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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필수의약품 각조 신규수재(안) - 의견수렴용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지원 및 품질관리 고도화 수준 지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약전(Korean Pharma

copoiea)」에 ‘답손 정’ 등 10품목에 대한 의약품각조 규격(안)을 개발하였다. 품목 선정 시 국가필수의

약품으로 선정된 504개 품목(′21.03. 기준)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및 진단시약 82품목을 제외한 화학의약품 42

2품목 중 의료현장의 수요,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내·외부 의견조회를 통해 답손 정제

(위탁제조품목), 메토트렉세이트 정제, 멕실레틴염산염 캡슐제(위탁제조품목), 멜팔란 정제, 브로모크립틴 정제, 아세타

졸아미드 정제, 옥시메톨론 정제, 요오드화칼륨 정제, 프로프라놀롤 정제, 히드록시진 정제 등 10품목을 선

정하였다. 특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회의 및 의견조회를 거쳐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필수의약

품 공급 필요 의약품의 목록을 반영하여 약전 각조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품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가필수의약품 10품목에 대해 허가품목의 규격 분석하여 외국 공정서 비교 분석, veri

fication을 통한 시험법 확립 및 유통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험법 검증의 과정을 거쳐 각조 제정(안)을 마련

하였다. 본 신설(안) 수재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개발, 허가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규

격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필수의약품 개발 및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약전」의 활

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답손 정

Dapson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2.5 ∼ 107.5 %에 해당하는 

답손 (C12H12N2O2S : 248.30)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답손｣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

럼은 같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희석시킨 염

산용액(2 → 100) 1000 mL을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60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

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

시량에 따라 1 mL 중 답손 (C12H12N2O2S) 약 8 μg 

이 되도록 0.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 및 물

을 넣어 정확하게 V′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답손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를 넣고 

물로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90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60 분간의 용출률이 75 % (Q) 이상일 때 적합

하다.

답손 (C12H12N2O2S)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1 / C)× (V′/ V) × 80

  Ws : 답손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답손(C12H12N2O2S)의 표시량 (mg)

80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다. 답손 (C12H12N2O2S) 약 50 mg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50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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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35℃ 부근 수욕에서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15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실온으로 식히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200 mL로 하여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

은 액 5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

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답손표준품 약 

25 mg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20 mL로 하고, 

이 액 2 mL을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답손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답손(C12H12N2O2S)의 양 (mg)

   = 답손표준품의 양 (mg) × (AT / AS) × 2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다만, 확인

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 1):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30 cm 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다공성실

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2-프로판올 100 mL, 아세트산에틸 100 mL 

및 아세토니트릴 100 mL를 1000 mL의 용량플라스크

에 넣고 섞지 않고 헥산으로 표선까지 채우고 섞은 뒤 

실온으로 식힌다.

  유 량 : 1.0 mL / 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답손의 피크면적의 상대

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차광한 밀폐용기.

메토트렉세이트 정

Methotrexat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메토트렉세이트 (C20H22N8O5 : 454.44)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메토트렉세이트｣를 가지고 정제의 제

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은 같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염

산시액 900 mL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

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메토트렉세이트 (C20H22N8O5)) 약 2.5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메토트렉세이트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으로 1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06 nm에서

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

출률이 75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메토트렉세이트 (C20H22N8O5))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1 / C)× (V′/ V) × 9

  Ws : 메토트렉세이트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메토트렉세이트 (C20H22N8O5)의 표시량 (mg)

   9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25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트렉

세이트표준품 10 mg을 취하여 이동상 50 mL에 녹이

고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약 100 μg이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토트렉세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메토트렉세이트(C20H22N8O5)의 양 (mg)

   = 메토트렉세이트표준품의 양 (mg) × AT / AS

× 2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메토트렉세이트 (C20H22N8O5)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50 mL를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토트렉세이트표

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메토트렉세이트의 피크면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1) Spherisorb Silica Column, 4.6 mm × 250 mm, 5 μm,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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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트렉세이트(C20H22N8O5)의 양 (mg)

   = 메토트렉세이트표준품의 양 (mg)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02 nm). 다만, 확인

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2)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pH 6.0 인산수소이나트륨·시트르산완충액·

아세토니트릴혼합액(9 : 1)

  유  량 : 1.2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메토트렉세이트표준품 및 폴산 10 mg

씩을 이동상 100 mL에 녹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

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폴

산, 메토트렉세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8 이

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1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메토트렉세이

트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5 % 이하이다.

저 장 법 밀폐용기. 

멕실레틴염산염 캡슐

Mexiletine Hydrochloride Capsule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멕실레틴염산염 (C11H17NO·HCl : 215.72)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멕실레틴염산염｣을 가지고 캡슐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은 같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정량법에서 얻은 검액을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멕실레틴표준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

동상 25 mL에 녹인다. 이 액 10 mL을 정확하게 취하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정량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중 개개 유연물질 피크면적 및 표준

액 중 멕실레틴염산염의 피크면적 Ai 및 AS를 구한다. 

개개 유연물질은 1 % 이하이고, 총 유연물질은 1.5 % 

이하이다.

  개개 유연물질의 양 (%) 

=  (CS / CT) × (Ai / AS) × 100

  CS : 표준액 중 멕실레틴염산염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멕실레틴염산염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검출기, 컬럼, 이동상, 유량 및 시스템의 성능은 정량법의 조작

조건을 따른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멕실레틴염산염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용출시험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

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

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

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중에 멕실레틴염산

염(C11H17NO·HCl) 약 100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

을 넣어 정확하게 V′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따로 

멕실레틴염산염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

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으로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액을 대조하여 자외

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290 nm 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의 흡광도 AT1 및 AS1와 230 nm 부

근의 흡수극소파장에서의 흡광도AT2 및 AS2를 측정한

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80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멕실레틴염산염(C11H17NO·HCl)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1 – AT2) / (AS1 – AS2) × (V′/ V) 

× (1 / C) × 450

  Ws : 멕실레틴염산염표준품의 양 (mg)

  C : 1 캡슐 중 멕실레틴염산염 (C11H17NO·HCI)의 표시량

  450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

2) Kromasil-C18, 4.6 × 250mm, 5 µm, Krom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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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밀하게 단다. 멕실레틴염산염 (C11H17NO·HCl)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25 

mL을 넣고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고 위

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멕실레틴염산염표준

품 약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

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멕실레틴염산염의 피크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멕실레틴염산염(C11H17NO·HCl)의 양(mg)

  = 멕실레틴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다만, 확

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3)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

을 충전한 가드칼럼을 쓰며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 인 스테인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

래프용 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완충액혼합액(3 : 2)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2-페닐에틸아민염산염을 적당량을 달

아 표준액에 녹여 1 mL 중 1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

들어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멕실레틴과 2-페닐에틸아민염산염

의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멕실레틴염산염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 완충액 무수아세트산나트륨 11.5 g에 물 50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 3.2 mL를 넣어 식히고 염산을 넣

어 pH를 4.8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다. 

저 장 법  기밀용기. 

멜팔란 정

Melphalan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멜팔란 (C13H18Cl2N2O2 : 305.20)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멜팔란｣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은 같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염

산시액 900 mL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하고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다음 시험액으로 1 mL 중 2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정확하게 V′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멜팔란표

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0.1 

mol/L 염산시액혼합액(4 : 1)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세토

니트릴·0.1 mol/L 염산시액혼합액(4 : 1)으로 5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쓸 

때 만든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

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멜팔란 (C13H18Cl2N2O2)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

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75(Q) % 이상일 때 

적합하다.

멜팔란 (C13H18Cl2N2O2)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V′/ V) × (1 / C) × 9

  Ws : 멜팔란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멜팔란 (C13H18Cl2N2O2)의 표시량 (mg)

  9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른

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아세토니트릴·0.1 mol/L 염

산시액혼합액(4 : 1) 20 mL에 넣고 10분간 초음파 처

리를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5 mL은 버리고 다음 여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멜팔란표준품 적당량을 정밀

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0.1 mol/L 염산시액혼합액(4 

: 1)에 녹이고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약  0.1 mg

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멜팔란 피크의 면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멜팔란(C13H18Cl2N2O2)의 양 (mg)

3) MicroBondapak C18, 3.9 mm × 20 mm, 10 μm, Waters(가드 칼럼)
   MicroBondapak C18, 3.9 mm × 300 mm, 10 μm,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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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팔란표준액의 농도 (mg/mL)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

른다.

정 량 법 이 약 20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멜팔란 (C13H18Cl2N2O2)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0.1 

mol/L 염산시액혼합액(4 : 1) 300 mL를 넣고 잘 흔들

어 섞어 붕해시킨 다음 5 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아세토

니트릴·0.1 mol/L 염산시액혼합액(4 : 1)을 넣어 500 

mL로 하여 여과한 다음 처음 여액을 버리고 다음 여액

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멜팔란표준품 약 50 mg 정밀하

게 달아 아세토니트릴·0.1 mol/L 염산시액혼합액(4 : 

1)에 녹이고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약  0.1 mg

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멜팔란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다만, 멜팔란을 2 mg 

미만을 함유하는 정제의 경우 제제균일성시험을 따라 

시험하여 10정 개개의 피크면적비로부터 평균값을 이용

한다. 

멜팔란 (C13H18Cl2N2O2)의 양 (mg)

= 멜팔란표준품의 양 (mg) ×(AT / AS) × 2.5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다만, 확인

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4)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0 cm 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0.375 w/v% 탄산암모늄·메탄올·아세트산

(100)혼합액(20 : 18 : 0.27)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유  량 : 2.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멜팔란의 피크면적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차광한 밀폐용기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 정

Bromocriptine Mesylat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브로모크립틴 (C32H40BrN5O5 : 654.59)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를 가지고 정제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

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은 

같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브로모크립

틴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 

mL을 넣고 2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4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이고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1.2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

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각

각 1 mL 중 0.50 mg(5 %), 0.30 mg(3 %), 0.10 

mg(1 %)을 함유하도록 하여 표준액 (1), 표준액 (2) 

및 표준액 (3)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50 μL, 표준액 (1), 

표준액 (2) 및 표준액 (3)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차가운 

공기로 말린다. 다음에 디클로로메탄·1,4-디옥산·에

탄올·암모니아수(28)혼합액(180 : 15 : 5 : 0.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15 

분간 진공에서 건조시킨다. 여기에 o-프탈알데히드용

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자외선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다음으로 진한 반점은 표준액 (2)에서 얻은 반

점보다 진하지 않고 검액에서 얻은 위의 반점 이외의 반

점은 표준액 (3)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또 주

반점 이외 반점의 합계강도는 5.0 % 이하이다.

 ◦ ο-프탈알데히드시액 : ο-프탈알데히드 0.2 g을 황

산 100 mL에 녹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1 mol/L 염

산시액 500 mL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분 후에 

용출액을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에 브로

모크립틴(C32H40BrN5O5) 약 5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

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넣어 녹여 2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

4) Spherisorb ODS1 Column, 4.6 mm × 200 mm, 10 μm,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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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하여 시험액으로 1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브

로모크립틴 피크의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80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브로모크립틴(C32H40BrN5O5)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V’/ V) × 

× (1 / C) × (654.59 / 750.70) × 25

  WS :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브로모크립틴(C32H40BrN5O5)의 표시량 (mg)

  654.59 : 브로모크립틴의 분자량

  750.70 :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의 분자량

  25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00 nm). 다만, 확인시

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5)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30 cm 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1 mol/L 탄산암모늄시액혼

합액(13:7)

  유  량 : 1.5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시스템적합성용액 100 μL씩을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브로모크립틴

의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희석액 15 mL에 

넣고 3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

게 25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10 mL을 취하고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게 50 mL

으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브로모크립틴메실산

염표준품 10 mg을 취하여 희석액 50 mL에 녹이고 적

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약  40 μg이 함유하는 용액

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희석액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06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

한다.

브로모크립틴(C32H40BrN5O5)의 양

=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표준액의 양 (mg)

 × ( AT / AS ) × (654.59 / 750.70) × 2

  654.59 : 브로모크립틴의 분자량

  750.70 :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의 분자량

 ◦ 희석액  L-타르타르산 1.0 g에 물 500 mL을 넣고 

메탄올 500 mL을 넣어 섞는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브로모크립틴(C32H40BrN5O5)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유리여과기로 여과

하여 메탄올 50 mL를 넣고 차광하여 20 분간 흔들어 

섞는다. 따로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표준품 약 44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20 mL로 하고, 이 액 1 

mL을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각 액의 브로모크립틴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브로모크립틴(C32H40BrN5O5)의 양

=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표준품의 양 (mg) × ( AT / AS ) × 

× (654.59 / 750.70) 

  654.59 : 브로모크립틴의 분자량

  750.70 : 브로모크립틴메실산염의 분자량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00 nm). 다만, 확

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6)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25 cm 인 스테인

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0.01 mol/L 탄산암모늄시액혼

합액(13 : 7)

  유  량 : 2.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3 회 반복할 때 브로모크립틴의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5) MicroBondapak C18, 3.9 × 300 mm, 5 μm, Waters
6) LiChrosorb RP-18, C18, 4 mm × 250 mm, 5 μm, Mer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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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타졸아미드 정

Acetazolamid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5.0 ∼ 105.0 %에 해당하는 

아세타졸아미드(C4H6N4O3S2 : 222.25)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아세타졸아미드｣를 가지고 정제의 제

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은 같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0.01 mol/L 

염산시액 900 mL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60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

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중에 

아세타졸아미드(C4H6N4O3S2) 약 10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아세타졸아미드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65 nm에서

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60 분간의 용

출률이 75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아세타졸아미드(C4H6N4O3S2)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 (V  ́ / V) × (1 / C) × 36

  WS : 아세타졸아미드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아세타졸아미드(C4H6N4O3S2)의 표시량 (mg)

  36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아세타졸아미드(C4H6N4O3S2)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0.5 mol/L 수

산화나트륨시액 10 mL를 넣고 5 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실온에서 식힌 다음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여과한

다. 처음 여액 20 mL은 버리고 다음 여액 1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0.5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9 mL를 넣

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

세타졸아미드표준품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0.5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에 녹이고 물을 넣어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약 0.1 m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각 액의 아세타졸아미드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한다.

아세타졸아미드(C4H6N4O3S2)의 양(mg)

   = 아세타졸아미드표준품의 양(mg)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다만, 확인

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7)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3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무수아세트산나트륨 4.1 g을 물 950 mL에 넣어 

녹이고 메탄올 20 mL 및 아세토니트릴 30 mL을 넣고 

섞는다. 아세트산(100)을 넣어 pH가 4.0이 되도록 조

정한다.

