티딘 및 L-아르기닌
의 순서로 용출하고 각각의 피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

지만, 일반적으로 포스트칼럼 유도체화법은 프리칼럼 유
도체화법 정도로 이들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염
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회수율을 높이고 노력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검체의 처리 조작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단백질 검체에서 완충액 성분을 제거하는 일반적
인 방법에는, 1) 역상 HPLC 장치에 검체를 주입하고
유기 휘발성 용매로 단백질을 유출시키고, 이것을 진공
원심 분리기에서 건조시킨다; 2) 휘발성 완충액 또는
물에 대해 투석한다; 3) 완충액을 원심 한외 여과하여

을 쓴다.
2) L-시스테인(L-시스테인염산염)

미칠 수 있으므로 분석하기 전에 검체에서 제거해야 하

이 약을 L-시스

휘발성 완충액 또는 물로 치환한다; 4) 유기 용매 (예

를 들면, 아세톤)로 단백질을 침전시킨다; 5) 겔 여과
테인(C3H7NO2S) 또는
L-시스테인염산염으로서 약
등이 있다.
4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1 mol/L 염산
10 mL를 넣어 수욕에서 1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여과한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L-시스테인 또는 L-시스테인염산염
표준품 약 4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 및 1
mol/L 염산 10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정

내부 표준물질
아미노산 분석 중에서의 물리 화학적 손실과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 표준물질을 쓰는 것이 권장된다. 가
수 분해를 하기 전에 단백질 용액에 정확히 알고 있는
양의 내부 표준물질을 첨가하면 단백질 용액으로부터의
아미노산의 일반적인 회수율을 내부 표준물질의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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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백질 중의 아미노산의
액 각각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트리스완충액(pH 유리 또는 분해 속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리 아
8.0) 5 mL, 5,5'-디티오-비스-(2-니트로벤조산)시 미노산의 가수 분해 중 거동은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
액 1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검액 산과 같지는 않다. 따라서 가수 분해 중에 발생하는 손
및 표준액을 가지고 물 1 mL를 취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부 표준물질을 쓸 때, 신뢰할 수
조작하여 만든 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측정법에 따라 파장 412 nm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측정한다.
검체를 분석할 때마다의 차이 및 시액의 안정성과 유
량의 변동을 보정하기 위해 가수 분해 후의 아미노산
L-시스테인(C3H7NO2S)의 양(mg)

혼합액에 내부 표준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이상적으
로는 내부 표준물질은 시판품으로 입수할 수 있고, 저렴

T
= L-시스테인표준품의 양(mg) × 
S

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α-아미노산이 좋다. 게다
가, 가수 분해에 대해 안정하여야 하며, 신호 강도도 농

L-시스테인염산염(C3H7NO2S․HCI․H2O)의 양(mg)

도와 선형 관계에 있고, 다른 아미노산과 겹치지 않는

T
S

머무름 시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

= L-시스테인염산염표준품의 양(mg) × 

용되는 내부 표준 물질은 노르로이신, 니트로티로신 또
는 α- 아미노부티르산이 있다.

3) N-아세틸-L-시스테인

이 약을 N-아세틸-L-시

스테인(C5H9NO3S)으로서 약 0.1 g에 해당하는 양을 정 단백질의 가수분해
밀하게 달아 아황산수소나트륨액(1 → 2000)을 넣어 단백질 및 펩티드의 아미노산 분석은 이러한 검체의 가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2 mL 및 내부표준 수 분해가 필요하다. 가수 분해 용 유리기구는 잘못된
액 2 mL를 취하여 아황산수소나트륨액(1 → 2000)을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깨끗이 한 것을 사용할 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N- 요가 있다. 가수분해관 벽면의 지문과 장갑의 가루는 오
아세틸-L-시스테인표준품 약 0.1 g을 정밀하게 달아 염의 원인이 된다. 유리제 가수분해관은 1 mol/L 염산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중에서 1 시간 끓이든가, 질산 또는 염산/질산혼합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1 : 1)에 담가 씻는다. 세척한 가수분해관은 고순도의
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물로 씻고, 다시 HPLC용 메탄올로 씻는다. 그 다음, 건
대한 N-아세틸-L-시스테인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조기에서 하룻밤 건조하고 사용할 때까지 포장하여 보
존한다. 유리용기를 500 ℃에서 4 시간 건열하여 오염
를 구한다.
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적당한 일회용 실험기구를 쓸 수

N-아세틸-L-시스테인(C5H9NO3S)의 양(mg)
T
S

= N-아세틸-L-시스테인표준품의 양(mg) × 

도 있다.
산 가수분해는 아미노산 분석 이전에 단백질 검체를
가수 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가수분해 방
법은 몇 가지 아미노산을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파

◦ 내부표준액：DL-페닐알라닌 약 0.5 g을 새로 만든
아황산수소나트륨액(1 → 2000) 100 mL에 녹여 만든다.
조작조건
검출기：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4 nm)
칼 럼：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
스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인산이수소칼륨액(6.8 → 1000)
칼럼선정：N-아세틸-L-시스테인과 내부표준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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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트
립토판은 파괴되고, 세린과 트레오닌은 일부 파괴되며,
메티오닌은 산화되고, 시스테인은 일반적으로 시스틴으
로 회수된다 (다만, 시스틴의 일부는 파괴되거나 시스테
인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수율은 낮다). 가
수분해 용기의 내부를 적절한 진공도 (0.0267 kPa 이
하) 또는 불활성 가스 (아르곤)로 치환하면 산화에 의한
파괴를 억제할 수 있다. 이소류신과 발린을 함유한 펩티
드 결합 가운데, Ile-Ile, Val-Val, Ile-Val 및 Val-Ile
아미드 결합은 일부밖에 절단되지 않고, 아스파라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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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도(R)는 6 이상이고 표준액을 5 회 이상 주입 글루타민은 탈아미드화 되어 각각 아스파라긴산과 글루
하여 얻은 피크의 상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이다.

탐산으로 된다. 산 가수분해 중에 트립토판,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은 소실하기 때문에 정량할 수 있는 것은

4) N –아세틸-L-티로신 이 약을 N-아세틸-L-티로신 17 종의 아미노산으로 한정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
(C11H13NO4)으로서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수분해법의 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한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5 mL를 다. 또한 이 가수 분해법의 일부 (즉, 방법 4 ~ 11)는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시스테인, 메티오닌, 아스파라긴, 글루타민을 다른 아미
따로 N-아세틸-L-티로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노산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산 가수분해 이
달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5 mL를 외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그 방법을 사용할 때의 이점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과 문제점을 잘 비교 검토해 둔다.
일부가 파괴되는 아미노산과 펩티드 결합의 개열이 느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피크면적 린 아미노산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험 (즉, 산 가수 분해 시간 24, 48 및 72 시간
AT 및 As를 측정한다.
에서 분석)이 자주 행해진다. 불안정한 아미노산 (즉,

N-아세틸-L-티로신(C11H13NO4)의 양(mg)
T
S

= N-아세틸-L-티로신표준품의 양(mg)× 

세린 및 트레오닌)의 측정 농도를 가수분해 시간에 대하
여 플롯하여 얻어진 직선을 시간 제로(0)로 외삽하여
그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수분해
시험은 개열이 느린 아미노산 (예를 들면, 이소류신과

조작조건

발린)에 대해서도 사용되며, 이러한 아미노산의 농도가

검출기：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플래토 (plateau)에 도달한 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러
칼 럼：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 한 아미노산의 농도로 한다. 가수분해 시간이 너무 길어
스관에 5~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지면 이 아미노산의 농도는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은 이 가수분해 조건에서 분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상：0.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액ᆞ메탄올혼합
액 (92：8)

시간 경과에 따른 시험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표준 아미노산을 검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가수분해에 있어서 유리 아미노산은 펩티
이 약을 L-트립토판(C11H12N2O2)으로 드 또는 단백질 중의 불안정한 아미노산의 분해 속도를
서 약 50 mg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70 mL를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개열이 느린 펩
넣어 녹이고 내부표준액 2 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티드 결합 (예를 들어, Ile-Val 결합)에 대해 언급할

5) L-트립토판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L-트립토판표준품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해 파괴되는 아미노산의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내부표준액 2 mL 및 물을 양을 측정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에 의한 산 가수분해가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신속하기는 하지만, 특수한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 기구와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크로파 가수분해에서의 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고 각 액의 내부표준물질의 적 조건은 각각의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에 대해 검
피크면적에 대한 L-트립토판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에서의 처리 시간
구한다.

은 불과 몇 분간이지만, 1 분간의 변동으로도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아미노산의
L-트립토판(C11H12N2O2)의 양(mg)

T
= L-트립토판표준품의 양(mg) × 
S
◦ 내부표준액：카페인 약 100 mg을 물 25 mL에 녹여
만든다.
조작조건

불완전한 가수분해와 파괴). 여러 종류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한 완전 한 단백질 소화도 이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처리가 복잡하고 엄밀한 조절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일반적으로는 단백질보다 펩티드에 적용된다.
주: 미지의 단백질을 처음으로 분석할 때에는 다른 가수
분해 시간과 온도 조건에서 실험하여 최적 조건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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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칼 럼：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인 스테인레 방법 1
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페놀을 함유한 염산을 이용한 산 가수분해가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가수 분해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

이동상：메탄올ᆞ물ᆞ0.005 mol/L 1-헵탄설폰산나 법이다. 페놀의 첨가는 티로신의 할로겐화을 방지한다.
트륨액(20：80：1)

가수분해액

페놀을 0.1 ~ 1.0 % 함유하는

6 mol/L

염산.
시액

조작법

1) 이삭틴황산시액：이삭틴 11.4 ｇ을 달아 진한 황산 액상가수분해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가수분해관에
넣고 건조한다 (주: 검체 중의 수분으로 가수분해용 염
100 mL로 녹인다.
2) BRIJ-35용액：BRIJ-35(폴리옥시에틸렌알코올) 25 산이 희석되지 않도록 검체를 건조한다). 동결 건조 단
ｇ을 달아 물 100 mL를 넣어 필요하면 가온하여 녹인 백질 500 μg 당 가수분해액 200 μL를 넣고 드라이아
다.

이스-아세톤 욕에 동결시킨 다음 감압 하에서 관을 용

3) 닌히드린시액：닌히드린 1ｇ을 달아 3 % 아세트산 봉한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10 ℃에서
24 시간 감압 또는 불활성 기체 치환 하에서 검체를 가
n-부탄올용액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4) 닌히드린 반응 시액：무수아세트산나트륨 82ｇ을 수분해한다. 단백질이 완전히 가수분해되지 않을 우려가
물 150 mL에 녹이고 다시 아세트산(100) 25 mL를 있는 경우는 장시간의 가수분해(예: 48, 72 시간)에 대
넣어 섞은 다음 물을 넣어 250 mL로 한다. 여기에 메 해서도 검토한다.
틸셀로솔브 750 mL를 넣고 약 20 분간 질소를 통하 기상가수분해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산

가수분해

면서 흔들어 섞는다. 다음에 닌히드린 20ｇ을 넣고 약 법의 하나이며, 검체가 소량밖에 구할 수 없을 때의 미
15 분간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다시 염화제일주석 량 분석에 적합하다. 염산으로부터 검체가 오염되는 경
0.38ｇ을 넣어 약 10 분간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 우도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억제된다. 건
조한 검체가 들어 있는 바이알 병을 적당량의 가수분해
든다.
5) 트리스완충액(pH 8.0)：0.2 mol/L 트리스히드록시 액을 넣은 용기 속에 넣어 둔다. 이때, 가수분해액이 검
메틸아미노메탄 100 mL에 1 mol/L 염산을 넣어 체가 들어 있는 바이알 병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pH 8.0으로 한다.

용기의

내부를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든가

감압

5,5'-디티오-비스-(2-니트로벤조산)시액： (0.0267 kPa 이하)으로 하여 약 110 ℃에서 24 시간
5,5'-디티오-비스-(2-니트로벤조산) 39.7 mg에 에 가열한다. 기체 상태의 산이 건조한 검체를 가수 분해한

6)

탄올 10 mL를 넣어 녹이고 이 액 5 mL에 트리스완충 다. 검체 바이알 병 속에서 산의 응결을 최소화한다. 가
수분해 후 검체를 감압 건조하여 잔류하는 산을 제거한
액(pH 8.0)을 넣어 50 mL로 한다.
다.
방법 2
가수분해에 의한 트립토판의 산화는 메르캅토 에탄술
폰산을 산으로 이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가수분해액 2.5 mol/L 메르캅토에탄술폰산 용액.
기상가수분해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 약 1 ~ 100

μg을 가수분해관에 넣고 건조한다. 이 가수분해관을
가수분해액 200 μL를 넣은 더 큰 유리관 안에 넣고
이 관을 감압 (약 0.0067 kPa) 하에서 용봉하고 가수
분해 액을 기화시킨다. 이것을 170 ~ 185 ℃에서 약
12.5 분간 가열한다. 가수분해 후 가수분해관을 감압
하에서 15 분간 건조하여 잔류하는 산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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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가수분해에 의한 트립토판의 산화는 티오글리콜산을
환원제로 사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가수분해액

10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20 % 티오

글리콜산 및 1 % 페놀을 함유한 7 mol/L 염산 용액.
기상 가수분해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 약 10 ~ 50

μg을 검체관 속에서 건조한다. 이 검체관을 가수분해액
200 μL를 넣어 더 큰 유리관 안에 넣고 이 관을 감압
(약 0.0067 kPa) 하에서 밀봉하여 티오글리콜산을 기화
시키고, 166 ℃에서 약 15 ~ 30 분 가열한다. 가수분해
후 검체관을 감압 하에서 5 분간 건조하여 잔류하는 산
을 제거한다. 이 방법에 의한 트립토판의 회수율은 사용
한 검체의 양에 의존한다.
방법 4
단백질의 가수분해에 앞서 과포름산을 써서 시스테인
/시스틴과 메티오닌을 산화한다.
산화액

포름산과 30 % 과산화수소를 9 : 1로 섞고 1

시간 실온에 방치한다. 쓸 때 만든다.
조작법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포름산 20 μL에

녹여 50 ℃에서 5 분간 가열한 다음 산화액 100 μL
를 넣고 10 ~ 30 분간 방치한다. 이 반응에서 시스테
인은 시스테산으로, 메티오닌은 메티오닌술폰으로 변환
된다. 과잉의 시약은 진공 원심 분리하여 검체로부터 제
거한다. 할로겐 화합물이 존재하면 티로신의 수식이 일
어난다. 과포름산으로 산화된 단백질은 방법 1 또는 방
법 2로 가수분해한다.
방법 5
시스테인/시스틴의 산화는 아지드화나트륨을 이용한
액상가수분해 중에서 실시한다.
가수분해액

0.2 %의 페놀을 함유한 6 mol/L 염산에

아지드화나트륨을 최종 농도 0.2 w/v %가 되도록 넣는
다. 페놀은 티로신의 할로겐화를 방지한다.
액상가수분해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약 110 ℃

에서 24 시간 가수분해한다. 이 가수분해 중에 검체 중
의 시스테인/시스틴은 가수분해액에 함유된 아지드화나
트륨에 의해 시스테산으로 변환된다. 이 방법은 방법 4
보다 티로신의 회수율은 좋지만, 메티오닌은 정량적으로
회수되지 않는다. 메티오닌은 일부가 산화되어, 메티오
닌술폭시드 및 메티오닌술폰으로 변한다.
방법 6
시스테인/시스틴의 산화는 디메틸술폭시드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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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수분해액

0.1 ~ 1.0 %의 페놀을 함유한 6 mol/L

염산에 디메틸술폭시드를 최종 농도 2 vol%가 되도록
넣는다.
기상가수분해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약 110 ℃

에서 24 시간 가수분해한다. 이 가수분해 동안에 검체
중의 시스테인/시스틴은 가수분해액에 함유된 디메틸술
폭시드에 의해 시스테산으로 변환된다. 편차를 줄이고
부분적인 파괴를 보정하는 방법으로서, 1 ~ 8 mol의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표준 단백질을 산화적으로 가수분
해하여 얻은 시스테산의 회수율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
된다.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가수분해물로부터의 회수율
은 가수분해하지 않은 시스테산 표준품의 회수율보다
일반적으로 약 30 % 낮다. 히스티딘, 메티오닌, 티로신
과 트립토판도 수식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완전한 아미
노산 조성을 분석할 수는 없다.

방법 7
시스테인/시스틴의 환원 및 알킬화는 기상 피리딜에
틸화 반응으로 실시한다.
환원액

피리딘 83.3 μL, 4-비닐피리딘 16.7 μL, 트

리부틸포스핀 16.7 μL 및 물 83.3 μL를 적당한 용기
에 넣고 섞는다.
조작법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 (1 ~ 100 μg)를 가
수분해관에 취하여 이 관을 더 큰 유리관 속에 넣는다.
큰 유리관에 환원액을 넣고 감압 (약 0.0067 kPa) 하
에서 밀봉하고 100 ℃에서 5 분간 방치한다. 다음에 가
수분해관을 꺼내어 감압 데시케이터 안에서 15 분간 건
조하고 잔류하는 시약을 제거한다. 피리딜에틸화된 단백
질 또는 펩티드는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산 가수분해
한다. 이 피리딜에틸화 반응을 시스테인 1 ~ 8 mol을
함유한 표준 단백질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여 피리딜에
틸화 시스테인의 회수율을 보정한다. 피리딜에틸화 반응
을 장시간 실시하면 단백질 중의 말단 α-아미노기와
리신의 ε-아미노기가 수식될 수 있다.
방법 8
시스테인/시스틴의 환원 및 알킬화는 액상 피리딜에
틸화 반응으로 실시한다.
원액

다음의 3 종류의 원액을 조제하여 여과한다. 원

액 A: 4 m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사아세트산이나트
륨을 함유하는 pH 8.5의 1 mol/L 트리스완충액, 원액
B: 8 mol/L 염산 구아니딘 용액, 원액 C: 10 % 2-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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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캅토에탄올용액.
환원액

원액B/원액A혼합액(3 : 1)을 조제하여 6

mol/L 염산구아니딘을 함유하는 0.25 mol/L 트리스완
충액으로 한다.
조작법

검체 약 10 μg을 환원액 50 μL에 녹이고 원

액 C 약 2.5 μL를 넣는다. 이 액을 질소 또는 아르곤
의 존재 하에서 어두운 곳에 실온에서 2 시간 방치한
다. 다음에 이 액에 4-비닐피리딘 약 2 μL를 넣고, 다
시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어두운 곳에 방치하여 피리딜
에틸화 반응을 실시한다. 역상 HPLC를 써서 단백질 또
는 펩티드 분획을 모아 탈염한다. 탈염한 검체는 산 가
수분해하기 전에 진공 원심 분리기로 건조시킨다.
방법 9
시스테인/시스틴의 환원 및 알킬화는 액상 카르복시
메틸화 반응으로 실시한다.
원액 방법 8에 따라 조제한다.
카르복시메틸화용액

에탄올(95) 1 mL당 요오도아세

트아미드 100 mg을 함유하는 액을 조제한다.
완충액 방법 8에서 조제한 환원액을 쓴다.
조작법 검체를 완충액 50μL에 녹이고, 원액 C 약 2.5
μL를 넣는다. 이것을 질소 또는 아르곤의 존재 하에서
어두운 곳에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한다. 다음으로, 총 티
올의 이론량의 1.5 배량의 카르복시메틸화 용액을 넣고,
어두운 곳에 실온에서 다시 30분간 방치한다(주: 단백
질의 티올 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백질 20 nmol
당 100 mmol/L 요오도 아세트아미드용액 5 μL을 넣
는다). 반응은 과잉의 2-메르캅토에탄올을 넣어 정지시
킨다.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탈염은 역상 HPLC에 의한
분리로 실시한다. 산 가수분해되기 전에 모은 검체는 진
공 원심분리하여 건조한다. 생성된 S-카르복시아미도메
틸시스틴은 산 가수분해의 과정에서 S-카르복시아미도
메틸시스테인으로 변화한다.
방법 10
시스테인/시스틴은 디티오디글리콜산 또는 디티오디
프로피온산과 반응하여 혼합 디술피드를 생성한다 (주:
디티오디콜산 또는 디티오디프로피온산 가운데 어느 것
을 쓰는가는 아미노산 분석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에 따른다.)
환원액

디티오디글리콜산(또는 디티오디프로피온산)의

0.2 mol/L 수산화나트륨용액(1 →100)을 조제한다.
조작법

검체 약 20 μg을 가수분해관에 넣고 환원액

5 μL를 넣는다. 여기에 2-프로판올 10 μL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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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원심분리로 수분을 제거한 다음, 방법 1에 따라
가수분해한다. 이 방법의 이점은 다른 아미노산 잔기가
부반응에 의해 유도체화되지 않고, 또 가수 분해하기 전
의 검체에 대해 탈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방법 11
산 가수분해에 의해서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은 각각
아스파라긴산과 글루탐산으로 변환되어 아스파라긴과
아스파라긴산을 합쳐 Asx로 나타내고, 글루타민과 글루
탐산을 합쳐 Glx로 나타낸다. 단백질 또는 펩티드는 비
스(1,1-트리플루오로아세톡시)요오도벤젠(BTI)과 반응
하고, 가수분해에 의해서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은 각
각 디아미노프로피온산 및 디아미노부티르산으로 변화
한다. 이 변화에 의해 아스파라긴산 및 글루탐산을 함유
한 단백질 또는 펩티드 중의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환원액

다음의 3 종류의 용액을 조제하여 여과한다.

용액 A: 10 mmol/L 트리플루오로 아세트산용액, 용액
B: 5 mol/L 염산구아니딘 및 10 mmol/L 트리플루오
로아세트산을 함유하는 수용액, 용액 C: 쓸 때 조제한
비스(1,1-트리플루오로아세톡시)요오도벤젠의 N,N-디
메틸포름아미드용액 (9 → 250).
조작법

세척한 가수분해관에 검체 약 200 μg을 취하

여 넣고 용액 A 또는 용액 B 2 mL및 용액 C 2 mL를
넣고, 감압 하에서 가수 분해관을 밀봉하다. 이것을 어
두운 곳에서 60 ℃, 4 시간 가열한다. 다음에 이 검체
를 물에 대해서 투석하고 과잉의 시약을 제거한다. 투석
한 검체를 같은 양의 n-부틸아세트산으로 3 회 추출한
다음 동결 건조한다. 이 단백질 검체를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산 가수분해를 한다. 디아미노프로피온산 및
디아미노부티르산은 아미노산 분석에서 이용하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로는 일반적으로 리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미노산 분리 모드로 이온교환 크로
마토그래피를 실시했을 때는,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의
함유량은 비유도체화 산 가수분해와 BTI 유도체화 산
가수분해로 얻는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의 양의 차이로
서 구하여진다(주: 트레오닌, 메티오닌, 시스테인, 티로
신, 히스티딘의 측정값은 BTI유도체화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아미노산의 조성을 구하는 경
우는 BTI을 이용하지 않는 가수분해법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아미노산 분석의 방법론과 그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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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분석에는 많은 방법이 있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측정에 요구되는 감도에 의존한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거의 절반의 방법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
래피로 유리 아미노산을 분리한 다음에 유도체화(예: 닌
히드린과 o-프탈알데히드에 의한 유도체화) 하여 검출
하는 포스트칼럼법이다. 이 방법은 염류나 요소 등의 소
량의 완충액 성분을 포함한 시료에 이용되며, 1 분석당
통상 5~10 μg의 단백질 검체를 필요로 한다. 다른 방
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유리 아미노산을 유도체화(예를
들면 페닐이소티오시아네이트, 6-아미노퀴놀릴-N-히
드록시숙신이미딜카르바메이트, o-프탈알데히드, (디메
틸아미노)아조벤젠술포닐클로라이드, 9-플루오레닐메틸
클로로포름산,
-1,3-디아졸

7-플루오로-4-니트로벤조-2-옥사
등에

의한

유도체화)

한

다음

역상

HPLC로 분리하는 프리칼럼법이다. 이 방법은 감도가
매우 높아 통상 1분석당 0.5~1.0 μg의 단백질 검체로
되지만, 검체 중 염류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 복수의
아미노산 유도체를 생성하여 결과의 해석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조작상의 변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포스
트칼럼법 쪽이 프리칼럼법에 비해 영향이 적다.
다음에 열거한 방법이 아미노산의 정량 분석에 이용
될 수 있다. 이들 방법에 쓰는 장치 및 시약류가 시판되
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시액의 조제법, 반응의 조
작법, 크로마토그래피의 시스템 등이 다른 많은 변법이
있다. 특정의 파라미터는 실제로 사용하는 장치나 조작
에 따라서 다르다. 많은 실험실에서는,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각 방법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데이터 수집 장치에 의해 시각화되고 정량을 하기 위해
서 피크 면적이 계산된다.
방법 1 닌히드린에 의한 포스트칼럼 검출법
포스트칼럼으로 닌히드린에 의해 검출하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프법은 정량적 아미노산 분석에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보통 더 복잡한 생체
시료의 분석은 Li

+

을 기본으로 한 양이온 교환 시스템

+

을 이용하고, Na 를 기본으로 한 양이온 교환 시스템은
단백질의 가수분해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아미노산 혼
합물 (일반적으로 17 종의 아미노산 성분을 함유한다)
의 분석에 이용된다.
이온교환 칼럼에서 아미노산은 pH 및 이온 강도의
변화를 조합하여 분리된다. 분리를 좋게 하기 위해 온도
의 기울기 변화도 종종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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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이 닌히드린과 반응하면 특징적인 보라색 또는
노란색을 나타낸다. 이미노산 이외의 아미노산은 보라색
을 나타내고 파장 570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프롤린과 같은 이미노산은 노란색을 나타내고 파장
440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칼럼에서 유출된 아
미노산과 닌히드린의 반응은 440 nm 및 570 nm의 두
파장에서 기록하고, 얻은 크로마토그램은 아미노산 조성
의 결정에 이용된다.
검출 한계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에서 약 10 pmol이지
만, 프롤린은 약 50 pmol이다. 20 pmol에서 500
pmol의 범위에서 상관 계수 0.999 이상의 양호한 직선
성을 얻을 수 있다. 양호한 조성값을 구하려면, 가수 분
해 전의 양으로서 1 μg 이상의 단백질 검체를 이용하
는 것이 이 분석 방법에서 가장 적합하다.
방법 2 OPA에 의한 포스트 칼럼 형광 검출법
o-프탈알데히드 (OPA)는 티올 화합물의 존재 하에
서 1차 아민과 반응하여 강한 형광을 가진 이소인돌 화
합물을 생성한다. 이 반응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프법
에 의한 아미노산 분석의 포스트칼럼 유도체화법으로
이용된다. 아미노산의 분리는 방법 1과 같은 원리이다.
이 방법을 이용한 아미노산 분석 장치 및 그 시약은 시
판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에는 많은 변법이 있다.
OPA는 2차 아민 (프롤린 등의 이미노산)과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OPA와 반응하도록 2차 아민을 차아염소
산나트륨으로 산화하여 형광 유도체를 생성시킨다. 강산
성 양이온 교환 칼럼을 이용하여 유리 아미노산을 분리
한 다음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화하고 OPA 및 N-아
세틸-L-시스테인 및 2-메르캅토에탄올과 같은 티올
화합물을 이용하여 유도체화 한다. α-아미노산의 유도
체화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온교환 칼럼에서의 아미노산의 분리는 pH 및 이온
강도의 변화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유출된 아미노산을
OPA로 유도체화 한 다음, 반응물을 형광 검출기에 통
과시킨다. OPA-유도체화 아미노산의 형광 강도는 여기
파장 348 nm, 형광 파장 450 nm에서 측정한다.
검출 한계는 대부분의 아미노산 유도체에서 수십
pmol 수준이다. 몇 pmol에서 수십 nmol의 범위에서 직
선성이 얻어진다. 양호한 조성값을 구하려면, 가수 분해
전의 양으로서 500 ng 이상의 검체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이 방법에서 가장 적합하다.
방법 3 PITC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페닐이소티오시아네이트 (PITC)는 아미노산과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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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페닐티오카르바밀 (PTC) 유도체를 생성한다. 이 유
도체는 파장 245 nm에서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따
라서 아미노산을 PITC으로 유도체화 하여 역상 HPLC
로 분리 한 다음 자외흡광광도계로 검출하여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한다.
유도체화 된 아미노산은 시약을 감압 하에서 제거한
다음 건조하여 동결하면 몇 주 동안은 안정적으로 보존
할 수 있다. 장치에 주입하기 위해 녹인 것은 냉소에 보
존하면 3 일간은 크로마토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ODS 칼럼을 이용한 역상 HPLC에서 PTC-아미노산
의 분리는 아세토니트릴 농도와 완충액의 이온 강도의
변화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칼럼에서 유출된 PTC-아미노산은 파장 254 nm에서
검출한다. 검출 한계는 대부분의 아미노산 유도체에서
1 pmol이다. 20 pmol에서 500 pmol의 범위에서 상관
계수 0.999 이상의 양호한 직선성을 얻을 수 있다. 양
호한 조성값을 구하려면, 가수분해 전의 양으로서 500
ng 이상의 검체를 이용하는 것이 이 분석 방법에서 가
장 적합하다.
방법 4 AQC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칼럼에

도입하기

전에

아미노산을

6-아미노퀴놀릴

-N-히드록시숙신이미딜카르바메이트 (AQC)로 유도체
화 하여 역상 HPLC로 분리 한 다음 형광 광도계로 검
출하는 방법이다.
AQC는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안정한 형광성 우레아 유
도체 (AQC-아미노산)를 생성한다. AQC-아미노산은
역상 HPLC로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AQC에서
아미노산을 유도체화 하여 역상 HPLC로 분리하여 아미
노산 조성을 분석할 수 있다.
ODS 칼럼에서 AQC-아미노산의 분리는 아세토니트릴
농도와 염류 농도의 변화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이 유도
체의 형광은 여기 파장 250 nm, 형광 파장 395 nm에
서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므로 반응액을 직접 칼럼
에 주입하여도 형광 시약의 주요 부산물인 6-아미노퀴
놀린의 방해는 거의 받지 않는다. 과잉의 시약은 즉시
6-아미노퀴놀린,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및 이산화탄소
로 가수 분해되기 때문에 (t1/2 < 15 초), 1 분 후에는
더 이상 유도체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AQC-아미노산의 피크 면적은 반응액을 실온에서 방
치해도 적어도 1 주일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유도체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자동 분석 장치에서 밤새도록 분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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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한계는 시스테인 이외의 아미노산에서 약 40 ~
320 fmol이며, 시스테인의 검출 한계는 약 800 fmol이
다. 2.5 ~ 200 μmol/L 범위에서 상관 계수 0.999 이
상의 양호한 직선성을 얻을 수 있다. 양호한 데이터는
검체 단백질 또는 펩티드 30 ng에 해당하는 가수분해
물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다.
방법 5 OPA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칼럼에 도입하기 전에 아미노산을 o-프탈알데히드
(OPA)로 유도체화 하여 역상 HPLC로 분리한 다음 형
광 광도계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2차 아
민의 아미노산 (예를 들면, 프롤린)은 검출되지 않는다.
OPA는 티올 시약의 공존 하에서 1차 아민과 반응하
여 강한 형광을 가진 이소인돌 화합물을 생성한다. 2메르캅토에탄올 및 3-메르캅토프로피온산이 티올 화합
물로서 이용된다. OPA는 그 자체가 형광을 가지지 않
기 때문에, 방해 피크는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 신속하
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물에 잘 녹고, 수용액에서 안정
성이 높기 때문에 유도체화 및 분석을 자동화하기 쉽다.
이 자동화에는 검체와 시약을 섞기 위한 오토샘플러를
사용한다. 그러나 2차 아민과 반응하지 않는 것이 큰
단점이며, 이 방법에는 2차 아민으로 존재하는 아미노
산 (예를 들면, 프롤린)을 검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방법 7 또는 방법 8의 분석법을 조합
하여 실시한다.
OPA에서

프리칼럼

유도체화된

아미노산은

역상

HPLC로 분리한다. OPA-아미노산 유도체는 불안정하
기 때문에, HPLC에서 분리와 분석은 유도체화 한 다음
즉시 실시한다. HPLC에는 아미노산 유도체를 검출하기
위해형광 검출기를 부착한다. OPA-아미노산 유도체의
형광 강도는 여기 파장 348 nm, 형광 파장 450 nm에
서 측정한다.
검출 한계는 50 fmol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분
석의 한계는 1 pmol이다.
방법 6 DABS-Cl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아미노산을 (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술포닐클로라이드
(DABS-Cl)로 유도체화 하여 역상 HPLC로 분리하여
가시광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DABS-Cl은 아미노산의 표지에 사용하는 발색 시약
이다. DABS-Cl로 표지한 아미노산 (DABS-아미노산)
은 매우 안정하며, 파장 436 nm에서 극대 흡수를 나타
낸다.
19 종의 천연에 있는 모든 아미노산의 DABS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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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세토니트릴과 완충액으로 이루어진 농도 기울기의
유출계를 이용한 역상 HPLC의 ODS 칼럼으로 분리할
수 있다. 칼럼에서 분리하여 유출한 DABS-아미노산은
가시 영역의 파장 436 nm에서 검출한다.
이 방법은 프롤린과 같은 이미노산도 다른 아미노산
과 같은 정도의 감도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
의 가수 분해」항의 방법 2에 나타낸 가수분해법, 즉
메르캅토에탄술폰산, p-톨루엔술폰산 또는 메탄술폰산
과 같은 술폰산류로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가수분해함
으로써, DABS-Cl 유도체화법은 트립토판도 동시에 정
량할 수 있다.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과 같은 산에 불안
정한 아미노산도 「단백질의 가수 분해」항의 방법 11
에 나타낸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BTI 처리로 각각을
디아미노프로피온산 및 디아미노부티르산으로 변환하여
분석할 수 있다.
비단백질 아미노산인 노르로이신은 α-아미노산의 피
크와 겹쳐 유출하기 때문에 이 방법의 내부표준물질로
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니트로티로신은 어느 아미노산 피
크와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내부 표준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DABS-아미노산의 검출 한계는 약 1 pmol이다. 2
~ 5 pmol의 각 DABS-아미노산이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1 분석당 DABS화 한 단
백질 가수분해물 10 ~ 30ng이 필요하다.
방법 7 FMOC-Cl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9-플루오레닐메틸클로로포름산 (FMOC-Cl)에 의해
아미노산을 유도체화 하고, 이를 역상 HPLC로 분리하
여 형광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FMOC-Cl은 1차 아민과 2차 아민 모두와 반응하여
강한

형광을

가진

물질을

생성한다.

아미노산과

FMOC-Cl의 반응은 수용액 중에서 완화한 조건 하에
서 진행하고 30 초로 반응은 완료된다. 이 유도체는 안
정하지만,

단지

히스티딘

유도체만

분해한다.

FMOC-Cl 자체가 형광을 가지고 있지만, 과잉의 이 시
약과 형광성 부생성물은 FMOC-아미노산을 손실시키
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FMOC-아미노산은 ODS 칼럼을 써서 역상 HPLC로
분리된다. 이 분리는 아세트산염완충액/메탄올/아세토니
트릴혼합액(5 : 4 : 1)으로부터 아세트산염완충액/아세
토니트릴혼합액 (1 : 1)로 직선적으로 변화시키는 농도
기울기에서 유출이 이루어지며, 20 종의 아미노산 유도
체는 20 분에 분리된다. 칼럼에서 유출된 각 유도체는
여기 파장을 260 nm, 형광 파장을 313 nm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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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광도계로 검출된다.
검출 한계는 몇 fmol이다. 0.1 ~ 50 μmol/L의 범위
에서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직선성을 나타낸다.
방법 8 NBD-F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7-플루오로-4-니트로벤젠-2-옥사-1,3-디아졸
(NBD-F)에 의해 아미노산을 유도체화 하고, 이것를
역상 HPLC로 분리하여 형광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NBD-F는 1차 아민과 2차 아민 모두와 반응하여 강
한 형광을 가진 물질을 생성한다. 아미노산은 NBD-F
와 60 ℃에서 5 분간 가열하여 유도체화된다. NBD-아
미노산 유도체는 아세토니트릴과 완충액의 혼합액으로
이루어진 농도 기울기 유출계를 이용하여 역상 HPLC의
ODS 칼럼에서 분리되고, 17 종의 아미노산 유도체는
35 분에 분리된다. ε-아미노카프로산은 크로마토그램
영역의 평탄한 부분에서 유출하기 때문에 내부 표준물
질로 사용할 수 있다. 칼럼에서 유된 각 유도체는 여기
파장을 480 nm, 형광 파장을 530 nm로 설정한 형광
광도계로 검출된다.
이 방법의 감도는 OPA와 반응하지 않는 프롤린을 제
외하고 OPA 프리칼럼 유도체화법 (방법 5)의 감도와
거의 같고, OPA와 비교해서는 NBD-F 쪽이 편리할지
도 모른다. 각 아미노산의 검출 한계는 약 10 fmol이
다. 최종의 표지 반응 용액에 약 1.5 μg의 단백질 가
수분해물을 함유하면,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의 계산과 분석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가수분해물 중 아미노산 함량
을 측정할 때 산 가수분해 단계에서 트립토판과 시스테
인이 분해되는 것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세린과 트레
오닌은 산 가수분해에 의해 일부가 분해되고, 이소류신
과 발린은 일부밖에 유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메티오
닌은 산 가수분해 중에 산화를 받고, 또한 어떤 아미노
산 (예를 들면, 글리신과 세린)은 외부로부터 혼입되기
쉽다. 기상 가수 분해에서 반응 용기 속을 적절한 진공
도 (0.0267 kPa 이하)로 하거나 또는 불활성 기체 (아
르곤)로 치환하면 산화에 의한 파괴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가수분해물 중 시스
테인, 트립토판, 트레오닌, 이소류신, 발린, 메티오닌, 글
리신과 세린의 정량값은 변동하기 쉽고, 그 해석은 추가
적인 검토와 고찰이 필요하다.
아미노산의 몰 퍼센트 (mol%)
아미노산의 mol%는 단백질 중 100 아미노산 잔기당

KP Forum Vol. 18, No. 2 (2021)

64

현

행

개 정 안
특정 아미노산 잔기의 수이다. 이 값은 시험하는 단백질
의 분자량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아미노산 분석 데이
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 정보는 단백질 또는 펩
티드의 동정과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따라 얻어진 피크를 주의 깊게 동정하고
면적을 측정한다. 검체 중의 각 아미노산의 mol%를 다
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아미노산의 mol% = 100 rU／r
rU : 개개 아미노산의 피크 면적에서 구한 양 (nmol)
r : 검체 중의 전체 아미노산의 피크 면적에서 구한
양 (nmol)의 합계
얻어진 각 아미노산의 mol%를 알려진 단백질의 그것
과 비교하여 검체 단백질을 동정할 수 있다.
미지 단백질 검체
이 데이터 해석법은 아미노산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 단백질 검체의 단백질 농도를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식에 따라 회수된 각 아미노산의 질량
(μg)을 계산한다.
아미노산의 질량 (μg) = mMW/1000
m : 회수된 아미노산의 양 (nmol)
MW : 펩티드 결합에서 제거된 물 분자의 질량을 보
정한 아미노산의 평균 분자량
회수된 아미노산의 질량의 총합계는 부분적 또는 완
전히 파괴된 아미노산을 적절하게 보정한 후의 단백질
의 총 질량의 추정값이 된다. 미지 단백질의 분자량이
SDS-PAGE와 질량 분석으로 알 수 있으면 그 아미노
산 조성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식에 따라 각 아미노산
의 잔기 수를 계산한다.
아미노산의 잔기 수 = m/(1000 M/MWT)
m : 회수된 아미노산의 양 (nmol)
M : 단백질의 총 질량 (μg)
MWT : 미지 단백질의 분자량
기지 단백질 검체
이 데이터 해석법은 분자량과 아미노산 조성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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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백질 검체의 아미노산 조성 및 단백질 농도를 아
미노산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토하는 데 유효하다.
분석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명백한 경
우에는 아미노산의 회수율은 양호하지만, 다른 아미노산
의 회수율이 완전 또는 부분 파괴 (예를 들어, 트립토
판, 시스틴, 트레오닌, 세린, 메티오닌)와 펩티드 결합의
불완전한 절단 (즉, 이소류신과 발린의 개열) 또는 유리
아미노산의 외부 혼입 (즉, 글리신과 세린의 혼입) 때문
에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 해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회수율이 가장 좋은 아미노산은 그 단백질을 대표하
고 있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정량하는 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회수율이 좋은 아미노산에는 아스
파라긴산/아스파라긴, 글루탐산/글루타민, 알라닌, 류신,
페닐알라닌, 리신, 아르기닌이 있다. 이와 같이 회수율
이 좋은 아미노산의 종류는 각자의 분석 장치에서의 경
험에 따라 달라진다. 회수율이 좋은 각 아미노산의 양
(nmol 수)을 그 아미노산의 이론량으로 나누어, 회수율
좋은 각 아미노산에 근거한 단백질의 양을 구하고, 이
값을 평균한다. 회수율이 좋은 각 아미노산에 의해 구한
단백질의 양은 평균값에 대하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야 한다.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난 값은 버린다. 일반적
으로 평균값과의 편차가 5 %를 넘는 것은 버리는 대상
이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값에서 평균값을 다시 계산하
여 검체의 단백질량을 구한다. 각 아미노산의 함량을 계
산으로 구한 평균 단백질 함량으로 나누어 검체의 아미
노산 조성을 요구한다.
상대조성오차 (%)를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대조성오차 (%) = 100 m/mS
m : 아미노산의 실측값 (아미노산 잔기당 nmol)
mS : 해당 아미노산의 이론량
평균 상대조성오차는 각 아미노산의 상대조성오차의
절대값의 평균이며, 일반적으로 트립토판과 시스테인은
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평균 상대조성오차는 아미노
산 분석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중
요한 정보가 된다. 단백질 검체의 아미노산 조성과 기지
조성과의 일치성은 검체 중의 단백질의 동정과 순도의
보증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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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열분석법

40. 열분석법

열분석법은 물질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프로그램에 따라

열분석법은 온도의 함수로서 물질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시키면서 그 물리적 성질을 온도 또는 시간의 함수로

변화를 측정하는 일련의 방법이다. 가장 자주 사용되

측정하는 모든 분석법이다.

는 방법은 검체의 에너지변화를 측정하거나, 질량변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 중 결정 등의 고체와 액체 사이

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의 상전이 (융해, 응고) 또는 다형전이 등의 상변화, 열분

이러한 방법은 상변화의 측정, 화학 조성 변화의 측

해 또는 화학반응 등에 수반하는 발열 또는 흡열의 열적

정, 순도의 측정 등 다양한 응용성을 갖는다.

거동을

온도변화로

측정하는

방법을

시차열분석법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또는 시차주사열
량측정법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이라
한다. DTA는 검체의 열적거동을 온도변화로 검출하는 방
법이며 DSC는 열량(엔탈피)변화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검체의 온도변화에 수반하여 탈수, 흡착 또는 탈리,
산화 등에 의한 질량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열질량측정법
또한, 이 방법의 측정법 중 열질량측정법은 건조감량시

(thermogravimetry, TG)이라고 한다.
이 방법들 중 열질량측정법은 건조감량시험법 또는 수

험법 또는 수분측정법의 별법으로 쓸 수 있다. 다만

분정량법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분정량법으로 쓰는 경우

수분측정법의 별법으로 쓸 때는 물 이외의 휘발성 성

에는 물 이외에 휘발성 성분이 없음을 확인한다.

분이 없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 1 법 시차열분석법 또는 시차주사열량분석법

1. 열질량측정법

장 치 시차열분석법 또는 시차주사열량측정법 장치는

열질량측정법(TG: Thermogravimetry 또는 TGA :

보통 가열로, 온도제어부, 검출부, 분위기조절부 및 표시

Thermogravimetric Analysis)은 제어된 온도 프로

기록부로 구성된다.

그램에 따라 온도의 함수로 검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가) 시차열분석법 이 방법은 가열로 속에 놓은 검체와

방법이다.

기준물질을 일정한 속도로 가열 또는 냉각하는 장치 및
검체와 기준물질 간에 생기는 온도차를 열전쌍 등을 써

장치

서 시간 또는 온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기록

열저울의 기본적인 구성은 일정한 온도 프로그램에

하는 장치로 구성된 기기를 쓴다. 기준물질로서는 보통

따라 검체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장치, 분위기를 조

열분석용 α-알루미나를 쓴다.

절할 수 있는 검체 홀더, 전자저울과 전기적 신호를

나) 시차주사열량분석법

기록하는 컴퓨터 또는 기록장치이다.

측정원리가 다른 다음 두 가

온도교정

지가 있다.
검체

검체의 근처에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온도 센서는 니

와 기준물질을 가열로 속에 놓고 일정한 속도로 가열 또

켈과 같은 상자성 물질의 큐리 온도에 의해 교정한

는 냉각하여 검체와 기준물질 간에 생기는 온도차를 백

다.

금저항온도계 등으로 검출하고 그 온도차를 0으로 유지

열질량측정법과

하도록 보상회로를 작동시킨다. 양자에 가하여진 단위시

Thermal Analysis)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간당 열에너지의 입력차를 시간 또는 온도에 대하여 연

에서는

속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되어 있

Scanning Calorimetry) 및 시차열분석법과 마찬가

다.

지로 적절한 표준물질 (열분석용 인듐, 열분석용 주

① 입력보상시차주사열량측정 (입력보상 DSC)

시차열분석법

시차주사열량측정법

② 열유속 (熱流束)시차주사열량측정 (열유속 DSC)

석, 아연(표준시약)을 쓴다.

(DTA:
(DSC:

Differential
Differential

검체와 기준물질을 가열로 속에 놓고 일정한 속도로 가

전자저울의 교정

열할 때 검체와 기준물질 간에 생기는 온도차를 열유속

장비 교정용 옥살산칼슘일수화물표준품 또는 적절한

의 차로서 검출하여 DSC 신호로서 기록한다. 열유속

표준물질 적당량을 검체 홀더에 넣고 질량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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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에서는 검체와 열원 간의 열유속이 검체와 열원의

기기에 따라 지정된 승온속도 (예, 분당 5 ℃)를 설

온도차에 비례하도록 열전도체를 쓴다. 또 기준물질과

정하고 가열을 시작한다. 가로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열원 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DSC 신호를 기록한다. 입력

으로 온도 또는 시간이 증가하도록 설정하고, 세로축

보상 DSC나 열유속 DSC 모두 기준물질로 보통 열분석

은 아래쪽이 질량감소가 되도록 설정한 열중량곡선을

용 α-알루미나를 쓰지만 빈 용기를 기준으로 쓰는 경

기록한다. 250℃ 부근에서 온도 상승을 멈춘다. 질량

우도 있다.

감소에 대응하는 측정 시점과 종료 시점의 질량-온

조작법 검체 및 기준물질을 검체용기에 채운 다음 일정

도 또는 질량-시간의 편평한 부분의 차이를 측정한

한 온도제어프로그램에 따라 가열로를 가열 또는 냉각

다. 적절한 표준물질의 질량감소는 이론값을 사용한

하여 이 과정에서 검체와 기준물질 간에 발생하는 온도

다.

차이 (DTA) 또는 열량변화 (DSC)를 연속적으로 측정

방법

하여 기록한다. 각 장치에서 지시된 방법과 순서에 따라

검체에 대해서는 각조에 표시된 조건을 사용한다. 얻

자료를 처리하고 장치를 취급한다.

어진 열중량곡선에서 확인된 차이로 검체의 질량감소

미리 융해 또는 다형전이 등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를 구한다. 질량감소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장치를 자

온도범위를 알고 또한 예상외의 열적 변화가 일어나지

주 쓰는 경우는 온도를 정기적으로 교정한다. 또는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넓은 온도범위 (실온 ~ 분해

측정 전에 반드시 이 같은 조작을 한다.

시작온도)를 빠른 가열속도 (10 ~ 20 ℃/분)로 주사하

실험조건은 중요하며 다음의 파라미터는 측정할 때마

여 예비시험하고 측정온도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해

다 기재한다.

진 온도범위에서 약 2 ℃/분의 속도로 가열하여 시험한

양, 승온속도, 온도범위, 처리시간을 포함한 검체의

다. 다만 유리전이 등 매우 작은 열변화만 관찰되는 경

전처리법.

압력 또는 유속, 기체의 조성, 검체의

우에는 물리적 변화를 관찰하는데 적절한 가열속도를
정할 수 있다. 얻어진 DTA 곡선 또는 DSC 곡선의 발열 2. 시차주사열량측정법
또는 흡열 피크를 해석하여 융점 또는 다형전이 등 물리

시차주사열량측정법(DSC)은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

적 변화에 따른 열량의 변화량 및 온도 (시작온도, 피크

물에 대해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에

온도, 종료온도 등)를 구한다.

너지 현상을 측정하거나 엔탈피나 비열의 변화 및 이

장치의 보정 가) 온도보정 DTA 또는 DSC에서 장치

들이 일어나는 온도를 측정하는 데에 쓰는 방법이다.

의 온도보정은 순도가 높은 금속이나 유기물질의 융점

이 방법은 온도의 함수로서 기준셀과 비교하여 검체

또는 무기염류나 산화물의 결정전이점 등으로 보정한다.

로부터의 열류의 출입(온도를 기준으로)에서의 차이

보통 열분석용인듐, 열분석용주석의 융점 등을 쓴다.

를 측정하는 데 쓴다. 두 가지 유형의 DSC 장치가

나) 열량보정 검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량의 출입 (엔

있으며, 하나는 검체와 기준물질의 온도차를 0으로

탈피 변화)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열량표준물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열보상형이고, 다른 방법은 일정한

써서 장치를 보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열량표준물질로

승온조건에서 검체와 기준물질의 열류의 차이로서 미

서는 온도보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순도가 높은 금속이나

소한 온도차를 검출하는 열유속형이다.

유기물의 융해열 또는 무기염류의 결정전이열 등으로
장치의 열량을 보정한다. 보통 열분석용인듐, 열분석용

장치

주석의 융해열 등을 쓴다.

열보상형 DSC장치는 검체셀과 기준셀로 구성된 검체

조작조건의 기재사항 DTA 또는 DSC를 측정할 때 검

홀더를 포함한 노(炉)를 가진다. 열유속형 DSC장치

체량, 검체용기의 개폐의 구별, 가열 또는 냉각속도, 측

는 검체용기와 기준용기를 위한 검체 홀더에 관하여

정온도범위 및 환경기체의 종류와 유량 등의 측정조건

단일셀로 된 노를 가진다.

을 기록한다.

또한, 컴퓨터에 연동된 온도 프로그램 장치, 열검출기

제 2 법 열질량측정법 (TG)

와 기록 부분이 있고, 조절된 분위기에서 측정한다.

장 치 TG 장치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DTA 또는 DSC

장치의 교정

장치와 같다. 다만 검출부는 보통 현수형, 접시형, 수평

적절한 표준물질을 써서 온도, 엔탈피 변화에 대하여

형 등의 열천칭을 쓴다. 검체를 열천칭의 일정한 위치에

장치를 교정한다.

놓고 일정한 온도제어프로그램에 따라 가열하면서 온도

온도교정 순수한 금속이나 유기화합물의 융점, 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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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간에 대한 질량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의 무기염이나 산화물의 상전이 온도 등의 고유한 열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적 성질을 가지는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다. 일반적

조작법 검체를 검체용기에 채워 열천칭의 일정한 위치

으로 인듐, 주석, 아연의 융점이 교정에 사용된다.

에 놓은 다음 일정한 온도제어프로그램에 따라 가열로

열량교정 검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물리적 변화에 의

를 가열하여 그 온도변화의 과정에서 생긴 검체의 질량

한 열량변화(엔탈피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자료 처리 및 장

적절한 표준물질을 써서 장치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치의 취급은 각 장치에서 지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른다.

순수한 금속이나 유기화합물의 융점, 결정성의 무기

건조감량시험법 및 수분정량법의 별법으로 TG를 쓰는

염의 상 전이온도 등의 물리적 변화는 일정한 엔탈피

경우 실온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건조 또는 수분의 휘산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표준물질을 써서

에 의한 질량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의 온도를 측정

온도교정과 같은 방법으로 열량교정을 한다. 일반적

범위로 한다. 보통 5 ℃/분을 표준적인 속도로하여 직선

으로 열분석용 인듐, 열분석용 주석, 아연(표준시약)

적으로 가열하지만 검체 및 측정온도범위의 넓이에 따

의 융해열을 교정에 이용한다.

라 적절히 그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중 검체

조작법

로부터 발생하는 물 기타 휘발성 성분을 신속히 제거하

검체의 적당량을 적절한 용기에 달아 검체 홀더에 놓

고 또는 검체의 산화 등에 의한 화학반응을 방지하기 위

는다.

하여 보통 건조 공기 또는 건조 질소를 일정한 유량으로

빈 용기를 기준 홀더에 놓는다. 시작 온도, 최종 온도

가열로 중에 흘려준다. 얻어진 TG 곡선의 질량-온도

및 각조에 규정된 조작조건에 표시된 승온속도를 설

또는 질량-시간곡선을 해석하여 건조에 따른 질량변화

정한다.

의 절대값 또는 채취량에 대한 상대값 (%)을 구한다.

가로축을 온도 또는 시간(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

산화 또는 분해반응에 따른 질량변화를 구하고자 하는

세로축을 에너지 변화(어느 방향이 발열인지 흡열인

경우에는 반응의 시작과 종료 후에 있어서 안정된 기선

지를 결정한다)로 하여 DSC 곡선의 측정을 시작하고

이 얻어지는 온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이하 건조감량

기록한다.

을 측정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 (온세트 온도)는 곡선의 최대

장치의 보정 가) 온도보정 TG 장치의 온도보정은 열

기울기(변곡점)에서의 접선과 기선의 연장선과의 교

분석용니켈 등의 큐리온도(Curie temperature)를 써서

점(그림 1의 A)에 해당한다. 열 현상의 종말점은 곡

보정을 한다. 다만 DSC 또는 DTA와 동시에 측정할 수

선의 피크로 나타난다.

있는 TG에서는 제 1 법과 같은 온도보정을 하면 따로

현상의 엔탈피는 기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에

TG 장치를 위한 온도보정을 할 필요는 없다.

비례한다. 그 비례계수는 동일한 조작조건에서의 열

나) 눈금의 보정과 확인

분석용 인듐과 같은 기지물질의 융해열 측정에 따라

TG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질량의 계량범위에 따라 화학천칭용 또는 세미마이크로

결정된다.

화학천칭용 분동을 써서 눈금을 보정하며 이것을 1 차

각각의 측정결과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병기한다. 실험

보정이라고 한다. 이 1 차 보정은 상온상압에서 하며 장

의 모든 조건, 최신 교정기록, 검체의 양과 내역(열

치를 설치 또는 정기점검할 때 한다.

이력을 포함), 용기, 분위기(종별, 유속, 압력), 온도

검체를 측정할 때는 측정상태에서의 환경기체에 의한

변화의 방향과 속도, 장치와 기록계의 감도.

부력 및 대류 등이 질량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옥살산칼슘일수화물표준품을 써서 눈금을 보정하
거나 확인하며 이것을 2 차 보정이라 한다. 2 차 보정에
서는 다음 표준측정조건 또는 따로 정한 측정조건으로
옥살산칼슘일수화물표준품의 수분을 측정할 때 측정값
과 표준품의 수분값 (보증수분값)의 편차가 0.3 % 미만
일 때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측정값
과 표준품의 수분값의 편차가 0.3 % 이상일 때 표준품
의 수분값을 기준으로 하여 눈금을 보정한다.

그림 1. 열곡선

표준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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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산칼슘일수화물표준품의 양 : 10 mg

응용

가열속도 : 5 ℃/분

상변화

온도범위 : 실온 ~ 250 ℃

온도의 함수로서 인정되는 물질의 상변화 온도, 엔탈피

환경기체 : 건조 질소 또는 건조 공기

양, 비열변화의 측정 등 다음 표 1에 나타내는 상 전

환경기체의 유량 : 현수형 또는 접시형 천칭에서는 40

이를 관찰할 수 있다.

mL/분, 수평형 천칭에서는 100 mL/분

표 1

조작조건의 기재사항 검체량, 가열속도, 측정온도범위,
환경기체의 종류와 유량 등의 측정조건을 기록한다.

고체-고체전이
고체-액체전이
고체-기체전이
액체-고체전이
액체-기체전이

동소체-결정다형, 탈용매화, 무정형
-결정형
융해, 유리전이
승화
동결, 재결정, 유리전이
증발

화학조성의 변화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의 반응열, 반응온도의 측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는 분해반응이나 탈용매화 반응
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상다이어그램에의 응용
고체혼합물의 상다이어그램의 작성에 이용할 수 있다.
상다이어그램의 작성은 프리포뮬레이션이나 동결건조
공정의 최적화에 중요한 단계이다.
순도의 측정
검체

수 mg의 사용에 따라 반복에 의한 정확한 참

값을 측정하지 않고, 1 회의 DSC측정에 의해 임의의
온도에서의 융해분할합과 융해열의 측정으로 물질의
불순물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 순수결정성물질의 일정 압력에서의 융해
는 융점 T0의 극히 좁은 온도범위에서의 융해열 ΔHf
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융해온도범위의 퍼짐은 불순물에 대한 민감한 지표이
다. 같은 물질의 10 분의 수 퍼센트 정도 불순물 함
량이 차이나는 검체는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다
른 열곡선이 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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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순도의 차이에 의한 열곡선
DSC에 의한 몰순도의 측정은 두 성분계에서의 농도
(활성량이 아닌)에 대해 적용된 van’t Hoff식의 적
분형 수학적 근사 사용에 기초한다.
[ln     ≈   및  ×  ≈  ]
불순물함량 x2가 1 보다 극히 작고, 온도 T가 융점
T0와 근사한 경우,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단, 여기
서 T와 x2는 변수이다.


      × 


(1)

T = 절대온도로 나타낸 시료의 온도
T0 = 절대온도로 나타낸 화학적순물질의 융점
R = J·K-1·mol-1로 나타낸 이상기체의 기체정수
ΔHf = J·mol-1로 나타낸 순물질의 몰 융해열
x2 = 불순물의 몰분율. 절대온도 T에서 불순물의 몰
수를 액상(또는 융해상) 중의 전체 몰수로 나눈 값
DSC에서의 순도측정은 주성분물질과 공융혼합물을
만들고 전형적인 경우로 측정검체 중의 2 % 미만의
몰분율로 존재하는 불순물의 측정에 한한다.
이 방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무정형 물질
- 실험온도범위에서 불안정한 다형을 보이는 화합물
또는 용매화물
- 주성분물질과 고용체(固容體)를 형성하는 불순물
- 주성분물질의 액상이나 용해액에 녹지 않는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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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를 가열하는 동안, 불순물은 공융점에서 완전히
융해한다. 이 온도 이상에서 고체는 순물질만을 함유
한다. 계속해서 공융점에서 순물질의 융점으로 온도
가 상승하는 경우, 액화된 순물질의 양이 증가하므로
액체 중 불순물의 몰분율은 감소한다. 공융점이상의
온도에서 모든 검체가 융해되면 F＝1, x2＝x2*가 된
다.

   × 


(2)

F = 측정시료가 융해하는 분할의 합
x2* = 분석 시료 중 불순물의 몰 분획
(2)식을 (1)식에 대입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  × 
 
순물질의 융해열 값은 융해피크를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순물질의 융점 T0는 절대온도 T와 1/F의 플롯
에서 외삽하여 얻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직선에 근사한 다음 기울기α는, RT02
x2*/ΔHf 에 상당하여, x2*를 구할 수 있다. 몰분율
x2*에 100을 곱하면 전공융 불순물의 몰분율 퍼센트
를 얻을 수 있다.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무균조작법

(생략)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생략)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2) 시약·시액

2) 시약·시액

(생략)

(현행과 같음)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0.05 mol/L, pH 4.0 아세 아세트산·아세트산나트륨완충액, 0.05 mol/L, pH 4.0 아세
트산(100) 3.0 g에 물을 넣어 100 mL로 한 액에 아세

트산(100) 3.0 g에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액에 아

트산나트륨삼수화물 3.4 g을 물에 녹여 500 mL로 한

세트산나트륨삼수화물 3.4 g을 물에 녹여 500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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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을 넣어 pH 4.0으로 조정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생략)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4) 표준액 (생략)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5) 색의 비교액 (생략)

5) 색의 비교액 (현행과 같음)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생략)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현행과 같음)

7) 계량기·용기 (생략)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생략)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무균조작법

(생략)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생략)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2) 시약·시액

2) 시약·시액

(생략)

(현행과 같음)

인산염완충액, pH 5.8 인산수소이나트륨 1.192 g 및 인 <삭제>
산이수소칼륨 8.25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인산염완충액, pH 5.8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 50 인산염완충액, pH 5.8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 50
mL에 0.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3.6 mL 및 물을 넣

mL에 0.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3.6 mL 및 물을 넣

어 200 mL로 한다.

어 200 mL로 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생략)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4) 표준액 (생략)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5) 색의 비교액 (생략)

5) 색의 비교액 (현행과 같음)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생략)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현행과 같음)

7) 계량기·용기 (생략)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생략)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무균조작법

(생략)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생략)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2) 시약·시액

2) 시약·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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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페링시액 : 이 액을 쓸 때 구리액과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
액을 같은 용량으로 섞는다.

페링시액 구리액 : 황산구리(II)오수화물 34.660 g에 물 <삭제> 구리액 : 황산구리(II)오수화물 34.660 g에 물을
을 넣어 녹여 500 mL로 한다. 유리마개병에 거의 가득

넣어 녹여 500 mL로 한다. 유리마개병에 거의 가득 채

채워서 보존한다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500).

워서 보존한다 <삭제>

페링시액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액 : 타르타르산나트륨칼
륨사수화물 173 g 및 수산화나트륨 50 g을 달아 물에 <삭제>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액 : 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
녹여 500 mL로 한다. 폴리에틸렌병에 보존한다. 쓸 때

사수화물 173 g 및 수산화나트륨 50 g을 달아 물에 녹

두 용액의 같은 용량을 섞는다 (디아스타제·프로테아

여 500 mL로 한다. 폴리에틸렌병에 보존한다. <삭제>

제500).
페링시액, 전분소화력시험용 <신설>

페링시액, 전분소화력시험용 이 액을 쓸 때 구리액과 알칼
리성타르타르산염액을 같은 용량으로 섞는다.

구리액 : 황산구리(II)오수화물 34.660 g을 정밀하게

구리액 : 황산구리(II)오수화물 34.660 g을 정밀하게 달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유리

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유리마

마개병에 거의 가득 채워서 보존한다.

개병에 거의 가득 채워서 보존한다.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액 : 타르타르산칼륨나트륨사수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액 : 타르타르산칼륨나트륨사수화

화물 173 g 및 수산화나트륨 50 g을 달아 물에 녹여

물 173 g 및 수산화나트륨 50 g을 달아 물에 녹여 정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폴리에틸렌병에 보존한다.

확하게 500 mL로 한다. 폴리에틸렌병에 보존한다.

쓸 때 두 용액의 같은 용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섞는다.

<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페링시액 구리액 : 황산구리(II)오수화물 34.660 g에 물 <삭제>
을 넣어 녹여 500 mL로 한다. 유리마개병에 거의 가득
채워서 보존한다.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액 : 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사수화
물 173 g 및 수산화나트륨 50 g을 달아 물에 녹여 50
0 mL로 한다. 폴리에틸렌병에 보존한다. 쓸 때 두 용액
의 같은 용량을 섞는다.
페링시액, 전분소화력시험용 구리액 : 황산구리(II)오수화 <삭제>
물 34.660 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유리마개병에 거의 가득 채워서 보존한
다.
알칼리성타르타르산염액 : 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사수화
물 173 g 및 수산화나트륨 50 g을 달아 물에 녹여 정
확하게 500 mL로 한다. 폴리에틸렌병에 보존한다. 쓸
때 두 용액의 같은 용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섞는다.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생략)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4) 표준액 (생략)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5) 색의 비교액 (생략)

5) 색의 비교액 (현행과 같음)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생략)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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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량기·용기 (생략)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생략)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무균조작법

(생략)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생략)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2) 시약·시액 (생략)

2) 시약·시액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생략)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삭제>

1000 mL 중 과망간산칼륨 (KMnO4 : 158.03) 3.1607
g을 함유한다.
조
표

제 (생략)
정 수산나트륨 (표준시약)을 150 ∼ 200 ℃에서 1
∼ 1.5 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실리카 겔)에서
방냉하고 약 0.3 g을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정밀하
게 달아 물 30 mL를 넣어 녹이고 희석시킨 황산 (1
→ 20) 250 mL를 넣어 용액의 온도를 30 ∼ 35 ℃로
하고 조제된 과망간산칼륨액을 뷰렛에 넣고 천천히 저
으면서 40 mL를 신속하게 넣어 액의 적색이 소실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55 ∼ 60 ℃로 가온하고 적정을
계속하여 30 초간 지속하는 연한 빨간색을 나타낼 때
까지 적정하여 규정도계수를 계산한다. 다만, 종말점
전의 0.5 ∼1 mL는 조심하여 적가하고 과망간산칼륨
액의 색이 소실된 다음에 1 방울을 적가한다.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1 mL = 6.700 mg Na2C2O
4

주의 : 차광하여 보존한다. 오랫동안 보존한 것은 다시
표정하여 쓴다.
0.1 mol/L 과염소산

0.1 mol/L 과염소산

(생략)

(현행과 같음)

0.1 mol/L 과염소산

0.1 mol/L 과염소산

(생략)

(현행과 같음)

0.1 mol/L 과염소산·디옥산액

0.1 mol/L 과염소산·디옥산액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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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mol/L 과염소산바륨액

0.005 mol/L 과염소산바륨액

(생략)

(현행과 같음)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액

0.1 mol/L 나트륨메톡시드액

(생략)

(현행과 같음)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1000 mL 중 과망간산칼륨 (KMnO4 : 158.03) 3.1607

1000 mL 중 과망간산칼륨 (KMnO4 : 158.03) 3.1607

g을 함유한다.
조

표

g을 함유한다.

제 과망간산칼륨 3.2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0 mL 조

제 과망간산칼륨 3.2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0 mL

로 하고 15 분간 끓인 다음 마개를 하여 48 시간 이상

로 하고 15 분간 끓인 다음 마개를 하여 48 시간 이상

방치한 다음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다음과 같이 표정한

방치한 다음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다음과 같이 표정한

다.