  유  량 : 2.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아세타졸아미드 피크의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아세타졸아미드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기밀용기에 넣어 20 ~ 25 ℃에 저장한다.

옥시메톨론 정

 Oxymetholon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옥시메톨론 (C21H32O3 : 332.48)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옥시메톨론｣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 가루로 하여 옥시메톨론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물 10 mL를 넣는다. 클로로포름 

10 mL 씩으로 2회 추출한다. 클로로포름 추출물을 증

발건고한다. 잔류물은  강압 (0.7 kPa 이하)에서 오산

화인으로 건조한다. 이 잔류물 및 옥시메톨론표준품을 

가지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

타낸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900 mL를 가지

7) NUCLEOSIL C18, 4.6 mm × 250 mm, 5 μm, Macherey-N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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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출시험법 제 1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

한다. 용출시험 시작 4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

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중에 옥시메톨론(C21H32O3) 

약 10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옥시메톨론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

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

하여 파장 31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

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75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 시험액 0.2 mol/L 붕산 50 mL 및 0.2 mol/L 염화칼륨 

50 mL에 0.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 8.5로 맞

추고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옥시메톨론(C21H32O3)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 (V  ́/ V) × (1 / C) × 45

WS : 옥시메톨론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옥시메톨론 (C21H32O3)의 표시량

45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다. 옥시메톨론 (C21H32O3) 약 25 mg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

게 250 mL로 한 다음 여과한다. 처음 여액을 버리고 

다음 여액 5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희석액으로 50 mL

으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옥시메톨론표준품 약 

25 mg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15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옥시메톨론(C21H32O3)의 양(mg)

   = 옥시메톨론표준품의 양(mg) × AT / AS

 ◦ 희석액  0.1 mol/L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50 

mL에 에탄올을 넣어 500 mL로 한다.

저 장 법 차광한 밀폐용기 

요오드화칼륨 정

Potassium Iodid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이 0.3 g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94.0 ∼ 106.0 %에 해당하는 요오드화칼륨 (KI : 

166.00)을 함유하고 0.3 g 미만인 것은 표시량의 92.5 

~ 107.5 %에 해당하는 요오드화칼륨 (KI : 166.00)을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은 ｢요오드화칼륨｣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

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이 약의 수용액(1 → 20)은 칼륨염 정성반응 

2) 및 요오드화물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

용출시험  이 시험은 코팅을 하지 않은 정제에 적용한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

다. 용출시험 시작 15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

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중에 요오드화칼륨 (KI) 약 

2.8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요오드화칼륨표준품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7 mL을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

액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시험액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

험하여 파장 227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

다. 이 약의 15 분간의 용출률이 75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요오드화칼륨 (KI)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 (V  ́/ V) × (1 / C) × 2.52

  Ws : 요오드화칼륨의 양 (mg)

  C : 1 정 중 요오드화칼륨(KI)의 표시량 (mg)

  2.52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요오드화칼륨 (KI) 약 1.2 g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0 mL를 넣고 20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을 넣어 250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 20 mL은 버리고 다음 여액을 10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에탄올 25 mL 및 1 mol/L 질산시액 

1.0 mL를 넣고 0.1 mol/L 질산은액으로 적정한다. (적

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전극 : 은전극). 따로 

공시험하여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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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ol/L 질산은액 1 mL 

= 16.60 mg KI

◦ 1 mol/L 질산시액  질산 63.7 mL을 물 250 mL이 담긴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L로 한다. 

 저 장 법 기밀용기.

프로프라놀롤염산염 정

Propranolol hydrochlorid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프로프라놀롤염산염 (C16H21NO2·HCl : 295.80)을 함유

한다.

제    법  이 약은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을 가지고 정제

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은 같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희석시킨 염산

용액(1→100) 1000 mL를 가지고 용출시험법 제 1 법

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

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

라 1 mL 중 프로프라놀롤염산염(C16H21NO2·HCI) 약 

20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프로프라놀롤염산염표준

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험액에 넣어 녹여 정

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

험하여 파장 289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

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75 % (Q) 이상일 때 

적합하다.

프로프라놀롤염산염(C16H21NO2·HCl)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 (V  ́/ V) × (1 / C)  × 100

  WS : 프로프라놀롤염산염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프로프라놀롤염산염(C16H21NO2·HCl)의 표시량 (mg)

 100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염산용액(1→10

0) 5 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녹이고 메탄올 70 mL

를 넣고 1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메탄올로 100 mL로 

하고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1 mL 중 프로프라놀롤염산염(C

16H21NO2·HCl) 약 40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프로프라놀롤염산염표준품 적당

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검액과 같은 농도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메탄

올을 대조로 하여 290 nm부근의 흡수극대파장에서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프로프라놀롤염산염 (C16H21NO2·HCl)의 양 (mg)

= 프로프라놀롤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프로프라놀롤염산염(C16H21NO2·HCl)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40 

mL를 넣고 5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메탄올로 50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로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프로프라놀롤염산염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

게 달아 검액과 같은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의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

다.

프로프라놀롤염산염(C16H21NO2·HCl)의 양 (mg)

   = 프로프라놀롤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2.5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92 nm). 다만, 확

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다. 

  칼  럼8)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 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도데실황산나트륨 1.6 g 및 테트라부틸암모늄

인산염 0.31 g를 물 450 mL에 녹이고 황산 1 mL 및 

아세토니트릴 550 mL을 넣은 다음 2 mol/L 수산화나

트륨시액을 넣어 pH 3.3으로 조정한다.

  유  량 : 1.8 mL/분

8) ZORBAX Eclipse Plus C18, 4.6 mm x 250 mm, 5 μm, Ag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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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범위 : 프로프라놀롤의 유지시간의 7 배 범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프로프라놀롤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0.73 % 이하이다.

저 장 법 차광한 밀폐용기.

히드록시진염산염 정

Hydroxyzine hydrochlorid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하는 

히드록시진염산염(C21H27ClN2O2·2HCl : 447.83)을 함유

한다.

제    법  이 약은 ｢히드록시진염산염｣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

지시간 및 200 ∼ 400 nm에서의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은 같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약 10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히드록시진염산염

(C21H27ClN2O2·2HCl)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하게 달아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7 : 3) 80 mL를 넣

고 30 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

(7 : 3)을 넣어 100 mL로 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히드록시진염산염표준

품, 유연물질Ⅰ표준품, 및 4-클로로벤조페논표준품 각

각 적당량을 달아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7 : 3)으로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1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하고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검액 중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히드록시진염산염에 

대한 상대유지시간 약 1.4의 4-클로로벤조페논의 양은 

0.2 % 이하이고, 기타 개개 유연물질의 양은 0.3 %이

하이며 총 유연물질의 양은 0.5 % 이하이다. 다만 상대

유지시간 약 0.87의 디클로시진 및 0.96의 유연물질Ⅰ

은 제외한다.

유연물질의 양 (%) = (CS / CT ) × (Ai / AS) × 100

  CS : 표준액 중 히드록시진염산염의 농도 (mg/mL)

  (4-클로로벤조페논 계산할 경우에는 표준액 중 4-클

로로벤조페논표준품의 농도 (mg/mL)) 

  CT : 검액 중 히드록시진염산염의 농도 (mg/mL)

  Ai : 검액 중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4-클로로벤조페논 계산할 경우에는 검액에서 얻은 

4-클로로벤조페논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 중 히드록시진염산염의 피크면적

  (4-클로로벤조페논 계산할 경우에는 표준액에서 얻은 

4-클로로벤조페논의 피크면적) 

  조작조건

  칼럼,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단 

4-클로로벤조페논은 254 nm)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히드록시진염산염와 유연물질Ⅰ 피크 사

이의 분리도는 5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히드록시진염산염, 유

연물질Ⅰ 및 4-클로로벤조페논의 피크면적의 상대표

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물 900 mL를 

써서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

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45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여

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 V mL를 정확하

게 취하여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히드록시진염산염

(C21H27ClN2O2·2HCl) 약 10 μg을 함유하도록 시험액

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히드록시진염산염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시

험액에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 액 1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30 nm에서의 흡광

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이 

75 % (Q)이상일 때 적합하다.

히드록시진염산염(C21H27ClN2O2·2HCl)의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 Ws × (AT / AS ) × (V  ́/ V) × (1 / C) × 45

  WS : 히드록시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C : 1 정 중 히드록시진염산염(C21H27ClN2O2·2HCl)의 표시량 

(mg)

  45 : (용출액의 양 / 표준액의 희석배수) × 100

제제균일성시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량균일성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이 약 1 정을 취하여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여과한다. 처음 여액은 버리

고 다음 여액 2 mL을 취하고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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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L으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히드록시진

염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액에 녹이

고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약 50 μg이 함유하

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히드록시진염산염의 피크면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다.

히드록시진염산염(C21H27ClN2O2·2HCl)의 양(mg)

= 히드록시진염산염표준품의 양 × (AT / AS) 

정 량 법  이 약 1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히드록시진염산염(C21H27ClN2O2·

2HCl) 약 5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7 : 3) 80 mL를 넣고 30분

간 초음파 처리하고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7 : 3)

으로 100 mL로 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10 mL

을 정확하게 취하여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7 : 3) 

100 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히드록시진염

산염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물·아세토니트

릴혼합액(7 : 3)으로 적절하게 희석하여 1 mL 중 50 

μg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 μ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히드

록시진염산염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히드록시진염산염(C21H27ClN2O2·2HCl)의 양(mg)

= 히드록시진염산염표준품의 양 × (AT / AS)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30 nm). 다만, 

확인시험 시 광다이오드검출기 (200 ∼ 400 nm)로 한

다.

  칼  럼9) : 안지름 약 2.1 mm, 길이 약 15 cm 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1.8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트

리플루오로아세트산 1 mL를 가한 다음, 물로 표선을 맞

춘다.

  이동상 B -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 아세토니트릴

을 넣고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0.5 mL를 가한 다음, 

아세토니트릴로 표선을 맞춘다.

시간 (분)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0 ∼ 4.0 90 10

4.0 ∼ 12.0 90 → 55 10 → 45

12.0 ∼ 16.0 55 45

16.0 ∼ 21.0 55 → 20 45 → 80

21.0 ∼ 25.0 20 80

25.0 ∼ 26.0 20 → 90 80 → 10

26.0 ∼ 30.0 90 10

  유  량 : 0.3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히드록시진염산염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히드록시진염산염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 이다.

저 장 법 기밀용기

9) ACQUITY UPLC HSS C18 SB, 2.1 mm × 150 mm, 1.8 μm,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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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제 총 칙

<생 략>

6.1. 점안제 Ophthalmic Solutions

가. 점안제(點眼劑)는 결막낭 등의 눈 조직에 적용하는 액

상의 무균제제 또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형의 

무균제제이다. <추가>

<생  략>

아. 이 제제의 수용액이나 이 제제에 첨부하는 용해액 또는 

현탁용액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불용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 제 총 칙

<생 략>

6.1. 점안제 Ophthalmic Solutions

가. 점안제(點眼劑)는 결막낭 등의 눈 조직에 적용하는 액

상의 무균제제 또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형의 

무균제제로, 이물은 없어야 한다.

<생  략>

아. 이 제제의 수용액이나 이 제제에 첨부하는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불용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

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점안제의 불용성 이물관리 개선을 위한「대한민국약전」개정(안) - 의견수렴용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약전」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

고·심사 규정」에서 점안제에 대한 불용성이물

시험이 규정되어 배치 출하시마다 불용성이물시

험이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는 점안제 및 현탁점안제는 약전에서 규정

한 육안 관찰 시험법으로 불용성이물을 관찰하기 

어려움 등 관찰에 한계가 있어, 관련 업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현탁점안제는 국내 허

가품목 중 국외 공정서 규격인 경우 불용성이물시

험 미실시로 다른 품목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또한 「미국약전」 및 「유럽약전」에는 

점안제에 대한 불용성이물시험 미수재 및 각조 미설

정으로 국제조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였

다. 

산·학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정안 마련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1월 점안제 품질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제약사들과 「현장중

심약전 협의체」를 통해 ‘점안제 품질관리 개선

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1, 2차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고, 불용성 이

물 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한민국약전」 불용성이물시험 수행이 불가하

고 불용성미립자시험 기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

워 IPC(in-process control) 단계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물 확인하여 불용성 이물 관리를 수

행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제총칙 6.1. 점

안제 항에서 불용성 이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

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중앙약사심의

위원회를 통해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미국약전」의 경우 불용성이물시험에 대해 미

수재이나, 불용성미립자 기준이 낮아 이물관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약전의 경우 현탁점안제 최대

입자크기를 75 μm로 규정하고 있어 육안 관찰 

가능한 불용성이물(50 μm 이상)과 육안상 구분

이 어렵고, 불용성미립자시험 기준이 높아 불용성

이물 삭제 시 50 ~ 300 μm의 이물관리 불가하

여 불용성이물시험 삭제는 불가능하였다, 육안 관

찰시험의 한계성이 있는 현탁점안제는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대신 제조공정 중 관리될 수 있도

록 가항 “이물은 없어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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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칙

<생 략>

5. 용기 및 포장

<생 략>

5.10. 주사제의 용기 및 포장은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 

용기완전성시험, 광안정성시험, 제제 각조에 기술된 

시험법 등을 고려하여 포장적합성을 검토하고 품질

관리 항목을 설정한다.

통   칙

<생 략>

5. 용기 및 포장

<생 략>

5.10. 주사제의 용기 및 포장은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주사제용고무마개시험

법, 용기완전성시험, 광안정성시험, 제제 각조에 기술

된 시험법 등을 고려하여 포장적합성을 검토하고 품

질관리 항목을 설정한다.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주사제용 고무마개 규격 개선을 위한「대한민국약전」개정(안) - 의견수렴용

개정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백신에서 발견된 고무마개 파편 이슈에 

따라 관련 시험법(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의 적용

대상 확대 및 마개성능시험 추가 등 적절한 품질

관리를 위한 규격 개선이 필요하였다. 기존 수액

용고무마개시험법은 적용대상이 100 mL 이상의 

수액제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주사제에 대한 규

격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마개 

성능시험이 부재하고 동물시험(급성독성시험, 발

열성물질시험, 용혈성시험) 및 금속불순물(카드

뮴, 납, 아연) 항이 국제조화 되어있지 않은 문제

가 있다. 

산·학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정안 마련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1월 ‘주사제용 고무

마개 규격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하여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총 2회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내 제약사 및 고무마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무마개 품질관리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제 시험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계 전

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험항목 및 약전 용어 기재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시험법 적용대상을 주사제 전체로 확대하여 시

험법명을 주사제용고무마개시험법으로 변경하였

고 고무마개 파편 이슈에 따라 기능시험(투침성, 

파편화, 재밀봉성)을 신설하였다. 특히 재밀봉성

은 시험방법의 특성상 다회용 고무마개에만 적용

하도록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기존 동물시험

을 삭제하고 생물학적반응시험(시험관 내, 생체 

내)을 도입하여 시험관 내 생물학적반응시험

(in-vitro)에 부적합한 경우에만 생체 내 생물학

적반응시험(in-vivo)을 수행함으로써 동물시험을 

최소화하였다. 카드뮴, 납 등 금속불순물시험은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제의약품 금속불

순물 평가 시 원자재 등 용기마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금속불순물의 관리가 가능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

하였다. 다만, 기존 허가 품목 중 Q3D 가이드라

인에 따른 금속불순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

목은 종전의 카드뮴, 납 항목에 관한 시험법을 적

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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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제 총 칙

Ⅰ. 일반사항

Ⅱ. 제제 각조

<생 략>

3. 주사로 투여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Injection

3.1. 주사제 Injections

<생 략>

 카. 수액으로 쓰는 이 제제 중 100 mL 이상의 주사제의 

유리용기에 쓰는 고무마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

액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한 것을 쓴다.

<생 략>

4. 투석 및 관류용 제제  Preparations for Dialysis and 

Irrigation

4.1. 투석제 Dialysis Solutions, Dialysis Agents

<생 략>

 아. 이 제제의 용기의 고무마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

액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한 것을 쓴다. 

<생 략>

제 제 총 칙

Ⅰ. 일반사항

Ⅱ. 제제 각조

<생 략>

3. 주사로 투여하는 제제 Preparations for Injection

3.1. 주사제 Injections

<생 략>

 카. <삭 제>주사제에 쓰는 고무마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제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한 것을 쓴다.

<생 략>

4. 투석 및 관류용 제제  Preparations for Dialysis and 

Irrigation

4.1. 투석제 Dialysis Solutions, Dialysis Agents

<생 략>

 아. 이 제제의 용기의 고무마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

사제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한 것을 쓴다. 

<생 략>

34. 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

수액용고무마개는 수액용주사제에 쓰이는 용기 중 내용

량 100 mL 이상의 용기를 막는데 쓰는 고무마개 (플라스

틱 등의 재료로 코팅 또는 라미네이트한 것 포함)를 말한

다. 고무마개는 내용 의약품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작

용하여 그 성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생물의 침

입을 방지하며 수액을 쓰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다음 규격에 적합하다.

1) 카드뮴  고무마개를 물로 씻어 실온에서 말리고 잘게 잘

라 잘 섞은 다음 2.0 g을 달아 백금도가니 또는 석영도

가니에 넣어 황산 2 mL로 적시고 천천히 가열하여 건고

한 다음 450 ~ 500 ℃에서 회화한다. 만일 완전히 회화

되지 않을 때에는 황산 1 mL로 적시고 가열하여 건고한 

다음 회화한다. 필요하면 이 조작을 반복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을 물로 적시고 염산 2 ~ 4 mL를 넣어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다시 염산 1 ~ 5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

인 다음 시트르산용액(1 → 2)·염산혼합액(1 : 1) 0.5 

~ 1 mL 및 가열한 아세트산암모늄용액(2 → 5) 0.5 ~ 

1 mL를 넣는다. 불용물이 남을 때에는 유리여과기로 여

34. 주사제용고무마개시험법

주사제용고무마개는 주사제용 용기를 막는 데 쓰는 고무

마개(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코팅 또는 라미네이트한 것 포

함)를 말한다. 고무마개는 내용 의약품과 물리적 또는 화학

적으로 작용하여 그 성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

생물의 침입을 방지하며 주사제를 쓰는 데에 기능성 등 지

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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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여액에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용액(1 → 4) 10 

mL 및 브로모티몰블루시액 2 방울을 넣어 액의 색이 노

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될 때까지 암모니아시액을 넣는다. 

여기에 황산암모늄용액(2 → 5) 10 mL 및 물을 넣어 

100 mL로 하고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나트륨용액(1 → 

20) 20 mL를 넣어 섞고 몇 분간 방치한 다음 4-메틸

-2-펜타논 20.0 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어 가만히 

둔다. 4-메틸-2-펜타논층을 취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카드뮴표준액 10.0 mL를 취하여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용액(1 → 4) 10 mL 및 브로모티

몰블루시액 2 방울을 넣고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

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램프 : 카드뮴중공음극램프

  파장 : 228.8 nm 

2) 납  납표준액 1.0 mL를 취하여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

용액(1 → 4) 10 mL 및 브로모티몰블루시액 2 방울을 

넣고 이하 1)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

으로 한다. 1)의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

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또는 수소 - 공기

  램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장 : 283.3 nm 

3) 용출물시험  고무마개를 물로 씻어 실온에서 말린다. 이

것을 경질유리용기에 넣고 검체 질량의 10 배량의 물을 

정확하게 넣고 적당한 마개를 한 다음 고압증기멸균기를 

써서 121 ℃에서 60 분간 가열한다. 경질유리용기를 꺼

내어 실온이 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빨리 고무마개를 꺼

내고 그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물을 가지고 같은 방

법으로 공시험액을 만든다. 검액 및 공시험액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한다.

가) 성상  검액은 무색투명하고 공시험액을 대조로 하여 

<삭 제>

1) 용출물시험  고무마개를 물로 씻어 실온에서 말린다. 표

면적이 약 100 ± 10 cm2가 되도록 검체를 취하여(필요

한 경우 표면적이 100 cm2에 근접하도록 여러 개의 검

체를 취한다) 경질 유리 용기에 통째로 넣고 검체 1 cm2

당 2 mL가 되도록 정제수 또는 주사용수를 넣어 무게를 

단다. 경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비반응성 용기를 마개

로 한 다음 고압증기멸균기를 써서 20 ∼ 30분에 121 

± 2 ℃에 도달하도록 가열하고, 30 분간 이 온도를 유

지한다. 이때 물과 온도 프로브를 넣은 용기를 검체와 함

께 고압증기멸균기에 넣어 온도를 제어한다. 검체 용기

를 꺼내어 약 30 분에 걸쳐 실온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정제수 또는 주사용수를 넣어 원래의 질량이 되도록 한 

다음 즉시 흔들고 기울여 취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정제수 또는 주사용수 200 mL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액을 만든다. 검액 및 공시험액을 가지고 다음 시

험을 한다. 다만, 사) 휘발성황화물의 시험용 검체 및 비

교액은 따로 조제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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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장 10 mm, 파장 430 nm 및 650 nm에서의 투과율을 

측정할 때 각각 99.0 % 이상이다.

<신 설>

나) 거품  검액 5 mL를 안지름 약 15 mm, 길이 약 

200 mm의 마개가 달린 시험관에 넣고 3 분간 세게 흔

들어 섞을 때 생기는 거품은 3 분 이내에 거의 없어진다. 

다) pH  검액 및 공시험액 20 mL 씩을 취하여 여기에 

염화칼륨 1.0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 액 1.0 mL

씩을 넣고 두 액의 pH를 측정할 때 그 차이는 1.0 이하

이다.

라) 아연  검액 10.0 mL를 취하여 희석시킨 묽은질산(1 

→ 3)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아연표준액 1.0 mL를 취하여 희석

시킨 묽은질산(1 → 3)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로 원자흡광광도법에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

준액의 흡광도 이하이다.

  사용기체 : 용해아세틸렌 - 공기

  램프 : 아연중공음극램프

  파장 : 213.9 nm 

  원자흡광광도용아연표준액  아연표준원약 10 mL를 정

확히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쓸 

때 만든다. 이 액 1 mL는 아연(Zn) 0.01 mg을 함유한

다.

<신 설>

가) 탁도  탁도시험법에 따라 육안법 또는 광전광도법으

로 비교하여 시험한다. 

 제 1 법 육안법 탁도시험법의 육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탁도비교액 II보다 진하지 않다. 단, 다회 사용 

목적의 고무마개로 시험할 때 검액은 탁도비교액 III보

다 진하지 않다.

 제 2 법 광전광도법 탁도시험법의 광전광도법에 따라 

적절히 교정된 탁도계를 써서 탁도비교액들의 탁도를 

측정한다. 공시험액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정할 

때 탁도비교액 I, 탁도비교액 II, 탁도비교액 III 및 탁

도비교액 IV는 각각 3, 6, 18 및 30 NTU를 나타낸다. 

교정된 탁도계를 써서 공시험액의 탁도로 보정한 검액

의 탁도는 6 NTU 이하이다. 단, 다회 사용 목적의 고

무마개로 시험할 때 공시험액의 탁도로 보정한 검액의 

탁도는 18 NTU 이하이다. 

<삭 제>

<삭 제>

<삭 제>

  나) 색상 색의 비교액 O 3 mL에 묽은염산 97 mL를 

넣어 표준액으로 한다. 바닥이 편평하고 안지름이 15 

∼ 25 mm인 무색투명한 비반응성 재질의 동일한 시험

관을 써서, 한쪽에는 검액을 40 mm 깊이로 넣고, 다른 

한쪽에는 색 표준액을 같은 깊이로 넣어 흰색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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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마) 과망간산칼륨 환원성물질  검액 100 mL를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0.002 mol/L 과망간산칼륨

액 10.0 mL 및 묽은황산 5 mL를 넣어 3 분간 끓여서 식

힌다. 여기에 요오드칼륨 0.1 g을 넣어 기밀하게 마개를 

하고 흔들어 섞어 10 분간 방치한 다음 0.01 mol/L 티오

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전분시액 5 방울). 

따로 공시험액 100 mL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액의 소비량의 차이는 2.0 

mL 이하이다.

바) 증발잔류물  검액 100 mL를 취하여 수욕에서 증발

건고하고 잔류물을 105 ℃에서 1 시간 건조할 때 그 양

은 2.0 mg 이하이다.

사) 자외부흡수스펙트럼  검액을 가지고 공시험액을 대

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

장 220 ~ 350 nm에서의 흡광도는 0.20 이하이다.

<신 설>

써서 직사광선을 피하여 밝은 빛 아래에서 수직으로 관

찰하여 비교할 때 검액의 색은 표준액보다 진하지 않다. 

  다) 산 또는 알칼리 검액 20 mL에 브로모티몰블루용

액 0.1 mL를 넣을 때 노란색일 경우 파란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파란

색이 나타나면 다시 노란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 

mol/L 염산으로 적정한다. 다만 용액이 초록색일 때는 

중성이며 적정을 할 필요는 없다. 공시험액을 가지고 같

은 방법으로 적정하여 보정한다. 파란색이 나타나는 데 

소비된 0.01 mol/L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이 0.3 

mL 이하이거나, 노란색이 나타나는 데 소비된 0.01 

mol/L 염산의 소비량이 0.8 mL이거나 또는 적정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적합하다. 

 ◦ 브로모티몰블루용액: 브로모티몰블루 50 mg을 0.02 

mol/L 수산화나트륨액 4 mL 및 에탄올(96) 20 mL의 

혼합액에 녹이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한다.

라) 환원성물질  검액을 만든 다음 4 시간 이내에 시험

한다. 검액 20.0 mL에 묽은 황산 1 mL 및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20.0 mL를 넣고 3 분 동안 끓인다. 식

힌 다음 요오드화칼륨 1 g을 넣고 즉시 전분시액 0.25 

mL를 지시약으로 넣고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

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액을 가지고 적정한

다.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비량의 차이를 구

할 때 3.0 mL 이하이다. 단, 다회 사용 목적의 고무마개

로 시험할 때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비량의 

차이는 7.0 mL 이하이다.

<삭 제>

마) 자외부흡수스펙트럼  검액을 만든 다음 5 시간 이내

에 시험한다. 검액을 공경 0.45 μm의 불활성 필터로 여

과하여 처음 몇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쓴다. 여액을 

가지고 공시험을 대조로 하여 1 cm 셀을 써서 자외가시

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20 ~ 360 nm

에서의 흡광도는 0.2 이하이다. 다만, 다회 사용 목적의 

고무마개로 시험할 때 흡광도는 4.0 이하이다. 여액을 희

석하여 측정한 경우는 희석배수로 보정한다.

  바) 암모늄  검액 5 mL에 물을 넣어 14 mL로 한다. 필

요하면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알칼리성으로 

하고 물을 넣어 15 mL로 한다. 여기에 알칼리성 사요오

드화수은칼륨용액 0.3 mL를 넣고 용기를 막아 시험액으

로 한다. 따로 염화암모늄용액[1 ppm의 암모늄(NH4+)] 

10 mL에 물 5 mL를 넣고 알칼리성 사요오드화수은칼륨

용액 0.3 mL를 넣고 용기를 막아 비교액으로 한다. 시험

액 및 비교액을 5 분간 방치할 때 시험액이 나타내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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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4) 급성독성시험  고무마개를 물 및 주사용수로 차례로 씻

고 오염을 피하여 실온에서 말린다. 이것을 경질유리용기

에 넣고 검체 질량의 10 배량의 생리식염주사액을 넣어 

적당한 마개로 막고 고압증기멸균기를 써서 121 ℃에서 

60 분간 가열한 다음 경질유리용기를 꺼내어 실온으로 

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이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액을 만든다. 시험액 및 공시험액을 대조

로 하여 다음 조건으로 시험할 때 적합하다.

가) 시험조건  ① 시험동물  체중 17 ~ 23 g의 균일계 

또는 순계 (純系)의 숫흰쥐를 쓴다.

② 조작법  각 군을 시험동물 10 마리씩으로 하고 시험

동물의 체중 1 kg 당 검액 및 공시험액 각 50 mL씩을 

정맥주사한다.

나) 판정  주사한 다음 5 일간 관찰할 때 이상이 있거나 

사망하는 시험동물이 없다.

5) 발열성물질시험  4)의 검액을 가지고 공시험액을 대조

로 하여 발열성물질 시험을 할 때 적합하다.