다.
정 옥살산나트륨 (표준시약)을 150 ∼ 200 ℃에서 표

정 옥살산나트륨 (표준시약)을 150 ∼ 200 ℃에서

1 ∼ 1.5 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실리카 겔)에

1 ∼ 1.5 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실리카 겔)에

서 얼음으로 식히고 약 0.3 g을 500 mL 삼각플라스크

서 방냉하고 약 0.3 g을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정밀

에 정밀하게 달아 물 30 mL를 넣어 녹이고 희석시킨

하게 달아 물 30 mL를 넣어 녹이고 희석시킨 황산(1

황산(1 → 20) 250 mL를 넣어 용액의 온도를 30 ∼

→ 20) 250 mL를 넣어 용액의 온도를 30 ∼ 35 ℃로

35 ℃로 하고 조제된 과망간산칼륨액을 뷰렛에 넣고 천

하고 조제된 과망간산칼륨액을 뷰렛에 넣고 천천히 저

천히 저으면서 40 mL를 신속하게 넣어 액의 빨간색이

으면서 40 mL를 신속하게 넣어 액의 빨간색이 소실될

소실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55 ∼ 60 ℃로 가온하고 적

때까지 방치한 다음 55 ∼ 60 ℃로 가온하고 적정을 계

정을 계속하여 30 초간 지속하는 연한 빨간색을 나타낼

속하여 30 초간 지속하는 연한 빨간색을 나타낼 때까지

때까지 적정하여 규정도계수를 계산한다. 다만, 종말점

적정하여 규정도계수를 계산한다. 다만, 종말점 전의

전의 0.5 ∼ 1 mL는 조심하여 1 방울씩 넣고 과망간산

0.5 ∼ 1 mL는 조심하여 1 방울씩 넣고 과망간산칼륨

칼륨액의 색이 소실된 다음에 1 방울을 넣는다.

액의 색이 소실된 다음에 1 방울을 넣는다.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1 mL
= 6.700 mg Na2C2O4

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 1 mL

주의 : 차광하여 보존한다. 오랫동안 보존한 것은 다시
표정하여 쓴다.

= 6.700 mg Na2C2O4
주의 : 차광하여 보존한다. 오랫동안 보존한 것은 다시

(생략)
4) 표준액 (생략)

표정하여 쓴다.
(현행과 같음)

5) 색의 비교액 (생략)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생략)

5) 색의 비교액 (현행과 같음)

7) 계량기·용기 (생략)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생략)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무균조작법

(생략)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생략)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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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시액 (생략)

2) 시약·시액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생략)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0.1 mol/L 질산은액

<삭제>

1000 mL 중 질산은 (AgNO3 : 169.87) 16.987 g을
함유한다.
조

제 질산은 17.0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하
고 다음과 같이 표정한다.

표

정 염화나트륨 (표준시약)을 500 ∼ 650 ℃에서 4
0 ∼ 50 분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서
방냉하고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를 넣
어 녹여 플루오레세인나트륨시액 3 방울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으면서 조제된 질산은액으로 액의 황록색이
황색을 거쳐 주황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하여 규정도
계수를 계산한다.
0.1 mol/L 질산은액 1 mL = 5.844 mg NaCl

주의 : 차광하여 보존한다.

1/60 mol/L 중크롬산칼륨액
(생

1/60 mol/L 중크롬산칼륨액

략)

(현황과 같음)

0.01 mol/L 질산비스무트액
(생

0.01 mol/L 질산비스무트액

략)

(현황과 같음)

0.1 mol/L 질산은액

0.1 mol/L 질산은액

1000 mL 중 질산은 (AgNO3 : 169.87) 16.987 g을
함유한다.
조

1000 mL 중 질산은 (AgNO3 : 169.87) 16.987 g을
함유한다.

제 질산은 17.0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하 조
고 다음과 같이 표정한다.

표

제 질산은 17.0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하
고 다음과 같이 표정한다.

정 염화나트륨 (표준시약)을 500 ∼ 650 ℃에서 표

정 염화나트륨 (표준시약)을 500 ∼ 650 ℃에서

40 ∼ 50 분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

40 ∼ 50 분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실리카겔)에

서 방랭하고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를

서 방냉하고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를

넣어 녹여 플루오레세인나트륨시액 3 방울을 넣어 세

넣어 녹여 플루오레세인나트륨시액 3 방울을 넣어 세

게 흔들어 섞으면서 조제된 질산은액으로 액의 황록색

게 흔들어 섞으면서 조제된 질산은액으로 액의 황록색

이 노란색을 거쳐 주황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하여 규

이 노란색을 거쳐 주황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하여 규

정도계수를 계산한다.

정도계수를 계산한다.

0.1 mol/L 질산은액 1 mL = 5.844 mg NaCl
주의 : 차광하여 보존한다.
(생략)

0.1 mol/L 질산은액 1 mL = 5.844 mg NaCl
주의 : 차광하여 보존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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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액 (생략)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5) 색의 비교액 (생략)

5) 색의 비교액 (현행과 같음)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생략)

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현행과 같음)

7) 계량기·용기 (생략)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생략)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83. 표준품,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표준액, 색의 비교액, 파장 및 투과율보정용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광학필터, 계량기·용기,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1) 표준품 (현행과 같음)

2) 시약·시액 (현행과 같음)

2) 시약·시액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3) 용량분석용표준액 (현행과 같음)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4) 표준액 (현행과 같음)

5) 색의 비교액

5) 색의 비교액

(생략)

(생략)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의 색의 비교원액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65 g을 달아 염산 25 mL 및

염화코발트(II)육수화물 65 g을 달아 염산 25 mL 및

물을 넣어 녹인 다음 10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삭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이

제>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250

게 250 mL로 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mL로 한다. 이 액 2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 75

물 75 mL 및 뮤렉시드·염화나트륨지시약 50 mg을

mL 및 뮤렉시드·염화나트륨지시약 50 mg을 넣어 액

넣어 액의 적자색이 등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희석한 암

의 적자색이 등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희석한 암모니아

모니아수(28)(1 → 10) 를 적가하여 0.01 mol/L 에틸

수(28)(1 → 10) 를 적가하여 0.01 mol/L 에틸렌디아

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민테트라아세트산이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적정

적정의 종말점 부근에서 희석한 암모니아수(28)(1 →

의 종말점 부근에서 희석한 암모니아수(28)(1 → 10)

10) 0.2 mL를 넣어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노란색이 적

0.2 mL를 넣어 적정의 종말점은 액의 노란색이 적자색

자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으로 변할 때로 한다.
0.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나트륨액

0.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나트륨액

1 mL = 2.3793 mg CoCl2·6H2O

1 mL = 2.3793 mg CoCl2·6H2O

적정에 의해 얻은 값으로부터 1 mL 중에 염화코발트

적정에 의해 얻은 값으로부터 1 mL 중에 염화코발트

(II)육수화물(CoCl2·6H2O : 237.93) 59.5 mg을 함유

(II)육수화물(CoCl2·6H2O : 237.93) 59.5 mg을 함유

하도록 희석시킨 염산(1 → 40)을 넣어 비교원액으로 한

하도록 희석시킨 염산(1 → 40)을 넣어 비교원액으로 한

다.

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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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장 및 투과율 보정용 광학필터 (현행과 같음)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7) 계량기·용기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8) 멸균법 및 무균조작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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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개정(안) - 의견수렴용
결정다형은 의약품의 제제학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외국약전에는 EP의 일반정보로서 간
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KP12에도 일반정보로 수재되었다. 일반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약전에서 쓰는 용어로 업데이트 하였다.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 설정 가이드라인 중 pH 6.0 시험액 조제시 사용하는 구연산완충액(pH
6.0)의 시액명을 일반시험법 시약·시액항에 수재되어있는 명칭과 통일하였다.
정제의 마손도 시험법은 PDG를 통해 조화합의 사항을 기반으로 정제의 마손도시험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일반정보에서 드럼 안지름의 오탈자를 정정하였으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도
록 변경하였고, 드럼의 rpm을 변경하였으며 이외에 용어 및 표기법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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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다형

2. 결정다형

결정다형(polymorphism)은 고체상태와 관련된 현상으 결정다형(polymorphism)은 고체상태와 관련된 현상으
로, 화합물이 화학조성은 동일하지만 고체상태에서 다른 로, 화합물이 화학조성은 동일하지만 고체상태에서 다른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성질이다. 비결정성 고체 상태로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성질이다. 비결정성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무정형이라 한다.
원소(예를

들어,

황)에서는,

이러한

(allotropy)라 한다

존재하는 물질은 무정형이라 한다.
현상을

동소체 이 현상이 황과 같은 화학원소에서 관찰된다면 결정다
형 대신에 동소체 (Allotropy)라 한다.

유사결정다형(Pseudopolymorphism)은 결정성 매트릭 유사결정다형(Pseudopolymorphism)은 결정성 매트릭
스에 용매가 화학량론적 비율로

존재하는 용매화물(수 스에 용매가 화학량론적 비율로 존재하는 용매화물(수

화물 포함)을 설명하는데, 매트릭스 내에 용매가 다양한 화물 포함)을 설명하는데, 매트릭스 내에 용매가 다양한
비율로 (즉, 비화학량론적 비율로) 갇혀있는 화합물을 비율로 (즉, 비화학량론적 비율로) 갇혀있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결정다형이란 용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 결정다형이란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어
어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용매화물’(유기용매를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용매화물’(유기용매를 결정
결정 내에 포함하는 결정형)과 ‘수화물’(물분자를 포 내에 포함하는 결정형)과 ‘수화물’(물분자를 포함하
함하는 결정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는 결정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의약품 각조에서 한 물질이 ‘결정다형을 나타낸다’라

‘결정다형을 나타낸다’라고 함은 결정형 결정다형, 용 고 함은 결정형 결정다형, 용매화물, 동소체 또는 무정
매화물, 동소체 또는 무정형을 포함한다.

형을 포함한다.

화학적 조성이 같다는 것은 어떤 물질의 모든 결정형과 화학적 조성이 같다는 것은 해당물질의 모든 결정형과
무정형이 용해되거나 용융되어 액체상태로 존재할 때에 무정형이 용해되거나 용융되어 액체상태로 존재할 때에
는 동일한 화학적 행태를 나타내는 반면 고체상태에서 는 동일한 화학적 거동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는 그 물리-화학적, 물리적 특성(용해도, 경도, 압축률, 고체상태에서는 그 물리-화학적, 물리적 특성(용해도,
밀도, 녹는점 등) 및 그에 따른 반응성과 생체이용률은 경도, 압축률, 밀도, 녹는점 등) 및 그에 따른 반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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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체이용률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합물이 결정다형을 나타내는 경우,

주어진 온도와 압 화합물이 결정다형을 나타내는 경우, 주어진 온도와 압

력에서 자유엔탈피가 가장 낮은 결정형이 열역학적으로 력에서 자유엔탈피가 가장 낮은 결정형이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 그 외 다른 결정형들은 준안정상태에 있 가장 안정하다. 그 외 다른 결정형들은 준안정상태에 있
다. 상온·상압에서 준안정상태의 결정형은 그 상태를 다. 상온·상압에서 준안정상태의 결정형은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한 형태로 변할 수 있 유지하거나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한 형태로 변할 수 있
다.

다.

여러 가지 결정형이 존재할 때, 어떤 결정형은 주어진 여러 가지 결정형이 존재할 때, 어떤 결정형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며, 이 결정형 온도와 압력에서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며, 이 결정형
은 다른 고체상과 또는 액체 및 기체상과 평형상태에 은 다른 고체상과 또는 액체 및 기체상과 평형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상을 구성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는 상을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각 결정형이 일정 온도 범위에서 더 안정하다면, 만약 각 결정형이 일정 온도 범위에서 더 안정하다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는 가역적이며, 이를 거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는 가역적이며, 이를 거
울상 변화 ((Enantiotropic)라고 한다. 하나의 상에서 울상 변화 (Enantiotropic)라고 한다. 하나의 상에서 다
다른 상으로의 변화는 단일 변량 평형이므로 압력이 일 른 상으로의 변화는 단일 변량 평형이므로 압력이 일정
정하다면 이 상태는 전이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하다면 이 상태는 전이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
만약 전체 온도 범위에서

하나의 형태만 안정하다면, 약 전체 온도 범위에서

그 변화는 비가역적이며 단일지향성(Monotropic)이라 변화는
고 한다.

비가역적이며

하나의 형태만 안정하다면, 그
단일지향성(Monotropic)이라고

한다.

결정화 조건(온도, 압력, 용매, 농도, 결정화 속도, 결정 결정화 조건(온도, 압력, 용매, 농도, 결정화 속도, 결정
화 매개, 불순물의 유무와 농도 등)을 달리함으로써 다 화 매개, 불순물의 유무와 농도 등)을 달리함으로써 다
양한 결정형이나 용매화물이 생성된다.

양한 결정형이나 용매화물이 생성된다.

다음의 기술이 결정다형 연구에 사용된다.

다음의 기술이 결정다형 연구에 사용된다.

· 분말 X-선 회절

· 분말 X-선 회절

· 단일 결정의 X-선 회절

· 단일 결정의 X-선 회절

· 열분석 (시차주사 열량측정, 열중량분석, 열 현미경 · 열분석 (시차주사열량측정법, 열질량측정법, 열광학
관찰)

현미경법)

· 미세열량측정

· 미세열량측정

· 수분 흡수 분석

· 수분 흡수 분석
· 광학 및 전자현미경법

· 고체 핵자기 공명

· 고체 핵자기 공명

· 적외선 흡수 분광광도법

· 적외선 흡수 분광광도법

· 라만분광분석법

· 라만분광분석법

· 용해도 및 고유 용해속도 측정

· 용해도 및 고유 고유 용출속도 측정

· 밀도 측정

· 밀도 측정

위의 시험법은 상호보완적이며, 그 중 일부는 필수적으 위의 시험법은 상호보완적이며, 그 중 일부는 필수적으
로 사용된다.

로 사용된다.

분석데이터에 기초한 압력/온도, 에너지/온도 도표는 에 분석데이터에 기초한 압력/온도, 에너지/온도 도표는 에
너지

관계

[가역적(Enantiotropic)

또는

비가역적 너지

관계

[가역적(Enantiotropic)

또는

비가역적

(Monotropic) 변화]와 결정다형 화합물의 각각의 결정 (Monotropic) 변화]와 결정다형 화합물의 각각의 결정
형에 대한 열역학 안정성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유용 형에 대한 열역학 안정성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유용
한 도구이다.

한 도구이다.

용매화물의 경우, 시차주사 열량측정과 열 중량 분석을 용매화물의 경우, 시차주사열량측정과 열질량측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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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 및 고유 용해속도 측정, X-선 회절측정과 병행 해도 및 고유 용출속도 측정, X-선 회절측정과 병행하
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수화물의 경우, 수분 수착/탈착 등온선은 상대적으로 안 수화물의 경우, 수분 흡착/탈착 등온선은 상대적으로 안
정성을 나타내는 구역을 보여줌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정한 보존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수물이 수화물보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일반적으로 무수물이 수화물보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며, 용매화물이 아닌 형태는 용매화물에 비해 그 용 높으며, 용매화물이 아닌 형태는 용매화물에 비해 그 용
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

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 설정 가이드라인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 설정 가이드라인

1. 목적 (생략)

1. 목적 (현행과 같음)

2. 용출시험의 의의 (생략)

2. 용출시험의 의의 (현행과 같음)

3. 용어의 정의

3. 용어의 정의

가. 일반(속방정)제제 (생략)

가. 일반(속방정)제제 (현행과 같음)

나. 장용성제제 (생략)

나. 장용성제제 (현행과 같음)

다. 서방성제제 (생략)

다. 서방성제제 (현행과 같음)

4. 용출 규격 설정 시 일반적 고려사항

4. 용출 규격 설정 시 일반적 고려사항

가. 제형의 분류 (생략)

가. 제형의 분류 (현행과 같음)

나. 용출시험조건 (생략)

나. 용출시험조건 (현행과 같음)

(1) 용출시험장치 (생략)

(1) 용출시험장치 (현행과 같음)

(2) 회전속도 (생략)

(2) 회전속도

(3) 용출시험액 (생략)

(3) 용출시험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일반적인 고려사항 (생략)

(가) 일반적인 고려사항 (현행과 같음)

(나) 시험액 종류 (생략)

(나) 시험액 종류 (현행과 같음)

1) 물 (생략)

1) 물 (현행과 같음)

2) pH 1.2 시험액 (생략)

2) pH 1.2 시험액 (현행과 같음)

3) pH 4.0/4.5 시험액 (생략)

3) pH 4.0/4.5 시험액 (현행과 같음)

4) pH 6.0 시험액

4) pH 6.0 시험액

대한민국약전

인산이수소나트륨⸱구연산완충액

6.0)을 사용한다.

(pH

대한민국약전 인산이수소나트륨⸱시트르산완충액 (pH
6.0)을 사용한다.

5) pH 6.8 시험액 (생략)

5) pH 6.8 시험액 (현행과 같음)

6) 인공위액 (생략)

6) 인공위액 (현행과 같음)

7) 인공장액 (생략)

7) 인공장액 (현행과 같음)

8) 기타 시험액 (생략)

8) 기타 시험액 (현행과 같음)

(다) 시험액의 양

(다) 시험액의 양

1) 약물의 용해도 (생략)

1) 약물의 용해도 (현행과 같음)

2) 계면활성제의 사용 (생략)

2) 계면활성제의 사용 (현행과 같음)

3) 분석의 용이성 (생략)

3) 분석의 용이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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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용성제제의 용출시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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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액의 온도
(4) 난용성제제의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가) 시험액의 pH 변화가 용출률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가) 시험액의 pH 변화가 용출률에 미치는 영향 조사

(나) 적합한 계면활성제의 선택 (생략)

(나) 적합한 계면활성제의 선택 (현행과 같음)

(다) 계면활성제의 농도 결정 (생략)

(다) 계면활성제의 농도 결정 (현행과 같음)

(5) 장용성제제의 용출시험 (생략)

(5) 장용성제제의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6) 젤라틴 캡슐의 2 단계 용출시험법 (생략)

(6) 젤라틴 캡슐의 2 단계 용출시험법 (현행과 같음)

5. 용출 기준

5. 용출 기준

가. 일반제제 (생략)

가. 일반제제 (현행과 같음)

나. 장용성제제 (생략)

나. 장용성제제 (현행과 같음)

다. 서방성제제 (생략)

다. 서방성제제 (현행과 같음)

6. 용출 규격 설정 방법

6. 용출 규격 설정 방법

가. 검체의 선정 (생략)

가. 검체의 선정 (현행과 같음)

나. 제 1 단계 (예비시험) (생략)

나. 제 1 단계 (예비시험) (현행과 같음)

(1) 검체의 수 (생략)

(1) 검체의 수 (현행과 같음)

(2) 용출액 채취간격 (생략)

(2) 용출액 채취간격 (현행과 같음)

(3) 용출시험조건 (생략)

(3) 용출시험조건 (현행과 같음)

(가) 용출시험장치 (생략)

(가) 용출시험장치 (현행과 같음)

(나) 시험액 (생략)

(나) 시험액 (현행과 같음)

(다) 회전속도 (생략)

(다) 회전속도 (현행과 같음)

(4) 용출시험조건 선정

(4) 용출시험조건 선정

(가) 일반(속방정)제제 (생략)

(가) 일반(속방정)제제 (현행과 같음)

(나) 장용성제제 (생략)

(나) 장용성제제 (현행과 같음)

(다) 서방성제제 (생략)

(다) 서방성제제 (현행과 같음)

다. 제 2 단계 (본시험)

다. 제 2 단계 (본시험)

(가) 일반(속방성)제제 및 장용성제제 (생략)

(가) 일반(속방성)제제 및 장용성제제 (현행과 같음)

(나) 서방성제제 (생략)

(나) 서방성제제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7. 용출시험의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 방법

7. 용출시험의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 방법

가. 용출시험액 (생략)

가. 용출시험액 (현행과 같음)

나. 용출시험방법 (생략)

나. 용출시험방법 (현행과 같음)

다. 밸리데이션 (생략)

다. 밸리데이션 (현행과 같음)

20. 정제의 마손도시험법
정제의 마손도시험법은 제피를 하지 않은 압축성형정

20. 정제의 마손도시험법
정제의 마손도시험법은 제피를 하지 않은 압축 정제의

제의 마손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제의 경도 등 물리 마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기재된 시험 조작은
적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대다수의 압축 정제에 적용할 수 있다. 마손도의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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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의 파괴 강도 등 다른 물리적 강도의 시험을 보충하
는 시험법이다.

장치
내면이 매끄럽고 투명한 안지름 283 ∼ 291nm, 높
안지름 283.0 ∼ 291.0 mm, 깊이 36.0 ∼ 40.0 mm
이 36 ∼ 40mm의 정전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플라스 의 안쪽 면이 매끄럽고 투명한 합성수지제로 정전기가
틱제 드럼을 사용한다. 또한 드럼 한쪽 면은 떼어낼 수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드럼을 쓴다 (전형적인 장치에 대해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제는 드럼 중앙에서 외벽까지 곡 서는 그림 1 참조). 또한 드럼의 한쪽 바깥 면은 떼어낼
선으로 연결된 내측 반지름 75.5 ∼ 85.5 mm의 칸막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제는 드럼 중앙에서 바깥벽까지
판을 따라 드럼의 회전에 의해 굴러 떨어진다. 중심축 고 곡선으로 연결된 안쪽 반지름 75.5 ∼ 85.5 mm의 칸막
리부분의 바깥지름은 24.5 ∼ 25.5 mm로 한다. 드럼은 이 판을 따라 드럼의 회전에 따라 굴러떨어진다. 중심축
24 ∼ 25 rpm로 회전하는 장치의 수평축에 연결한다. 고리 부분의 바깥지름은 24.5 ∼ 25.5 mm로 한다. 드럼
따라서 정제는 회전할 때마다 구르거나 미끄러져 드럼벽 은 24 ∼ 26 rpm으로 회전하는 장치의 수평축에 연결
이나 다른 정제 위에 떨어진다. (그림1. 플라스틱제 드럼 한다. 따라서 정제는 회전할 때마다 구르거나 미끄러져
참조)

드럼 벽이나 다른 정제 위에 떨어진다.

그림 1. 플라스틱제 드럼

그림 1. 정제 마손도시험 장치

조작법
1 정의 질량이 650 mg 이하인 경우는, 6.5 g에 근접

1 정의 질량이 650 mg 이하인 경우는, 6.5 g에 근접
한 양에 해당하는 정제를 취하고, 1 정의 질량이 650 한 양에 해당하는 정제를 취하고, 1 정의 질량이 650
mg을 넘는 경우에는 10 정을 취하여 시험한다. 시험을 mg을 넘는 경우에는 10 정을 취하여 시험한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정제에 붙어있는 가루를 주의하여 제거한 시작하기 전에 정제에 붙어 있는 가루를 주의하여 제거
다음 정제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드럼에 넣는다. 드럼 한 다음 정제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드럼에 넣는다. 드
을 100 회전시킨 다음 정제를 꺼낸다. 시험 시작 전과 럼을 100 회전시킨 다음 정제를 꺼낸다. 시험 시작 전과
동일하게 정제에 붙어있는 가루를 제거하고 질량을 정밀 같게 정제에 붙어 있는 가루를 제거하고 질량을 정밀하
하게 단다.
게 단다.
보통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시험이 끝나고 해당 정제
보통 시험은 1 회 실시한다. 시험이 끝나고 해당 정제 를 관찰할 때 명백히 금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깨진 경우
를 관찰할 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손상된 경우 부적합 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만약 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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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으로 판정한다. 만약 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질 경우나 질량 감소가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
량감소가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을 2 회 반 을 2 회 반복하여 총 3 회 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구한
복 실시하여 총 3 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을 구한다. 대부 다. 대부분의 정제는 1회 시험 또는 3 회 시험의 평균질
분의 정제에서 3 회 시험의 평균질량감소가 1.0 %이하 량 감소가 1.0 % 이하일 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
일 때 적합하다.

반적으로, 발포정이나 저작정은 따로 마손도 기준을 설정

만일 정제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회전낙하가 불규칙한 할 수 있다.
경우에는 정제끼리 서로 근접하여 자유낙하가 어려워지

만일 정제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회전 낙하가 불규칙

지 않도록 수평면과 드럼장치 아랫면과의 각도가 약 한 경우에는 정제끼리 서로 근접하여 자유낙하가 어려워
10°가 되도록 장치를 조정한다.

지지 않도록 수평면과 드럼장치 아랫면과의 각도가 약

발포정이나 저작정은 별도의 마손도 기준을 표시할 수 10°가 되도록 장치를 조정한다.
있으며, 흡습성이 있는 정제의 경우는 적절한 습도가 유
지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흡습성이 있는 정제의 경우는 적절한 습도가 유지된
조건에서 시험한다. 여러 검체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

여러 검체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록 칸막이판이 2 록 칸막이 판이 2 개인 드럼이나 2 개 이상의 드럼을 갖
개인 드럼이나 2 개 이상의 드럼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 춘 장치를 써도 된다.
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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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일반정보 신규수재(안) - 의견수렴용
유세포분석법을 다음과 같이 일반정보에 신설하여 외국공정서와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세포치료제
등의 특성확인 및 품질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유체(fluid)의 흐름(flow)을 생

유세포분석법

성하도록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원추형 노즐 어셈블리
(conical nozzle assembly)를 사용하여 세포 시료를
시료 주입 팁(tip)으로 주입 시킨 후, 세포가 시스 유

Ⅰ. 서론
유세포 분석법은 세포치료제 등에서 세포 집단의 정

체(sheath fluid)에 의해 운반되도록 하는 플로우 챔버

량적 및 정성적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석 방법

를 사용한다(그림 1.). 유체(fluid) 배출 노즐은 직경

이다. 유세포분석은 이종(heterogeneous) 세포 집단 내

50–250 μm으로 일반적으로 유체(fluid)가 높은 유량

에서 개별 세포의 다양한 특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

으로 빠져나가며, 세포의 시료 흐름(sample stream)

다.

(저압)과 시스 흐름(sheath stream)(고압) 사이의 압
력 차이에 의해 세포/입자가 제한되어 흐르게 된다. 유
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

Ⅱ. 작동원리, 방법, 품질 및 표준화
유세포분석 과정에서는 세포가 하나 이상의 레이저

며, 이는 미세 모세혈관 작용을 하여 관찰지점에서 세

로 구성된 고정 광원을 지나쳐 개별 세포들이 세포막이

포의 초점을 맞추고 흐름의 방향을 잡는 작용을 하게

나 세포 내 항원이나 분자의 크기, 입도, 존재와 같은

된다. 이후에는 세포에 의해 굴절되거나 방출되는 광신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유체(fluid) 안에 현탁되어 있

호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는

세포들은

유세포분석기에

특정한

튜브,

챔버

(chamber) 및 펌프의 크기와 구성에 의해 움직임이
제어된다. 레이저 광선이 세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
생하는 광신호의 패턴은 기기 고유의 검출 시스템으로
포착되며 검출된 신호는 주어진 시료에서 다른 세포들
의 데이터와 함께 분석 및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요소
로 변환된다. 그런 다음 세포 현탁액의 데이터를 1차
원, 2차원 또는 3차원 시각적 형식 또는 숫자 형식으
로 표현하여 세포 시료와 하위집단의 특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유세포 분석기의 개략도
1. 유세포 분석기
가. 유체 시스템
유체 시스템은 세포의 대량 혼합물을 이동시켜 단일세
포의 흐름(stream)이 형성되도록 한다. 유세포 분석기
내에서 단일세포 현탁액은 각 세포가 균일한 광원에 의
해 순차적으로 조명되는 관찰지점인 제한된 영역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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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njection Tip: 시료 주입 팁,
Sheath Fluid Inlets: 시스 유체 입구,
Laminar Flow: 층류, Observation Point:
관찰 지점, Fluid outlet: 유체 출구)
나. 광학 시스템
세포가 형광 염료나 형광 표지 항체 시약으로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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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빛이 형광 염료와 상호작용

마커의 일부에 특이적이다.

하여 균일한 파장, 위상, 편광 빛의 일관된(병렬) 파장
을 갖는 유도 방출(stimulated emission)이 발생한다.
레이저 빛과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형광 광
신호는 들어오는 광선과 직선으로 90° 방향에 있는
일련의 검출기에 의해 수집된다. 상용화된 일반적인 유
세포 분석기 레이저(해당 파장을 가진)는 청색 아르곤
레이저(488 nm), 적색 다이오드 레이저(635 nm), 자
색 레이저(405 nm)이다.

다. 전자 신호 처리 및 데이터 출력
세포가 유세포분석기의 광학 시스템을 통과할 때, 세

그림 2. 전방 산란 채널(FSC), 측방 산란
채널(SSC) 및 형광 검출기가 있는 일반적인

포 표면 또는 세포 안에 있는 모든 형광 색소의 광 산

2색 유세포 분석기

란 패턴 또는 형광은 세포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전산

(FL: 형광, PMT: 광전자 증배관,

화된 판독 값으로 변환하는 다양한 유형의 광검출기 또

Laser beam: 광선, flow cell: 플로우 셀,

는 광전자 증배관(photomultiplier tubes, PMT)에 의

detector: 검출기)

해 감지된다. 분석된 각 세포는 각 매개변수인 전방 산
란(forward scatter), 측방 산란(side scatter), 그리

표 1. 유세포 분석에 사용되는 형광 색소
전형적인 여기

고 형광에서 이벤트(event)가 생성되어, 이벤트가 측정
된다. 그림 2.는 일반적인 2색 유세포 분석기 구성의

형광 색소

레이저(nm)

(nm)

(Fluorochrome)

(typical

(Emmision

excitation laser)

Peak)

375; 401

423

403

455

480; 565

578

480; 565; 650

670

480; 565; 743

767

480; 565

613

490

675

495

519

650

660

650; 755

767

예를 보여준다. 각각 다른 세포 유형에는 다양한 매개
변수에서 고유한 신호 세트가 있다. 예를 들어 세포가

캐스케이드 블루

광선을 통과할 때 전방 방향(일반적으로 레이저의 전방

(Cascade Blue)
퍼시픽 블루

방향에서 약 20°)으로 굴절되는 빛을 전방 산란이라

(Pacific Blue)

고 하며 전방 산란 채널(Forward Scatter Channel,

R-피코에리트린

FSC)로 알려진 검출기에 의해 수집된다. 전방 산란 채

(R-Phycoerythrin, R-PE)

널(FSC)의 굴절량은 세포의 크기에 비례한다. 90°
각도로 굴절된 빛을 측방 산란이라고 하며 측방 산란
채널(Side Scatter Channel, SSC)에 의해 수집된다.
이것은 과립, 막의 거칠기, 또는 핵에 의해 야기된 세
포의 구조적 복잡성을 측정하며, 이 모든 것들은 더 높

PE-Cy5 접합체
(PE-Cy5 conjugates)
PE-Cy7 접합체
(PE-Cy7 conjugates)
레드 613, 텍사스 레드
(Red 613, Texas Red)
페리니딘 클로로필

은 측방 산란 채널(SSC)과 관련이 있다. 특정 대역 통

(Peridinin Chlorophyll,

과 필터를 사용하여 다른 광전자 증배관(PMT)에 의해

PerCP)
플루오레세인

굴절된 빛은 특정 형광 채널에 의해 수집된다(그림 2.
의 FL1 및 FL2). 광전자 증배관(PMT)이 감지한 빛에

방출 피크

(Fluorescein, FITC)
알로피코시아닌

서 발생하는 전기 펄스(pulse)는 일련의 선형 및 로그

(Allophycocyanin, APC)
APC-Cy7 접합체

증폭기(log amplifier)에 의해 처리된다. 로그 증폭(log

(APC-Cy7 conjugates)

amplification)은 종종 세포의 형광을 측정하는데 사용

유세포 분석법의 유용성은 세포의 표면, 세포질, 핵

된다. 그림 3.~7.은 특정 형광 색소와 결합 된 항체로

또는 세포의 생성물에 형광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능

염색된 세포의 히스토그램(histogram)을 보여준다(표 1.

력에서 비롯된다. 세포에 부착된 형광 마커는 레이저로

참조). 항체는 면역 표현형 검사(immunophenotyping)에서 논

자극해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수 있으며, 이 빛을 위

의된 분화 클러스터(cluster of differentiation, CD)

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검출하여 분석한다. 검출된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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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와 양은 세포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광검출기는 전압의 진폭이 빛의 양에 비례하는 소량
의 전류를 생성하여 빛을 분석 가능한 출력으로 변환한다.
전압은 증폭되어 컴퓨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을 만큼 큰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따라서 전방 산
란 채널(FSC), 측방 산란 채널(SSC), 형광 검출기는
빛을 수집하여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그림 4. 전방 산란 채널(FCS) 및

변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광검출기에서 나오는 신

측방 산란 채널(SSC)에 의해

호를 강도(낮음에서 높음)를 측정하고 채널별로 분류될

표시되는 세포의

수 있다. 큰 세포가 많은 세포 집단은 높은 채널에서

이변량(bivariate) 점 플롯

많은 이벤트를, 작은 세포가 많은 채널은 낮은 채널에

(SSC-Height: 측방 산란 채널

서 많은 이벤트를 가질 수 있도록 채널들이 연속체로

높이, FSC-Height: 전방 산란
채널 높이)

배열되어 있다.

점 플롯은 각 세포의 점을 표시하고, 밀도 플롯과 등

라. 데이터 분석
유세포 분석기의 데이터 출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선 플롯은 각 채널의 상대적인 세포의 수를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빛의 강도

각각

열지도(heat

가 비슷한 이벤트의 전방 산란, 측방 산란 또는 형광을

(topographical linear map)를 표시한다. 전방 대 측방

채널에서 수집한 다음 플롯(plot)하는 단일 매개변수

산란

히스토그램(그림 3.)이다. 이 플롯은 광학 특성이 유사

cell) 유형을 식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림 5.는

한 세포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4.는 x축과 y축의 두

다양한 채널의 상대 세포 수를 3차원으로 표현한 등고

측정 매개변수와 밀도(점) 플롯 또는 등고선도로 세포

선 플롯을 보여준다.