6) 용혈성시험  4)의 검액 10 mL에 토끼 탈섬유혈 (脫纖

維血) 0.1 mL를 넣고 37 ℃에서 24 시간 방치할 때 용

혈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로 대조로서 공시험액 10 mL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이하 신설>

란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다(시험액 

중 암모늄(NH4+) 2 ppm).

 ◦ 알칼리성 사요오드화수은칼륨용액: 요오드화칼륨 11 

g 및 요오드화수은(II) 15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쓰기 직전에 이 용액과 25 % 수산화나트륨용액

을 같은 부피로 섞는다.

  사) 휘발성 황화물  고무마개를 필요하면 자르고 총 표

면적이 20 ± 2 cm2가 되도록 하여 100 mL 플라스크에 

넣고 2 w/v% 시트르산용액 50 mL를 넣어 시험용 검체

로 한다.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2 w/v% 시트르산용액 

50 mL에 황화나트륨 0.154 mg을 녹여 비교액으로 한

다. 시험용 검체 및 비교액의 각 플라스크 입구에 아세트

산납지 조각을 올려놓고 그 위에 칭량병을 거꾸로 놓아 

아세트산납지를 고정한다. 따로 시험용 검체에 사용된 것

과 비슷한 플라스크에 물 50 mL를 넣고 고압증기멸균기

의 프로그램 제어용 온도 프로브를 담근다. 고압증기멸균

기로 가열하여 20 ~ 30 분 이내에 121 ± 2 ℃에 도달

하도록 하고, 30 분간 이 온도를 유지한다. 약 30 분에 

걸쳐 실온이 될 때까지 냉각할 때 시험용 검체가 나타내

는 아세트산납지의 검은 얼룩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것보

다 진하지 않다. 

<삭 제>

<삭 제>

<삭 제>

2) 생물학적반응시험   이 시험은 검체의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시험관 내 시험(in-vitro)과 생체 내 시험

(in-vivo)을 포함한다. 검체는 시험관 내 시험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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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생체 내 시험을 실시

하여 최종 판정한다.

  가) 시험관 내 시험(in-vitro)

  이 시험은 규정된 표면적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필수이

나, 검체의 표면적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1 mL 당 

0.1 g을 쓴다. 검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방법 

중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법

  시험대조재료  (1) 음성대조재료  고밀도 폴리에틸렌표

준품

  (2) 양성대조재료  0.1 %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아연 

또는 0.25 % 디부틸디티오카르밤산아연을 함유하는 폴

리우레탄 필름

  세포배양액의 조제  세포주는 L-929 (ATCC 세포주 

CCL1, NCTC 클론 929; 표준 저장소로부터 얻은 다른 

세포주도 적절한 밸리데이션을 하여 쓸 수 있다) 포유

동물 섬유아세포를 쓴다. 배지는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

시험법의 세포독성시험에 쓰는 소혈청 첨가(10 vol%) 

이글최소필수배지를 쓴다. 이 배지 mL 당 세포주를 약 

105 개의 밀도로 심어 계대 배양한다. 80 % 이상 분화

될 때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4 ∼ 6 %, 온도가 36 ∼ 

37 ℃인 습윤 배양기를 써서 24 시간 이상 배양한다. 

배양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세포 단층이 균일

하고 거의 전체 면을 덮고 있는지를 확인한다.[주: 세포

시험의 재현성은 세포배양액의 균일한 밀도에 달려 있

다.]

  추출용매  염화나트륨 주사액 (0.9 % 염화나트륨을 함

유하는 각조의 염화나트륨 주사액)을 쓴다. 대신 무혈청 

포유동물 세포배양 배지 또는 혈청 첨가 포유동물 세포

배양 배지를 쓸 수 있다. 혈청은 37 ℃에서 24 시간 추

출하는 경우에 첨가한다. 

  장치  

  고압증기멸균기  고압증기멸균기는 온도계, 압력계, 배

출 콕이 붙어 있고 시험 용기를 수면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과 시험용기를 약 20 ℃로 냉각할 수 있는 것

으로 121 ± 2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쓴다. 

다만, 멸균 후 냉각할 때는 약 20 ℃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항온기  작동 온도 50 ∼ 70 ℃ 범위에서 ± 2 ℃의 

정밀도를 가진 기계적인 순환식 항온기를 쓴다.

  배양기  온도 37 ± 1 ℃ 및 5 ± 1 % 이산화탄소를 

유지할 수 있는 습윤 배양기를 쓴다. 

  추출용기  앰풀이나 나사식 마개가 달린 배양 시험관 

또는 경질 유리로 된 동등한 시험관과 같은 용기만을 

쓴다. 배양 시험관이나 동등한 것을 쓰는 경우는 적합한 

21

KP Forum Vol. 19, No. 1 (2022)



현 행 개 정 안

탄성 고분자 라이너가 있는 나사식 마개로 닫는다. 탄성 

고분자 라이너의 노출 표면은 두께 50 ∼ 75 μm의 

불활성 고체 디스크로 완전히 덮는다. 적당한 디스크로

는 폴리테프(polytef)로 만든 것을 쓸 수 있다.  

  장치의 준비  모든 유리 기구를 크롬산 세척 혼합액으

로 철저하게 씻고 필요하면 가열한 질산, 그 다음 멸균

주사용수로 장시간 씻어낸다. 시험 재료의 추출, 이동 

또는 투여에 쓰는 용기와 기구는 적당한 공정으로 멸균

하고 말린다. 멸균 약제로 산화에틸렌을 쓰는 경우는 

48 시간 이상에 걸쳐 완전히 탈기한다. 

  조작법 

  추출용 검체의 조제  나) 생체 내 시험의 조작법에 따

른다.

  추출액의 조제  생체 내 시험의 조작법의 추출액의 조

제에 따라 추출용매로 염화나트륨 주사액 (0.9 % 염화

나트륨) 또는 무혈청 포유동물 세포배양 배지를 써서 

만든다. [주: 배양기를 써서  37 ℃에서 24 시간 추출

하는 경우는 혈청이 첨가된 세포배양 배지를 쓴다. 추출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도 재료 조각이 약간 흡착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융해나 용해와 같은 물리적 변화를 일으

켜서는 안 된다.]

  제 1 법 한천확산법  이 시험은 한천 층을 사용하여 

고분자 검체로부터 침출 가능한 화학물질의 확산을 허

용하는 동안 세포를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검체 조제  규정한 대로 조제한 추출액을 쓰거나 표면

적이 100 mm2 이상의 편평한 표면을 가진 검체 부위

를 쓴다. 

  양성대조 조제  검체 조제에 따라 조작한다.

  음성대조 조제  검체 조제에 따라 조작한다.

  조작법  세포배양액의 조제에 따라 만든 세포 부유액 7 

mL를 취하여 지름 60 mm의 플레이트에 단층으로 만

든다. 배양을 하고 단층으로부터 배지를 제거하고 2 % 

이하의 한천을 함유하는 혈청 첨가 배지를 넣는다. [주: 

한천의 양은 세포 성장을 조장하는 데에 적절해야 한다. 

한천 층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확산할 수 있을 정도로 

얇아야 한다.] 검체, 음성대조 및 양성대조의 편평한 표

면 또는 이들을 적절한 추출용매로 추출한 추출액을 고

화시킨 한천 표면과 접촉하여 두 개의 배양액에 넣는다. 

조제한 배양플레이트마다 3 개의 이하의 검체를 쓴다. 

이들 모두를 가급적 이산화탄소 농도가 4 ∼ 6 %, 온

도가 36 ∼ 37 ℃인 습윤 배양기를 써서 24 시간 이상 

배양한다. 필요하면 적절히 염색하고 현미경을 써서 각 

검체, 음성대조 및 양성대조 주변의 배양 세포를 관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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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판정  생물학적 반응성(세포 변성 및 기형)은 0 

∼ 4의 등급(표 1)으로 표시된다. 각 검체, 음성대조 및 

양성대조에 대한 세포 배양액의 반응성을 측정한다. 세

포배양 시험시스템은 관측된 음성대조에 대한 반응성이 

등급 0(무반응성)이고, 양성대조에 대한 반응성이 적어

도 등급 3(중간)일 때 적합하다. 검체는 검체 제제에 

대한 반응성이 등급 2(약한 반응성) 이하일 때 이 시험

의 요건에 적합하다. 시스템의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

면 조작을 반복한다.  

  표 1. 한천확산법 및 직접접촉법에 따른 반응성 등급

 

등급 반응성 반응성 구역의 성상

0
무반응

성

검체 주변이나 아래에 반응

성 구역이 없다.

1
미약한 

반응성

검체 아래에 기형이나 변

성된 세포가 약간 있다.

2
약한 

반응성

검체 아래로 기형이나 변성

이 한정되고, 검체 바깥의 

반응성 구역이 0.45 cm 미

만이다. 

3
중간 

반응성

검체 바깥의 반응성 구역

이 0.45 ∼ 1.0 cm 확장

되어 있다. 

4
심한 

반응성

검체 바깥의 반응성 구역

이 1.0 cm 넘게 확장되어 

있다.

  제 2 법 직접접촉법  이 시험은 세포에 기계적인 손상

을 줄 수 있는 밀도가 매우 낮거나 높은 재료에는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검체 조제  표면적이 100 mm2 이상인 편평한 표면을 

가진 시험 재료 부위를 쓴다. 

  양성대조 조제  검체 조제에 따라 조작한다.

  음성대조 조제  검체 조제에 따라 조작한다.

  조작법  세포배양액의 조제에 따라 만든 세포 부유액 2 

mL를 취하여 지름이 35 mm인 배양플레이트에 단층으

로 만든다. 배양을 하고 배양액으로부터 배지를 제거하

고 신선한 배지 0.8 mL를 넣는다. 검체, 음성대조재료 

및 양성대조재료를 두 개의 배양액의 각각에 하나씩 넣

는다. 이들 모두를 가급적 이산화탄소 농도가 4 ∼ 6 

%, 온도가 36 ∼ 37 ℃인 습윤 배양기를 써서 24 시

간 이상 배양한다. 필요하면 적절히 염색하고 현미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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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또는 육안으로 검체, 음성대조 및 양성대조 각각의 

주변 배양액을 관찰한다. 

  결과의 판정  한천확산법의 결과의 판정에 따라 시험한

다. 검체는 조제한 검체에 대한 반응성이 등급 2(약한 

반응성)일 때 이 시험의 요건에 적합하다. 시스템의 적

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작을 반복한다.   

 제 3 법 용리법  이 시험은 고밀도 재료 및 용량-반응 

평가에 적절하다. 

  검액 조제  추출액의 조제에 따라 추출용매로 염화나트

륨 주사액(0.9% 염화나트륨)이나 무혈청 포유동물 세

포배양 배지를 써서 만든다. 검체의 표면적을 쉽게 측정

할 수 없을 때는 추출용매 mL 당 고무마개 0.1 g의 질

량을 달아 쓸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리적 조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혈청 첨가 포유동물 세포배양 배

지를 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4 ∼ 6 %인 습윤 배양

기를 써서 24 시간 이상 배양하여 추출액을 만든다. 추

출온도는 고온이면 혈청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36 ∼ 38 ℃를 유지한다. 

  양성대조추출액 조제  검액 조제에 따라 조작한다.

  음성대조추출액 조제  검액 조제에 따라 조작한다. 음

성대조재료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표준품을 쓴다.

  조작법  세포배양액의 조제에 따라 만든 세포 부유액 2 

mL를 취하여 지름이 35 mm인 배양플레이트에 단층으

로 만든다. 배양을 하고 단층으로부터 배지를 제거하고 

검체, 음성대조 및 양성대조의 추출액을 넣는다. 혈청 

첨가 및 무혈청 세포배양 배지 추출액은 희석하지 않고

(100 %) 2 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염화나트륨주사액 

추출액은 혈청 첨가 세포배양 배지로 희석하여 25 % 

추출액 농도로 하고 2 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모든 배

양액을 가급적 이산화탄소 농도가 4 ∼ 6 %, 온도가 

36 ∼ 38 ℃인 습윤 배양기를 써서 48 시간 배양한다. 

필요하면 적절히 염색하고 현미경 하에서 각각의 배양

액을 관찰한다. 

  결과의 판정  한천확산법의 결과의 판정에 따라 조작하

지만, 표 2를 사용하여 판정한다. 검체는 검체 추출액에 

대한 반응성이 등급 2(약한 반응성)일 때 이 시험의 요

건에 적합하다. 시스템의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

작을 반복한다. 용량-반응성 평가를 위해서는 검체 추

출액을 정량적으로 희석하여 조작을 반복한다.

  표 2. 용리법에 따른 반응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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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반응성 모든 배양액의 상태

0 무반응성
세포질 내 과립의 분리; 

세포 용해는 없다.

1
미약한 

반응성

세포 수의 20% 이하가 둥

글고 느슨하게 붙어 있으

며 세포질 내 과립이 없고, 

가끔 용해된 세포가 존재

한다.

2
약한 

반응성

세포 수의 50% 이하가 둥

글고 세포질 내 과립이 전

혀 없다. 세포 용해가 심하

지 않고, 세포들 사이에 빈 

공간이 없다. 

3
중간 

반응성

세포층의 70% 이하가 둥

근 세포이거나 용해되어 

있다. 

4
심한 

반응성

세포층이 거의 완전히 파

괴되어 있다.

  나) 생체 내 시험(in-vivo)

  이 시험은 검체가 시험관 내 시험 기준에 적합하지 않

은 경우에 실시하며 생체 내 시험 결과로 최종 판정한

다. 시험 조작 시 추출을 위한 특정 표면적이 필수적으

로 필요하나, 시료의 표면적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추

출용매 mL 당 고무마개 0.1 g을 쓴다. 이 시험은 제 1 

법 및 제 2 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시험법의 목적상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검체 시험 재료 또는 그 시험 재료로부터 만든 추출액. 

  공시험액  시험 재료의 추출에 쓴 같은 양의 추출용매

로 시험 재료 없이 동일하게 처리한 액.

  음성대조  시험 조건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서 고밀도폴리에틸렌표준품.

  조작법은 재료의 열적 저항에 따라 세 가지 표준온도, 

즉 50, 70 및 121 ℃ 중 한 가지 조건으로 만든 추출

액을 쓴다. 

  추출용매  염화나트륨 주사액(각조 참조), 0.9 % 염화

나트륨을 함유하는 염화나트륨 주사액을 쓴다. 