히스토그램은

map)

다양한

또는

지형

선형

지도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수를 표시하는 그래프의 예다. 매개변수는 전방 산란
채널(FSC), 측방 산란 채널(SSC) 또는 형광일 수 있
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하나의 채널에서 수집할 수 있
다.

그림 5. 두 CD 마커(CD5, CD10)를
동시에 발현하는 각 채널에 존재하는
세포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내는
그림 3. 세포의 혼합물에서 세포 항원 CD3의

이변량(bivariate) 등고선 플롯

표현형을 보여주는 단일 매개 변수
히스토그램
(Negative: 음성, Positive: 양성)

세포가 두 가지의 다른 형광 색소를 가진 서로 다른
항원 결정기(epitope)에 대한 항체로 염색되어있는 경
우 데이터는 서로에 대립된 두 개의 매개변수의 플롯으
로 나타난다. 각 축에 커서(cursor)를 설정하여 각 속
성에 대해 양성 집단과 음성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마커 모두에 대해 양성이고, 두 마커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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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음성이고, 두 마커 중 하나에 대해서만 양성인 세
포가 그림으로 표시된다(그림 6.).

그림 6. 2-매개변수 히스토그램의 도식적
표현
(Single Positive Population: 단일 양성
집단, Double Positive Population: 이중
양성 집단, Negative Population: 음성 집단)

그림 7. 시료에서 다른 세포 집단과는 다른
낮은 측방 산란 및 높은 전방 산란을 갖는
세포 집단의 게이팅

유세포 분석기는 사용자가 각 마커에 대해 양성과

(SSC: 측방 산란 채널, FSC: 전방 산란

음성의 한계(limit)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세

채널)

포의 각 전자 신호가 수집된 순서대로 표시되는 리스트
모드(list mode)에서 유세포분석 데이터가 수집된다.

유사한 방출 파장을 가진 형광 색소의 스펙트럼 중첩을

리스트 모드 파일은 나중에 편집하여 이벤트를 포함하

분리하는데 보정(compensation)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

거나 제외할 수 있다. 유세포 분석기의 기본적인 장점

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alalog) 방식의 유세포 분석기

은 전방 및 측방 산란 및 다른 집단의 세포를 취급할

의 경우 데이터 수집 전에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최신

때 배경(background) 및 죽은 세포(예: 비세포 입자

디지털 분석기에서는 데이터 수집 전이나 후에 보정을

또는 부산물) 모두에서 관심 있는 세포에 대한 데이터

설정할 수 있다. 보정 조정은 세포 유형이나 실험 조건

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어떤 신호가 세

에 대한 올바른 보정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포에서 나오는 실제 광 출력인지 결정하고 컴퓨터의 게

상대적 장점들이 있다. 사용자는 보정의 부적절한 조정

이트(gate) 안에 있는 이벤트만 양성으로 계산하도록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현형(phenotyping) 오류를 방

전자 게이트를 구성해야 한다. 세포 집단은 조직이나

지하기 위해 분석대상 세포 유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세포의 유래(source)와 사용되는 유세포 분석기의 특

필요로 한다.

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게이팅(gating)은 사

계산된 이벤트의 수는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에 적합

용자가 실제 이벤트를 고려할 출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널에서 특정 횟수의 이벤트가 측정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유세포분석 데이터를 표준화 하

때까지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

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그림 7.).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시료의 분석 시간 또는
이벤트 수를 변경하여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가 생성되도록 할 수 있다.

2. 유세포 분석법: 절차의 요소
가. 시료 취급 및 염색
1) 시료 채취, 취급 및 항응고 처리
세포 기반 의약품(세포치료제 등) 대해 정확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 시험자는 제품 및 원료에서 추출된 시료
가 제품 전체를 최대한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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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채집(apheresis) 시료 및 세포 현탁액 제품은 시

수 있다. 적혈구 제거 및 용해에 여러 가지 기술과 시

료 채취 전에 잘 혼합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료량을 확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최적의 품질을 위해 체외 진단

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n Vitro Diagnostics, IVD) 시약 또는 분석 특이 시

사람의 혈액/혈장이 포함된 세포 시료는 항응고 처리

약(Analyte-Specific Reagents, ASR)이 권장되지만

를 해야 한다. 시트르산 기반 항응고제(예: 항응고제

여전히 인공물(artifact)이 발생할 수 있다. 밀도구배

시트르산 덱스트로스 용액 A) 또는 헤파린(heparin)은

원심분리 기능은 측정 중인 하위집단 사이에서 살아있

시료를 몇 시간 이상 최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에틸렌

는 세포의 손실과 관련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러한 오류 및 인공물(artifact)의 원인은 가능하면 신선

을 사용하는 것 보다 권장된다. 장기 보관 시료의 경우

한 전혈(whole blood)을 분석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특수 운반/저장 매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유세포분석

대부분의 전혈(whole blood) 용해물은 실온과 암실

시 해당 시료가 신선한 시료와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한

에서의 염색을 권장한다. 많은 분석법에는 형광 캡핑과

밸리데이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내부화(capping and internaliz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전혈(whole blood) 용해 및 표면 항원 염색을 위한

희석 고정제가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세포 시료인 밀

시료는 실온에서 운반 및 보관해야 하며, 가급적 천천

도구배 세포 시료, 성분채집(apheresis) 시료, 조직 배

히 혼합하여야 한다. 고정된 시료 또는 살아있는 세포

양액은 4 °C에서 염색되어야 하며, 차가운 완충액으

시료는 4 ℃에 보관해야 한다. 시료가 고온에 노출될

로 세척되어야 하고,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차갑게 보

경우, 온도 조절 물질(실온 팩, 습식 얼음/차가운 팩 및

관되어야 한다.

단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료 무결성(integrity)을

세포 표면 항원을 보존하는 고정은 상용 백혈구 보

보장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중

존제를 사용하거나 완충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요 또는 고부가가치 시료의 경우 운반 중에 온도 모니

또는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를 사용할

터링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수 있다. 보존 시간, 항체 결합 또는 형광 색소 강도에

시료는 채취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분석해야 한다. 운

대한 밸리데이션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고정 시료의

반/저장 매체 내에서 세포 증식(proliferation) 및 에너

배치(batch) 분석을 고려하는 모든 실험실은 시험을

지원의 대사 고갈(metabolic depletion)이 세포사멸

이행하기 전에 이러한 기법을 철저히 밸리데이션 해야

(apoptosis)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한다.

기울여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 없거나 감염원이
의심되는 경우 상용 용해/고정 용액의 사용은 저장 시

나. 형광 색소의 사용 및 선택

간을 늘리고 질병 전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밀도구배

1) 형광 색소

(density gradient) 원심분리 방식으로 분리한 시료의

형광 색소는 세포의 직접 염색에 사용되거나 세포

파라포름알데히드

항원이나 기타 구조를 염색하기 위한 항체 또는 기타

(paraformaldehyde) (0.1 %~2.0 %)에 보관하는 것

시약에 결합 되는 물질로 사용된다. 표 1은 유세포 분

이 권장된다.

석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광 색소의 예와 여기

경우

세포

표지

후에

완충

(excitation) 및 방출(emmision) 파장을 보여준다. 파
2) 시료 처리, 염색 및 고정

장(nm)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특정 제

시료 처리, 염색 및 고정에 사용되는 시약은 용도에

조업체의 합성 프로브(probe)도 사용할 수 있다. 형광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 지침은 ICH 가이드라인

색소는 레이저 및 필터 세트의 스펙트럼 범위와 사용자

Q6B(생명공학/생물학 제품에 대한 시험 절차 및 적합

의 유세포 분석기에 특정한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약 키트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체의 시료 처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색 표현형용으로 형광 색소를 선택할 때 시험자는
특정 기기에 대해 설정된 방법을 참조해야 한다. 일반

원심분리, 세척, 적혈구 제거 또는 용해 또는 밀도구

적으로 가장 밝은 형광 색소는 세포 표면에서 가장 낮

배 분리와 관련된 시료 처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세포

은 발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원과 일치해야 한

분석에서 행되지만 오류 및 인공물(artifact)이 발생할

다. 탠덤 염료(tandem dyes)의 밝기도 특정 고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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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전에 밸리데이션 되지 않

된 세포 시료는 항체의 캡핑 및 내부화(capping and

은 다색 흐름 및 탠덤 염료(tandem dyes) 절차를 설

internalization)를 방지하기 위해 4 °C 또는 아지드

계할 때, 시험자는 탠덤 염료(tandem dyes)/고정제

(azide) 함유 완충액에 보관해야 한다.

조합을 비교하고, 시료 대 시료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형광 색소 조합을 밸리데이션해야 한다.

4) 세포 내 염색

탠덤 형광 염료(tandem fluorescent dye)는 이중

세포 내 항원과 사이토카인(cytokine)에 표지를 부

결합형 형광 분자로, 두 가지 표지가 근접하면 기증자

착하기 위한 몇 가지 표준화된 절차도 존재한다. 시험

(donor) 형광을 여기 시키는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에

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제조업체의 시험법 및 표준화

너지가 수용자(acceptor) 형광으로 전달되어 수용자

된 시약을 참조해야 한다. 투과성(permeabilizing) 시

형광의 방출 파장에서 광자(photon)를 방출하며 이는

약은 절차 및 제조사마다 다르므로 시약을 혼합하여 사

형광

resonance

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사이토카인 표지를 위해

energy transfer), FRE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서는 충분한 양의 사이토카인이 축적되어 검출될 수 있

PECy5는 PE(565 nm)의 여기 파장에서 여기하여

도록 활성화 단계와 골지 블록(Golgi block)을 사용해야

Cy5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Cy5(670 nm) 파장에서 방

하는 경우가 많다.

공명

에너지

전달(fluorescence

출한다.
5) 항원의 정량
유세포분석법 중에는 세포의 면역학적 작용에 대한

2) 형광 표지된 항체
항체 시약은 대부분 단클론항체이지만, 일부 용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 당 항원 분자의 평균 수와

서는 다클론 시약이 사용 가능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

밀도를 정량화해야 한다(예: 세포 외 항원이 자극 활성

항체의 품질과 특이성은 매우 다양하다. 주어진 항원을

화와 관련하여 다르게 발현되는 연구). 항체/형광 색소

향한 항체는 다른 항원 결정기(epitope)에 대한 결합

표지된 세포 시료의 강도는 동일한 광전자 증배관

특이성 또는 동일한 항원 결정기(epitope)에 대한 결

(PMT) 전압 설정에서 수집된 미세 비드(bead) 형광

합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체외 진

표준 세트의 강도와 비교된다. 표준은 유효 형광 대 항

단(IVD) 또는 분석 특이 시약(ASR) 등급의 직접 결

체(F/P) 비율, 세포 당 항원 분자 수, 세포 당 가용 부

합 형광 색소-항체 조합을 사용한다. 원하는 세포 집

위의 밀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수용성 형광 분자

단에 대한 항체 농도의 최적화는 시험법에 따라 다르지

(molecules of soluble fluorescence, MESF) 단위로

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세포로 증가된 항체 농도

교정된다.

를 사용하여 자동 형광과 소광현상(quenching) 사이의
최적의

밝기를

(quenching)은

분류함으로써
과도한

이루어진다.

항체가

면역

소광현상
침강법

(Immunoprecipitation)과 형광 강도의 상실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프로존(prozone)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다. 기기 설정 및 작동
1) 보정(Compensation)
대부분의 기기 제조업체는 가장 일반적인 임상시험
(예: 림프구 표현형, CD34 분석)으로 발견된 목표값을
설정하기 위해 광전자 증배관(PMT) 및 보정 설정용

3) 세포 표면 항원 염색

소프트웨어와 시험 시약(일반적으로 형광 비드)을 제공

표면 항원 염색 기술은 시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다. 시험자는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존된

전혈(whole blood) 용해 기법은 일반적으로 15~30

혈액 또는 단핵세포와 같은 생물학적 대조군을 사용해

분 동안 어두운 실온에서 표면 표지한 후 적혈구 용해

야 한다. 아날로그 기기에서는 데이터 수집 전에 보정

및 원하는 경우 고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

을 설정해야 한다. 리스트 모드 파일이 생성된 후에는

로 백혈병 면역표현용(immunophenotyping) 항체 표

이러한 설정에 대한 값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지 부착 전 전혈(whole blood) 또는 골수 시료를 대상

계측기의 광전자 증배관(PMT)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으로 염화암모늄(NH4Cl) 용해 후, 세척 하는 방법을

한다. 희귀(rare) 이벤트를 검사하거나 세포 내 염료

사용한다. 살아있는 상태로 착색된 단핵세포 또는 배양

(예: 7-아미노 액티노마이신 D[7-AAD], 프로피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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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다이드[PI], Syto-16 등)를 형광 표지가 부착

준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대조군 세포 집단은 실험

된 항체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광전자 증배관(PMT)

실에서 항체 준비와 염색 시약의 로트(lot) 대 로트

전압 및 스펙트럼 중첩의 균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lot)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한다.
자동 형광(Autofluorescence, AF)은 형광 색소 염

4) 세포 생존성을 위한 염료 및 게이팅 사용

색이 없을 때 기준보다 높은 형광이다. 이것은 몇몇 세

7-아미노액티노마이신 D(7-AAD), 프로피듐 아이

포, 대표적으로 골수 세포 중 특히 폐포 대식세포(alveolar

오다이드(PI), TO-PRO, 요오드화물(iodide)과 같은

macrophages)와 배양된 1차 세포에서 발생한다. 자동 형

세포 생존성 염료는 세포 치료 제품에서 죽은 세포의

광(AF)은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고정 광전자 증배관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염료들

(PMT) 전압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형광 참조 비드의

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제외되지만 죽은 세

참조 표준에서 계산할 수 있다(위의 항원의 정량 항 참

포의 세포막을 통과하여 그들의 DNA를 염색시킨다.

조). 488 또는 532 nm의 여기 파장과 자동 형광(AF)

세포 생존성 염색은 표면 막 또는 세포 내 염색과 결합

의 후속 스펙트럼 보정을 추가 형광 색소로 사용하지

하여 하위집단과 주어진 마커로 염색된 살아있는 세포

않는 것을 권장한다.

와 죽은 세포의 비율을 평가할 수 있다. 생존성 염색은
유세포분석 기반 세포독성 측정에서 막 염료와 함께 사
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생존성 염료들은 많은 세포사

2) 데이터 수집 및 게이팅(gating) 방법
가능하면 모든 이벤트를 리스트 모드에서 수집해야

멸 감지 시약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비체외 진단

한다. 즉, 이벤트의 선택적 게이트 없이 수집해야 한다.

(IVD) 생존성 염료의 밸리데이션 기법에는 살아있는

데이터 수집중 이벤트의 선택적 게이트로 정의되는 실

세포 제품에 순차 희석 시 첨가되는 죽은 세포 집단의

시간 게이트는 원하는 집단의 유의한(100 개 이상) 이

준비가 포함되며, 그런 다음 관심 염료로 염색하여 알

벤트 수를 계산하기 위해 200 만개 이상의 총 이벤트

려진 비율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 세포 혼합물을 평가한

가 분석될 정도로 충분히 희귀(rare)한 경우에만 사용

다.

해야 한다. 리스트 모드 데이터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
할 때 보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집할 수 있고,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적절한 보정 범위 내에 있으면 분석이

5) 세포 수 계산
주어진 시료량의 세포 수로 표현되는 절대 세포 수

부산물

는 이중 및 단일 플랫폼(platform) 방법으로 확인할

(debris)을 배제하기 위한 임계값(threshold)을 설정

수 있다. 이중 플랫폼 방법은 세포 집단을 먼저 계수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방 산란 임계값

기 위해 별도의 자동화된 세포 계수 기기 또는 수동 계

(threshold)을 설정하면 미리 결정된 크기 미만의 이

수 방법에 의존한다. 그런 다음 관심 부분 집합의 백분

벤트는 제외된다.

율은 유세포 분석법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백분율에

수월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세포 수를 곱하고 결과는 100으로 나눈다. 단일 플랫
3) 대조군 사용

폼 방법은 알려진 농도로 해당 시료량에 추가된 참조

형광 색소 접합 비드 시료는 광전자 증배관(PMT)

비드를 계수하는 동시에 시료의 세포를 계수하여 세포

및 보정을 표준화하고 특정 마커의 발현을 정량화하는

집단과 부분 집합 수를 직접 계수한다. 참조 비드는 종

데 사용된다. 생물학적 대조군의 사용 또한 강력히 권

종 시료에 첨가되는 비드 현탁액으로 제공된다. 또는

장된다. 실험실에서 비특정 결합이 검사 결과를 방해하

폴리스티렌 튜브에서 고체상 매트릭스로 제공된 알려진

지 않는다는 엄격한 밸리데이션 절차에 의해 확인되지

수의 참조 비드에 주어진 시료량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않는 한, 비특정 결합을 평가하기 위해 동위원소 대조

러한 접근방식은 피펫팅 오차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

군(isotype control)과 1차 및 2차 항체로 세포 시료

성과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를 염색한다.
항원 양성 및 항원 음성 세포 집단(시험 시료와 동
일한 방식으로 준비 및 염색)은 내부 시스템 적합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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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기 설정 및 품질 보증
각 실험실은 정기적인 기기 모니터링, 유지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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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뿐만 아니라 기기 설정 및 교정을 위한 표준 작동
절차를 정의하는 품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기 로
그(log)에는 기기 작동 및 시험자를 문서화해야 한다.

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정량적 분석법의 통계 분석은 주어진 마커에 대해
세포의 양성 또는 음성으로 간주 되는 정성적 분석법과

교정 중 레이저 전류, 전압, 출력 및 광전자 증배관

는 다르다. 세포 표면의 분자 수가 추정되는 일반적인

(PMT) 전압과 같은 기기 매개변수는 기기를 사용할

정량적 분석법 경우 관심 분자에 결합 된 형광 항체로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한다. 기기 설정 매개변

표지된 시료 세포의 평균 또는 중간 형광 강도를 세포

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추세를 감지하고 레

의 표준곡선 또는 알려진 분자/물질의 양을 포함한 적

이저 또는 광전자 증배관(PMT)의 고장을 예측하는 데

절한 대조군과 비교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대조군 실험 결과를

세포치료제 등 의약품, 특히 자가 및 관련 기증자 동

모니터링하여 분석법 드리프트(drift)를 탐지하고 방지

종 제품의 유세포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치

해야 한다.

료제 자체의 세포 함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종 분석
검사를 위한 시료의 크기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고려사항

관심 플로우(flow) 마커가 포함된 세포가 희귀(rare)

1) 데이터 관리 및 저장

이벤트인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료

리스트 모드에 있는 품질관리 검사 및 시료 분석 검

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용자는 추정치의 원

사는 실험실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

하는 정밀도와 관련하여 주어진 총 세포 수(예: 유병

로 보관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고정된 드라이브, 이동

률, 변동성, 표본 오차) 내에서 희귀 이벤트를 탐지하

식 미디어 또는 상용 실험실 정보시스템과 같은 서버로

기 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전송하여 수행할 수 있다. 결과 저장은 항상 해당 특정
시료에

대한

원래의

유세포분석

표준(Flow

Cytometry Standard, FCS) 리스트 모드 파일, 기기

3. 품질 및 표준화
유세포 분석법과 장비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밸리데이

설정 및 품질관리 매개변수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 파

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품질관리

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 계

(quality control, QC)가 필요하다. 유세포 분석법이 연

산 및 요약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동 기록에도 보

구소와 임상실험실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임상

관 및 백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진단 및 치료 관련 시험법 개발을 위한 세포 실험이 증
가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규제 요건과 표준화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세포 분석기

2)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적 고려사항
대부분 유세포분석법의 데이터 분석에는 리스트 모

시험자들은 전통적으로 형광 미세비드 또는 세포를 기

드 파일 또는 실시간 게이트의 데이터를 플롯(단일 매

기 설정 및 품질관리에(QC)에 사용해 왔으며, 제조업

개변수 히스토그램 플롯, 영역이 있는 2-매개변수 점

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

플롯 또는 3차원 플롯)에 표시하고 해당 플롯 내의 이

조군 표준을 기기 설정 및 품질관리에(QC)에 적용하는

벤트 분포를 측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선택한 집단

방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내의 데이터에 대한 추가 분석은 특정 세포 집단을 게

적절하게 적용된 밸리데이션은 제조 또는 시험 절차

이팅 하여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에는 일

가 사전 지정된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

반적으로 주어진 특성(전방 산란, 측방 산란, 형광 마

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중요한 공정 매개변수에 대한

커)을 가진 집단 내 이벤트의 백분율이 포함된다. 분자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밸리데이션은 제품 품질을

는 특성이 있는 이벤트 수이며, 분모는 계수된 총 이벤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며 일관되고 잘 제어된 제조 또는

트 수 또는 게이트 이벤트 수이다. 2차원 플롯의 경우

시험 절차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세포 분석법

분석은 일반적으로 사분면 통계를 수행하고 전용 소프

의 밸리데이션에는 기기 적격성,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트웨어를

시험자 적격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해

분석된다.

세포

집단

클러스터

(cluster)는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서 다른 데이터 파일
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기때문에 클러스터(cluster) 분

가.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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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실험실

Laboratory

능 적격성(PQ)에는 표준화된 방법, 설정 및 보정, 보고

Practice, GLP) 및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

된 검사 결과의 직선성, 정밀성 및 정확성 사양이 포함

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절차는 모든

되어야 한다. 일부 디지털 유세포 분석기의 경우 특정

실험실

검사에 대한 최적의 기기 설정을 결정하려면 기준 기기

절차에

관리

대해

기준(

표준

Good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와 같은 적절한 문서가 필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요하다. 또한 표준운영절차는(SOP)는 현재 관행을 반
영하여 정기적으로 개정 및 승인되어야 한다. 시험자는

다. 기기 성능

주어진 책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기의 성능 사양은 유세포 분석기 제조업체에 의해

서는 훈련과 자격이 필요하다. 시험자 역량은 표준운영

식별될 수 있으며 시험자의 모든 사양 요구사항을 다루

절차는(SOP) 및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및

지 않을 수 있다. 제조업체의 규격을 확인한 후 실험실

평가되어야 한다.

에서는 사용할 하드웨어 구성에 적합한 규격을 수립하

내부 및 외부 품질 절차를 통합하는 것은 품질 보증

고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4색

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장비 밸리데이션, 제조

이중 레이저 유세포 분석기에 대한 기본 사양을 갖추고

관리 및 한계, 제품사양이 포함된다. 공정 및 장비 밸리

있을 수 있다. 기본 사양에 표준 적색 다이오드 635

데이션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설치 적격성( Installation

nm 레이저가 필요하지만, 공랭식 633 nm 레이저가

Qualification,

IQ),

운전

적격성(Operational

대체되는 경우 기본 사양은 더이상 시스템에 유효하지

Qualification,

OQ),

성능

적격성(Performace

않다. 마찬가지로 사양이 660 nm 대역 통과 필터를

Qualification, PQ)이 필요하다.

사용하지만 675 nm 대역 통과 필터를 대체하는 경우,
배출 필터 특성 차이로 인해 기본 사양이 유효하지 않

나. 장비 및 분석 적격성

다.

설치 적격성(IQ)은 기기가 설계 및 명시된 대로 수
령되고 적절한 환경에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라. 성능 모니터링

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세포 분석기가 적절히 설치될

상용 형광 비드를 사용하여 매일 기기 성능을 모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리적 및 설비 요구사항을

터링할 수 있다. 광 검출에는 광전자 증배관(PMT), 광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격성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다이오드(photodiode,

기기 제조업체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온도, 습도, 공

(avalanche photodiode, APD)와 같은 신호 검출기가 대

간 및 전기 설비 기능이 포함된다. 설치 적격성(IQ) 절

부분의 시스템에 사용되며, 검출기의 감도를 높이거나 낮추

차는 또한 구입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

기 위해 검출기의 게인(gain)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가 올바르게 설치했는지 확인한다.

러한 검출기의 설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신호를 모니

PD),

애벌런시

광다이오드

운전 적격성(OQ)은 기기가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터링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이러한 설정은 각 미가공 데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기 제조사 대리

이터 파일(raw data)과 연결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

인에 의한 부품 수준 시험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 기능

법은 매일 동일한 기기의 검출기 설정을 유지하고 형광

을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제조사의 밸리데이션 절차를

신호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시험은

비드를 사용하여 검증해야 하는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해당 정량적 관리 한계를 가진 규격을 가져야 한다. 이

구현되어야 한다. 기기의 감도는 검출 시스템이 희미한

시험은 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체의 사

(dim) 세포 또는 비드 집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양과 비교하여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희미하거나 적당한 형

성능 적격성(PQ)은 기기와 분석 모두가 기기 사양

광 강도의 비드 집단의 변동

계수(coefficient of

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됨을 보여준다. 유세포 분석법의

variation, CV)를 측정하는 것은 매일 형광 감도를 모

경우, 이러한 사양은 일반적으로 유세포분석을 수행하

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기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

는 실험실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일일 기기 및

을 사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검사 관리 시험 사양을 포함한다. 특정 검사의 경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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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로는 얻을 수 없는 형광 균일성과 일관성을 제공하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형 비특정 결합은

므로 기기 성능을 모니터링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공

자주 발생하며 항체의 동위원소 유형과 독립적이다. 이

정 관리 세포 시료를 사용하여 보정 및 형광 투과성을

는 항체 화학의 다른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

검증하는 것이 좋다.

히 말초혈액(peripheral blood) 내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일일 설정에 대한 기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설정과 동일하다. 모든 시험을 동일한 기기

stem cell) 검사와 같은 희귀 이벤트 검출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밸리데이션에서
필요하지 않는 한 모든 기기 설정에 대해 항상 이러한

자. Fluorescence minus one control 대조군

작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Fluorescence minus one(FMO) 대조군은 다색 검

일일 설정으로는 일관된 기기 설정, 광범위한 희미한

사 중 비특정 염색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보정이 설

~ 중간 강도 비드 사용, 비드 형광 강도(절대값 및 %

정되면 하나를 제외한 모든 형광 색소-표지 항체가 포

CV), 광전자 증배관(PMT) 값, 온도, 레이저 강도, 레

함된 튜브가 사용된다. 보정이 제대로 설정된 경우 누

이저 파장 등 주요 매개변수 모니터링 등이 있다.

락된 형광 색소-표지 항체에 해당하는 매개변수의 모
든 양성 형광은 비특정 염색에 의해 발생하며 관련 탠
덤

사.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형광 및 광 산란에 대한 이변량(bivariate) 플롯에서

염료(tandem

dye)의

(degradation)를

항체

나타내는

초과
것일

또는

분해

수

있다.

모든 세포 집단을 식별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

Fluorescence minus one(FMO) 대조군은 다른 시약

험법별 기기 설정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 맥락에서 특정 검출기의 민감도를 추정하는 데 매우

양성 집단은 규모에 맞게 적절히 보정되어야 한다는 것

유용하지만, 대조군은 시험 항체를 추가할 때 발생할

이다. 이것은 세포가 유의미한 자가형광을 발생시키지

수

않는 적색 레이저로 여기 시키는 세포를 만들 때 매우

Fluorescence minus one(FMO) 대조군 튜브는 문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음성 세포를 식별하기 매우

해결 또는 새로운 다색 시약 칵테일(cocktail)을 설정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성 집단이 형광 척도의 상부

할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다.

있는

비특정

결합을

고려하지

않는다.

에 있도록 적절한 광전자 증배관(PMT) 설정을 검증하
차. 공정(process) 대조군

는 것이 중요하다.
형광 보정은 중요한 조정이다. 디지털 기기는 분석

시스템 적합성 표준이라고도 하는 공정 대조군은 시

중에 객관적인 오프라인 조정을 제공하며 적절한 보정

료 준비 및 데이터 수집을 설명한다. 그것들은 상업적

설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세포를 사용하거

으로 이용 가능한 보존된 대조군 세포, 세포주 또는 정

나 단일 항체-형광 색소로 염색된 비드를 포획하는 것

상 말초혈액과 같은 1차 세포를 포함할 수 있다. 공정

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특수화된 형광

대조군을 사용하여 구형 로트(lot)에 대한 새로운 항체

색소-비드 혼합물이 여러 가지 색상의 수집 및 분석을

시약 로트(lot)를 시험할 수도 있다.

보정하는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카. 생물학적 대조군
처리되거나 자극된 세포를 처리되지 않거나 자극되

아. 동위원소 대조군(Isotype controls)
동위원소 대조군은 관심 항원과 반응해서는 안되는

지 않은 세포와 비교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

음성 대조군 항체로, 시험 항체와 동일한 동위원소이

거나 자극되지 않은 세포가 양성/음성 경계를 설정하는

다.

데 가장 유용한 대조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위원소

골수종

단백질

또는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은 시험 대상 종에 특이성이 없고

대조군의 사용도 가능하다.

시험 항체와 동일한 항체(Immunoglobulin, Ig) 사슬

자극이 Fc(fragment crystallizable) 수용체 상향

등급 및 하위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 항체와 동일

조절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배경(background)

한 형광 색소에 결합 된다. 이상적으로는 동위원소 대

염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동위원

조군을 시험과 병행하여 사용할 때 결합이 거의 또는

소 대조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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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는 종양학 관련 및 단일 클론 항체의 혈
Ⅲ. 세포 시료 및 세포치료제의 유세포분석 적용

통별 칵테일(cocktails)로 이루어진다. 최적의 형광 비

연구, 임상 진단 및 모니터링, 약물 개발, 세포치료제

드와 유세포분석기의 개선된 광학/전자 구성을 통해 백

특성 확인 및 품질평가(즉, 제조 단위별 출하 승인 관

혈병 또는 림프종 세포 표현형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

리, control to allow batch release)를 위해 다양한

고 의사가 환자 상태 평가의 개선을 위한 추가 세포 마

유세포분석법이 개발되었다. 임상에서는 인간 면역결핍

커를 검출할 수 있다. 희귀(rare) 이벤트 탐지 방법은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질

최소 잔류(residual) 질환을 탐지하는 능력을 개선했

병 모니터링과 백혈병 및 림프종 진단 및 모니터링이

다.

포함된다. 제약 및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유세포분석법
적용을 면역 표현형에서 기능 세포형 분석으로 확대했

다.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

으며, 개별 세포에서 여러 기능 매개변수를 측정할 수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 DC)는 특정 항원에 대

있는 미세 비드 기반의 다양한 분석으로 확대했다. 현

한 면역반응의 성질과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

재 기능성 분석에는 미세비드에 대한 리간드 결합 샌드

원 제시 세포의 역할을 한다. 이 발견은 암, 감염병, 자

위치(sandwich) 분석을 사용하여 세포 내 사이토카인

가면역질환의 세포치료제로서 수지상 세포(DC)의 발전

(cytokine) 생성 또는 케모카인(chemokines) 또는 사이

을 이끌었다. 수지상 세포(DC)는 형태학적으로나 표현

토카인의 분비를 측정하여 세포 활성화 상태를 직접 연

학적으로 다양하며 여러 세포 유형에서 파생될 수 있

구할 수 있는 시험이 포함된다.

다. 골수성(myeloid 및 plasmacytoid) 수지상 세포
(DC)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수지상 세포(DC) 계통은

1. 면역 표현형(Immunophenotyping)

각각 CD11c와 CD123의 발현에 기초하여 분리될 수

유세포 분석법은 세포에 형광 색소 결합 단일 클론

있다. 또한, 수지상 세포(DC) 성숙 상태를 결정하기

항체를 부착하여 백혈구 하위 유형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위해 공동자극분자(costimulatory molecules) CD80

한다. 분화 클러스터(CD) 시스템은 독특한 세포 표면

과 CD86의 발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항원을 인식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정의한다. 많은 임
상시험에서는 유세포분석법의 고유한 기능을 활용하여

라. 줄기세포와 전구세포(stem and progenitor cells)
CD34 표현은 말초혈액, 제대혈, 골수, 이들 기원에

수천 개의 개별 세포에서 여러 개의 분화 클러스터
(CD) 항원을 측정한다.

서

추출한

정제된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cell,

HCS) 제제에서의 조혈모세포(HCS) 특성을 나타내기
가. CD4 절대 수 측정

위해 흔히 사용된다. CD34 등급 III 항원 결정기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는 CD4 T 세포를 감

(epitope)에 특정한 단일클론항체와 함께 특성화된 시

염시키고 환자의 말초혈액 CD4 T 세포 수가 면역 상

약, 분석 소프트웨어 및 시험법을 사용하여 조혈모세포

태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이다. CD4 절대 수 측정은

(HSC)를 확인하고 계수할 수 있다. 항 CD45, 항 CD34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ARV) 치료제의 필

및 7-아미노 액티노마이신 D(7-AAD)와 같은 생존성 염료

요성을 판단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물의 효과

의 시약 조합이 임상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 배아, 태아, 그

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리고 성인의 조직 유래로부터 세포 기반 치료법을 개발

감염 환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 시험이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래 세포와 그들

다. T 세포 하위 집합 수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시약,

의 더 차별화된 자손의 특성화를 위해 매우 다양한 관

소프트웨어 및 기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마이크로리터당

습적이고 새로운 표현형 표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유세

세포와 림프구 백분율로 표현된다.

포분석은 만능성(pluripotent) 줄기세포 기원에서 파생
된 차별화된 세포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장치

나. 백혈병(leukemia) 및 림프종(lymphoma)

(assay batteries)의 일부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분

다차원 유세포분석은 백혈병 또는 림프종 환자의 골

석은 원하는 세포 집단의 적절한 수와 유형을 정의하는

수, 림프 조직 및 말초혈액에서 이상 세포 집단을 식별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신자(recipient)에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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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유전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잔류(residual) 만능성

한 신체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판단하

(pluripotent) 세포와 같은 원하지 않는 세포를 검출하

고 다양한 유형의 빈혈(anemia)을 분류하는 데 도움을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기 위해 사용된다. 망상적혈구 수는 미성숙 비핵화
적혈구(immature

마. 백혈구(leukocyte)
혈액제제의

nonnucleated

RBC)에서

잔류

(residual) 리보솜과 RNA의 식별에 기초한다. 망상적

백혈구제거(Leukoreduction)는

(residual) 백혈구 함량이 단위 당 5 × 10

6

잔류

혈구의 유세포 수와 성숙한 적혈구와의 구별은 잔류

미만인

(residual) RNA(예: 티아졸 오렌지)와 결합하는 형광

혈액제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이다. 임상 데이

염료를 사용한다.

터에 따르면 비용혈성 발열 수혈 반응(nonhemolytic
febrile

transfusion

감소

2. 비드 기반 면역 분석(Bead-Based Immunoassays)

감소

비드 기반 면역 분석은 다양한 미세구기반 유세포분

(leucodepletion)는 또한 혈액제제의 수혈이 반복적으로

석에서 별개의 크기 및/또는 형광 강도의 일련의 입자

필요한 환자들에게 인간 백혈구 항원(human leukocyte

와 일치된 항체 쌍을 결합하여 유세포 분석기에서 여러

antigen,

동종면역

수용성 분석물질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유

(alloimmunization)을 예방한다. 유세포 분석법은 백혈

세포 분석기가 크기와 색상으로 입자를 구별할 수 있는

구가 감소된 혈액제제의 백혈구 오염을 정량화하기 위

능력을 통해 단일 튜브 또는 웰에서 여러 결과를 확인

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할

(leucodepletion)를

reactions)은

예방할

HLA)

수

항원에

백혈구

있다.

백혈구

대한

수

있다.

많은

(chemockines)이나
바. 혈소판(platelet)
유세포분석법은

연구자들은

분비된

케모카인

사이토카인(cytokine),

키나아제

(kinase), 항 인간백혈구항원(anti-HLA) 항체 등을 측정
구조

또는

기능성

당단백질

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을 사용한다.

(glycoprotein)의 결함과 관련된 많은 1차 혈소판 병
증(thrombocytopathy)을 진단하는 빠르고 유용한 방

3. 세포 증식 분석

법이며

가. DNA에 염료 혼입(incorporation)

예로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Glanzmann

thrombasthenia)에서 gpIIb/IIIa 또는 버나드-술리어

브로모데옥시우리딘(Bromodeoxyuridine,

BrdU)은

질병(Bermard-Soulier disease)에서 gplb의 비정상

티미딘(thymidine) 유사체로, S 상(S phase) 동안 세

적 발현이 있다. RNA 결합 형광 염료인 티아졸 오렌지

포의 DNA에 혼입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특정 라벨

(thiazole orange)를 사용하면 미성숙 혈소판인 망상혈

이 붙은 단일클론항체를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브

소판(reticulated platelet)이 정량화될 수 있다. 망상

로모데옥시우리딘(BrdU)으로 자극된 세포 배양을 통

혈소판의 계수는 혈소판생성(thrombopoiesis) 비율을

해, 펄스(pulse)가 진행되는 동안 증식된(S상 통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측정은 설명되지 않은

세포를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을 파괴가 증가한 것과

(nonradioactive)이며 여러 마커와 유세포분석법을 사

혈소판생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하여 증식 세포의 표현형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증식 측정 수단으로서
사. 적혈구(erythrocyte)

있다.

이

분석은

비방사성

3

H-티미딘(3H-thymidine) 혼입

의 유용한 대안이 되었다.

Rhesus D-음성 여성은 Rh(D)+ 적혈구로부터의 모
든 동종면역(immunoglobulin)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Rh-면역글로불린(prophylactic Rh-immunoglobulin)

나. 세포 단백질 또는 세포막에 염료 혼입(incorporation)
카복시

플루오레세인

숙신이미딜에스터

을 받는다. 태아 출혈(fetomaternal hemorrhage)이

(carboxyfluorescein succinimidyl ester, CFSE) 및

의심되면 Rh(D) 항원 또는 헤모글로빈 F에 대한 형광

PKH26과 같은 세포 추적 염료는 세포증식 평가에 유

표지 항체를 사용하여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 적혈구의

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카복시 플루오레세인 숙신이미

존재와 양을 검사한다.

딜에스터(CFSE)는 세포질과 막단백질에 공동 결합하고

망상적혈구(reticulocyte) 수는 골수가 적혈구에 대

KP Forum Vol. 18, No. 2 (2021)

PKH26은 세포막에 비공동(non-covalently) 결합한다.

98

세포가

분열될

때,

CFSE/PKH26

표지는

딸세포

흔히 프로그램된 세포사멸로 묘사되는 세포사멸은

(daughter cells)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며, 따라서

규제된 생리학적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세포사멸의 과

모세포(parents)보다 절반의 형광을 띤다. 각 세포의

정이다. 세포사멸 과정은 세포에 대한 일련의 형태학

형광은 다음 세대에 따라 더욱 반감된다. 이러한 특성

적, 생화학적, 분자적 변화로 나타나며 외부 또는 내부

은 CFSE/PKH26 분석을 자극된 배양에서 증식한 세

자극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세포사멸의 중심 이벤트

포의 분율(fraction)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조건에서 경

는 단백질 분해 효소 계열인 카스페이스(caspases)의

과 된 세대 수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만든다. 이

활성화이다.

러한 방식으로, 며칠에 걸쳐 증식된 소집단의 전구

(proenzyme)로 합성되며 다른 카스페이스(caspases)

(precursor) 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유사한 분자에 의해 활성화된다. 그들은 다양한 세

카스페이스는

비활성

전구효소

포질 또는 핵단백질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계단식
4. 기능 분석

구조를 형성한다. 세포사멸 과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

가. 세포 내 사이토카인(cytokine) 발현

된 사례 중 하나는 세포사멸 초기에 활성화되는 카스페

세포 표면 및 세포 내 표지 기법이 특정 기능적 특

이스-3(caspases-3)이다. 사멸 세포를 검출하는 유

성을 가진 세포 하위 집합의 식별에 적용되었다. 예를

세포 분석법에는 형태학 측정, 세포막 구조의 변화, 내

들어,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항원이 포함된 말초혈액 단

핵 효소에 의한 DNA 분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 등

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

이 있다. 효소 활성 형태에 대한 천연 또는 인공 카스

와 같은 세포를 잠깐 자극하면 활성화 마커와 사이토카

페이스(caspases) 기질이나 항체도 이러한 목적으로

인이 발현되어 반응 세포 표면에 있는 다른 표현형 마

사용되어왔다.

커와 함께 측정될 수 있다. 브레펠딘 A(brefeldin A)
나 모넨신(monensin)과 같은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면

라. 세포의 생존력

세포 내 사이토카인의 축적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 세

유세포 분석법은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를 구별

포를 고정, 투과 및 유세포 분석법으로 검출한다. 그러

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핵산 염색 시약에 대한 염색

한 분석은 백신, 감염병 치료제 또는 암에 반응하는 T

유무로 세포의 생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피듐 아이

세포 하위집단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다. 단핵구

오다이드(PI) 또는 7-아미노 액티노마이신 D(7-AAD)와

(monoctye), 수지상세포(DC), 자연살해세포(natural

같은 핵산 염색 시약을 세포 현탁액에 첨가하여 유세포

killers cell, NK)를 포함한 다른 세포 유형의 기능적

분석으로 확인했을 때 형광물질인 염색 시약과 세포

특성도 적절한 자극과 함께 기능 분석을 사용하여 모니

DNA가 결합하여 형광이 있는 세포를 죽은 세포로 간

터링 할 수 있다.

주한다.
5. 유세포분석 및 면역글로불린 분석

나. 키나아제(Kinases)

가. 유세포 분석 교차 일치(Flow Cytometry Cross-

인산화(phosphorylation) 특이세포 활성화 매개체는

matching, FCXM)

인산 특이적 항체 및 유세포 분석법을 사용하여 식별할

장기이식에 앞서 대상자에게 유세포분석 교차 일치

수 있다. 이러한 시약은 세포 내 신호 메커니즘을 맵핑

(FCXM)를 실시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 인간백

(mapping)하는데 유용하며, 종종 다른 세포 표면 표현

혈구항원(anti-HLA) 항체를 선별한다. 항 인간백혈구항

형 마커의 맥락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다색 유세포 분

원(anti-HLA) 항체는 혈청(serum) 시료와 함께 인간백

석법은 복잡한 세포 집단에서 세포 내 활성화 상태에

혈구항원(HLA) 정의 백혈구, B-세포주, 인간백혈구항

대한 단일세포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원(HLA) 항원 코팅된 비드를 배양한 후, 항 인간면역글로불

암세포의 변화된 신호 상태를 감지하거나 환자의 종양

린(anti-human immunoglobulin) 형광 표지 항체를 검출

세포의 신호 특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지시하는 데

한다. 백혈구는 각각 항 인간백혈구항원(anti-HLA)

유용할 수 있다.

등급 I과 II 활성을 구별하기 위한 T 세포와 B 세포를
식별하기 위해 면역 염색된다. 이와 함께 혈액제제가

다. 세포 사멸(Apoptosis)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transfusion-related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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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injury, TRALI)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 기증자를

분석법이 잘 개발되었다고 가정하면, 시험자는 적절한

식별하기 위해 항 인간백혈구항원(anti-HLA) 항체에 대

교육을 받고, 기기를 적절하게 설정했으며, 적절한 검

한 헌혈 심사가 점차 활용되고 있다.

사 및 기기 제어를 적용했으며,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
우 기기 및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나. 항 인성 중성구 항체(Anti-Human Neutrophil
antibodies, Anti-HNA)

유세포분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
제는 높은 형광 또는 측방 산란 배경(background), 비

항 인성 중성구 항체(anti-HNA)는 호중구 감소증

정상적인 이벤트 발생률, 높은 형광 강도 및 낮은 형광

(neutropenia)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급성 폐 손상

신호이며, 이러한 문제 발생을 완화하는 방법은 아래에

(TRALI)에 관여되어 왔다. 자가면역 호중구 감소증

설명되어 있다.

(autoimmune neutropenia)은 펠티(felty) 증후군, 전신 홍
반성 루프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하시모토
갑상선염(Hashimoto thyroiditis) 등 자가 면역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 발병할 수 있다. 항

세포의 세균 오염은 모두 입자 배경을 증가시킬 수 있

(anti-HNA) 항체의 부재는 감별 진단(differential

다. 또한 기기의 전방 임계값(threshold)이 너무 낮게

diagnosis)을 골수 기능 상실(bone marrow failure),

설정되어 있으면 세포의 부산물(debris)이 이벤트로

골수

침윤성

감지된다. 부드러운 세포 취급, 신선한 시약 및 적절한

(marrow-infiltrative) 과정과 같은 비면역 원인으로

기기 설정을 통해 일관된 측방 산란 프로파일을 보장할

좁힌다. 유세포 분석법은 항 중성구(anti-neutrophil)

수 있다.

항체를 검출할 수 있고,

또는

중성구

과도한 세포 취급(예: 강력한 혼합), 부적절한 고정,

항체

이형성(myelodysplasia)

인성

1. 높은 입자 배경(background)

골수

호중구 감소증(neutropenia)

이나 급성 폐 손상(TRALI)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2. 높은 형광 배경(background)
높은 형광 강도는 과도한 항체 농도, 부적절한 세포

다.

항

인성

혈소판

항체(Anti-Human

Platelet

세척 또는 부적절한 Fc 수용체 차단(blocking)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기기 광전자 증배관(PMT) 게인(gain)

antibodies, Anti-HPA)
항 인성 혈소판 항체(anti-HPA)는 간접 및 직접 유

이 부적절하게 높으면 배경도 높아질 수 있다. 일관된

세포분석 기반 혈소판 관련 면역글로불린 분석에서 모

항체 농도와 세포 밀도, 적절한 세척 및 차단 적절한

두

기기 설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형광 배경을 방지

검출된다.

자가면역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auto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은 혈소판

할 수 있다.

결합 항체만큼 자유 혈청(serum) 항체가 자주 발견되
지 않는다. 동종항체(alloantibody) 형성의 경우 혈소판
관련 항체의 증거 없이 혈청 항체가 검출될 수 있다.

3. 높은 이벤트 속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벤트 속도는 항체 염색이나 최
종 세포 시료에서 높은 세포 밀도로 인해 나타나는 경

Ⅳ. 유세포 분석법 문제 해결
유세포 분석법을 개발할 때는 먼저 분석의 최종 목
적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를 위한 분석의 경우 세포 시

우가 많다. 세포 시료의 부적절한 혼합 및 침전은 부적
절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게이팅과 마찬가지로 세포 이
벤트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료, 시약 및 시험법을 표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
자 진단용 검사 또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출시할

4. 낮은 이벤트 속도

세포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는 보다 엄

세포 뭉침, 최종 시료의 낮은 세포 밀도, 기기 유체

격한 분석 및 시료 표준화를 요구한다. 규제 지침, 임

(fluid) 막힘 또는 부적절한 게이팅으로 인해 비정상적

상 조사의 유형 및 단계, 그리고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

으로 낮은 이벤트 감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기의

은 요구되는 검사 엄격성의 수준을 결정한다.

적절한 세척, 유지 보수 및 설정은 물론 일관된 염색법

유세포 분석법 개발에는 염색, 취급, 기기 및 분석
매개변수와 한계의 설정 및 적격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KP Forum Vol. 18, No. 2 (2021)

을 통해 충분한 감도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00

5. 높은 형광 강도
높은 형광 배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평균 세
포 형광은 너무 많은 표지가 붙은 항체, 부적절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세포

세척

또는

부적절한

차단

(blocking)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포 내 염
색이 있는 동안 세척 완충액에 세정액을 포함하면 비특
정 항체 결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 약한 형광 강도
많은 요인들이 약한 형광 강도를 야기할 수 있다. 레
이저 조정 불량, 잘못된 보정, 잘못된 설정, 일관성 없
는 게인(gain) 설정, 약한 레이저 출력과 같은 기기 매
개변수는 모두 형광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항체 농도 부족, 불안정한 표적 항원이나
분비물 표적 항원, 품질 불량 또는 부적절하게 보관된
시약으로 인한 형광 색소 페이딩(fading) 발생, 접근
불가능한 표적 항원 등 세포생리학이나 시약 준비 문제
로 인해 모두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 적절한 검사 개
발, 기기 유지 관리 및 인증된 시험법 준수는 모두 형
광 신호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유세포 분석법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용도의 세포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면역 표현형 및 기능성 검사의
종류는 수와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다. 단백질 및 세포
공정의 존재 및 희귀(rare)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 집
단의 발견이 연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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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대 한 민 국 약 전 포 럼
제권 호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5월 총회에서 승인한 새로운 토픽 제안에 더하여,

(INTERNATIONAL HARMONIZATION)

M4Q(R2) 비공식 WG에 의한 최종 결정 및
M4Q(R2) 개념 문서와 M4Q(R1) 품질 지침에
관한 공통 기술 문서(CTD)의 개정 사업 계획에

2021년 11월에 ICH Q9(R1) 품질 위험 관리

대한 ICH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언급했다.

(QRM)에 대한 지침 초안에 대해 2단계에 도달
했다. 이 지침은 4가지 특정 영역에 대한 중요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 평가
및 QRM 아웃풋의 주관적 레벨’, ‘제품 가용성
(availability) 위험’, ‘QRM 작업에서 형식을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 부족’, ‘위험 기반
의사 결정에 대한 명확성 부족’ 영역에서 검토

시험법 및 4개 일반정보의 제개정을 제안하였다.

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0월에 ICH M7(R2) 초안 가이드라
인 및 부록 Assessment and Control of DNA
Reactive

(Mutagenic)

Pharmaceuticals

to

Impurities
Limit

in

Potential

Carcinogenic Risk(잠재적인 발암 위험을 제한하
기 위한 의약품의 DNA 반응성(돌연변이원성) 불
순물 평가 및 관리)이 2단계에 도달하였다. 이 부
록에는 알려진 돌연변이 유발 및 발암성 불순물
의 허용 한계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 2021년 7월에 ICH Q13 Guideline on
Continuous

Manufacturing

of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의약품 원료
및 제제의 연속공정에 고나한 가이드라인)의 초

이밖에 ICH 총회는 M15 비공식 WG 설립을
MIDD(Model-Informed

먼저,

〈5〉

Inhalation

and

Nasal

Drug

Products - General Information and Product
Quality Tests에서는 2020년 12월 1일에 공식
화된 원안을 바탕으로 Description of Product
Quality
Matter에
Injections

Tests항에서

Foreign

〈788〉Particulate
및

Particulate
Matter

〈429〉Light

in

Diffraction

Measurement of Particle Size 를 표기하는 등
각 섹션에 해당하는 적절한 일반시험법들을 참조
로서 추가하였다.
〈126〉

SOMATROPIN

BIOIDENTITY

TESTS에서 소마트로핀 물질의 생물학적 특성을
시험하는 방법은 동물시험(랫)을 통한 체중증가
를 측정하는 방법과 세포기반 시험 생체외 시험

안이 2단계에 도달했다.

위해

Pharmacopeial Forum 47(4)에서는 5개 일반

Drug

Development)에 대한 일반 고려 사항에 대한 새
로운 토픽 제안을 개정하고 및 컨셉페이퍼의 아
웃라인을 구성을 지지하고 승인하였으며, 2020년

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USP는 동물을 기반한 생
체 내 시험을 배제하도록 하는 동향에 따라 동물
시험을 삭제하도록 제안되었다.
또, 생물학적 반응성 시험에 대한 개정으로서, 〈
87〉 Biological Reactivity Tests, In Vitro 및
〈88〉 Biological Reactivity Tests, In Vivo ,

KP Forum Vol. 18, No. 2 (2021)

102

〈1031〉 The Biocompatibility of Materials

Selection Effects를 추가하였으며, Derivative

used in Drug Containers, Medical Devices,

Spectroscopy를 삭제하였다.
이외에 새로 제안된 〈1095〉 Batch Release

and Implants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에서
는 과도한 검사를 줄이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으며, 잠재적인 위험에 맞춰 적용되는 시
험법 유형을 수정하고 생체내 시험을 생체외 시

Testing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Uniformity of Dosage Units에서는 배치 출하
시험으로서

〈905〉Uniformity

of

Dosage

Units의 일반적인 사용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

험으로 대체하거나 원료 및 제제 분야에 대한 지

는 적절한 품질 위험 관리 원칙을 사용하여 통상

식에 중점을 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활용하도

적인 품목이 〈905〉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록 하였다. 특히 〈87〉 Biological Reactivity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함량균일성시험에 대한

Tests, In Vitro에서는 챕터를 2.0 Cytotoxicity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1099〉 Limit on

Tests(세포독성시험)

Number

및

Tests(유전독성시험)로
Biological

Reactivity

3.0

Genotoxicity

재구성하였고
Tests,

In

〈88〉

Vivo에서는

〈1184〉 Sensitization Testing의 향후 삭제를

of

Assessing

Large

Content

Deviations
Uniformity

When

in

Large

Samples은 큰 표본에서 함량균일성을 평가할 때,
정의된 범위를 벗어나는 관찰된 결과의 수를 평
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접

고려하여 현재 〈1184〉에 수재되어 있는 3 개

근 방식을 제시한다.

의 과민성시험법이 〈88〉로 통합되었다. 〈88〉

Pharmacopeial

Forum

47(4)의

Stimuli

에 설명된 플라스틱의 USP분류에 대한 개요를

articles에서는 Measurement of the Protective

〈1031〉에 추가하여 플라스틱의 6가지 클래스

Properties of Amber Glass Containers를 소개

(클래스 I–VI)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분류는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색 유리용기에 대한 투

추출에 사용된 용매의 수와 유형 및 적용되는 생

과율 측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간략히

물학적 반응성시험에 따라 구분된다.

설명하고 있다. 용기의 부피보다는 벽 두께를 기

〈857〉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에
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multichannel plate
readers가 이 일반시험법의 범위가 아님을 명시
하고, 원자선 스펙트럼에 의한 파장 제어를 위해
표 2에서 Xe 선 참조를 제거하였으며, 광도 응답

반으로, 관형 갈색유리용기에 대한 분광투과율
(spectral

transmission)을

분광

흡광도

(spectral absorbance)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
고 있다.

제어 섹션을 제거하고 흡광도의 정확도 및 정밀

Pharmacopeial Forum 47(5)에서는 3개 일반

도에 대한 시험법을 포함하여 흡광도 제어에 대
한 요구사항 및 시험법을 명확히 하였다. 관련하

시험법 및 3개 일반정보의 제개정을 제안하고 있

는

다.

일반정보인

〈1857〉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 Theory and Practice를 재정

평균 분자량, 다분산도(polydispersity) 및 중합

비하여 개념의 흐름을 개선하고 <857>에 따라

체사슬 길이 평균은 폴리머 첨가제의 제형 개발,

전반적으로 흐름을 정렬하였다. 이 일반정보에서

제조 및 규격시험 중 첨가제제 조성 및 변동성을

는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 중요한 특성이다. 새로 제

Instrumentation

섹션의

이름을

"UV

Spectrometers"로 바꾸고 추가 광학 구성, 스펙

안하는

트럼 대역폭이 신호 대 잡음비에 미치는 영향에

Polymer

대한 논의, 미광(stray light)에 대한 추가 논의를

Polypropylene Glycol Fatty Ethers 및 〈314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석에 영향을 주는 온

〉

도 및 용매에 대한 새 섹션으로 Temperature

Copolymers

Coefficients

or Alkyl Acrylate에서는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

and

Effects

and

Solvent

〈313〉
Chain

Molecular

Molecular
Length
Weight

Containing

Weight

Determination
Determination
Alkyl

and
for
for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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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GPC/SEC) 방법론

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정보를 제안하고

을 통해 해당 폴리머의 평균 분자량, 다분산도 및

있다.

중합체 사슬 길이의 평균을 측정하는 것으로, 특

이외 식이보충제에 관한 새로운 일반정보로서

정 첨가제에 특화된 방법으로서 개발되었다. 〈

제조업체가 다중 성분 식이보충제 제품에 대한

313〉의 시험법은 Polypropylene Glycol 11

적절한 사양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Stearyl

있도록

Ether와

Polypropylene

Glycol

15

〈2800〉

Multi-Ingredient

Stearyl Ether에 적합하고 〈314〉의 시험법은

Supplement

Methacrylic Acid and Methyl Methacrylate

Quality Tests를 제안하였다.

Dietary

Products—Development

of

Copolymer including Methacrylic Acid and
Methyl Methacrylate Copolymer (1:1) and
Methacrylic Acid and Methyl Methacrylate
Copolymer
Ethyl
Acid

(1:2)와

Acrylate
and

Methacrylic

Ethyl

시험법의 제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and

〈345〉 Assay for Citric Acid/Citrate and

및

Methacrylic

Phosphate에서는 구연산/구연산염 및 인산염을

Acrylate

Copolymer

테스트하기 위한 추가 옵션으로서 시험법B를 추

Copolymer

Acid

Pharmacopeial Forum 47(6)에서는 3개 일반

Dispersion에 적합하다.

가하고 기존의 시험법을 A로 표시하였다. 새로

〈432〉 Determination of Zeta Potential by

추가된 시험법B는 칼럼과 유속 외에는 기존의 시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에서는 기기에

험법인 A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동상, 검액

관한 섹션에서 참조로 기재된 "(예: ISO 클래스

및 표준액을 사용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이

6, 7 또는 8)"를 삭제하는 등 사소한 수정을 제

다.

안하였다.

의약품 배합(Pharmaceutical Compounding)과

일반정보로서 〈1083〉 Supplier Qualification

관련한

일반시험법으로서

〈795〉

는 good distribution practices에 초점을 맞춘

Pharmaceutical

장으로, 공급업체 자격의 중요성과 원료 및 서비

Preparations와

스 공급업체를 선택, 평가, 승인 및 모니터링하기

Compounding—Sterile Preparations를 전반적으

위한 품질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적용에 대해

로 재정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 일반정보에서는 모든 조직에

비무균제제의 제조에 관한 시험법인 〈795〉에서

적용되는 공급업체 자격의 상위 수준 요소에 초

는 안정성 정보가 없는 경우, 복합 비무균제제

점을 맞추고 공급업체 자격을 위한 5단계 프로세

(compounded

nonsterile

preparations,

스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CNSPs)에

의약품

후

제품의 제조공정과 관련한 일반정보로서 오염
및

살균에

관한

두

가지

일반정보로서

〈

1229.19〉 Simultaneous Decontamination and
Sterilization 및 〈1229.20〉 Decontamination
and

Sterilization

Pre,

Mid

and

Post

Process-Considerations를 제안하였다.

대한

Compounding—Nonsterile
〈797〉

Pharmaceutical

개봉

사용기한

(beyond-use dates, BUDs)에 대한 지침을 확
장하고 제제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분활성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97〉에서는

복합

무균제제(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CSPs)를 대상으로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한 지침을 확장하고 복합 무균

〈1229.19〉에서는 무균제품의 제조에 사용하

제제의 미생물 위험 수준에서 제조시설과 사용해

기 위한 사전공정 환경의 처리에 관한 유틸리티

야하는 기간을 바탕으로 카테고리 1과 2 및 3로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유형의 공정은 격리 장

구분을 제안하였다. 또 무균시험이 필요한 모든

치(개방 및 폐쇄)와 RABS(제한된 접근 차단 시

복합무균제제에 대해서 최대 생산량 250 유닛의

스템) 및 사용 전에 오염을 제거하는 청정실에서

배치 사이즈가 추가되었으며, 다회용 용기에 대한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1229.20〉에서는 공정의

개봉 후 사용기간 할당에 대한 지침을 추가는 등

일관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미생물 제어에 사

전반적인 개정이 제안되었다.

용되는 오염제거(Decontamination) 및 살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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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peial
Stimuli

Forum

47(6)에서는

ASSAYS

FOR

POTENCY

DETERMINATION

제시되었는데,

OF TNF-ALPHA ANTAGONISTS 을 제안하였

High-Throughput Residual Solvent Analysis

다. 이 일반시험법은 TNF-알파 억제 효과를 평

Using

articles가

3개의

Selected

Spectrometry

Ion

Flow

Tube

(SIFT-MS)에서는

Mass
〈467〉

Residual Solvents 에 대한 접근방식으로서 기존
〈467〉에서 제안하고 있는 헤드스페이스를 이용

가하기에 적합한 다중 제품 절차로서 다양한 생
물학적 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많
은 실험실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실험 작업의 결

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대한 대체시험으로서

과로, 4가지 특정 세포기반 분석 절차의 수행에

질량분석법(SIFT-MS)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데이터분석, 시스템적합성,

제시하고 있다. 시간적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크

분석허용기준 및 결과평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

로마토그래프적 접근 방식과 달리 SIFT-MS 분

공한다. 또한 관련 의약품각조 Etanercept(2895)

석은 이온화된 분석물의 질량 대 전하 비율에 기

및 Infliximab concentrated solution (2928)의

반하여 특이성을 확보한다.
Testing the In-Vitro Product Performance
of Nanomaterial-Based Drug Products: View
of the USP Expert Panela에서는 최근 미국시

개정(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PDG Revision 2, Stage 2, ver. 2에 해당하는 개
정안으로서

2.9.19.

PARTICULATE

장에 진입한 나노물질 기반의약품에 대한 기준과

CONTAMINATION:

분석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나노물질 기반 의약품

PARTICLES에서 서론부분이 다시 쓰였으며, 광

의 품질 평가를 위한 분석법 개발 및 방출성을

차폐입자계수법에서

시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방출 데이터의 표

및 검체의 속성에 따라 5 mL 미만의 검체 사용

준화 및 문서화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언

이 허용되어 하나의 시험법으로 통일되었고 광차

급하고 있다.
The Case for Apex Vessels에서는 용출시험
에 쓰는 Apex vessel(PEAK vessel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고찰하며, 조밀한(dense) 불용성

SUB-VISIBLE

시험절차에서

기기의

기능

폐입자계수법 및 현미경입자계수법에서 최소 10
개 이상의 용기 내용물을 모아서 시험하는 부분
이 삭제되었다. 3.2.9. RUBBER CLOSURES FOR

첨가제가 포함된 제형의 용출에 있어 표준용기에

CONTAINERS FOR AQUEOUS PARENTERAL

비해 Apex vessel의 이점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

PREPARATIONS, FOR POWDERS AND FOR

으로 산업사례를 연구하였고 용출수조 제조업체

FREEZE-DRIED POWDERS에서는 주사제용 고

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실험실간 연구를 수행하

무마개에 천연고무라텍스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

여 제조업체간 용출성능 차이를 초소화하였으며

지만 건조 천연고무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

이를 바탕으로 현재 표준인 1 L 용기에 대한 대
체용기를 제시하고 있다.

었으며, 확인시험 중 IR은 유지하되, 총 회분시험
은 의무사항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외에
시험법 중 산알칼리에서 적정제(titrant)를 선택할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PharmEuropa 33.2의 General chapters에서
는 2.1.3. ULTRAVIOLET RAY LAMPS FOR
ANALYTICAL PURPOSES에서는 최근 거의 사
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실험실 현황을 반영하도록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일반시험법으로서 2.7.26. CELL-BASED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흡광도는 탁한 용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여과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금속항
은 ICH Q3D에 따라 삭제되었다. 또, 파편화 시험
법 중 샘플을 실온에서 16시간동안 방치하는 부
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삭제되었다.
PharmEuropa
FOR

33.3에서는

EXTRANEOUS

2.6.16.

AGENTS

IN

TESTS
VIRAL

VACCINES FOR HUMAN USE의 업데이트가 이

KP Forum Vol. 18, No. 2 (2021)

105

루어졌다. 먼저, 표 2.6.16-1에서 haemadsorbing

일반정보로서 5.2.2. CHICKEN FLOCKS FREE

test가 control cells뿐만 아니라 virus seed lots

FROM

및 virus harvests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OF

명확히 하도록 업데이트 되었으며, 일부 각주를

VACCINES의 개정이 있었다. EP 10.2의 개정에

수정하였다. Avian viruses(조류바이러스), Test

이어 이 포럼에서는 표 5.2.2-1에 Avian rotavi-

for extraneous agents in cell cultures(세포배양

rus 및 Fowl-pox virus를 추가하였다.

에서 외부물질에 대한 시험), Insect viruses,
control

cells(대조군

세포)에

대한

SPECIFIED

PATHOGENS

FOR

THE

5.21. CHEMOMETRIC METHODS APPLIED

시험,

TO ANALYTICAL DATA은 최신 개발사항을 고

Haemadsorbing viruses, Tests on control eggs,

려하여 완전히 재작성하고 업데이트 되었으며, 용

Test for avian leucosis viruses항에서 각각 내용

어집(즉, β-분포의 정의 삭제 및 매개변수 및 초

을 명확히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 현재 EP에

매개변수의 정의 도입) 및 약어를 업데이트하였

서는 삭제된 2.6.24. Avian viral vaccines: tests

다.

for extraneous agents in seed lots에 제공되었
던 씨드 로트에 대한 일반 고려사항 및 특정 고
려사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volume to be inoculated (seed lots), positive
controls and cycles of thawing and freezing항

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이 포함되었다.
또,

새로운

일반시험법으로서

MONOCYTE-ACTIVATION
VACCINES

CONTAINING

TEST

2.6.40.
FOR

INHERENTLY

PYROGENIC COMPONENTS를 제안하였다. 이
일반시험법에서는 본질적으로 발열성 성분을 함
유한 백신에 대한 일관된 모니터링을 위해 the
Monocyte-activation test (MA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2.6.30.

onocyte-activation test에 설명된 MAT는 발열
성 오염의 측정을 위한 안전성시험이었으나 본질
적으로 발열성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MAT는 백
신의 발열성을 일관되게 제어함으로써 생산일관
성을 모니터링하는 시험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일반시험법은 2.6.30을 보완하고 본질적으
로 발열성이 있는 백신에 대한 MAT의시행을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적용방법과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이 외에 2.8.2. FOREIGN MATTER에서 곰팡
이, 곤충 및 기타 동물 오염과 같은 외부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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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A에서는 새로운 일반시험법으로서 2.28
円偏光二色性測定法의(원편광 이색성 측정법) 신
설을 제안하였다. 원편광이색성측정법은 광학 활
성 화합물의 빛 흡수 파장 영역에서 좌우 원편광
의 흡수 정도가 다른 현상(원편광 이색성)을 이
용하여 광학 활성 물질의 구조 해석, 구조 확인,
거울상

이성질체나

부분입체

이성질체

(diastereomers)의 식별 등에 이용되는 방법이
다. 이 일반시험법에서 원편광 이색성은 좌우 원
편광의 흡광도 차이로 실측한다.
일본에서도 ICH Q3D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
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순물의 구조에 대
한 설명이 각조의 기타항에서 공개됨을 명시하도
록 化学合成される医薬品原薬及びその製剤の不純
物に関する考え方〈G0-3-181〉(화학 합성되는
의약품 원약 및 그 제제의 불순물에 관한 개념)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국제조화로서 PDG Stage 2에 도달한 「Q-09
Particulate Contamination」에 대응하는 일본약
전의 6.07 注射剤の不溶性微粒子試験法(주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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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성미립자시험법)을

개정하였다.