  염화나트륨 주사액・에탄올 혼합액(19 : 1)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각조 참조)

  식물유  새로 정제한 참기름 (각조 참조) 또는 면실유

(각조 참조)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식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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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용제 (해당되는 경우)

  주사용수 (각조 참조)

  [주: 새로 정제한 참기름 (각조 참조) 또는 면실유(각조 

참조)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식물유는 다음의 추가 요건

에 적합하다. 가능한 한 새로 정제한 참기름을 구한다. 

적절하게 사육한 동물 세 마리를 써서 부위 당 기름 

0.2 mL의 용량으로 10 개 부위에 피내 주사하고 24, 

48, 72 시간에 동물을 관찰한다. 관찰 결과를 표 3에 

표시한 점수로 각 부위의 등급을 기록한다. 세 마리의 

토끼(30 개 주사 부위)에 대해 각 관찰 시점에서 홍반

에 대한 평균 반응은 0.5 이하이고 부종은 1.0 이하이

며 전체 지름이 10 mm 이상의 조직 반응을 나타내는 

부위는 없다. 주사 부위에서의 기름 잔류물이 부종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 부종 조직은 가볍게 누르면 희어

진다.]

  표 3. 피부반응 평가1)

 

홍반 및 괴사딱지 점수

홍반이 없음 0

매우 미약한 홍반 (거의 감지할 수 없음) 1

명확한 홍반 2

중등도-심한 홍반 3

심한 홍반 (홍당무 홍색) - 약간의 괴

사딱지 형성 (심부 손상)
4

부종 형성2) 점수

부종이 없음 0

매우 약한 부종 (거의 인지할 수 없음) 1

약간의 부종(부위의 가장자리가 명확하게 

올라옴)
2 

중등도 부종 (약 1 mm 부어오름) 3

심한 부종 (1 mm 넘게 부어오르고 노출 

부위 위로 확장함)
4

 1) Draize JH, Woodward G, Calvery HO. Methods 

for the study of irritation and toxicity of 

substances applied topically to the skin and 

mucous membranes. J Pharmacol Exp Ther 

1944;82:377–390.

 2) 공시험액 또는 추출용매로부터의 비염증성 (기계적) 

부종은 제외한다.

  장치  시험 장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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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증기멸균기  가)의 고입증기멸균기를 쓴다. 

  항온기  가)의 항온기를 쓴다. 

  추출용기  가)의 추출용기를 쓴다. 

  장치의 준비  모든 유리 기구를 크롬산 세척 혼합액으

로 철저하게 씻고, 필요하면 가열한 질산, 그 다음 물로 

장시간 씻어낸다. 절단 도구는 검체를 절단하기 전에 적

절한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다 (예, 아세톤 및 염화메틸

렌으로 연속적인 세척). 그 밖의 모든 장치는 적당한 세

제로 철저히 문질러 닦고 여러 번 물로 잘 씻어낸다.

  추출, 이동 및 투여에 쓰는 용기와 장비는 적당한 공정

으로 멸균하고 말려 둔다. [주: 멸균제로 산화에틸렌을 

쓰는 경우는 적절한 시간 방치하여 완전히 탈기한다.]

 조작법  

  검체의 처리  전신주사법 및 피내시험법은 필요한 경우 

모두 동일한 추출액을 써서 시험하거나 각 시험별로 별

도의 추출액을 만들 수 있다. 표 4에 따라 검체를 준비

하고 검체 또는 음성대조재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보풀이나 자유 입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을 제거한다. 검

체를 유리 마개가 달린 100 mL의 깨끗한 경질 유리 

눈금실린더에 넣고 주사용수 약 70 mL를 넣는다. 약 

30 초간 흔들고 물을 빼내고 이 조작을 반복한다. 식물

유로 추출하기 위해 처리하는 조각들은 50 ℃를 넘지 

않는 온도의 건조기에서 말린다. [주: 검체는 마른 천이

나 젖은 천으로 닦지 않으며 유기용매, 계면활성제 등으

로 씻어 내거나 씻지 않는다.]

  추출액의 조제  적절하게 처리한 시험용 검체를 추출 

용기에 넣고 적절한 추출용매 20 mL를 넣는다. 시험에 

필요한 각 추출용매에 대해 이 조작을 반복한다. 따로 

주사용 및 비교용으로 각 추출용매를 가지고 공시험액 

20 mL씩을 만든다. 고압증기멸균기에서 121 ℃, 60 

분, 항온기에서 70 ℃, 24 시간, 또는 50 ℃, 72 시간 

가열하여 추출한다. 용기 내의 액체가 추출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 적절한 시간 방치한다. [주: 추출 조건은 어

떤 경우에도 검체 조각의 용융이나 융해와 같은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 가용 표면적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조

각들이 약간 흡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추출용매에

는 씻은 조각들을 항상 개별적으로 넣는다. 식물유를 써

서 고압증기멸균기에서 추출하는 데 쓰는 배양 시험관

은 나사 캡을 감압 접착성의 테이프로 적절히 밀폐한다.

  실온으로 식히지만, 20 ℃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

고, 몇 분간 격렬하게 흔들고 각 추출액을 즉시 무균 조

건에서 마른 멸균 용기에 따라낸다. 추출액은 20 ∼ 30 

℃에 저장하고 24 시간이 지난 것은 시험에 쓰지 않는

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추출제와 플라스틱의 사용 표면

적과의 접촉, 추출하는 동안의 시간과 온도, 적당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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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탕 및 따르기 공정, 무균적 취급과 추출에 이은 

추출액의 저장이다.

표 4. 사용하는 재료의 표면적1)

재료의 

형태
두께

추출용매 20 mL당 

검체의 양 
절단 방법

필름 

또는 

시트

< 0.5 

mm

양면의 총 표면적 

120 cm2에 

해당하는 양  

약 5 × 

0.3 cm의 

스트림

0.5 ~ 1 

mm

양면의 총 표면적 

60 cm2에 

해당하는 양  

판, 튜빙 

및 

성형품

> 1 mm
총 노출 표면적 60 

cm2에 해당하는 양  

약 5 × 

0.3 cm 

이하의 

조각

고무마개 > 1 mm
총 노출 표면적 25 

cm2에 해당하는 양

절단하지 

않음2)

 1) 검체의 구조 형상으로 인하여 표면적을 측정할 수 없

을 때는 추출용매 1 mL 당 고무마개 0.1 g을 쓴다.

 2) 고무마개는 그대로 쓴다.

  제 1 법 전신주사법  이 시험은 마우스에 주사하여 시

험 재료의 추출액에 대한 전신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다. 

타당성이 있을 때는 다른 주사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시험동물  시험에 쓴 적이 없는 체중 17 ∼ 23 g의 건

강한 알비노 마우스를 쓴다. 각 시험군에는 같은 기원의 

마우스만을 쓴다. 물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조성을 아

는 실험동물용 식이를 자유롭게 먹도록 한다. 

  조작법  각 추출액은 주사용량을 취하기 전에 격렬하게 

흔들어 추출된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시험

군의 5 마리 마우스 각각에 표 5에 정해진 검체 또는 

공시험액을 주사한다. 다만, 폴리에틸렌글리콜 400으로 

조제한 검체 추출액과 해당 공시험액은 각 g 당 염화나

트륨주사액 4.1 용량으로 희석하여 mL 당 폴리에틸렌

글리콜 약 200 mg이 함유되도록 한다.

  표 5. 주사 조작법 - 전신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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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 또는 공시험액
kg 당 

용량 
경로

염화나트륨 주사액 50 mL IV 

염화나트륨 주사액·에탄올

(96) 혼합액 (19:1) 
50 mL IV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10 g IP

의약품 제제의 용제

(해당되는 경우)

50 mL IV

50 mL IP

식물유 50 mL IP

  IV : 정맥 주사(수성의 검체와 공시험액); 

  IP : 복강 주사(유성의 검체와 공시험액)

  주사 후 즉시 동물을 관찰하고, 다시 주사 후 4 시간, 

그 다음 적어도 24, 48, 및 72 시간에 관찰한다. 관찰 

기간 동안 검체의 추출액으로 처리한 어느 동물도 공시

험액으로 처리한 동물보다 생물학적 반응성이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내지 않으면 검체는 이 시험의 요건에 적

합하다. 2 마리 또는 그 이상이 죽거나, 경련이나 탈진

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동이 2 마리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나거나, 2 g을 넘게 체중 감소가 3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마우스에서 나타나면 검체는 이 시험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검체로 처리한 동물에서 어떤 동물이라

도 생물학적 반응성을 약간이라도 나타내거나, 1 마리 

이하의 동물이 전반적인 생물학적 반응성을 보이거나 

죽으면 10 마리의 마우스를 써서 이 시험을 반복한다. 

반복 시험에서는 시료로 처리한 10 마리 모두 관찰 기

간 중에 공시험액으로 처리한 동물 이상의 유의한 생물

학적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제 2 법 피내시험법  이 시험은 토끼 또는 기니피그에 

피내 주사하여 시험 재료의 추출액에 대한 국소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동물  건강한 토끼 또는 기니피그로 털을 바짝 깍

을 수 있고 피부에 기계적 자극이나 외상이 없는 것을 

쓴다. 동물의 취급에 있어서는 관찰 기간 중에 부종과 

기름 잔류물을 구별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사 부위에 닿

는 것을 피한다. 

  조작법  주사용량을 취하기 전에 추출 물질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세게 흔든다. 시험 당일, 충분히 넓은 

시험 면적 위로 동물의 척추 양쪽 등 위의 털을 집게로 

꼭 고정한다. 기계적인 자극이나 외상을 피한다. 흐트러

진 털은 감압으로 제거한다. 필요한 경우, 묽은 에탄올 

솜으로 가볍게 닦고 주사하기 전에 피부를 말린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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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결정되면, 토끼 또는 기니피

그 한 마리당 해당 검체에서 얻은 한 종류 이상의 추출

액을 쓸 수 있다. 각 검체에 대해 동물 2 마리를 쓰고 

각 동물의 한쪽에는 검체를, 다른 한쪽에는 공시험액을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내 주사한다. 다만, 폴리에

틸렌글리콜 400으로 조제한 검체 추출액과 해당하는 공

시험액은 1 g당 염화나트륨 주사액 7.4 용량으로 희석

하여 mL당 폴리에틸렌글리콜 약 120 mg의 농도가 되

도록 희석한다. 

  표 6. 피내시험법

 

추출액 또는 

공시험액

동물당 

부위 수

부위당 

용량 (μL)

검체 5 200

공시험액 5 200

  주사 부위에 홍반, 부종 및 괴사와 같은 조직 반응의 증

거를 조사한다. 필요하면, 주사 부위의 판독을 쉽게 하

기 위하여 피부를 묽은 에탄올 솜으로 가볍게 닦는다. 

주사 후 24, 48 및 72 시간에 모든 동물을 관찰한다. 

검체 추출액과 공시험액에 대해 표 3을 사용하여 관찰 

결과를 점수로 매긴다. 관찰 기간 중에는 필요한 만큼 

털을 클립으로 다시 잡는다. 각 토끼 또는 기니피그에 

대해 매 점수 부여 간격(24, 48 및 72 시간)마다 평균 

홍반 및 부종 점수를 측정한다. 72 시간대 점수를 측정

한 다음 각 검체와 공시험액에 대해 구분하여 모든 홍

반 점수와 부종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각각의 

총점을 12(2 마리 × 3 회의 점수측정 기간 × 2 종의 

평가 영역)로 나누어 각각의 해당하는 공시험액에 대한 

각 검체의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한다. 검체와 공시험액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1.0 또는 그 미만일 때 이 시험의 

요건에 적합하다. 어떤 관찰 기간에서도 검체에 대한 평

균 반응이 공시험액에 대한 평균 반응보다 의심스럽게 

더 큰 경우에는 토끼 또는 기니피그 3 마리를 추가하여 

시험을 반복한다. 검체와 공시험액의 평균 점수의 차이

가 1.0 또는 그 미만일 때 이 시험의 요건에 적합하다.

3) 기능시험

  이 시험은 주삿바늘을 쓰는 고무마개에 적용한다. 재밀

봉성은 다회용 용기에 쓰는 고무마개일 경우에만 한다. 

  고무마개의 투침성, 파편화 및 재밀봉성은 마개 통째로 

시험하고, 검체는 용출물시험의 검액 조제법에 따라 처

리한 고무마개를 바람에 말린 것을 쓴다. 각 시험에서는 

바깥지름 0.8 mm(21 게이지)이고 윤활 처리된 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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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베벨 각도 12 ± 2°)의 새로운 주삿바늘을 가지고 

각 마개에 대하여 돌리지 않고 마개의 표면에 대해 수

직으로 찌른다. 

  가) 투침성  10 개의 적합한 바이알을 물로 표시 용량

까지 채우고 검체로 바이알을 막고 캡으로 고정한다. 각 

검체를 찌르는 데 필요한 힘은 ± 0.25 N의 정확도로 

측정할 때 10 N 이하이다.

  나) 파편화  고무마개를 수성 제제에 쓰는 경우 12 개

의 깨끗한 바이알에 표시 용량에서 4 mL를 뺀 양에 해

당하는 물을 넣고, 검체로 바이알을 막고 캡으로 고정한 

다음 16 시간 동안 방치한다. 고무마개를 건조 제제에 

쓰는 경우, 검체로 깨끗한 바이알 12 개를 막는다. 깨끗

한 주사기에 끼운 바늘을 써서 1 mL의 물을 바이알에 

주입하고 1 mL의 공기를 빼낸다. 이 조작을 각 마개에 

대해 매번 마개의 다른 부위를 찔러 4 회 반복한다. 각 

마개마다 새 바늘을 쓰고 시험하는 동안 바늘이 뭉툭해

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공경 0.5 μm인 필터를 

써서 바이알 속의 액체를 여과하여 육안으로 볼 수 있

는 고무 파편의 수를 셀 때 총 파편의 수는 5 개 이하

이다. 이 한도는 지름이 50 μm 이상인 조각이 육안으

로 보인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의심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현미경으로 조각을 검사하여 

그 특성과 크기를 확인한다.

  다) 재밀봉성  10 개의 바이알을 물로 채우고 검체로 

바이알을 막고 캡으로 고정한다. 각 검체를 매번 다른 

부위를 찔러 10 회 반복한다. 바이알을 0.1 % 메틸렌

블루용액에 똑바로 세워 담그고 외부 압력을 10 분 동

안 27 kPa까지 낮춘다. 대기압으로 복원하고 바이알을 

30 분 동안 담근 상태로 둔다. 바이알의 외부를 씻고 

관찰할 때 파란 색조를 띠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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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엔도톡신시험법

엔도톡신시험법은 아메리카 투구게 (Limulus polyphemus) 

또는 아시아 투구게 (Tachypleus tridentatus)의 혈구추

출성분으로 만든 라이세이트 (an amoebocyte lysate) 시

약을 써서 그람음성균에서 유래되는 엔도톡신을 검출 또는 

정량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에는 엔도톡신의 작용에 의한 라이세이트 시액

의 겔형성을 지표로 하는 겔화법 및 광학적 변화를 지표로 하

는 광학적측정법이 있다. 

40. 엔도톡신시험법

엔도톡신시험법은 아메리카 투구게 (Limulus polyphemus) 

또는 아시아 투구게 (Tachypleus tridentatus)의 혈구추

출성분으로 만든 라이세이트 (an amoebocyte lysate) 시

약 또는 재조합기술 기반의 투구게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바

탕으로 재조합기술을 적용한 재조합 C 인자를 써서 그람음

성균에서 유래되는 엔도톡신을 검출 또는 정량하는 방법이

다. 

이 시험에는 엔도톡신의 작용에 의한 라이세이트 시액

의 겔형성을 지표로 하는 겔화법 및 광학적 변화를 지표로 하

는 광학적측정법이 있다. 

광학적측정법에는 라이세이트 시액의 겔화 과정에서의 탁

도 변화를 지표로 하는 비탁법 및 합성기질의 가수분해에 의

광학적측정법에는 라이세이트 시액의 겔화 과정에서의 탁

도 변화를 지표로 하는 비탁법 및 합성기질의 가수분해에 의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개정(안) - 의견수렴용

엔도톡신시험법

엔도톡신시험법은 투구게의 혈구추출성분(LAL)을 

기반으로 그람음성균 유래의 엔도톡신을 검출 또는 

정량하는 방법이다. 지난 15년간 의약품 시장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임에 따라 

주사제에서의 엔도톡신 함유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LAL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간 40-50만 마리의 투구게가 LAL 

시약 제조를 위해 포획되고 채혈 과정 중 약 10%가 

사망하며, 채혈 후 자연으로 복귀한 투구게의 

15%도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구게의 종들이 멸종위기에 근접해있거나 이미 

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LAL 기반의 

연쇄적인 반응에서 글루칸에 의한 G 인자의 

활성으로 인해 위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단점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시장의 수요와 투구게 멸종위기 및 기존 

시험에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및 상충 방법 

마련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투구게의 유전자 염기서열 기반의 재조합 

C 인자를 생산하였고 이를 활용한 시험이 엔도톡신 

대체 시험법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부서에서는 기존 엔도톡신 시험법 LAL 

비색법과의 함량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21171

생물안183). 시험수행을 통한 회수율 및 시험 편차 등 

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재조합 C 인자에 의한 

시험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시험법에 재조합 C 인자에 의한 

비색법 내용을 추가하여 엔도톡신 검출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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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색을 지표로 하는 비색법이 있다.

엔도톡신시험은 겔화법, 비탁법 또는 비색법에 따라 시험

한다. 다만 그 결과에 있어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

이 없는 한 겔화법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이 시험은 엔도톡신에 의한 오염을 피하여 시험한다.

기    구  (생략)

엔도톡신표준원액의 조제  (생략)

엔도톡신표준액의 조제  (생략)

검액의 조제  (생략) 검액에 라이세이트 시액을 섞었을 때

의 pH가 라이세이트 시액에 표시된 pH를 벗어나는 경우에

는 pH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략)

최대유효희석배수  (생략)

엔도톡신규격값  (생략)

검액의 농도  (생략)

λ  (생략)

겔 화 법  (생략)

광학적 방법  1) 비탁법  (생략)

2) 비색법  (생략)

<신설>

한 발색을 지표로 하는 비색법과 재조합 C 인자 방법이 있

다.

엔도톡신시험은 겔화법, 비탁법 또는 비색법에 따라 시험

한다. 다만 그 결과에 있어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

이 없는 한 겔화법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이 시험은 엔도톡신에 의한 오염을 피하여 시험한다.

기    구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표준원액의 조제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표준액의 조제  (현행과 같음)

검액의 조제  (생략) 검액에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액을 섞었을 때의 pH가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액에 표시된 pH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pH 조

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략)

최대유효희석배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규격값  (현행과 같음)

검액의 농도  (현행과 같음)

λ  (생략)

겔 화 법  (현행과 같음)

광학적 방법  1) 비탁법  (현행과 같음)

2) 비색법  (생략)

3) 재조합 C 인자에 의한 비색법  이 방법은 엔도톡신으

로 활성화된 C 인자로 인해 분해된 형광기질(시약)의 형

광강도(상대형광단위: RFU)를 측정한다. 종말점 형광측정

법은 검액의 엔도톡신 농도와 일정 반응시간 후 검출된 형

광물질의 용량반응관계를 기초로 하며 ΔRFU 등의 단

위로 표시한다.

∆        
     = 반응시간 종말 시 검액의 형광강도

         = 반응 시작 시 검액의 형광강도

시험은 제조사가 권고한 온도(보통 37 ± 1 ℃)에서 실

시한다.

3) 예비시험  (생략)

가) 검량선의 신뢰성 확인시험  라이세이트시약은 각 로

트별로 사용하기 전에 그 검량선의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

되는 시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행한다.

  사용하는 라이세이트 시약에 규정된 엔도톡신의 농도범

위 내에서 적어도 3 가지 농도의 엔도톡신 표준액을 만들

어 이들 각 농도에 대하여 3회 이상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엔도톡신표준액과 라이세이트시액의 용량비, 반

응시간, 반응온도, pH 등의 조작조건은 라이세이트 시약

의 최적조건에 따른다. 

(생략)

4) 예비시험  (현행과 같음)

가) 검량선의 신뢰성 확인시험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약은 각 로트별로 사용하기 전에 그 검량선의 신

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예상되는 시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행한다.

  사용하는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약에 규정된 

엔도톡신의 농도범위 내에서 적어도 3 가지 농도의 엔도톡

신 표준액을 만들어 이들 각 농도에 대하여 3회 이상 측정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엔도톡신표준액과 라이세이트 또

는 재조합 C 인자 시액의 용량비, 반응시간, 반응온도, pH 

등의 조작조건은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약의 

최적조건에 따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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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나) 반응간섭인자시험  (표4 생략) 표 4에 따라 A, B, 

C 및 D 액을 만들어 시험한다. 라이세이트시액의 채취량, 

라이세이트시액에 대한 검액의 용량비, 반응시간 등의 조

적조건은 라이세이트시약의 최적 조건에 따른다. 이 시험

은 시험조건의 변경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한다. 

<신설>

 이 시험은 다음의 두 조건에 적합할 때 유효하다.

조건 1  (생략)

조건 2  D 액의 측정결과는 라이세이트시약에 규정하는 

공시험의 한도치를 넘지 않거나 엔도톡신의 검출한계 미만이다. 

(생략)

4) 정    량  가) 조작법  (생략)    

나) 엔도톡신 농도의 산출  (생략)  

조건 3   D 액의 결과가 라이세이트 시약에 설정하는 공시

험의 한도값을 넘지 않거나 또는 엔도톡신의 검출한계 미만이

다. 

다) 판정  (생략)  

나) 반응간섭인자시험  (표4 생략) 표4에 따라 A, B, 

C 및 D 액을 만들어 시험한다.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액의 채취량,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액

에 대한 검액의 용량비, 반응시간 등의 조적조건은 라이세

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약의 최적 조건에 따른다. 이 

시험은 시험조건의 변경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한다. 

다만 재조합 C 인자를 사용한 방법에서는 G 인자가 없기 

때문에 베타 글루칸 (β-glucan) 활성에 의한 위양성 결

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다른 엔도톡신시험법과 비

교 시 고려할 사항이다.

 이 시험은 다음의 두 조건에 적합할 때 유효하다.

조건 1  (현행과 같음)

조건 2  D 액의 측정결과는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

자 시약에 규정하는 공시험의 한도치를 넘지 않거나 엔도톡신

의 검출한계 미만이다. (생략)

5) 정    량  가) 조작법  (현행과 같음)    

나) 엔도톡신 농도의 산출  (생략)

조건 3   D 액의 결과가 라이세이트 또는 재조합 C 인자  

시약에 설정하는 공시험의 한도값을 넘지 않거나 또는 엔도톡

신의 검출한계 미만이다.   

다) 판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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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1부 신설정보 안내

    대한민국약전 국제화 기반조성 및 국내 개발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약전위원회와 양해각서(MOU)

를 체결(‘19 등)하고, 국내 개발 신약의 대한민국약전-미국약전 공동수재 품목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신약(팩티브정)의 원료의약품(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및 완제의약품(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 

각조를 마련하였으며, 양국 공정서의 공동 수재(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USP ‘21.3, KP ‘21.3/ 제미플록

사신메실산염 정 USP ‘22.3, KP ‘22.3)가 완료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신규 수재된 제미플록사신

메실산염 정을 비롯하여 작년에 수재된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각조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Gemifloxacin Mesilate

C18H20FN5O4·CH4O3S : 485.49

(Z)-7-[3-(Aminomethyl)-4-(methoxyimino)-1
-pyrrolidinyl]-1-cyclopropyl-6-fluoro-1,4-dihy
dro-4-oxo-1,8-naphthyridine-3-carboxylic acid 
monomethanesulfonate;

(±)-7-[3-(Aminomethyl)-4-oxo-1-pyrrolidi
nyl]-1-cyclopropyl-6-fluoro-1,4-dihydro-4-o
xo-1,8-naphthyridine-3-carboxylic acid, 74-(Z)
-(O-methyloxime),monomethanesulfonate;
(Z)-7-[3-(Aminomethyl)-4-(methoxyimino)pyr
rolidin-1-yl]-1-cyclopropyl-6-fluoro-4-oxo-
1,4-dihydro-1,8-naphthyridine-3-carboxylic aci
d methanesulfonate [210353-53-0]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및 무용매물에 대하

여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C18H20FN5O4·CH4O3S) 9

8.0 ~ 102.0 %를 함유한다.

제    법  이 약의 제조공정에 따라 메탄술폰산의 알킬

(메틸, 에틸, 이소프로필 등) 에스테르류(alkyl metha

nesulfonate esters)가 잠재적 불순물로 혼입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위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불순물의 

잔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발물질, 제조공정 및 

중간체 관리에 유의한다. 필요한 경우, 최종 원료의약

품 중 품질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한 시험자료로 제조

공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성    상  이 약은 흰색 또는 밝은 갈색의 가루이다.

이 약은 물에 잘 녹고 메탄올 또는 에탄올(99.5)에 매

우 녹기 어려우며, 아세톤 및 클로로포름에는 거의 녹

지 않는다. 이 약은 흡습성이 있다

융점 : 200 ~ 205 ℃ (분해)

확인시험  1) 이 약 및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을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페이스트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

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3) 이 약은 메실산염의 정성반응 1)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조작은 빛을 피하여 차광한 용기

를 써서 한다. 이 약에 희석액을 넣어 0.5 mg/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

품에 희석액을 넣어 0.0005 mg/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각 유연물질의 양은 허용기준 (%) 이하

이다.

유연물질의 양 (%) = T

S
×S

I
× 

×

CS : 표준액 중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농도 (m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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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T : 검액 중 이 약의 농도 (mg/mL)

AI :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 표준액에서 얻은 제미플록사신의 피크면적

F : 상대반응계수

화합물
상대
유지
시간

측정
파장
(nm)

상대
보정
인자

허용
기준
(%)

제미플록사신
유연물질 A*

0.16 207 0.43 0.15

제미플록사신
유연물질 B

0.33 272 1.0 0.2

제미플록사신
유연물질 C

0.37 272 1.0 0.1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

0.77 272 1.0 0.7

제미플록사신 1.0 272 - -
나프티리딘

카르복실산유사체*
1.79 272 0.45 0.15

제미플록사신
이량체

1.97 272 0.90 0.15

개개 유연물질 - 272 1.0 0.1
총 유연물질 - - - 1.5

  * 제조공정에 따라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희석액 :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80 : 2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 0 ~ 5 분 20

7 nm, 5.1 ~ 37 분 272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이동상 A 및 이동상 B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한다.

 이동상 A - 물·아세토니트릴·트리플루오로아세트

산혼합액(80 : 20 : 0.1)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물·트리플루오로아세트

산혼합액(80 : 20 : 0.1)

시간(분)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 ~ 15 100 0

15 ~ 35 100 → 0 0 → 100

35 ~ 37 0 → 100 100 → 0

유  량 : 1.0 mL/min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에 희석

액을 넣어 0.5 mg/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로 

한다. 이 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와 제미플록사신 분리도는 

5.0 이상이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에 희석액

을 넣어 0.25 μg/mL로 하여 민감도확인용액으로 한

다. 이 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신호대 잡음비는 1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제미플록사신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수    분  4.0 ~ 7.0 % (0.1 g, 용량적정법, 직접적정)

강열잔분  0.1 % 이하 (1 g)

정 량 법  이 조작은 빛을 피하여 차광한 용기를 써서 한

다. 이 약을 물에 녹여 0.5 mg/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을 물에 녹여 

0.5 mg/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

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

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제미플록사신 피크

면적 U 및 S를 측정한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C18H20FN5O4·CH4O3S)의 함량 (%) 

= S
U × U

S  × 100 (%)

U : 검액에서 제미플록사신의 피크면적

S : 표준액에서 제미플록사신의 피크면적

S : 표준액에서의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의 농도 

(mg/mL)

U : 검액에서의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농도 (mg/mL)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 272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테인

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

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

합액(80 : 20 : 0.1)

유  량 : 1 mL/min

측정범위 : 제미플록사신 유지시간의 1.2 배 이상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

로 조작할 때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와 제미플록

사신 분리도는 5.0 이상이고, 제미플록사신 피크의 대

칭계수는 1.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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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제미플록사신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차광한 밀폐용기.