미립자수를

이며, PMDA에서는 당분간 PDG 조화대상품목으

계측할 때 사용되는 시료의 용량으로서 현행의

로 한정하여 FRC 및 그 평가에 적용되는 시험법

규정보다 적은 용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을 일반정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단, PDG 조화대

따라 다수의 용기내의 용액을 혼합해 시험을 실

상품목이라도 이미 각조에 FRC의 평가에 적용되

시할 필요가 있던 용량이 적은 주사제에 대해서,

는 시험법이 수재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그 측정시의 과제가 개선되는 것이 기대된다. 이

다.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6.17 タンパク質医薬品注

일반정보 システム適合性 <G1-2-152> (시스

射剤の不溶性微粒子試験法(단백질의약품주사제의

템 적합성)에 대해서도 ‘3. 분석시스템 변경 시

불용성미립자시험법)가 6.07에 포함됨으로서 단

의 개념’항을 신규 일반정보 <G1-5-181> 크

백질 의약품 주사제 취급에 관한 기재로서 '단백

로마토그래피의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변경 관리'

질을 포함한 주사제에는 초음파 처리는 적용하지

로 통합하는 등 그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않는다.'가 추가되고 6.17 タンパク質医薬品注射
剤の不溶性微粒子試験法를 삭제 제안하였다.
이번에 PDG 조화 작업 순서의 Stage 3A에 도
달한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신
규 일반시험법 2.00 クロマトグラフィー総論(크
로마토그래피 총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보완설명으로서 신규 일반정보 クロマトグラ
フィーのライフサイクルにおける変更管理
<G1-5-181> (크로마토그래피의 라이프 사이클
변경 관리)'를 제안하고, 기존의 일반시험법 2.01
液体クロマトグラフィ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및 2.02 ガスクロマトグラフィー (기체크로마토
그래프법)를 검토하여 그 개정의견을 공모하고
있다.
일반정보로서는 製剤に関連する添加剤の機能性
関連特性について<G0-3-181> (제제에 관련된
첨가제의 기능성 관련 특성에 대하여)를 신설하
였다. 이 일반정보에서는 제제의 제조공정·보
존·사용에서 유효성분 및 제제의 유용성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한 첨가제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기능성

관련

특성(Functionality

Related

Characteristics, FRC)으로서 해설하고 있다. 특
정 첨가제에는 물질의 확인과 품질 확보를 주목
적으로 하여 각 조에 규정되는 규격 및 시험방법
과는 별도로 FRC의 평가에 적용되는 시험법이
존재한다. 이 시험법은 품질요건이 아닌 기능의
지표가 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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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ᛶࢯࣇ࢙ࣥࣥࢫࣜࣥ ࣄࢺ 㑇ఏᏊ⤌࠼
Ỉᛶᠱ⃮ὀᑕᾮ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ࢳࣥ ࣮࣋ࢱ 㑇ఏᏊ⤌࠼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ࣅ࣐࢜ࢩࣥ◲㓟ሷ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ࣄࣉ࣓࣮ࣟࣟࢫࣇࢱࣝ㓟࢚ࢫࢸࣝ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㸰 ་⸆ရྛ᮲㸦⏕⸆➼㸧
  ᪂㍕
ᢚ⫢ᩓຍ㝞⓶༙ኟ࢚࢟ࢫ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
ࢪࣕࢩࣙ࢘ࢩ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ࢩ࣐ࣙ࢘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ࢭࣥࢼ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ࢭࣥࢼᮎ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ࢽ࢞࢟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ࢽ࢞࢟ᮎ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ඵᨵṇ᪥ᮏ⸆ᒁ᪉䛻䛚䛡䜛ඖ⣲⣧≀⟶⌮䛾ྲྀ㎸䜏
䛻క䛖 ་⸆ရྛ᮲䛛䜙䛾㔜㔠ᒓヨ㦂ཬ䜃ಶู㔠ᒓ⣧
≀ヨ㦂䛾๐㝖䛻䛴䛔䛶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ඵᨵṇ᪥ᮏ⸆ᒁ᪉➨୍㏣⿵䛻㍕ணᐃ䛾ᨵṇ䠄ሗ
࿌䠅
㸯 ་⸆ရྛ᮲ Ꮫ⸆ရ➼  
  ᪤㍕
⢊ᮎࢭ࣮ࣝࣟࢫ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㸫࣐ࣥࢽࢺ࣮ࣝ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ඵᨵṇ᪥ᮏ⸆ᒁ᪉➨୍㏣⿵䛻㍕ணᐃ䛾㏣ຍᨵᐃ
䠄ሗ࿌䠅
㸯 ་⸆ရྛ᮲ Ꮫ⸆ရ➼  
  ᪤㍕
㯤Ⰽ࣡ࢭࣜࣥ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Ⰽ࣡ࢭࣜࣥ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ඵᨵṇ᪥ᮏ⸆ᒁ᪉➨୍㏣⿵䛻㍕ணᐃ䛾ᨵᐃ䛾
ぢ㏦䜚䠄ሗ࿌䠅
㸯 ୍⯡ヨ㦂ἲ
  ᪂㍕
 ືⓗගᩓἲࡼࡿᾮయ୰ࡢ⢏Ꮚᚄ ᐃἲ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
 ࡉᐦᗘ ᐃἲ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㸰 ཧ⪃ሗ
  ᪤㍕
⢊యࡢὶືᛶࠑG2-3-171ࠒ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ᒁ᪉㛵㐃㏻▱࡞

Useful Information

ඖ⣲⣧≀⟶⌮ࡢ⤒㐣ᥐ⨨ᮇ㛫⤊ᚋࡢ་⸆ရྛ᮲
ࡽࡢ㔜㔠ᒓヨ㦂ཬࡧࣄ⣲➼ࡢಶู㔠ᒓ⣧≀ヨ㦂ࡢ
๐㝖ࡘ࠸࡚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ULHILQJRQUHPRYLQJ+HDY\0HWDOV7HVWDQG,QGLYLGXDO0HWDO
,PSXULW\ 7HVW IURP -DSDQHVH 3KDUPDFRSRHLD -3  2IILFLDO
0RQRJUDSKV DIWHU WUDQVLWLRQDO SHULRG IRU DGRSWLQJ W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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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QWURORI(OHPHQWDO,PSXULWLHVHQG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ᨵṇ᪥ᮏ⸆ᒁ᪉సᡂᇶᮏ᪉㔪ࡘ࠸࡚āāāāāāāā
ࠕ➨༑ᨵṇ᪥ᮏ⸆ᒁ᪉సᡂᇶᮏ᪉㔪㸦㸧㛵ࡍࡿព
ぢࡢເ㞟ࡘ࠸࡚ࠖᑐࡋ࡚ᐤࡏࡽࢀࡓᚚពぢ➼ࡘ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ᮏ⸆ᒁ᪉㍕ཎពぢເ㞟㸦௧  ᖺ  ᭶ศ㸧ಀ
ࡿ࣒࢝ࣛሗࡢබ㛤ࡘ࠸࡚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ᾏእ⸆ᒁ᪉ሗ

㐽ග࢞ࣛࢫᐜჾࡢගಖㆤ≉ᛶࡢ ᐃ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ᶆ‽ရࡢࡈෆ

Reference Standards



᪥ᮏ⸆ᒁ᪉➼ᶆ‽ရࡢ㡺ᕸࡢࡈෆ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863 ᶆ‽ရࡢྲྀḟ㈍ࡢࡈෆ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6WDQGDUGV ♫⣧≀ᶆ‽≀㉁➼࠾ࡼࡧ (3 ᶆ‽ရࡢ
ྲྀḟ㈍ࡢࡈෆ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ḟ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ィ ἲࡋ࡚ࡢᐃ㔞᰾☢Ẽඹ㬆 T105 㸫105 㛵ࡍࡿ
863 ࡢ୍⯡❶㸪᰾☢Ẽඹ㬆ࢫ࣌ࢡࢺࣝ ᐃἲ!ཬࡧ
᰾☢Ẽඹ㬆ࢫ࣌ࢡࢺࣝ ᐃἲࡢᛂ⏝!ࡢᨵゞ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Cumulative Contents

9RO ⥲┠ḟ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㹼㹼㹼㹼㹼㹼㹼㹼㹼㹼㹼㹼㹼㹼㹼


Contents in English
Revision Drafts
5HYLVLRQ'UDIWVIRU)LUVW6XSSOHPHQWWR-3
㸯*HQHUDO7HVWV3URFHVVHVDQG$SSDUDWXV
 $GGLWLRQ
  &KURPDWRJUDSK\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YLVLRQ
  /LTXLG&KURPDWRJUDSK\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DJHQWV7HVW6ROXWLRQ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HOHWLRQ
  ,QVROXEOH3DUWLFXODWH0DWWHU7HVWIRU7KHUDSHXWLF
3URWHLQ,QMHFWLRQ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㸰2IILFLDO0RQRJUDSKV
 5HYLVLRQ
%HQ]\O$OFRKRO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3RZGHUHG&HOOXORV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QYLRP\FLQ6XOIDW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SRHWLQ%HWD *HQHWLFDO5HFRPELQDWLRQ āāāāāāāāāāā
+\SURPHOORVH3KWKDODW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QVXOLQ+XPDQ *HQHWLFDO5HFRPELQDWLRQ āāāāāāāā
,QVXOLQ +XPDQ *HQHWLFDO 5HFRPELQDWLRQ  ,QMHFWLRQ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VRSKDQH,QVXOLQ+XPDQ *HQHWLFDO5HFRPELQDWLRQ 
,QMHFWDEOH$TXHRXV6XVSHQVLRQ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LSKDVLF ,VRSKDQH ,QVXOLQ +XPDQ *HQHWLFDO
5HFRPELQDWLRQ ,QMHFWDEOH$TXHRXV6XVSHQVLRQāāā
'0DQQLWRO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3RO\VRUEDW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KHDW6WDUFK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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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ILFLDO0RQRJUDSKV㸫&UXGH'UXJV
 $GGLWLRQ
<RNXNDQVDQNDFKLPSLKDQJH([WUDFW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YLVLRQ
&LPLFLIXJD5KL]RPH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RU\GDOLV7XEHU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3RZGHUHG&RU\GDOLV7XEHU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3LFUDVPD:RRG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3RZGHUHG3LFUDVPD:RRG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6HQQD/HDI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3RZGHUHG6HQQD/HDI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8QFDULD+RRN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HQHUDO,QIRUPDWLRQ
 5HYLVLRQ
&RQFHSWRQ,PSXULWLHVLQ&KHPLFDOO\V\QWKHVL]HG'UXJ
6XEVWDQFHVDQG'UXJ3URGXFWVG0-3-181!āāāāāāāā
6\VWHP6XLWDELOLW\ࠑG1-2-181ࠒ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DQFHORI5HYLVLRQ'UDIWVIRU)LUVW6XSSOHPHQWWR-3
㸯*HQHUDO7HVWV3URFHVVHVDQG$SSDUDWXV
 $GGLWLRQ
  3DUWLFOHVL]HDQDO\VLVE\G\QDPLFOLJKWVFDWWHULQJ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YLVLRQ
  'HWHUPLQDWLRQRI%XONDQG7DSSHG'HQVLWLHV
㸰*HQHUDO,QIRUPDWLRQ
 5HYLVLRQ
3RZGHU)ORZ ࠑG2-3-171ࠒ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122

iii

'UDIWVIRU)LUVW6XSSOHPHQWWR-3UHJDUGLQJWKH
5HIHUHQFH6WDQGDUGV  5HDJHQWVDQG7HVW6ROXWLRQV
6FKHGXOHGWREH'HOHWHG
㸯*HQHUDO7HVWV3URFHVVHVDQG$SSDUDWXV
 'HOHWLRQ
5HIHUHQFH6WDQGDUG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DJHQWV7HVW6ROXWLRQ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HPRYLQJ+HDY\0HWDOV7HVWDQG,QGLYLGXDO0HWDO
,PSXULW\7HVWIURP-DSDQHVH3KDUPDFRSRHLD -3 2IILFLDO
0RQRJUDSKVDFFRPSDQ\LQJWKHDSSOLFDWLRQRI&RQWURORI
(OHPHQWDO,PSXULWLHVLQWKH-DSDQHVH3KUPDFRSRHLDWK
(GLWLRQ -3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GGLWLRQDO5HYLVLRQRIWKH5HYLVLRQ'UDIWVIRU)LUVW
6XSSOHPHQWWR-3
㸯2IILFLDO0RQRJUDSKV
 5HYLVLRQ
3HWURODWXP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KLWH3HWURODWXP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Useful Information
%ULHILQJRQUHPRYLQJ+HDY\0HWDOV7HVWDQG,QGLYLGXDO0HWDO
,PSXULW\ 7HVW IURP -DSDQHVH 3KDUPDFRSRHLD -3  2IILFLDO
0RQRJUDSKV DIWHU WUDQVLWLRQDO SHULRG IRU DGRSWLQJ WKH
&RQWURORI(OHPHQWDO,PSXULWLHVHQG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Reference Standards
305- 5HIHUHQFH 6WDQGDUGV 2UGHULQJ ,QIRUPDWLRQ IRU
)RUHLJQ8VHU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Cumulative Contents
9RO&XPXODWLYH&RQWHQWV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ḟྕ䠄㻟㻝 ᕳ 㻝 ྕ䠅ฟ∧᭶䠖㻞㻜㻞㻞 ᖺ 㻟 ᭶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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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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표준품을 분양하고 있다. 구
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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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7. 기준)
분류

품목 수

화학의약품
일반

마약류

175

61

생물의약품

생약
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
의료기기

269

124

44

33

총계

706

2.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
※ 화학의약품표준품 보관 온도 : 5 ± 3 ℃ (냉장보관)
* JWH-018(마약류) : -20 ± 5 ℃ (냉동보관)

□ 일반화학의약품(정량시험용)
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1

3-히드록시벤조산
3-Hydroxybenzoic Acid

MFDS-C-17-001

200 mg/vial

98.97
(무수물 99.12)

30,000

2

4-벤질페놀
4-Benzylphenol

MFDS-C-17-002

200 mg/vial

99.71
(무수물 99.93)

30,000

3

5-플루오로우라실
5-Fluorouracil

MFDS-C-17-003

200 mg/vial

99.93
(무수물 99.95)

100,000

4

β-락토오스
β-Lactose

MFDS-C-17-045

200 mg/vial

99.81
(무수물 99.96)

30,000

5

아세클로페낙
Aceclofenac

MFDS 13-08

100 mg/vial

99.7 (as is)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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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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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6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MFDS 13-09

100 mg/vial

99.9 (as is)

40,000

7

아세틸시스테인
Acetylcysteine

MFDS 14-05

200 mg/vial

99.2 (as is)

200,000

8

아시클로버
Acyclovir

MFDS-C-17-005

200 mg/vial

94.94
(무수물 99.99)

100,000

9

알벤다졸
Albendazole

MFDS-C-20-001

500 mg/vial

98.9 (as is)

400,000

10

알란토인
Allantoin

MFDS-C-17-006

200 mg/vial

99.90
(무수물 99.99)

200,000

11

알로푸리놀
Allopurinol

MFDS 13-10

100 mg/vial

99.9 (as is)

60,000

12

암로디핀베실산염
Amlodipine Besylate

MFDS-C-19-002

200 mg/vial

99.60 (as is)

100,000

13

아스피린
Aspirin

MFDS 14-06

200 mg/vial

99.6 (as is)

70,000

14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Atropine Sulfate Hydrate

MFDS 14-07

200 mg/vial

97.4 (as is)

70,000

15

아젤라스틴염산염
Azelastine Hydrochloride

MFDS-C-19-005

200 mg/vial

99.88 (as is)

100,000

16

바클로펜
Baclofen

MFDS-C-20-002

500 mg/vial

99.86 (as is)

200,000

17

벤프로페린인산염
Benproperine Phosphate

MFDS-C-19-006

200 mg/vial

99.74 (as is)

2.000,000

18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Berberine Chloride Hydrate

MFDS 14-08

50 mg/vial

90.2 (as is)

700,000

19

베르베린탄닌산염
Berberine Tannate

MFDS 14-09

200 mg/vial

95.6 (as is)

10,000

20

베타메타손
Betamethasone

MFDS 14-10

200 mg/vial

99.5 (as is)

200,000

21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Betamethasone Dipropionate

MFDS 13-11

100 mg/vial

99.8 (as is)

90,000

22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Betamethasone Valerate

MFDS 13-12

100 mg/vial

99.6 (as is)

80,000

23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Bisoprolol Fumarate

MFDS-C-20-003

500 mg/vial

99.65 (as is)

400,000

24

부스피론염산염
Buspirone HCl

MFDS 14-11

200 mg/vial

99.9 (as is)

200,000

25

카페인무수물
Caffeine Anhydrous

MFDS 13-13

100 mg/vial

99.9 (as is)

80,000

26

판토텐산칼슘
Calcium pantothenate

MFDS-C-20-004

200 mg/vial

96.9 (as is)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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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칸데사르탄실렉세틸
Candesartan Cilexetil

MFDS 13-14

100 mg/vial

99.9 (as is)

400,000

28

캅토프릴
Captopril

MFDS-C-17-008

200 mg/vial

99.89
(무수물 99.85)

200,000

29

카르베딜롤
Carvedilol

MFDS 13-15

100 mg/vial

99.9 (as is)

100,000

30

세티리진염산염
Cetirizine HCl

MFDS-C-17-009

200 mg/vial

99.84
(무수물 99.97)

100,000

31

브롬화세틸트리메틸암모늄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MFDS-C-17-010

200 mg/vial

99.88
(무수물 99.94)

100,000

32

케노데옥시콜산
Chenodeoxycholic Acid

MFDS 15-11

200 mg/vial

98.3 (as is)

100,000

33

클로로크레졸
Chlorocresol

MFDS-C-17-011

200 mg/vial

94.14
(무수물 99.99)

30,000

34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Chlorpheniramine Maleate

MFDS 13-16

100 mg/vial

99.9 (as is)

90,000

35

클로르족사존
Chlorzoxazone

MFDS 14-12

200 mg/vial

99.9 (as is)

90,000

36

콜산
Cholic Acid

MFDS-C-17-012

200 mg/vial

99.89
(무수물 99.96)

40,000

37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MFDS-C-19-013

200 mg/vial

97.8
(무수물 98.9)

300,000

38

클로베타손부티레이트
Clobetasone Butyrate

MFDS-C-19-014

200 mg/vial

99.95 (as is)

200,000

39

실니디핀
Cilnidipine

MFDS 15-12

200 mg/vial

99.9 (as is)

200,000

40

실로스타졸
Cilostazol

MFDS 13-17

150 mg/vial

99.9 (as is)

300,000

41

시메티딘
Cimetidine

MFDS 13-18

100 mg/vial

99.8 (as is)

80,000

42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Ciprofloxacin HCl Hydrate

MFDS 14-13

200 mg/vial

93.6 (as is)

300,000

43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lopidogrel Bisulfate

MFDS 14-14

200 mg/vial

99.6 (as is)

1,100,000

44

시타라빈
Cytarabine

MFDS 14-15

200 mg/vial

99.3 (as is)

100,000

45

데속시메타손
Desoximetasone

MFDS 14-16

200 mg/vial

99.9 (as is)

200,000

46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MFDS 14-17

200 mg/vial

99.8 (as is)

200,000

47

덱시부프로펜
Dexibuprofen

MFDS-C-19-016

200 mg/vial

99.91 (as is)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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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D-글루쿠론산
D-Glucuronic Acid

MFDS-C-17-013

200 mg/vial

99.68
(무수물 99.79)

100,000

49

디펜히드라민염산염
Diphenhydramine HCl

MFDS-C-17-014

200 mg/vial

99.94
(무수물 99.97)

200,000

50

D-만니톨
D-Mannitol

MFDS 13-19

100 mg/vial

100.0 (as is)

80,000

51

도부타민염산염
Dobutamine HCl

MFDS 14-18

200 mg/vial

98.4 (as is)

80,000

52

돔페리돈
Domperidone

MFDS-C-19-017

200 mg/vial

99.43 (as is)

100,000

53

독사조신메실산염
Doxazosin Mesylate

MFDS 13-20

100 mg/vial

99.8 (as is)

80,000

54

둘록세틴염산염
Duloxetine HCl

MFDS-C-17-015

200 mg/vial

99.82
(무수물 99.90)

800,000

55

에날라프릴말레산염
Enalapril Maleate

MFDS 14-19

200 mg/vial

99.7 (as is)

200,000

56

에페리손염산염
Eperisone Hydrochloride

MFDS-C-19-018

200 mg/vial

99.59 (as is)

200,000

57

에페드린염산염
Ephedrine HCl

MFDS-C-17-046

100 mg/vial

99.96
(무수물 99.97)

500,000

58

에르도스테인
Erdosteine

MFDS-C-17-016

200 mg/vial

99.82
(무수물 99.95)

300,000

59

에텐자미드
Ethenzamide

MFDS 14-20

200 mg/vial

99.8 (as is)

1,000,000

60

에티닐에스트라디올
Ethinylestradiol

MFDS-C-19-020

200 mg/vial

99.59 (as is)

70,000

61

파모티딘
Famotidine

MFDS 14-21

200 mg/vial

99.7 (as is)

200,000

62

페노피브레이트
Fenofibrate

MFDS-C-17-017

200 mg/vial

99.97
(무수물 99.99)

200,000

63

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MFDS-C-19-021

200 mg/vial

99.86 (as is)

200,000

64

플루오시노니드
Fluocinonide

MFDS 14-22

200 mg/vial

99.0 (as is)

300,000

65

플루오로메톨론
Fluorometholone

MFDS 14-23

200 mg/vial

99.9 (as is)

200,000

66

플루르비프로펜
Flurbiprofen

MFDS 13-21

100 mg/vial

99.5 (as is)

80,000

67

폴산
Folic Acid

MFDS 14-24

200 mg/vial

91.2 (as is)

70,000

68

푸르설티아민염산염
Fursultiamine HCl

MFDS 13-22

100 mg/vial

99.6 (as is)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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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abexate Mesilate

MFDS 14-25

200 mg/vial

99.8 (as is)

3,200,000

70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Gallamine Triethiodide

MFDS 14-26

200 mg/vial

96.8 (as is)

200,000

71

젬시타빈염산염
Gemcitabine HCl

MFDS-C-17-019

200 mg/vial

99.91
(무수물 99.98)

200,000

72

글리메피리드
Glimepiride

MFDS 13-23

100 mg/vial

99.4 (as is)

100,000

73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MFDS 14-27

200 mg/vial

99.4 (as is)

200,000

74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Hydrochlorothiazide

MFDS 13-24

100 mg/vial

99.9 (as is)

80,000

75

히드로코르티손
Hydrocortisone

MFDS 14-28

200 mg/vial

99.8 (as is)

200,000

76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Hydrocortisone Acetate

MFDS 14-29

200 mg/vial

99.7 (as is)

200,000

77

히드로코르티손부티레이트
Hydrocortisone Butyrate

MFDS-C-19-024

200 mg/vial

99.8 (as is)

200,000

78

이부프로펜
Ibuprofen

MFDS 13-25

100 mg/vial

99.9 (as is)

30,000

79

이노시톨
Inositol

MFDS 14-30

500 mg/vial

99.9 (as is)

70,000

80

이오헥솔
Iohexol

MFDS-C-20-006

1,000
mg/vial

97.80 (as is)

400,000

81

이오프로미드
Iopromide

MFDS 13-26

100 mg/vial

99.0 (as is)

40,000

82

케토프로펜
Ketoprofen

MFDS 13-27

100 mg/vial

99.9 (as is)

80,000

83

락티톨수화물
Lactitol Hydrate

MFDS 13-28

150 mg/vial

99.8 (as is)

200,000

84

란소프라졸
Lansoprazole

MFDS 13-29

150 mg/vial

99.9 (as is)

100,000

85

L-아스코르브산
L-Ascorbic Acid

MFDS-C-17-021

200 mg/vial

99.97
(무수물 99.99)

100,000

86

레르카니디핀염산염
Lercanidipine HCl

MFDS 15-19

200 mg/vial

99.9 (as is)

200,000

87

레보도파
Levodopa

MFDS 13-30

100 mg/vial

99.8 (as is)

80,000

88

레보플록사신수화물
Levofloxacin Hydrate

MFDS-C-20-007

500 mg/vial

97.4 (as is)

400,000

89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MFDS-C-17-022

200 mg/vial

99.95
(무수물 99.9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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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L-히스티딘염산염수화물
L-Histidine HCl Hydrate

MFDS 15-20

200 mg/vial

99.9 (as is)

300,000

91

리도카인
Lidocaine

MFDS 14-31

200 mg/vial

99.9 (as is)

300,000

92

로페라미드염산염
Loperamide Hydrochloride

MFDS-C-20-008

500 mg/vial

99.90 (as is)

400,000

93

로사르탄칼륨
Losartan Potassium

MFDS-C-20-009

500 mg/vial

99.80 (as is)

500,000

94

록소프로펜
Loxoprofen

MFDS 15-23

200 mg/vial

99.9 (as is)

300,000

95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Loxoprofen Sodium Hydrate

MFDS-C-20-010

500 mg/vial

88.3 (as is)

300,000

96

L-피로글루탐산
L-Pyroglutamic Acid

MFDS 15-24

200 mg/vial

98.9 (as is)

50,000

97

마데카신산
Madecassic Acid

MFDS 15-26

200 mg/vial

85.7 (as is)

50,000

98

말티톨
Maltitol

MFDS-C-17-023

200 mg/vial

99.95
(무수물 99.97)

200,000

99

멜록시캄
Meloxicam

MFDS 13-31

100 mg/vial

99.9 (as is)

60,000

100

메로페넴수화물
Meropenem Hydrate

MFDS 13-32

100 mg/vial

99.0 (as is)

60,000

101

메트포르민염산염
Metformine HCl

MFDS 13-33

100 mg/vial

100.0 (as is)

90,000

102

메토카르바몰
Methocarbamol

MFDS 13-34

200 mg/vial

99.4 (as is)

200,000

103

메토트렉세이트
Methotrexate

MFDS 14-32

200 mg/vial

89.6 (as is)

70,000

104

메틸파라벤
Methyl 4-hydroxybenzoate

MFDS-C-17-024

200 mg/vial

99.81
(무수물 99.94)

40,000

105

메틸프레드니솔론
Methylprednisolone

MFDS-C-19-028

200 mg/vial

99.0 (as is)

200,000

106

메트로니다졸
Metronidazol

MFDS 13-35

100 mg/vial

99.9 (as is)

100,000

107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ometasone Furoate

MFDS 14-33

200 mg/vial

99.7 (as is)

200,000

108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Mosapride Citrate Dihydrate

MFDS 13-36

100 mg/vial

99.9 (as is)

700,000

109

나부메톤
Nabumetone

MFDS 14-34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10

나프티핀염산염
Naftifine HCl

MFDS-C-17-025

200 mg/vial

99.93
(무수물 99.9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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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나프록센
Naproxen

MFDS 14-35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12

나테글리니드
Nateglinide

MFDS-C-17-026

200 mg/vial

99.82
(무수물 99.94)

200,000

113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Neostigmine Methylsulfate

MFDS 14-36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14

니카르디핀염산염
Nicardipine HCl

MFDS 13-37

100 mg/vial

99.2 (as is)

80,000

115

니세르골린
Nicergoline

MFDS 13-38

100 mg/vial

99.3 (as is)

100,000

116

니코틴산아미드
Nicotinamide

MFDS 13-40

100 mg/vial

100.0 (as is)

30,000

117

니모디핀
Nimodipine

MFDS 13-41

100 mg/vial

99.9 (as is)

100,000

118

니자티딘
Nizatidine

MFDS 13-42

100 mg/vial

99.9 (as is)

80,000

119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수화물
Norepinephrine Tartrate Hydrate

MFDS 13-43

100 mg/vial

99.9 (as is)

90,000

120

오메프라졸
Omeprazole

MFDS 14-37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21

옥시라세탐
Oxiracetam

MFDS-C-17-027

200 mg/vial

99.93
(무수물 99.96)

50,000

122

펜톡시필린
Pentoxifylline

MFDS-C-17-028

200 mg/vial

99.98
(무수물 99.99)

200,000

123

페닐레프린염산염
Phenylephrine HCl

MFDS-C-17-029

200 mg/vial

99.91
(무수물 99.93)

200,000

124

피오글리타존염산염
Pioglitazone HCl

MFDS-C-17-030

200 mg/vial

99.89
(무수물 99.96)

300,000

125

피르페니돈
Pirfenidone

MFDS-C-17-031

200 mg/vial

99.95
(무수물 99.98)

200,000

126

피록시캄
Piroxicam

MFDS 14-38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27

프랄리독심염화물
Pralidoxime Chloride

MFDS 14-39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28

프라노프로펜
Pranoprofen

MFDS 14-40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29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Prednisolone Acetate

MFDS-C-19-029

200 mg/vial

99.3 (as is)

200,000

130

프레가발린
Pregabalin

MFDS 15-28

200 mg/vial

99.7 (as is)

130,000

131

프리미돈
Primidone

MFDS 14-41

200 mg/vial

99.8 (as is)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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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프로카인염산염
Procaine HCl

MFDS 13-44

100 mg/vial

100.0 (as is)

80,000

133

프로피베린염산염
Propiverine HCl

MFDS 15-29

200 mg/vial

99.6 (as is)

70,000

134

슈도에페드린염산염
Pseudoephedrin HCl

MFDS 14-03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135

피리독살포스페이트수화물
Pyridoxal Phosphate Hydrate

MFDS-C-19-031

200 mg/vial

99.3
(무수물 99.3)

300,000

136

피리독신염산염
Pyridoxine HCl

MFDS-C-17-033

200 mg/vial

99.96
(무수물 99.99)

200,000

137

라니티딘염산염
Ranitidine HCl

MFDS 13-45

100 mg/vial

99.8 (as is)

200,000

138

레바미피드
Rebamipide

MFDS 15-30

200 mg/vial

98.5 (as is)

90,000

139

리보플라빈
Riboflavin

MFDS 14-42

200 mg/vial

98.5 (as is)

70,000

140

리팜피신
Rifampicin

MFDS 13-46

100 mg/vial

98.5 (as is)

50,000

141

리스페리돈
Risperidone

MFDS 13-47

100 mg/vial

99.9 (as is)

100,000

142

로수바스타틴칼슘염
Rosuvastatin Calcium Salt

MFDS-C-17-036

200 mg/vial

97.14
(무수물 99.03)

400,000

143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Sarpogrelate HCl

MFDS 13-48

100 mg/vial

99.8 (as is)

60,000

144

셀레길린염산염
Selegiline HCl

MFDS 14-43

200 mg/vial

99.5 (as is)

200,000

145

심바스타틴
Simvastatin

MFDS 13-49

100 mg/vial

99.5 (as is)

80,000

146

솔리페나신숙신산염
Solifenacin Succinate

MFDS 15-31

200 mg/vial

99.8 (as is)

100,000

147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MFDS 14-44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48

설피리드
Sulpiride

MFDS-C-19-034

200 mg/vial

99.96 (as is)

100,000

149

텔미사르탄
Telmisartan

MFDS 13-50

200 mg/vial

99.8 (as is)

200,000

150

테트라히드로졸린염산염
Tetrahydrozoline HCl

MFDS-C-17-038

200 mg/vial

99.96
(무수물 99.99)

200,000

151

티아민염산염
Thiamine HCl

MFDS 14-45

200 mg/vial

99.2 (as is)

70,000

152

티아민질산염
Thiamine Mononitrate

MFDS-C-17-039

200 mg/vial

99.75
(무수물 99.81)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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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153

티옥트산
Thioctic Acid

MFDS-C-17-040

200 mg/vial

97.01
(무수물 97.03)

200,000

154

티페피딘히벤즈산염
Tipepidine Hibenzate

MFDS 14-46

200 mg/vial

99.7 (as is)

10,000

155

톨나프테이트
Tolnaftate

MFDS 14-47

200 mg/vial

99.9 (as is)

200,000

156

토르세미드
Torsemide

MFDS-C-17-042

200 mg/vial

99.92
(무수물 99.98)

200,000

157

트라마돌염산염
Tramadol HCl

MFDS 13-51

100 mg/vial

99.7 (as is)

100,000

158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

MFDS 14-48

200 mg/vial

97.6 (as is)

200,000

159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Triamcinolone Acetonide

MFDS-C-19-035

200 mg/vial

99.2 (as is)

80,000

160

트리메부틴말레산염
Trimebutine Maleate

MFDS 13-52

100 mg/vial

99.9 (as is)

700,000

161

트리메토프림
Trimethoprim

MFDS-C-17-043

200 mg/vial

99.85
(무수물 99.87)

100,000

162

유비데카레논
Ubidecarenone

MFDS-C-19-036

200 mg/vial

99.2 (as is)

200,000

163

발사르탄
Valsartan

MFDS 13-53

100 mg/vial

98.9 (as is)

50,000

164

와파린
Warfarin

MFDS-C-17-044

200 mg/vial

99.88
(무수물 99.92)

200,000

□ 일반화학의약품(확인시험용, 순도시험용)
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1

니코란딜
Nicorandil

MFDS 13-39

100 mg/vial

100,000

확인
시험

2

시티콜린
Citicoline

MFDS-C-15-033

200 mg/vial

50,000

확인
시험

3

게피티니브
Gefitinib

MFDS-C-15-032

200 mg/vial

50,000

확인
시험

4

락툴로오스
Lactulose

MFDS-C-17-047

200 mg/vial

100,000

확인
시험

5

플루코나졸
Fluconazole

MFDS-C-17-048

200 mg/vial

200,000

확인
시험

6

프로필파라벤
Propyl 4-hydroxybenzoate

MFDS-C-17-032

200 mg/vial

30,000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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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7