참    고

제미플록사신유연물질 A : (Z)-4-(아미노메틸)피롤리

딘-3-온 O-메틸 옥심 디메탄설포네이트

제미플록사신유연물질 B : (R,S)-7-(3-아미노메틸-

4-히드록시-1-피롤리디닐)-1-시클로프로필-6-플

루오로-1,4-디히드로-4-옥소-1,8-나프티리딘-3-

카르복실산

제미플록사신유연물질 C : 7-[3-(아미노메틸)-4-옥

소-1-피롤리딘-1-일]-1-시클로프로필-6-플루오

로-4-옥소-1,4-디히드로-1,8-나프티리딘-3-카르

복실산 모노메탄설포네이트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 : (E)-7-[3-(아미노메틸l)

-4-(메톡시이미노)피롤리딘-1-일]-1-시클로프로필

-6-플루오로-4-옥소-1,4-디히드로-1,8-나프티리

딘-3-카르복실산 모노메탄설포네이트

나프티리딘카르복실산유사체 : 7-클로로-1-시클로프

로필-6-플루오로-1,4-디히드로-4-옥소-1,8-나프

티리딘-3-카르복실산

제미플록사신이량체 : (Z)-7-({[1-(6-카르복시-8-

시클로프로필-3-플루오로-5-옥소-5,8-디히드로-

1,8-나프티리딘-2-일)-4-(메톡시이미노)피롤리딘-

3-일]메틸}아미노)-1-시클로프로필-6-플루오로-1,

4-디히드로-4-옥소-1,8-나프티리딘-3-카르복실산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

Gemifloxacin Mesilate Tablets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 110.0 %에 해당

하는 제미플록사신 (C18H20FN5O4 : 389.38)을 함유한

다.

제    법  이 약은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을 가지고 

정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이 약 및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을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의 페이스트법에 따라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낸다.

2) 정량법의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

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순도시험  유연물질  이 조작은 빛을 피하여 차광한 용

기를 사용한다.

    정량법에서 얻은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한다. 각 액의 피크면적을 자동적분법에 따라 측정하

여 유연물질의 양을 구할 때 각 유연물질의 양은 허용

기준 (%) 이하이다.

유연물질의 양 (%)

 = (CS / CT) × (Ai / AS) × 0.802 × 100

CS: 표준액 중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농도 

(mg/mL)

CT: 검액 중 제미플록사신의 표시량에 따른 농도 

(mg/mL)

Ai: 검액에서 얻은 각 유연물질의 피크면적

AS: 표준액에서 얻은 제미플록사신의 피크면적

0.802: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C18H20FN5O4·CH4O3S)

으로부터 제미플록사신(C18H20FN5O4)의 환산계수

화합물 상대유지시간 허용기준(%)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 0.78 1.0

제미플록사신 1.0 -

개개 유연물질 - 0.2

총 유연물질 - 1.5

조작조건

    희석액, 검출기, 칼럼, 칼럼온도, 이동상 및 유량은 

정량법의 조작조건을 따른다.

측정범위 : 제미플록사신 유지시간의 1.3 배 이상

시스템적합성

 검출의 확인 :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에 희석

액을 넣어 0.06 μg/mL로 하여 민감도확인용액으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신호대 잡음비는 10 이상이다. 

 시스템의 성능 :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에 희

석액을 넣어 0.5 mg/mL로 하여 시스템적합성용액으

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

작할 때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와 제미플록사신 

분리도는 5.0 이상이다.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제미플록사신 피크의 대칭계

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제미플록사신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용출시험  이 약 1 정을 취하여 0.01 mol/L 염산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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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mL를 시험액으로 하여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50 회전으로 시험한다. 용출시험 시작 30 

분 후에 용출액을 취하여 공경 0.45 μm 이하의 멤

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이 여액 V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정확하게 V′ mL로 하여 검

액으로 한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을 시험액

에 녹여 0.01 mg/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343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30 분간의 용출률이 70 %(Q) 이

상일 때 적합하다.

제미플록사신 (C18H20FN5O4) 표시량에 대한 용출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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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2 × 90000

CS: 표준액 중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농도 

(mg/mL)

AT: 검액의 흡광도

AS: 표준액의 흡광도

  C: 1 정 중 제미플록사신 (C18H20FN5O4)의 표시량 

(mg)

0.802: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C18H20FN5O4·CH4O3

S)으로부터 제미플록사신(C18H20FN5O4)의 환산계수

제제균일성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정 량 법  이 조작은 빛을 피하여 차광한 용기를 사용

한다.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제미플록사신 (C18H20FN5O4) 약 

3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액 약 

350 mL를 넣어 15 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약 30 분

간 초음파 처리한다. 이 액에 희석액을 넣어 정확하게 

500 mL로 한다. 이 액을 취해 희석액을 넣어 제미플

록사신 (C18H20FN5O4) 0.13 mg/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을 희석액에 

녹여 0.17 mg/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제미

플록사신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제미플록사신(C18H20FN5O4)의 양 (mg)

 =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표준품의 양 (mg) × (AT / 

AS) × 0.802

AT: 검액에서 얻은 제미플록사신의 피크면적

AS: 표준액에서 얻은 제미플록사신의 피크면적

  0.802: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C18H20FN5O4·CH4O3S)으로부터 제미플록사신

(C18H20FN5O4)의 환산계수

◦ 희석액: 물·아세토니트릴·1 mol/L 인산염완충액

(18 : 5 : 2)

  ◦ 1 mol/L 인산염완충액: 인산이수소나트륨일수화물 

138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2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혼

합액(80 : 20 : 0.1)

유  량 : 1.0 mL/분

측정범위 : 제미플록사신 유지시간의 1.3 배 이상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제미플록사신 피크의 대칭계수는 2.0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제미플록사신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차광한 기밀용기.

참    고

제미플록사신 E-이성질체: (E)-7-[3-(아미노메틸

l)-4-(메톡시이미노)피롤리딘-1-일]-1-시클로프로

필-6-플루오로-4-옥소-1,4-디히드로-1,8-나프티

리딘-3-카르복실산 모노메탄설포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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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Special Topics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의 현장 활용도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운영

2021년도 공동연구 추진 결과

  제약업계와 식약처의 상호 소통에 기반한 대한

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개정을 추진하

고자 2021년도부터 운영중인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를 통하여 의약품각조 및 일반시험법 등 

총 34건의 개정안을 도출,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

다. 특히 26건에 대해서는 11개 회사와의 공동연

구를 통해 시험법을 현대화하여 정확도를 개선하

고 검액 및 표준액의 제법을 개선하는 등 제약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개정은 올

해 5월 고시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협

회를 통하여 약전 개정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이

번 포럼에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올해 운

영계획을 안내하고자 한다.
* 21년도 공동연구 참여회사: 경보제약, 광동제약, 대웅

바이오,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

아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 22년도 공동연구 참여회사: 광동제약, 동광제약, 비보

존제약, 이연제약, 태극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휴

텍스제약, 한독 

2022년도 의견 수집 및 개정 추진 계획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3주간 한

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

하여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전 개정 의견을 수

집하였고, 의약품각조 제1부 35건, 의약품각조 제

2부 7건, 일반시험법 12건 등 총 5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작년과 같이 단순 오기 정정, 시험법 

오류 개선 요청이 많았으나 올해는 특히 동물시

험의 대체 시험법,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최신 시

험법 추가 요청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된 

시험법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

처에서도 연구사업을 통하여 최신 시험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계의 개정 의견 및 시

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약전 개정을 추

진할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은 단순 오류 등 즉시 개정이 가능

한 품목(12건), 식약처와 회사가 공동연구를 통

해 개정할 품목(14건), 추후 연구사업을 통한 개

정이 필요한 품목(9건), 약전 개정에 기반영 되었

거나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한 품목으

로 분류(7건)하였다. 즉시개정 및 공동연구 품목

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식약처에서 연구를 진행 중

이거나 연구사업을 완료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품

목들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약처는 6월 24일 협회 및 공동연구 참여회사

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서는 약전의 제·개정 추진방향과 작년 공동연구 

성과 및 올해 계획을 공유하고, 작년 공동연구에 

참여한 광동제약과 부광약품의 공동연구 사례 발

표를 통해 산·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약전과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논

의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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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의약품각조 

제1부

L-아스파르트산-L-아르

기닌수화물 (정량법)

정량시험 시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정량하고 건조감량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함량을 무수물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법과 상이함

건조감량 조건에 따라 건조한 

것을 정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노닐산바닐릴아미드 (융점)

융점이 실제 융점 측정값과 

상이함
오기정정 건으로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노닐산바닐릴아미드 

(강열잔분시험)

JPE에서는 약 1 g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을 때 기준이 

0.1% 이하임

국제조화로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디멘히드리네이트, 디펜히

드라민, 디펜히드라민살리

실산염, 현탁주사용 벤자

틴페니실린G, 에탐부톨염

산염, 클로르프로마진염산

염, 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정, 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티아민질산염, 페르페나진, 

페르페나진정, 프로클로르

페라진말레산염, 호마트로

핀브롬화수소산염

(확인시험)

피크린산(=2,4,6-트리니

트로페놀)의 시약 수급이 

불가하여 대체 시험법 개선 

요청

* (확인시험 재정비 건으로 

즉시개정 추진)디펜히드라민, 

현탁주사용 벤자틴페니실린 G

* (국내 허가품목 없어 개

정 시급성 부족)디펜히드라

민살리실산염, 프로클로르

페라진말레산염

* (기개정완료)디멘히드리

네이트, 에탐부톨염산염, 클

로르프로마진염산염, 클로

르프로마진염산염 정, 트리

헥시페니딜염산염, 티아민

질산염, 페르페나진, 페르페

나진 정, 호마트로핀브롬화

수소산염

[별첨 1] 약전 개정 제안 의견

 제안된 개정 의견은 ▲ 의약품각조 제1부 35건, ▲ 의약품각조 제2부 7건, ▲ 일반시험법 12건, ▲ 

기타 1건으로 총 55건이 제출되었다. 이를 시급성 및 타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분류하여 

개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즉시개정(12건): 단순오류

 2) 공동연구(14건): 회사자료, 외국 공정서 등 근거자료 기반한 개정 추진

 3) 추후 연구사업 추진(9건): 연구사업 등을 통한 조사⸱연구 필요

 4) 기타(7건): 개정 기반영, 연구사업 완료 및 추진 중

 5) 개정 타당성 미흡(13건): 국내 허가 품목이 없어 개정 시급성 부족 등

1) 즉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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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의약품각조 

제1부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

셀룰라제

(정량법 3) 섬유소당화력)

검액 조제 시 검액 농도가 

검량선 농도를 초과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

표시량에 대한 허가현황 및 

검액 농도 범위의 적절성 

확인하여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

셀룰라제

(정량법 3) 섬유소당화력)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이상의 소화력단위를 

함유한다‘고 되어있으나 

기준에 표시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허가 품목에 따라 

표시량이 달라지게 될 경우 

같은 희석배수로 검액 조제 시 

섬유소당화력 측정의 정확

성이 떨어짐.

표시량에 대한 허가현황 및 

검액 농도 범위의 적절성 

확인하여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염화나트륨·아세트산나트

륨수화물·염화칼륨·염화

칼슘·염화마그네슘·포도

당 투석액

(정량법 2)칼륨, 3) 칼슘)

2) 칼륨 : 검액 조제법에서 

채취량이 절대적인 양(10 

mL)과 칼륨으로서 표시량

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품

목에 따라 맞지 않는 경

우가 생김. 절대적인 양

을 삭제하고 표시량에 따

라 해당량을 취할 수 있

도록 수정 필요

3) 칼슘 : 검액의 농도(약 

40 ppm)가 높아 검량선(0 

~ 16 μg/mL) 범위를 벗

어남

문구 수정 건으로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자일리톨 (유연물질시험)

검액 및 표준액 조제 시 환류

냉각기로 증발건고하게 되어

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1. 환류냉각기를 감압농축기로 

문구 변경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 추진

2. 아세트산 및 아세트산

무수물에 대한 전후 비교자료 

등 시험근거 자료 제시 필요

의약품각조 

제1부
자일리톨 (유연물질시험)

검액 및 표준액 조제 시 환류

냉각기로 증발건고하게 되어

있는데, 환류냉각기를 달게 

되면 증발건고가 안됨

환류냉각기를 감압농축기로 

문구 변경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주사용 테이코플라닌 

(정량법)

배지는 일반시험법 중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 시험법’가)(2)(가)

③㉯에 기재된 배지(ATCC 

6538P 기층용한천배지)를 

쓰도록 되어있으나 균주는 

ATCC 6633 균주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음. 다른 조성의 

단순오기로 즉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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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종층 및 기층용 한천배지를 

사용해야 하는 오류가 발생

의약품각조 

제1부
프로자임 (단백소화력시험)

1.5% 유제카제인 용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시험법 시약시액항에 

‘1.5% 유제카제인용액’은 

‘우유카제인시액, 1.5% 

(삼프로제적용)’, ‘밀크

카제인시액, 1.5%, pH 6’ 

및 ‘밀크카제인시액, 

1.5% pH 8’이 수재되어

있어, 프로자임-단백소화력

시험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1.5% 유제카제인용액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오기정정 건으로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2부

미결정셀룰로오스

(확인시험 2)항)

해당 시험에 사용하는 감압

흡인형체분급기는 현재 상용화

된 분석기기의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이 고가(약일천

오백만원)이므로 KP 규격 

변경의 어려움이 있음.