라록시펜염산염
Raloxifene HCl

MFDS-C-17-035

200 mg/vial

200,000

확인
시험

8

테모졸로미드
Temozolomide

MFDS-C-17-037

200 mg/vial

400,000

확인
시험

MFDS-C-19-009

200 mg/vial

200,000

MFDS-C-19-033

200 mg/vial

80,000

MFDS-C-17-049

200 mg/vial

30,000

부데소니드

9

Budesonide
리보플라빈

10

Riboflavin
글리메피리드설폰아미드

11

Glimepiride Sulfonamide

단가
(원)

용도

확인
시험
확인
시험
순도
시험

□ 마약류
번호

품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1

2씨-아이염산염
2C-I HCl

MFDS 08-02

향정

100 mg/vial

99.0 (as is)

1,000,000

2

3-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염산염
3-Hydroxybenzylpiperazine HCl

MFDS 10-16

향정

50 mg/vial

99.9 (as is)

40,000

3

4-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염산염
4-Hydroxybenzylpiperazine HCl

MFDS 10-17

향정

50 mg/vial

99.9 (as is)

40,000

4

5-메오-딥트염산염
5-MeO-Dipt HCl

MFDS 08-05

향정

100 mg/vial

99.0 (as is)

1,000,000

5

알펜타닐염산염
Alfentanil HCl

MFDS 13-01

마약

100 mg/vial

97.2 (as is)

300,000

6

알프라졸람
Alprazolam

MFDS 13-02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600,000

7

암페타민
Amphetamine

MFDS 10-09

향정

100 mg/vial

99.9 (as is)

5,900,000

8

암페타민황산염
Amphetamine Sulfate

MFDS 10-10

향정

100 mg/vial

99.9 (as is)

1,000,000

9

벤질피페라진염산염
Benzylpiperazine HCl

MFDS 09-05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00,000

10

브로마제팜
Bromazepam

MFDS 13-03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1,200,000

11

부프레노르핀염산염
Buprenorphine HCl

MFDS 15-01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200,000

12

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Butorphanol Tartrate

MFDS 13-04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400,000

13

클로르디아제폭시드
Chlordiazepoxide

MFDS 12-13

향정

100 mg/vial

99.9 (as is)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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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14

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Chlordiazepoxide HCl

MFDS 05-02

향정

100 mg/vial

99.7 (as is)

300,000

15

클로바잠
Clobazam

MFDS 08-01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700,000

16

클로나제팜
Clonazepam

MFDS 13-05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600,000

17

클로라제페이트칼륨염
Clorazepate Dipotassium

MFDS 12-12

향정

100 mg/vial

98.9 (as is)

900,000

18

클로티아제팜
Clotiazepam

MFDS 12-14

향정

100 mg/vial

99.6 (as is)

1,700,000

19

코데인인산염수화물
Codeine Phosphate Hydrate

MFDS-N-19-001

마약

100 mg/vial

99.67
(무수물)

20

디아제팜
Diazepam

MFDS 07-12

향정

200 mg/vial

99.8 (as is)

1,400,000

21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Diethylpropion HCl

MFDS-N-17-001

향정

100 mg/vial

99.38
(무수물 99.99)

600,000

22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Dihydrocodeine Bitartrate

MFDS-N-19-002

마약

100 mg/vial

99.49 (as is)

400,000

23

에스타졸람
Estazolam

MFDS 09-07

향정

100 mg/vial

99.4 (as is)

1,500,000

24

에틸로플라제페이트
Ethyl Loflazepate

MFDS 12-06

향정

100 mg/vial

99.6 (as is)

90,000

25

에티졸람
Etizolam

MFDS 12-05

향정

100 mg/vial

99.8 (as is)

2,800,000

26

펜타닐
Fentanyl

MFDS 12-17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27

펜타닐시트르산염
Fentanyl Citrate

MFDS 15-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28

플루디아제팜
Fludiazepam

MFDS 15-04

향정

100 mg/vial

98.6 (as is)

1,400,000

29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MFDS 13-06

향정

100 mg/vial

99.9 (as is)

2,000,000

30

플루라제팜염산염
Flurazepam HCl

MFDS 10-14

향정

100 mg/vial

100.0 (as is)

500,000

31

히드로코돈타르타르산염수화물
Hydrocodone Bitartrate Hydrate

MFDS 06-01

마약

100 mg/vial

100.0 (as is)

300,000

32

히드로모르폰염산염
Hydromorphone HCl

MFDS-N-17-003

마약

100 mg/vial

99.61
(무수물 99.70)

2,200,000

33

제이더블유에이치-018
JWH-018

MFDS 12-11

향정

100 mg/vial

99.6 (as is)

3,300,000

34

케타민염산염
Ketamine HCl

MFDS 13-07

향정

100 mg/vial

99.9 (as is)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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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35

로라제팜
Lorazepam

MFDS 07-06

향정

200 mg/vial

98.5 (as is)

700,000

36

로르메타제팜
Lormetazepam

MFDS 15-05

향정

100 mg/vial

99.5 (as is)

1,200,000

37

마진돌
Mazindol

MFDS 12-03

향정

100 mg/vial

99.0 (as is)

300,000

38

엠디엠에이염산염
MDMA HCl

MFDS 03-03

향정

200 mg/vial

100.0 (as is)

1,000,000

39

멕사졸람
Mexazolam

MFDS 12-04

향정

100 mg/vial

99.8 (as is)

90,000

40

모르핀염산염수화물
Morphine Hydrochloride Hydrate

MFDS-N-19-004

마약

100 mg/vial

98.7
(무수물)

41

모르핀황산염수화물
Morphine Sulfate Hydrate

MFDS 10-02

마약

100 mg/vial

99.5 (as is)

300,000

42

날부핀염산염
Nalbuphine HCl

MFDS 12-01

향정

100 mg/vial

95.2 (as is)

1,300,000

43

옥시코돈
Oxycodone

MFDS 12-10

마약

100 mg/vial

99.8 (as is)

600,000

44

옥시코돈염산염수화물
Oxycodone HCl Hydrate

MFDS 10-03

마약

100 mg/vial

99.9 (as is)

1,200,000

45

펜타조신
Pentazocine

MFDS 08-07

향정

200 mg/vial

99.1 (as is)

400,000

46

펜토바르비탈
Pentobarbital

MFDS 10-13

향정

100 mg/vial

99.8 (as is)

500,000

47

페티딘염산염
Pethidine HCl

MFDS 10-05

마약

100 mg/vial

99.8 (as is)

500,000

48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Phendimetrazine Tartrate

MFDS-N-17-004

향정

100 mg/vial

99.68
(무수물 99.86)

300,000

49

펜메트라진염산염
Phenmetrazine HCl

MFDS 12-16

향정

100 mg/vial

99.8 (as is)

600,000

50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MFDS 07-09

향정

200 mg/vial

99.6 (as is)

700,000

51

프로포폴
Propofol

MFDS 12-18

향정

100 mg/vial

99.9 (as is)

400,000

52

레미펜타닐염산염
Remifentanyl HCl

MFDS 12-02

마약

100 mg/vial

99.6 (as is)

7,600,000

53

테마제팜
Temazepam

MFDS 09-13

향정

100 mg/vial

99.4 (as is)

400,000

54

트리아졸람
Triazolam

MFDS-N-17-005

향정

100 mg/vial

99.97
(무수물 99.98)

600,000

55

졸피뎀타르타르산염
Zolpidem Tartrate

MFDS 14-04

향정

100 mg/vial

98.98 (as is)

1,100,000

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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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확인시험용, 순도시험용)
번
호

품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1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MFDS-N-03-006

향정

200 mg/vial

50,000

확인
시험

2

헥소바르비탈
Hexobarbital

MFDS 07-03

향정

200 mg/vial

300,000

확인
시험

MFDS-N-10-020

향정

100 mg/vial

80,000

확인
시험

엠이오피피(MeOPP)

3

1-(4-methoxyphenyl)piperazine

단가 (원)

용도

4

미다졸람
Midazolam

MFDS-N-08-032

향정

200 mg/vial

1,100,000

확인
시험

5

엠디비피염산염
MDBP HCl

MFDS 09-08

향정

100 mg/vial

100,000

확인
시험

6

노르펜플루라민염산염
Norphenfluramine HCl

MFDS-N-10-019

향정

100 mg/vial

2,900,000

확인
시험

※ 품명이 같고 관리번호가 다른 품목의 경우, 분양 신청한 품명 중 제조연도가 앞선 품목의 선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물의약품표준품 보관 온도 : 아래 표 참조
번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1

파상풍 독소

01/001

(calibration before

단가
(원)

보관
온도

용도

88,000

-20℃

역가시험

86,000

-70℃

역가시험

45.5 L+/vial

2

3
4
5
6

7

8

인터페론알파 -2a
(역가측정용)
백일해백신
(역가시험용)
항트롬빈 III
인터페론알파 -2a
(특성분석용)
프리칼리크레인
활성인자
백일해백신
(무독화시험용)
백일해 항원 항혈청
(anti-F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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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3,290,000 IU/vial
01/003

(about 13.6 µg of
Interferon alpha-2a)

02/005

112 units/vial

119,000

-70℃

역가시험

02/008

51.9 IU/vial

66,000

-20℃

역가시험

106,000

-70℃

66,000

-20℃

66,000

4℃

90,000

-20℃

03/001
03/012

About 1.61 mg/mL
0.8 mL/vial
62 IU/vial
122.2 BWD/mL

06/016

1.98 LPU/mL
3.20 HSU/mL

07/019

Bordetella

Pertussis

FHA Antiserum

물리화학
시험
역가시험
무독화
시험
확인시험

136

번호

9
10
11

품명
백일해 항원 항혈청
(anti-PT)
백일해 항원 항혈청
(anti-Pertussis)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관리번호

07/020
07/021

규격
(포장단위)
Bordetella Pertussis PT
Antiserum
Anti-PT, Anti-FHA,
Anti-PRN, Anti-FIM

단가
(원)

보관
온도

용도

90,000

-20℃

확인시험

90,000

-20℃

확인시험

08/026

95.45 IU/vial

66,000

-20℃

역가시험

12

보툴리눔 항A형 독소

09/033

1.37 units/vial

66,000

-20℃

확인시험

13

파상풍 항독소

10/036

5.28 IU/vial

66,000

-20℃

역가시험

14

혈액응고 9인자

11/037

101,000

-20℃

역가시험

66,000

-20℃

역가시험

66,000

-20℃

역가시험

15

항파상풍
사람면역글로불린

12/040

헤모필루스
16

인플루엔자 B형

14/042

다당류

one-stage clotting
assay: 12 IU/vial
32.74 IU/vial
1.21 mg/vial
(올시놀법)

무독화
시험
17

정제백일해 독소

14/044

874 IU/vial

71,000

-70℃

(히스타민
민감성시험
)

18

수두생바이러스
백신3차

MFDS-B-15-001

4.67 log10PFU/0.5mL

66,000

-70℃

역가시험

270,000

-20℃

역가시험

187,000

4℃

함량시험

163,000

-70℃

역가시험

150,000

-70℃

역가시험

140,000

-70℃

역가시험

치사가 1 시험독량 :
19

사독 2차

MFDS-B-15-002

90.1 µg
출혈가 1 시험독량 :
10.8 µg

20

21

필그라스팀
(함량시험용)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베이징주)

MFDS-B-16-001

0.240 mg/mL
일본 국가표준품의

MFDS-B-16-002

역가가 2.21일 때 동
표준품의 역가는 1이다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22

(베이징주)

MFDS-B-17-001

중화항체가 2.093

양성대조혈청
Anti-PT(28.5 EU/vial),
23

백일해 항혈청

MFDS-B-16-004

Anti-FHA(169 EU/vial),
Anti-PRN(22.5 EU/vial)

24

백일해 항원(PT)

MFDS-B-15-004

170.2 µg/mL

140,000

-70℃

역가시험

25

백일해 항원(FHA)

MFDS-B-15-005

158.5 µg/mL

140,000

-70℃

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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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보관
온도

용도

26

백일해 항원(PRN)

MFDS-B-15-006

184.4 µg/mL

140,000

-70℃

역가시험

MFDS-B-17-003

32.05 IU/vial

123,000

-20℃

역가시험

145,800

4℃

역가시험

121,000

-20℃

66,000

-30℃

66,000

-70℃

27

디프테리아 항독소
2차

28

29

30

항사독

MFDS-B-17-004

정제 브이아이
장티푸스 백신 2차

혈액응고 인자 차8 3

항치사가 : 3,100 U/vial
항출혈가 : 3,000 U/vial
Rocket : 63.4 µg/vial

MFDS-B-18-001

HPAEC-PAD : 51.5
µg/vial
One-stage clotting
assay : 9.6 IU/vial

MFDS-B-18-002

Chromogenic assay :

함량시험
확인시험

역가시험

7.6 IU/vial
<DU>
Type1: 46.96 DU/mL
Type2: 129.29 DU/mL
31

불활화
폴리오백신(사빈주)

MFDS-B-19-001

Type3: 262.37 DU/mL
<SDU>

D-항원
함량시험

Type1: 47.59 SDU/mL
Type2: 106.03 SDU/mL
Type3: 192.80 SDU/mL
32
33

디프테리아 독소 2차
사람면역글로불린
(중합물부정시험용)

MFDS-B-19-002

210 L+/vial

126,000

-70℃

MFDS-B-19-004

2 mL/vial

66,000

4℃

역가시험
중합물
부정시험

※ 사용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nifds.go.kr → 전자민원 → 표준품 → 분야별표준품)

○ 생약표준품
※ 생약 표준품 보관 온도 : 5 ± 3 ℃ (냉장보관)

□ 표준생약
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1

갈근(葛根)

Pueraria lobata Ohwi

갈근PULO2015

3 g/vial

20,000

2

감국(甘菊)

Chrysanthemum indicum Linné

감국CHIN2015

3 g/vial

20,000

3

감초(甘草)

Glycyrrhiza glabra Linné

감초GLGL2016

3 g/vial

20,000

4

감초(甘草)

Glycyrrhiza inflata Batal.

감초GLIN2016

3 g/vial

20,000

5

감초(甘草)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감초GLUR2018

3 g/vial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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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6

강활(羌活)

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

강활NOFO2009

3 g/vial

18,900

7

강활(羌活)

Notopterygium incisum Ting

강활NOIN2009

3 g/vial

18,700

8

강활(羌活)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강활OSKO2009

3 g/vial

19,100

9

강황(薑黃)

Curcuma longa Linné

강황CULO2015

3 g/vial

22,300

10

개자(芥子)

Brassica juncea Czern. et Cosson

개자BRJU2008

3 g/vial

31,200

11

건강(乾薑)

Zingiber officinale Roscoe

건강ZIOF2016

3 g/vial

20,000

12

건율(乾栗)

Castanea crenata Siebold et Zuccarini

건율CACR2015

3 g/vial

20,000

13

검인(芡仁)

Euryale ferox Salisbury

검인EUFE2017

3 g/vial

20,000

14

결명자(決明子)

Cassia obtusifolia Linné

결명자CAOB2015

3 g/vial

20,000

15

결명자(決明子)

Cassia tora Linné

결명자CATO2015

3 g/vial

20,000

16

계지(桂枝)

Cinnamomum cassia Presl

계지CICA2016

3 g/vial

20,000

17

고량강(高良薑)

Alpinia officinarum Hance

고량강ALOF2015

3 g/vial

20,000

18

고본(藁本)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gawa

고본LIJE2009

3 g/vial

18,700

19

고본(藁本)

Ligusticum sinense Oliv.

고본LISI2009

3 g/vial

18,700

20

고본(藁本)

Ligusticum tenuissima Kitagawa

고본LITE2009

3 g/vial

18,800

21

고삼(苦參)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고삼SOFL2015

3 g/vial

20,000

22

곡기생(槲寄生)

Viscum album L. var. coloratum Ohwi

곡기생VIAL2017

3 g/vial

20,000

3 g/vial

20,000

곽향AGRU2012

3 g/vial

20,000

23

골담초근
(骨膽草根)

Caraganae sinica (Buchoz) Regder
Agastache rugosa (Fischer et Meyer) O.

골담초근CASI201
9

24

곽향(藿香)

25

괄루근(栝樓根)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괄루근TRKI2016

3 g/vial

20,000

26

괄루근(栝樓根)

Trichosanthes rosthornii Harms

괄루근TRRO2016

3 g/vial

20,000

27

괄루인(栝樓仁)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괄루인TRKI2015

3 g/vial

20,000

28

괄루인(栝樓仁)

Trichosanthes rosthornii Harms

괄루인TRRO2015

3 g/vial

20,000

29

광곽향(廣藿香)

Pogostemon cablin Bentham

광곽향POCA2012

3 g/vial

20,000

30

구기자(枸杞子)

Lycium barbarum Linné

구기자LYBA2014

3 g/vial

20,000

31

구기자(枸杞子)

Lycium chinense Miller

구기자LYCH2014

3 g/vial

20,000

32

구절초(九折草)

구절초CHZA2015

3 g/vial

20,000

33

구절초(九折草)

3 g/vial

20,000

34

구척(狗脊)

3 g/vial

20,000

Kuntze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var.
latilobum (Maxim.) Kitamura
Chrysanthemum zawadskii var. coreanum
(Nakai)

Cibotium barometz J. Smith

산구절초CHZA201
5
구척CIBA2015

KP Forum Vol. 18, No. 2 (2021)

139

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uelle

국화CHMO2016

3 g/vial

20,000

35

국화(菊花)

36

금은화(金銀花)

Lonicera japonica Thunberg

금은화LOJA2015

3 g/vial

29,200

37

금전초(金錢草)

Lysimachia christinae Hance

금전초LYCH2017

3 g/vial

20,000

38

길경(桔梗)

길경PLGR2015

3 g/vial

20,000

39

내복자(萊菔子)

내복자RASA2008

3 g/vial

30,000

40

노근(蘆根)

Phragmites communis Trinius

노근PHCO2016

3 g/vial

20,000

41

단삼(丹參)

Salvia miltiorrhiza Bunge

단삼SAMI2016

3 g/vial

20,000

42

당귀(當歸)

Angelica gigas Nakai

당귀ANGI2015

3 g/vial

18,700

43

당삼(黨參)

3 g/vial

20,000

44

당삼(黨參)

Codonopsis tangshen Oliver

당삼COTA2015

3 g/vial

20,000

45

당삼(黨參)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당삼COPI2015

3 g/vial

11,500

46

대복피(大腹皮)

대복피ARCA2015

3 g/vial

20,000

47

대추(大棗)

대추ZIIN2016

3 g/vial

20,000

48

대추(大棗)

대추ZIHO2016

3 g/vial

20,000

49

도인(桃仁)

Prunus davidiana Franchet

도인PRDA2015

3 g/vial

11,100

50

도인(桃仁)

Prunus persica Batsch

도인PRPE2015

3 g/vial

11,200

51

독활(獨活)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독활ARCO2015

3 g/vial

20,000

52

두충(杜仲)

Eucommia ulmoides Oliver

두충EUUL2015

3 g/vial

11,500

53

두충엽(杜仲葉)

Eucommia ulmoides Oliver

두충엽EUUL2017

3 g/vial

20,000

54

마인(麻仁)

마인CASA2016

3 g/vial

10,000

55

마치현(馬齒莧)

마치현POOL2015

3 g/vial

20,000

56

마황(麻黃)

마황EPSI2016

3 g/vial

20,000

57

마황(麻黃)

마황EPIN2016

3 g/vial

20,000

58

마황(麻黃)

마황EPEQ2016

3 g/vial

20,000

마황근EPIN2015

3 g/vial

20,000

Ephedra sinica Stapf.

마황근EPSI2015

3 g/vial

20,000

Vitex rotundifolia Linné fil.

만형자VIRO2015

3 g/vial

20,000

Vitex trifolia Linné

만형자VITR2015

3 g/vial

20,000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맥문동LIPL2017

3 g/vial

20,000

59
60
61
62
63

마황근(麻黃
*

根)
마황근(麻黃
根)*
만형자(蔓荊
子)*
만형자(蔓荊
子)*
맥문동(麥門冬)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Raphanus sativus Linné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var.
modesta L. T. Shen

Areca catechu Linné
Zizyphus jujubaMiller var. inermis Rehder
Zizyphus jujuba Miller var. hoonensis T. B.
Lee

Cannabis sativa Linné
Portulaca oleracea Linné
Ephedra sinica Stapf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er

Ephedra equisetina Bunge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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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기원학명

Ophiopogon japonicus Ker-Gawler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맥문동OPJA2017

3 g/vial

20,000

맥아HOVU2015

3 g/vial

20,000

64

맥문동(麥門冬)

65

맥아(麥芽)

66

모과(木瓜)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목과CHSI2015

3 g/vial

20,000

67

모과(木瓜)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목과CHSP2015

3 g/vial

20,000

68

목단피(牧丹皮)

목단피PASU2015

3 g/vial

11,500

69

목적(木賊)

Equisetum hyemale Linnén

목적EQHY2017

3 g/vial

20,000

70

목통(木通)

Akebia quinata Decaisne

목통AKQU2008

3 g/vial

30,700

71

목향(木香)

Aucklandia lappa Decne.

목향AULA2016

3 g/vial

10,000

72

박하(薄荷)

박하MEAR2015

3 g/vial

20,000

73

반하(半夏)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반하PITE2015

3 g/vial

20,000

74

방기(防己)

Sinomenium acutum Rehder et Wilson

방기SIAC2010

3 g/vial

11,000

75

방풍(防風)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kin

방풍SADI2015

3 g/vial

30,300

76

백과(白果)*

Ginkgo biloba Linné

백과GIBI2015

3 g/vial

20,000

77

백굴채(白屈菜)

백굴채CHMA2008

3 g/vial

30,900

78

백두구(白豆蔲)

Amomum kravanh Pierre ex Gagnep.

백두구AMKR2016

3 g/vial

20,000

79

백두구(白豆蔲)

Amomum compactum Solander ex Maton

백두구AMCO2016

3 g/vial

20,000

80

백수오(白首烏)

Cynanchum wilfordii Hemsley

백수오CYWI2010

3 g/vial

22,300

81

백지(白芷)

백지ANFO2015

3 g/vial

18,700

82

백지(白芷)

Angelica dahurica Betham et Hooker f.

백지ANDA2015

3 g/vial

18,700

83

백출(白朮)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삽주ATJA2015

3 g/vial

20,000

84

백출(白朮)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백출ATMA2015

3 g/vial

20,000

3 g/vial

20,000

85
86

백화사설초(白
花蛇舌草)
백편두(白扁
豆)*

Hordeum vulgare Linné var. hexastichon
Aschers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Mentha arvensis Linné var. piperascens
Malinvaud ex Holmes

Chelidonium majus Linné var. asiaticum
Ohwi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var.
formosana Shan et Yuan

Hedyotis diffusa Willdenow

백화사설초HEDI20
19

Dolichos lablab Linné

백편두DOLA2016

3 g/vial

10,000

Psoralea corylifolia Linnée

보골지PSCO2017

3 g/vial

20,000

복령POCO2016

3 g/vial

20,000

복분자RUCO2018

3 g/vial

31,800

복신POCO2016

3 g/vial

20,000

87

보골지(補骨脂)

88

복령(茯苓)

89

복분자(覆盆子)

90

복신(茯神)

Poria cocos Wolf

91

부자(附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부자편ACCA2016

3 g/vial

20,000

92

부자(附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포부자ACCA2016

3 g/vial

20,000

Poria cocos Wolf
Rubus coreanus Miq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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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ca catechu Linné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빈랑자ARCA2015

3 g/vial

30,600

사삼ADTR2016

3 g/vial

11,500

93

빈랑자(檳榔子)

94

사삼(沙蔘)

95

사상자(蛇床子)

Cnidium monieri (L). Cussion

사상자CNMO2009

3 g/vial

18,700

96

사상자(蛇床子)

Torilis japonica Decandolle

사상자TOJA2009

3 g/vial

19,300

97

사인(砂仁)

사인AMXA2016

3 g/vial

20,000

98

사인(砂仁)

Amomum villosum Loureiro

사인AMVI2016

3 g/vial

20,000

99

산사(山楂)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CRPI2016

3 g/vial

20,000

100

산수유(山茱萸)

산수유COOF2015

3 g/vial

20,000

101

산약(山藥)

Dioscorea batatas Decaisne

산약DIBA2015

3 g/vial

11,500

102

산약(山藥)

Dioscorea japonica Thunberg

산약DIJA2014

3 g/vial

20,000

103

산조인(酸棗仁)

산조인ZIJU2006

3 g/vial

6,100

104

산초(山椒)

산초ZAPI2016

3 g/vial

20,000

105

산초(山椒)

산초ZASC2016

3 g/vial

20,000

106

산초(山椒)

산초ZABU2016

3 g/vial

20,000

107

삼릉(三稜)

삼릉SPST2008

3 g/vial

11,200

108

상백피(桑白皮)

Morus alba Linné

상백피MOAL2015

3 g/vial

32,700

109

상엽(桑葉)*

Morus alba Linné

상엽MOAL2016

3 g/vial

20,000

110

상엽(桑葉)*

Morus bombycis Koidz

상엽MOBO2016

3 g/vial

20,000

111

상지(桑枝)*

Morus alba Linné

상지MOAL2016

3 g/vial

20,000

112

석곡(石斛)

석곡DEFI2016

3 g/vial

20,000

113

석곡(石斛)

석곡DECA2016

3 g/vial

40,000

114

석창포(石菖蒲)

석창포ACGR2015

3 g/vial

30,800

115

선모(仙茅)

선모CUOR2020

3 g/vial

20,000

116

세신(細辛)

세신ASHE2014

3 g/vial

20,000

117

세신(細辛)

세신ASSI2014

3 g/vial

20,000

센나엽CAAN2017

3 g/vial

20,000

소목CASA2016

3 g/vial

20,000

속단DIAS2014

3 g/vial

20,000

118

센나엽(senna
葉)

119

소목(蘇木)

120

속단(續斷)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Amomum villosum Loureiro var.
xanthioides T. L. Wu et Senjen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Zizyphus jujuba Miller var. spinosa Hu ex H. F.
Chou

Zanthoxylum piperitumDe Candolle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Sparganium stoloniferum
Buchanan-Hamilton

Dendrobium fimbriatum Hook. var. oculatum
Hook.

Dendrobium candidum Wall. ex Lindley
Acorus gramineus Solander
Curculigo orchioides Gaertner
Asiasarum heterotropoides F. Maekawa var.
mandshuricum F. Maekawa
Asiasarum sieboldii Miquel var. seoulense
Nakai

Casa angustifoliasi Vahl
Caesalpinia sappan Linné
Dipsacus asperoides C. Y. Cheng et T. M.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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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승마(升麻)

Cimicifuga heracleifolia Komarov

승마CIHE2016

3 g/vial

20,000

122

승마(升麻)

Cimicifuga dahurica Maximowicz

승마CIDA2016

3 g/vial

20,000

123

시라자(蒔蘿子)

시라자ANGR2014

3 g/vial

20,000

124

시체(柿蒂)

Diospyros kaki Thunberg

시체DIKA2017

3 g/vial

20,000

125

시호(柴胡)

Bupleurumf alcatum Linné

시호BUFA2010

3 g/vial

11,200

126

시호(柴胡)

Bupleurum scorzonerifolium Willd.

시호BUSC2010

3 g/vial

11,200

127

식방풍(植防風)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식방풍PEJA2012

3 g/vial

20,000

128

신근초(伸筋草)

Lycopodium clavatum Linnén

신근초LYCL2017

3 g/vial

20,000

129

아출(莪朮)

아출CUKW2012

3 g/vial

20,000

130

아출(莪朮)

아출CUPH2012

3 g/vial

20,000

131

아출(莪朮)

아출CUWE2012

3 g/vial

20,000

132

애엽(艾葉)

Artemisia argyi Lev. et Vant.

애엽ARAR2016

3 g/vial

20,000

133

애엽(艾葉)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애엽ARPR2016

3 g/vial

20,000

134

애엽(艾葉)

Artemisia montana Pampani

애엽ARMO2016

3 g/vial

20,000

135

어성초(魚腥草)

Houttuynia cordata Thunberg

어성초HOCO2018

3 g/vial

30,600

136

연교(連翹)

Forsythia viridissima Lindley

연교FOVI2016

3 g/vial

20,000

137

연교(連翹)

Forsythia suspensa Vahl

연교FOSU2016

3 g/vial

20,000

138

여정실(女貞實)

Ligustrum japonicum Thunb.

여정실KIJA2020

3 g/vial

20,000

139

여정실(女貞實)

Ligustrum lucidum Aiton

여정실LILU2020

3 g/vial

20,000

140

연자육(蓮子肉)

Nelumbo nucifera Gaertner

연자육NENU2016

3 g/vial

20,000

141

오가피(五加皮)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오가피ACSE2016

3 g/vial

20,000

142

오공(蜈蚣)

오공SCSU2017

3 g/vial

20,000

143

오미자(五味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on

오미자SCCH2015

3 g/vial

5,400

144

오수유(吳茱萸)

Evodia rutaecarpa Bentham

오수유EVRU2017

3 g/vial

20,000

145

오약(烏藥)

오약LIST2017

3 g/vial

20,000

146

옥죽(玉竹)

옥죽POOD2016

3 g/vial

20,000

147

용담(龍膽)

Gentiana manshurica Kitagawa

용담GEMA2017

3 g/vial

20,000

148

용담(龍膽)

Gentiana scabra Bunge

용담GESC2017

3 g/vial

20,000

149

용안육(龍眼肉)

Dimocarpus longan Loureiro

용안육DILO2016

3 g/vial

20,000

Anethum graveolens Linné

Curcuma kwangsiensis S. G. Lee et C. F.
Liang

Curcuma phaeocaulis Val.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inné
Koch

Lindera strichnifolia Fernandez-Villar
Polygonatum odoratum Druce var.
pluriflorum O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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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um lappa Linne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우방자ARLA2017

3 g/vial

20,000

우슬ACJA2017

3 g/vial

29,100

울금CUWE2012

3 g/vial

20,000

원지POTE2006

3 g/vial

4,200

150

우방자(牛蒡子)

151

우슬(牛膝)

152

울금(鬱金)

153

원지(遠志)

154

위령선(威靈仙)

Clematis manshurica Ruprecht

위령선CLMA2017

3 g/vial

20,000

155

위령선(威靈仙)

Clematis chinensis Osbeck

위령선CLCH2017

3 g/vial

20,000

Ulmus macrocarpa Hance

유백피ULMA2016

3 g/vial

20,000

Cinnamomum cassia Presl

육계CICA2015

3 g/vial

11,200

156

유백피(楡白
皮)*

Achyranthes japonica Nakai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157

육계(肉桂)

158

육종용(肉蓯蓉)

Cistanche deserticola Y. C. Ma

육종용CIDE2016

3 g/vial

20,000

159

은행엽(銀杏葉)

Ginkgo biloba Linné

은행엽GIBI2019

3 g/vial

20,000

160

음양곽(淫羊藿)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EPKO2006

3 g/vial

3,400

161

음양곽(淫羊藿)

음양곽EPSA2017

3 g/vial

20,000

162

음양곽(淫羊藿)

음양곽EPBR2017

3 g/vial

20,000

163

의이인(薏苡仁)

의이인COLA2017

3 g/vial

20,000

164

익모초(益母草)

익모초LEJA2015

3 g/vial

2,300

165

익지(益智)

Alipinia oxyphylla Miquel

익지ALOX2020

3 g/vial

20,000

166

인동(忍冬)

Lonicera japonica Thunberg

인동LOJA2015

3 g/vial

28,800

167

인삼(人蔘)

Panax ginseng C. A. Meyer

인삼PAGI2017

3 g/vial

20,000

168

인진호(茵蔯蒿)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인진호ARCA2014

3 g/vial

20,000

169

일당귀(日當歸)

Angelica acutiloba Kitagawa

일당귀ANAC2017

3 g/vial

20,000

170

일당귀(日當歸)

Angelica acutiloba Kitagawa var. sugiyamae

일당귀ANSU2017

3 g/vial

20,000

171

자근(紫根)

자근LIER2014

3 g/vial

5,500

172

자근(紫根)

신강자초 Arnebia euchroma Johnst

자근AREU2014

3 g/vial

20,000

173

자근(紫根)

내몽자초 Arnebia guttata Bunge

자근ARGU2014

3 g/vial

20,000

174

자소엽(紫蘇葉)

자소엽PEAC2016

3 g/vial

20,000

175

자소엽(紫蘇葉)

자소엽PECR2016

3 g/vial

20,000

176

자소자(紫蘇子)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자소자PEAC2017

3 g/vial

20,000

177

자소자(紫蘇子)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자소자PECR2017

3 g/vial

20,000

전엽음양곽 Epimedium sagittatum
Maximowicz
음양곽 Epimedium brevicornum
Maximowicz
율무 Coix lacryma-jobi Linné var.
ma-yuen Stapf

Leonurus japonica Houttuyn

Hikino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Kudo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crispa
Decaisne
(Thunb.) Kudo
De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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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자완(紫菀)

Aster tataricus Linne fil.

자완ASTA2017

3 g/vial

20,000

179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Pallas

작약PALA2015

3 g/vial

20,000

180

저령(猪苓)

Polyporus umbellatus Fries

저령POUM2017

3 g/vial

20,000

181

전호(前胡)

전호ANDE2009

3 g/vial

18,700

182

전호(前胡)

전호PEPR2009

3 g/vial

18,700

183

절패모(浙貝母)

절패모FRTH2008

3 g/vial

27,900

3 g/vial

6,100

조협GLSI2019

3 g/vial

20,000

종대황RHUN2017

3 g/vial

20,000

죽여PHNI2017

3 g/vial

20,000

죽여PHBA2017

3 g/vial

20,000

184

정제부자
(精製附子)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
(=Peucedanum decursivum Maximowicz)

Peucedanum praeruptorum Dunn
Fritillaria thunbergii Miquel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Gleditsia sinensis Lamark

정제부자ACCA201
6

185

조협(皁莢)

186

종대황(種大黃)

187

죽여(竹茹)

188

죽여(竹茹)

189

지각(只殼)

Citrus aurantium Linné

지각CIAU2009

3 g/vial

18,700

190

지각(只殼)

Citrus natsudaidai Hayata

지각CINA2009

3 g/vial

18,700

191

지골피(地骨皮)

Lycium chinense Miller

지골피LYCH2016

3 g/vial

20,000

192

지골피(地骨皮)

Lycium barbarum Linné

지골피LYBA2016

3 g/vial

20,000

193

지구자(枳椇子)

Hovenia dulcis Thunb.

지구자HODU2017

3 g/vial

20,000

194

지모(知母)

지모ANAS2015

3 g/vial

3,800

195

지부자(地膚子)

지부자KOSC2017

3 g/vial

20,000

196

지실(枳實)

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지실POTR2015

3 g/vial

2,500

197

지유(地楡)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지유SAOF2019

3 g/vial

20,000

198

지유(地楡)

지유SALO2016

3 g/vial

80,000

199

지황(地黃)

지황REGL2015

3 g/vial

20,000

200

진교(秦艽)

Gentiana dahurica Fisch.

진교GEDA2017

3 g/vial

20,000

201

진교(秦艽)

Gentiana macrophylla Pallas

진교GEMA2017

3 g/vial

20,000

202

진피(陳皮)

Citrus reticulata Blanco

진피CIRE2015

3 g/vial

20,000

203

진피(陳皮)

Citrus unshiu Markovich

진피CIUN2015-01

3 g/vial

11,200

204

질려자(蒺藜子)

Tribulus terrestris Linné

질려자TRTE2017

3 g/vial

20,000

205

차전자(車前子)

Plantago asiatica Linné

차전자PLAS2014

3 g/vial

20,000

206

차전자(車前子)

Plantago depressa Willdenow

차전자PLDE2014

3 g/vial

20,000

종대황 Rheum undulatum Linné

Phyllostachys nigraMunro var.
henonisStapf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et
Zuccarini

Anemarrhena aspodeloides Bunge
Kochia scoparia Schrader

장엽지유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var. longifolia(Bert.) Yϋ et Li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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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창출(蒼朮)

Atractylodes chinensis Koidzumi

창출ATCH2012

3 g/vial

20,000

208

창출(蒼朮)

Atractylodes lancea De Candle

창출ATLA2017

3 g/vial

20,000

209

천궁(川芎)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CNOF2015

3 g/vial

18,700

210

천궁(川芎)

Ligusticum chuanxiong Hort.

천궁LICH2015

3 g/vial

18,700

211

천남성(天南星)

천남성ARAM2016

3 g/vial

6,800

212

천마(天麻)

천마GAEL2015

3 g/vial

5,400

213

천문동(天門冬)

천문동ASCO2015

3 g/vial

20,000

214

청피(靑皮)

Citrus reticulata Blanco

청피CIRE2010

3 g/vial

11,200

215

청피(靑皮)

Citrus unshiu Markovich

청피CIUN2010

3 g/vial

11,200

216

초과(草果)

Amomum tsao-ko Crevost et Lemaire

초과AMTA2017

3 g/vial

20,000

217

초두구(草豆蔲)

Alpinia katsumadai Hayata

초두구ALKA2017

3 g/vial

20,000

218

치자(梔子)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GAJA2008

3 g/vial

20,000

219

칠피(漆皮)

Rhus verniciflua Stokes

칠피RHVE2017

3 g/vial

20,000

220

택란(澤蘭)

쉽사리 Lycopus lucidus Turczaininov

택란LYLU2017

3 g/vial

20,000

221

택사(澤瀉)

Alisma orientale Juzepzuk

택사ALOR2002

3 g/vial

10,300

222

토목향(土木香)

Inula helenium Linné

토목향INHE2017

3 g/vial

20,000

223

토복령(土茯笭)

Smilax china Linné

토복령SMCH2002

3 g/vial

10,300

224

토사자(菟絲子)

Cuscuta chinensis Lamark

토사자CUCH2017

3 g/vial

20,000

225

파극천(巴戟天)

Morinda officinalis How

파극천MOOF2017

3 g/vial

20,000

226

패란(佩蘭)

패란EUFO2017

3 g/vial

20,000

227

포공영(蒲公英)

Taraxacum coreanum Nakai

포공영TACO2017

3 g/vial

20,000

228

포공영(蒲公英)

Taraxacum mongolicum Handel-Mazzetti

포공영TAMO2017

3 g/vial

20,000

229

포공영(蒲公英)

Taraxacum officinale Weber

포공영TAOF2017

3 g/vial

20,000

230

포부자(炮附子)

오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포부자ACCA2016

3 g/vial

20,000

231

필발(蓽撥)

필발PILO2017

3 g/vial

20,000

232

하수오(何首烏)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하수오POMU2015

3 g/vial

20,000

233

한련초(旱蓮草)

Eclipta prostrata Linné

한련초ECPR2017

3 g/vial

20,000

234

한인진(韓茵蔯)

Artemisia iwayomogi Kitamura

한인진ARIW2017

3 g/vial

20,000

235

합환피(合歡皮)

Albizzia julibrissin Durazzini

합환피ALJU2017

3 g/vial

20,000

236

해동피(海桐皮)

Kalopanax pictus Nakai

해동피KAPI2017

3 g/vial

20,000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Gastrodia elata Blume
Asparagus cochinchinensis Merrill

Eupatorium fortunei Turcz.

Piper longum Lin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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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해방풍(海防風)

Glehnia littoralis Fr. Schmidt ex Miquel

해방풍GLLI2015

3 g/vial

10,000

238

행인(杏仁)

Prunus armeniacaL. var. ansu Maxim.

행인PRAR2008

3 g/vial

30,800

239

행인(杏仁)

Prunus mandshuricaKoehne var. glabra

행인PRMA2017

3 g/vial

20,000

240

향부자(香附子)

향부자CYRO2015

3 g/vial

11,500

241

향유(香薷)

Elsholtzia ciliata Hylander

향유ELCI2017

3 g/vial

20,000

242

현삼(玄蔘)

Scrophularia buergeriana Miquel

현삼SCBU2008

3 g/vial

30,000

243

현삼(玄蔘)

Scrophularia ningpoensis Hemsley

현삼SCNI2017

3 g/vial

20,000

244

현초(玄草)

Geranium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

현초GETH2017

3 g/vial

20,000

245

현호색(玄胡索)

Corydalis ternata Nakai

현호색COTE2017

3 g/vial

20,000

246

현호색(玄胡索)

Corydalis yanhusuo W.T.Wang

현호색COYA2017

3 g/vial

20,000

247

형개(荊芥)

Schizonepeta tenuifolia Briquet

형개SCTE2016

3 g/vial

20,000

248

호로파(胡蘆巴)

호로파TRFO2017

3 g/vial

20,000

249

호장근(虎杖根)

호장근POCU2020

3 g/vial

20,000

250

홍화(紅花)

Carthamus tinctorius Linné

홍화CATI2015

3 g/vial

11,500

251

홍화자(紅花子)

Carthamus tinctorious Linne

홍화자CATI2017

3 g/vial

20,000

252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황금SCBA2013

3 g/vial

20,000

253

황기(黃芪)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황기ASME2015

3 g/vial

20,000

254

황기(黃芪)

3 g/vial

20,000

255

황련(黃蓮)

Coptis chinensis Franchet

황련COCH2013

3 g/vial

20,000

256

황련(黃蓮)

Coptis deltoidea C. Y. Cheng et Hsiao

황련CODE2013

3 g/vial

20,000

257

황련(黃連)

Coptis japonica Makino

황련COJA2017

3 g/vial

20,000

258

황련(黃蓮)

Coptis teeta Wallich

황련COTE2017

3 g/vial

20,000

259

황백(黃柏)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황백PHAM2016

3 g/vial

20,000

260

황백(黃柏)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er

황백PHCH2016

3 g/vial

20,000

261

황정(黃精)

Polygonum sibiricum Redoute

황정POSI2006

3 g/vial

4,600

262

황정(黃精)

Polygonatum cyrtonema Hua

황정POCY2017

3 g/vial

20,000

263

황정(黃精)

Polygonatum falcatum A.Gray

황정POFA2017

3 g/vial

20,000

264

황정(黃精)

Polygonatum kingianum Coll.et Hemsley

황정POKI2017

3 g/vial

20,000

265

황정(黃精)

Polygonatum sibiricum Redoute

황정HOCO2018

3 g/vial

20,000

266

회향(茴香)

Foeniculum vulgare Miller

회향FOVU2015

3 g/vial

11,200

Nakai

Cyperus rotundus Linné

Trigonella foenum-graecum Linné
Polygonum cuspidatum Siebold et
Zuccarinii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
mongholicus Hsiao

황기ASMEvMO2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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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후박(厚朴)

Magnolia ovobata Thunberg

후박MAOV2017

3 g/vial

20,000

268

후박(厚朴)

Magnolia officinalis Rehder et Wilson

후박MAOF2017

3 g/vial

20,000

269

흑지마(黑脂麻)

Sesamum indicum Linné

흑지마SEIN2017

3 g/vial

20,000

※ 표준생약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규정한 의약품의 품질관리에서 확인시
험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 표시 품목(10종)은 별도의 품질평가가 실시되는 품목으로 분양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접수 후 5일).

□ 지표성분
연번

품 명

관리번호

대상품목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

아칸토시드D
Acanthoside D

Acanthoside D-2017

오가피

20 mg/vial

99.4

100,000

2

알비플로린
Albiflorin

Albiflorin-2019

작약

20 mg/vial

100.0

100,000

3

알리솔 B 23-아세테이트
Alisol B23-acetate

Alisol B 23-acetate-2014

택사

20 mg/vial

100.0

200,000

4

알로에에모딘
Aloe-emodin

Aloe-emodin-2015

대황

20 mg/vial

98.4

110,000

5

아멘토플라본
Amentoflavone

Amentoflavone-2015

권백

20 mg/vial

95.7

110,000

6

아코니틴
Aconitine

Aconitine-2020

부자

20 mg/vial

99.1

100,000

7

아미그달린
Amygdalin

Amygdalin-2019

도인, 행인

20 mg/vial

99.6

100,000

8

아르크티게닌
Arctigenin

Arctigenin-2015

연교

20 mg/vial

100.0

110,000

9

아리스토로크산
AristolochicacidI

Aristolochic acid I-2017

방기

20 mg/vial

99.3

100,000

10

아시아틴산
Asiatic acid

Asiatic acid-2017

센텔라정량추출물

20 mg/vial

99.0

100,000

11

아시아티코시드
Asiaticoside

Asiaticoside-2017

센텔라정량추출물
센텔라정량추출물산

20 mg/vial

98.4

100,000

12

아트락틸레놀리드Ⅲ
Atractylenolide Ⅲ

Atractylenolide Ⅲ-2016

백출

20 mg/vial

100.0

100,000

13

바이칼레인
Baicalein

Baicalein-2016

황금

20 mg/vial

100.0

100,000

14

바이칼린
Baicalin

Baicalin-2019

황금

20 mg/vial

100.0

100,000

15

베르베린클로라이드
Berberine chloride

Berberine
chloride-2018

황련

20 mg/vial

95.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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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바발로인
Barbaloin

Barbaloin-2017

노회

20 mg/vial

99.3

100,000

17

베타인
Betaine

Betaine-2018

구기자

20 mg/vial

100.0

100,000

18

베타-시토스테롤
Beta-sitosterol

Beta-sitosterol-2017

옥수수불검화
정량추출물

20 mg/vial

100.0

100,000

19

빌로발리드
Bilobalide

Bilobalide-2017

은행엽건조엑스
은행엽건조엑스정
은행엽건조엑스캡슐

20 mg/vial

100.0

100,000

20

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
Bisdemethoxycurcumin

Bisdemethoxycurcumin-2017

강황

20 mg/vial

98.4

100,000

21

카르다모닌
Cardamonin

Cardamonin-2016

초두구

20 mg/vial

99.3

100,000

22

카탈폴
Catalpol

Catalpol-2017

지황

20 mg/vial

99.1

100,000

23

카테친
Catechin

Catechin-2015

고련피, 아선약

20 mg/vial

100.0

110,000

24

크리소파놀
Chrysophanol

Chrysophanol-2017

대황

20 mg/vial

99.8

100,000

25

시네올
Cineol

Cineol-2015

백두구, 초과,
유칼리유

20 mg/vial

100.0

110,000

26

콘티넨탈산
Continentalic acid

Continentalic acid-2015

독활

20 mg/vial

96.4

110,000

27

콥티신
Coptisine

Coptisine-2020

현호색

20 mg/vial

98.5

100,000

28

코스투놀리드
Costunolide

Costunolide-2016

목향

20 mg/vial

100.0

100,000

29

커큐민*
Curcumin

Curcumin-2016

율금

20 mg/vial

100.0

100,000

30

다이드진
Daidzin

Daidzin-2020

갈근

20 mg/vial

99.3

100,000

31

데쿠르신
Deculsin

Deculsin-2018

당귀

20 mg/vial

99.4

100,000

32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
Dehydrocostus lactone

Dehydrocostus lactone-2015

목향

20 mg/vial

100.0

110,000

33

데메톡시쿠르쿠민
Demethoxycurcumin

Demethoxycurcumin-2017

강황

20 mg/vial

99.8

100,000

34

데옥시악테인
27-Deoxyactein

27-Deoxyactein-2017

승마

20 mg/vial

100.0

100,000

35

디메틸에스쿠레틴
6,7-Dimethylesculetin

6,7-Dimethylesculetin-2018

인진호

20 mg/vial

100.0

100,000

36

엘레우세로시드 B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B-2015

자오가

20 mg/vial

1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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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에메틴염산염
Emetine hydrochloride

Emetine hydrochloride2017

토근

20 mg/vial

100.0

100,000

38

에모딘
Emodin

Emodin-2015

대황

20 mg/vial

98.5

110,000

39

에피카테친
[-]-Epicatechin

(-)-Epicatechin-2015

포도엽엑스

20 mg/vial

99.4

110,000

40

에피갈로카테킨
Epigallocatechin

Epigallocatechin-2017

다엽가루

20 mg/vial

99.3

100,000

41

에스쿨레틴
Esculetin

Esculetin-2019

진피, 속수자

20 mg/vial

100.0

100,000

42

유게놀
Eugenol

Eugenol-2016

정향

20 mg/vial

98.3

100,000

43

에보디아민*
Evodiamine

Evodiamine-2016

오수유

20 mg/vial

100.0

100,000

44

포르모노네틴
Formononetin

Formononetin-2016

황기

20 mg/vial

98.1

100,000

45

포르시티아시드 A
Forsythiaside A

Forsythiaside A-2017

연교

20 mg/vial

97.0

100,000

46

게니포시드
Geniposide

Geniposide-2019

차전자, 치자

20 mg/vial

99.4

100,000

47

겐티오피크로시드
Gentiopicroside

Gentiopicroside-2018

겐티아나, 용담

20 mg/vial

100.0

100,000

48

게르마크론
Germacrone

Germacrone-2015

아출

20 mg/vial

100.0

110,000

49

6-징게롤
6-gingerol

6-gingerol-2017

건강

20 mg/vial

99.0

100,000

50

진세노시드 Rb1
Ginsenoside Rb1

Ginsenoside Rb1-2016

인삼

20 mg/vial

100.0

100,000

51

진세노시드 Rd
Ginsenoside Rd

Ginsenoside Rd-2017

인삼, 홍삼

20 mg/vial

98.5

100,000

52

진세노시드 Re
GinsenosideRe

Ginsenoside Re-2017

인삼, 홍삼

20 mg/vial

98.5

100,000

53

진세노시드 Rg1
Ginsenoside Rg1

Ginsenoside Rg1-2016

인삼, 홍삼

20 mg/vial

100.0

100,000

54

고미신 A
Gomisin A

Gomisin A-2017

오미자

20 mg/vial

100.0

100,000

55

고미신 N
Gomisin N

Gmisin N-2017

오미자

20 mg/vial

99.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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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하르파고시드*
Harpagoside

Harpagoside-2016

현삼

20 mg/vial

100.0

100,000

57

헤스페리딘
Hesperidin

Hesperidin-2020

진피, 청피

20 mg/vial

100.0

110,000

58

호노키올
Honokiol

Hnokiol-2020

후박

20 mg/vial

99.8

105,000

59

10-히드록시-2-데세노인산
10-Hydroxy-2-decenoicacid

10-hydroxy-2-decenoic
acid-2016

로얄젤리

20 mg/vial

99.4

100,000

60

20-히드록시엑디손
20-Hydroxyecdysone

20-hydoxyecdysone-2014

우슬

20 mg/vial

100.0

200,000

61

(-)히오시아민
(-)Hyoscyamine

Hyoscyamine-2017

다투라

20 mg/vial

100.0

100,000

Hypericin-2017

세인트존스워트50%
에탄올건조엑스(4〜6→1)
세인트존스워트50%
에탄올건조엑스 정
세인트존스워트80%
메탄올건조엑스
세인트존스워트80%
메탄올건조엑스․서양
승마추출액 정

20 mg/vial

100.0

100,000

Hyperoside-2014

골든로드50%에탄올
엑스(5.5→1)

20 mg/vial

99.1

200,000

62

63

히페리신
Hypericin

히페로시드*
Hyperoside

64

이카리인
Icariin

Icariin-2014

음양곽

20 mg/vial

100.0

200,000

65

임페라토린
Imperatorin

Imperatorin-2014

백지

20 mg/vial

98.8

200,000

66

이소임페라토린
Isoimperatorin

Ioimperatorin-2014

백지

20 mg/vial

100.0

200,000

67

이소퀘르시트린
Isoquercitrin

Isoquercitrin-2016

삼백초

20 mg/vial

100.0

100,000

68

이소람네틴
Isorhamnetin

Isorhamnetin-2016

괴화

20 mg/vial

100.0

100,000

69

캠페롤
Kaempferol

Kaempferol-2015

홍화

20 mg/vial

100.0

110,000

70

칼로파낙스사포닌 B
Kalopanaxaponin B

Kalopanaxsaponin B-2016

해동피

20 mg/vial

98.6

100,000

71

카우레노산
Kaurenoic acid

Kaurenoic acid-2018

독활

20 mg/vial

100.0

100,000

72

키레놀
Kirenol

Kirenol-2016

희렴

20 mg/vial

98.3

100,000

73

레오누린
Leonurine

Leonurine-2017

익모초

20 mg/vial

100.0

100,000

74

린더레인
Linderane

Linderane-2015

오약

20 mg/vial

98.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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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리퀴리티게닌*
Liquiritigenin

Liquiritigenin-2017

감초

20 mg/vial

100.0

100,000

76

리퀴리틴
Liquiritin

Liquiritin-2015

감초밀자

20 mg/vial

98.9

110,000

77

로가닌
Loganin

Loganin-2019

산수유, 인동

20 mg/vial

100.0

100,000

78

루테올린
Luteolin

Luteolin-2015

국화

20 mg/vial

98.8

110,000

79

마데카신산
Madecassic acid

Madecassic acid-2017

센텔라정량추출물

20 mg/vial

96.5

100,000

80

마그놀롤
Magnolol

Magnolol-2006

후박

20 mg/vial

100.0

100,000

81

만기페린
Mangiferin

Mangiferin-2018

지모

20 mg/vial

98.8

100,000

82

마트린
[+]-Matrine

[+]-Matrine-2016

고삼

20 mg/vial

100.0

100,000

83

모로니시드
Morroniside

Morroniside-2020

산수유

20 mg/vial

100.0

100,000

84

마그노플로린
Magnoflorine

Magnoflorine-2016

황련,황백

20 mg/vial

100.0

100,000

85

나린진
Naringin

Naringin-2016

지실

20 mg/vial

97.1

100,000

86

노다케닌
Nodakenin

Nodakenin-2019

당귀

20 mg/vial

100.0

100,000

87

올레아놀산
Oleanolic acid

Oleanolic acid-2016

곡기생

20 mg/vial

98.2

100,000

88

옥시마트린
Oxymatrine

Oxymartrine-2016

고삼

20 mg/vial

99.8

100,000

89

옥시퓨세다닌*
Oxypeucedanin

Oxypeucedanin-2016

백지

20 mg/vial

100.0

100,000

90

페오니플로린
Paeoniflorin

Paeoniflorin-2019

작약

20 mg/vial

100.0

100,000

91

패오놀
Paeonol

Paeonol-2018

목단피

20 mg/vial

100.0

100,000

92

팔마틴
Palmatine

Palmatine-2017

황련

20 mg/vial

99.3

100,000

93

파이시온
Physcion

Physcion-2016

종대황

20 mg/vial

99.7

100,000

94

피노레시놀디글루코시드
Pinoresinol diglucoside

Pinoresinol-diglucoside
-2018

두충

20 mg/vial

100.0

100,000

95

폰시린
Poncirin

Poncirin-2013

지실

20 mg/vial

98.91

100,000

96

프소랄렌
Psolaren

Psoralen-2017

보골지

20 mg/vial

1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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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대상품목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97

푸에라린
Puerarin

Puerarin-2020

갈근

20 mg/vial

98.5

110,000

98

퀘르시트린
Quercitrin

Quercitrin-2016

삼백초

20 mg/vial

98.4

100,000

99

레스베라트롤
Resveratrol

Resveratrol-2015

포도엽엑스

20 mg/vial

100.0

110,000

100

라폰티신
Rhaponticin

Rhaponticin-2017

대황

20 mg/vial

98.9

100,000

101

레인
Rhein

Rhein-2015

대황

20 mg/vial

99.9

110,000

102

루테카르핀*
Rutaecarpine

Rutaecarpine-2016

오수유

20 mg/vial

100.0

105,000

103

루틴
Rutin

Rutin-2017

괴화

20 mg/vial

96.1

100,000

104

사이코사포닌 A
Saikosaponin A

Saikosaponin A-2015

시호

20 mg/vial

99.3

100,000

105

사이코사포닌 D
Saikosaponin D

Saikosaponin D-2020

인삼

20 mg/vial

100.0

100,000

106

살비아놀산B
Salvianolic acid B

Salvianolic acid B-2015

단삼

20 mg/vial

97.2

110,000

107

염화산구이나린
Sanguinarine chloride

Sanguinarine
chloride-2016

백굴채

20 mg/vial

99.7

100,000

108

쉬잔드린
Schisandrin

Schisandrin-2019

오미자

20 mg/vial

100.0

110,000

109

스코폴레틴
Scopoletin

Scopoletin-2017

자화지정, 정공등

20 mg/vial

100.0

100,000

110

센노시드 A
Sennoside A

Sennoside A-2017

대황, 센나엽

20 mg/vial

99.0

100,000

111

센노시드 B
Sennoside B

Sennoside B-2015

대황, 센나엽

20 mg/vial

89.8

110,000

112

세사민
Sesamin

Sesamin-2015

흑지마

20 mg/vial

99.2

110,000

113

실리빈
Silybin

Silybin-2016

밀크시슬엑스

20 mg/vial

100.0

100,000

114

시넨세틴
Sinensetin

Sinensetin-2017

오르소시폰가루

20 mg/vial

99.2

100,000

115

스피래오시드
Spiraeoside

Spiraeoside-2017

양파

20 mg/vial

100.0

100,000

116

스트리크닌
Strychnine

Strychnine-2017

마전자, 마전자엑스

20 mg/vial

99.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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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대상품목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원)

117

스웨로시드
Sweroside

Sweroside-2019

산수유

20 mg/vial

100

100,000

118

스웨르티아마린
Swertiamarin

Swertiamarin-2015

당약

20 mg/vial

99.4

110,000

119

탄시논 IIA
Tanshinone IIA

Tanshinone IIA-2020

단삼

20 mg/vial

100.0

110,000

120

테뉴이폴린
Tenuifolin

Tenuifolin-2020

원지

20 mg/vial

100.0

100,000

121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
Tetrahydropalmatine

Tetrahydropalmatine-2016

현호색

20 mg/vial

100.0

100,000

122

2,3,5,4'-테트라하이드로
시스틸벤-2-O-β-D글루코시드
2,3,5,4'-tetrahydroxystil
bene-2-O-β-D-glucoside

THSG-2014

하수오

20 mg/vial

100.0

200,000

123

우르솔릭 산
Ursolic acid

Ursolic acid-2017

비파엽, 소두구, 오가피,
콘두란고유동엑스,
하고초

20 mg/vial

95.2

100,000

124

우고닌
Wogonin

Wogonin-2015

황금

20 mg/vial

98.7

110,000

○ 체외진단의료기기표준품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보관 온도 : -70 ℃ 이하
번
호
1
2
3
4
5
6

품명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혼합패널, 4종)
Rotavirus Plasmid DNA (Mixed Panel)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RNA)
Rotavirus RNA
말라리아 항원 (혼합농도패널, 6종)
Malaria antigen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말라리아 항체 (혼합농도패널, 6종)
Anti-Malaria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1) 유전자 (재조합 DNA)
HIV-1 DNA (rDNA-derived)
스트렙토코커스 A형 유전자 (희석패널, 3종)
Group A Streptococcus D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용도

IVD-12/001

100 µL/vial
(4개/panel)

190,000

성능
시험

IVD-12/002

50 µL/vial

114,000

성능
시험

IVD-12/004

500 µL/vial
(6개/panel)

190,000

성능
시험

IVD-12/005

500 µL/vial
(6개/panel)

190,000

성능
시험

IVD-12/008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IVD-12/009

1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IVD-12/010

5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IVD-12/011

1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스트렙토코커스 A형 항원 (희석패널, 3종)
7

8

Group A Streptococcus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스트렙토코커스 B형 유전자 (희석패널, 3종)
Group B Streptococcus D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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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IVD-12/012

5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IVD-12/017

500 µL/vial
(4개/panel)

66,000

성능
시험

IVD-12/018

500 µL/vial
(12개/panel)

190,000

성능
시험

IVD-12/020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IVD-12/022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스트렙토코커스 B형 항원 (희석패널, 3종)
9

10
11
12
13

Group B Streptococcus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A형간염바이러스 항체 (희석패널, 4종)
Anti-HAV (Working Standard)
A형간염바이러스 항체 (혼합농도패널, 12종)
Anti-HAV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 (재조합 DNA)
HBV DNA (rDNA-derived)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 (재조합 DNA)
HCV DNA (rDNA-derived)
폐렴구균 항원 (희석패널, 3종)

단가
(원)

용도

14

Streptococcus Pneumoniae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폐렴구균 유전자 (희석패널, 3종)

IVD-12/023

5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15

Streptococcus Pneumoniae D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저농도패널)

IVD-12/024

1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16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Low titer performance
panel)

IVD-14/001

500 µL/vial
(14개/panel)

190,000

성능
시험

03/010

규격서
참조

66,000

성능
시험

08/023

50 µL/vial
(41개/panel)

66,000

성능
시험

08/024

500 µL/vial
(10개/panel)

66,000

성능
시험

08/029

규격서
참조

190,000

성능
시험

09/031

500 µL/vial
(10개/panel)

66,000

성능
시험

12/039

500 µL/vial
(10개/panel)

66,000

성능
시험

MFDS-I-17-001

200 µL/vial
(2개/panel)

530,000

성능
시험

530,000

성능
시험

530,000

성능
시험

530,000

성능
시험

66,000

성능
시험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인유두종바이러스(HPV) L1 DNA
Human Papilloma Virus L1 DNA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다단계희석패널)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Working Standard)
ABO 및 D형 혈액형판정용 동결 적혈구
ABO & D Frozen Red Blood Cell Panel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 (다단계희석패널)
Anti-HIV 1 (Working Standard)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 (다단계희석패널)
Anti-HIV 1 (Working Standard)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항원 (재조합)
MERS-CoV Virus Antigen(recombinant)
뎅기열바이러스 항원 (혈청형-1) (재조합)
DENV1 Virus Antigen(recombinant)
뎅기열바이러스 항원 (혈청형-3) (재조합)
DENV1 Virus Antigen(recombinant)
뎅기열바이러스 항원 (혈청형-4) (재조합)
DENV1 Virus Antigen(recombinant)

MFDS-I-17-002
MFDS-I-17-003
MFDS-I-17-00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A/H1N1)
27

INFLUENZA A (H1N1)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8-001

1000
µL/vial
(2개/panel)
1000
µL/vial
(2개/panel)
1000
µL/vial
(2개/panel)
1000
µL/vial
(3개/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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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MFDS-I-18-002

10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MFDS-I-18-003

5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MFDS-I-18-004

500 µL/vial
(3개/panel)

66,000

성능
시험

MFDS-I-18-005

1000
µL/vial
(34개/panel)

940,000

성능
시험

MFDS-I-19-001

500 ㎕/vial
(6개/panel)

400,000

성능
시험

MFDS-I-19-002

500 ㎕/vial
(5개/panel)

400,000

성능
시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A/H3N2)
28

INFLUENZA A (H3N2)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A/H1N1pdm09)

29

INFLUENZA A (H1N1/2009) Antigen(High/Medium/Low

단가
(원)

용도

concentration)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B)
30

INFLUENZA B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31
32
33

ABO 및 D형 혈액형판정용 동결적혈구
ABO & D Frozen Red Blood Cell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RNA) (희석패널, 6종)
Hepatitis C Virus R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혼합농도패널, 5종)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34

노로바이러스 GI RNA
Norovirus GI RNA

MFDS-I-19-003

100 ㎕/vial

400,000

성능
시험

35

노로바이러스 GII RNA
Norovirus GII RNA

MFDS-I-19-004

100 ㎕/vial

400,000

성능
시험

MFDS-I-20-001

500 ㎕/vial
(6개/panel)

600,000

성능
시험

MFDS-I-20-002

500 ㎕/vial
(6개/panel)

600,000

성능
시험

MFDS-I-20-003

500 ㎕/vial
(6개/panel)

600,000

성능
시험

MFDS-I-20-004

500 ㎕/vial
(6개/panel)

600,000

성능
시험

MFDS-I-20-005

500 ㎕/vial
(6개/panel)

400,000

성능
시험

MFDS-I-20-006

500 ㎕/vial
(6개/panel)

400,000

성능
시험

36

37

38
39
40
41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혼합농도패널)
(HCV/MP/01~06)
Hepatitis C Virus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혼합농도패널)
(HCV/MP/07~12)
Hepatitis C Virus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항체 (혼합농도패널)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1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HIV-1/MP/01~06)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항체 (혼합농도패널)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1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HIV-1/MP/07~12)
제 2 형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2) 항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2
(A set HIV-2 / 01~06, Panel 6 종)
제 2 형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2) 항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2
(B set HIV-2 / 01~06, Panel 6 종)

42

로타바이러스 항원 (혼합역가패널)
Rota Virus Antigen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MFDS-I-20-007

1000
㎕/vial
(3개/panel)

400,000

성능
시험

43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Rota Virus RNA

MFDS-I-20-008

50 ㎕/vial

400,000

성능
시험

44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플라스미드 (NSP4, VP4, VP6)
Rota Virus plasmid DNA

MFDS-I-20-009

100 ㎕/vial
(3개/panel)

400,000

성능
시험

※ 사용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nifds.go.kr → 전자민원 → 표준품 → 분야별표준품 → 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
품 분양품목별 인서트(사용설명서)’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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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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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 전자민원창구 > 로그인 >
민원신청
※ 회원아이디가 없는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 이용안내 > 시스
템 이용 안내 > 회원가입 및 권한 위임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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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4 또는 5]에 수
입인지를 첨부하여 표준품 운영부서에 방문해 수입인지를 제출한 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반기구를 지참하여 표준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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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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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 전자민원창구 > 로그인 >
민원신청
※ 회원아이디가 없는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 이용안내 > 시스
템 이용 안내 > 회원가입 및 권한 위임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회원가입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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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1) ‘마약류취급자허가증’사본
- 허가종별: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
2)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승인’ 공문서 사본
- 학술연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상기 문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교부(043-719-2809)
3) ‘분양신청서’[관련서식1 또는 2] 사본
4) ‘분양계약서’ 사본 (의약품 등 표준품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원료물질과 마약‧향정‧대마를 함께 분양신청 하는 경우, 계약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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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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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6]을 지참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
※ 준비할 서류 등
1) 통보서에 명시된 금액의 수입인지
2) 분양인수증 [관련서식4]
3) 분양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 원본 [의약품 등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4) 마약류 운반을 위한 잠금장치가 부착된 운반기구
5)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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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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서식
1) 분양신청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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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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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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신청인

①기관명

②성명

③전화번호

④팩스

7일
대표자 :
신청인 :

⑤주소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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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분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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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인수증[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예규)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일련
번호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화학의약품표준품

□ 생물의약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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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주

소:

연락처 :
인수일 :
인수자 :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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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인수증[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을 신청합니다.

기관명 :
주

소:

연락처 :
인수일 :
인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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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주소
사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위임하는 사람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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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대상품목 전용 신청 양식]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시범운영 대상 10품목 전용)

신청인

①기관명
③전화번호

②성명

처리기간
7일
(우편발송 기간 제외)
대표자 :
신청인 :

④팩스

* 반드시 휴대폰번호
기재(사유:등기소포)

⑤주소
표준품
구분
표준품
수령방식*

□V

화학의약품표준품

□

직접 수령

일련번호

관리번호

□

택배 수령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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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방식 선택의 경우 비대면 분양 시범운영 대상 품목에 한하며, 대상이 아닌 품목과 같이
신청할 경우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내 배송 중 표준품 바이알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배송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체국택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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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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