국제조화 되어있는 사항으로, 

확인시험 재정비로 즉시개정 

추진

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의약품각조 

제1부
I-멘톨 (정량법)

현행 시험법(적정법)은 전처리

할 때마다 결과값의 편차가 

심함(약 6%)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 필요(GC 분석법

으로 개선)

의약품각조 

제1부

L-아스파르트산-L-아르

기닌수화물

(순도시험 7) 기타 아미노산)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시험법의 여지크로마토

그래프법에서는 ‘의약품 

각조에서 규정하는 양, 각조

에서 규정하는 거리’로 표기

되어 있어 전처리 및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이 확인

되지 않음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TLC로 개선)

의약품각조 

제1부

과당.농글리세린 주사액 

(순도시험(아크롤레인), 

정량법)

1.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아

크롤레인표준품은 독성물질

로 2년여 전부터 수입 불가

2. 정량법에 사용되는 GC 

유리컬럼이 일반적이지 않음

1. 표준품은 구매 가능하여 

시험이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다만, 원료사 자료, 완제 안

정성 자료 등 회사자료 검

토 후 항목 삭제 추진 가능

2.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2)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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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통한 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니모디핀주사액 (확인시험)

발색제로 쓰이는 “2,6-디

클로로-1,4-퀴논-4-클로

리미드”는 현재 독성물질 

시약으로 수입 불가

PDA 스펙트럼 확인 등 공동

연구를 통해 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니모디핀주사액 (순도시험)

“니트로피리딘화합물”에 

대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원료 및 완제 규격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디멘히드리네이트 정

(정량법, 확인시험)

1. 정량법이“디멘히드리네

이트 주사액” 항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대한민국약전에 

“디멘히드리네이트 주사액” 

항 미수재

2. 확인시험은“디멘히드리

네이트”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최근 약전 개정고시에 

의해,“디멘히드리네이트”

항의 확인시험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디멘히드리

네이트정”항의 확인시험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확인시험은 PDA 스펙트럼 

확인 등 공동연구를 통해 

개정 추진,

정량법은 분석조건 기재하

는 것으로 즉시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디시클로민염산염 (정량법)

현행 시험법(전위차적정법)

으로 전위차 측정이 불가함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HPLC로 개선)

의약품각조 

제1부
리파제 (정량법)

유화액에 사용되는 폴리비닐

알 코 올 ( 평 균 중 합 도 

1725±25, 함량 

95.0±1.0%)의 규격에 해당

하는 시약 구매가 불가하여, 

괄호 안에 기재된 해당 규격을 

삭제 또는 변경 요청

폴리비닐알코올 규격 설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논의 및 필요 시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벤프로페린인산염 정

(용출시험)

국내 ‘벤프로페린인산염’을 

함유한 제품 모두 표시량이 

26.33 mg이고 이를 반영한 

용출 후 농도는 29.3 μg/mL

이므로, 약전에서 요구한 최종 

농도 100 μg/mL를 맞출 

수 없음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하

여 농도 변경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시티콜린나트륨

(순도시험 6) 여지크로마

토그래프법)

검액 및 표준액의 점적량이 

5 mL로 되어있어 한 방울만 

점적해도 여지가 흠뻑 젖으

므로 개선 필요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 필요

의약품각조 

제1부

옥시라세탐

(순도시험 2) 암모늄시험)

전처리 중 가열하여 증류하는 

과정에서 옥시라세탐이 분해

되어 암모늄이 생성됨

기존 암모늄시험법 적용이 

불가하여 별도 시험법 수재가 

필요하므로  공동연구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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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펜톡시필린 서방정 (정량법)

펜톡시필린 서방정 정량법이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으로 

되어있는데 표준액과 검액의 

최종 희석용액이 다름. 표준

액의 최종용액은 메탄올, 검

액의 최종용액은 물로 공시험

액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음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HPLC로 개선)

의약품각조 

제1부

피리독신염산염

(정량법)

정량시험 시 검액 조제는 

아세트산(100) 5 mL 및 

아세트산탈수물 5 mL를 

넣고 약한 열로 가열하여 

녹이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피리독신염산염의 용해도는 

‘아세트산탈수물, 아세트산

(100)에 거의 녹지 않는

다.’로 기재 되어있음. 또한 

약한 열로 가열하여 녹이게 

되어있으나 약한 열에 검체가 

녹지 않음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HPLC로 개선)

의약품각조 

제2부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에틸렌글리콜 및 디에틸

렌글리콜)

Packed column 사용으로 

칼럼 구입 등 적용이 어려움

검증시험 등 공동연구 통한 

개정 추진 필요

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의약품각조 

제1부
판크레아틴 (중금속시험법)

해당 시험법은 중금속시험법 

제1법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제1법은 용매로 물을 사용. 

판크레아틴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1

법으로 시험하면 중금속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음

ICH Q3D 적용에 따른 중

금속 항 일괄삭제 계획에 

따라 13개정 전면개정 시 

추진

의약품각조 

제1부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신규 각조 수재)

의약품각조 미수재 원료 수재 

제안

심사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필요하며, 신규 수재 필요시 

추후 연구사업으로 추진

의약품각조 

제2부

3 - 요 오 도 벤 질 구 아 니 딘

(131I)주사액 (기준)

현재 약전에서는 관련 의약품 

성분의 비방사능에 대해서 

1 mg 당 111 ~ 185 

MBq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현재의 

임상 적용 추세와는 맞지 

않기에 이에 대한 수정 필요

심사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필요하며, 개정 필요시 추후 

연구사업으로 추진

3) 추후 연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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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일반시험법
11. 무기질시험법

(10) 인)

전처리 가열 후 발색 반응

시키는 전처리 과정에서 분

석자 편차가 발생함

무기질시험법 전반적인 검

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

적인 연구 필요

일반시험법 22. 비소시험법

현행 시험법은 장치를 이용해 

비색법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ICP) 또는 유도결합

플 라 즈 마 - 질 량 분 석 계

(ICP-MS)로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ICH Q3D 적용에 따른 중

금속 항 일괄삭제 계획에 

따라 13개정 전면개정 시 

추진

일반시험법 66. 중금속시험법

현행 시험법은 장치를 이용해 

비색법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ICP) 또는 유도결

합 플 라 즈 마 - 질 량 분 석 계

(ICP-MS)로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ICH Q3D 적용에 따른 중

금속 항 일괄삭제 계획에 

따라 13개정 전면개정 시 

추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무균시험법, 미생물한도

시험법에 전통적인 시험법은 

나와있으나 분석기술이 발달

하며 새롭게 개발된 시험법

(RMM, MMM 등)에 대해

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 부서에서 연구사업 추진 

예정

일반시험법 히스타민시험법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히스타민시험법 시험동물 

고양이의 사용은 동물 수급의 

문제 및 동물 윤리적인 문제로 

적용이 어려워 개선 요청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 및 동물시험 

대체시험법 모색 필요

일반시험법 히스타민시험법

히스타민시험법의 시험 동물인 

고양이를 매번 중국에서 수입

하고 있으나 수급이 불안정하여 

대체 시험이 필요함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 및 동물시험 

대체시험법 모색 필요

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의약품각조 

제1부

암피실린수화물 

(디메틸아닐린)

Packed column 사용으로 

칼럼 구입 등 적용이 어려움

올해 연구사업 통하여 개선 

예정

의약품각조 

제2부
백당 (순도시험 7)납)

현행 시험법의 분석기기가 

원자흡광광도계(AAS)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유도결합

일반시험법 45. 원자흡광광

도법에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시험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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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플라즈마분광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

석계(ICP-MS)로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유도결합 플

라즈마 분석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의약품각조 

제2부
순도시험 중 개별중금속

현행 시험법의 분석기기가 

원자흡광광도계(AAS)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

석계(ICP-MS)로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일반시험법 45. 원자흡광광

도법에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유도결합 플

라즈마 분석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일반시험법

69.철시험법 – 조작법 B법, 

83.표준품,시약,시액 등 – 
2, 시약, 시액에 2,4,6 – 
트리니트로페놀, 2,4,6 – 
트리니트로페놀시액

피크린산(=2,4,6-트리니

트로페놀)의 시약 수급이 

불가능하여 대체 시험법 개

선 요청

철시험법 개정('21.12.)되어 

B법 대신 A법 또는 C법 

적용 가능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

제형에 따라 외국 공정서와 

그 기준에도 차이가 있고 

검액의 조제방법이 기재되

어 있는 제형(패취제, 에어

로솔형의 흡입제 등) 및 비

무균제제인 내복용 고형제

제(정제, 캡슐제 등) 에 대

해서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검액의 조제법

이 기재된 제형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완료 후 약전 개정 

추진 예정

일반시험법 엔도톡신시험법

현재 대한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엔도톡신시험법은 투

구게에서 추출하여 만든 라

이세이트를 기반으로 개발

되어 사용 중이나, 투구게에 

대한 동물복지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시험법이 

필요

관련부서에서 올해 약전 수재 

추진 중

일반시험법 엔도톡신시험법

투구게의 혈구 추출성분으로 

만든 라이세이트시약은 동물 

유래시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개선 요청

관련부서에서 올해 약전 수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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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의약품각조 

제1부

글루콘산칼슘 주사액

(확인시험)

전처리에 사용하는 페닐히드

라진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며, 불필요한 전처리과정으로 

시험에 효율이 떨어짐

해당 시약은 사용금지물질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며, 완제에서 첨가제의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페닐

히드라진 없이도 시험이 가능

하다는 실험적 근거(변경 전

후 시험비교 등) 제시 필요

의약품각조 

제1부

데슬라노시드

(정량법)

피크린산(=2,4,6-트리니트로

페놀)의 시약 수급이 불가하

여 대체 시험법 개선 요청

국내 허가품목이 없어 개정 

시급성 부족

의약품각조 

제1부

아미노필린수화물

(신규 각조 수재)

아미노필린수화물에 대한 시

험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미

노필린무수물에 대한 시험법

은 없음

국내 허가현황 고려했을 때 

무수물의 각조 신규수재에 대

한 시급성 부족

의약품각조 

제1부

아트로핀황산염 주사액

(확인시험 1))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1 mg

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수

욕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

을 가지고 ｢아트로핀황산염수

화물｣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

과정이 ｢아트로핀황산염수화

물｣의 확인시험 1)의 발연질

산 3방울을 넣는 단계부터인

지, 잔류물을 N,N-디메틸포

름아미드 1 mL에 녹이는 단

계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음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의 확

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고 기재되어있는 것은 해당 

각조의 확인시험 처음부터 따

라하는 것이 맞으며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근거 및 시급성 부족

의약품각조 

제1부

염산

(수은)

현행 시험법인 원자흡광광도

법(냉증기방식)은 측정 농도 

대비 감도가 낮아 재현성이 

없음

감도가 낮고 재현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근거자

료 필요

의약품각조 

제1부

자일리톨

(순도시험 8) 유연물

질(기타 폴리올))

1. 전처리 과정 중 아세트산

(100) 사용 시 각각의 표준액 

피크 검출 불가

2. 전처리의 모든 과정들이 

수분이 증발건고 되는 과정인

데 수분이 포함된 아세트산을 

첨가하면 전처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피크 검출이 

제대로 안됨

아세트산 및 아세트산무수물

에 대한 전후 비교자료 등 시

험 근거자료 필요

의약품각조 

제1부

피라세탐

(순도시험 3) 유연물질)

조작조건 중 이동상 조성이 

인산염완충액·아세토니트릴

혼합액(90:10)으로 되어 있는

데 시스템적합성의 분리도 기

제시한 이동상 조성 비율은 

변경 허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약전 개정하지 않아도 변경 

가능

5) 개정 타당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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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준을 맞추기 어려워 혼합액 

비율을 100:10으로 변경제안

의약품각조 

제1부

피페라실린나트륨·

타조박탐나트륨

(순도시험 유연물질)

1. 순도시험 유연물질I 표준품

이 공인된 기관(USP, EP 등)

에서 판매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우며, 유연물질 표준품이 

고가임(1회 시험량 20 mg = 

약 2900 USD)

2. KP 수재 된 컬럼조건도 상

응하는 상용화 규격 컬럼이 

없음

1. 현재 KP에서는 최종농도로

만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최

종 농도로만 기재할 경우 회

사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품 채

취량, 희석배수 등 설정 근거

사유 마련 필요

2. 컬럼규격은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변경 할 경우 제시

한 범용컬럼 적용이 가능하므

로 개정 시급성이 부족함

의약품각조 

제2부

수산화나트륨

(수은)

현행 시험법인 원자흡광광도

법(냉증기방식)은 측정 농도 

대비 감도가 낮아 재현성이 

없음

감도가 낮고 재현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근거자

료 필요

의약품각조 

제2부

수산화칼륨

(수은)

현행 시험법인 원자흡광광도

법(냉증기방식)은 측정 농도 

대비 감도가 낮아 재현성이 

없음

감도가 낮고 재현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근거자

료 필요

일반시험법
32. 아미노산시험법

(정량법 5) 트립토판)

현행 칼럼 규격이 30 cm이

나, 일반적인 규격인 25 cm 

확대 적용 필요

일반시험법 39.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조작조건의 변경

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칼럼의 

길이는 '시스템적합성의 규정

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70%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음

일반시험법
소화력시험법

(전분당화력 시험법)

계산식에 기재된 상수 1.6은 

0.05 mol/L티오황산나트륨액 

1 mL의 적정량에 해당하는 

포도당의 양(mg)을 의미하는

데 실제 시험을 할때에 사용

하는 시액의 상태에 따라서 

1.6이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1.6으로 고

정하는 것은 측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림

의약품각조(디아스타제.프로테

아제,셀룰라제1000 등) 모두 

환산계수로 1.6을 차용하고 

있고, 이는 용역연구사업을 근

거로 개정된 사항임(일본약전

과도 동일). 따라서 환산계수 

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

그 외 판정기준

대한민국약전 수재 일반시험

법 및 의약품각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

상’의 대체 시험법이 사용될 

통칙 1.32.항에 '약전에서 규

정하는 시험법에 대신하는 방

법으로서 약전의 방법보다 정

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을 때

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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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명 문제점 검토결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

음. 이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시험법이 개발되더라도, 그 시

험법이 대한민국약전의 것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 대한

민국약전에 적합한 것으로 인

정받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함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

이 있을 때는 규정하는 방법

으로 최종 판정한다.'고 규정

되어있음. 이는 허가심사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약전

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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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국제조화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CH는 의약품 품질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난 3월에 Q2(R2)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에 대한 개정 초안과 Q14 

“Analytical Procedure Development”의 초안

을 게재하였다.

  Q2(R2)에서는 분석법 밸리데이션의 원칙에 분

광학적 방법 또는 분광학적 데이터(예를 들면 

NIR, raman, NMR, MS 등)의 사용에 대한 밸리

데이션 원칙을 추가하여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제

공을 지속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Q14 가이드

라인은 분석절차 개발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조화하여 분석법 개발 절차, 위험에 기반한 허가 

및 허가후 변경관리에 관한 설명과 관련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제안되는 지침이다.  

  ICH는 지난 2022년 5월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실제회의와 가상회의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

의 회의가 열려 최근의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영국의 MHRA를 새

로운 ICH 멤버로, 알제리의 ANPP를 새로운 

ICH 옵저버로 받아들여 ICH는 총 20개 회원과 

35명의 옵저버로 확보하게 되었다.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동보고에서, 잠재적

인 발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의약품의 변이원

성불순물 평가에 관한 문서인 M7(R2)에 대한 

Q&As가 곧 Step 4에 도달하여 수정된 M7(R2) 

가이드라인 및 부록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ICH M8 “eCTD v4.0 Q&As and 

Specification Change Request Document 

v1.7”와 “eCTD v4.0 Implementation 

Package v1.5”가 Step 4에 도달하였으며, M10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and Study 

Sample Analysis도 Step 4에 도달하였다. M10

에서는 생물분석의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관한 권

장사항을 싣고 있으며, 화학 및 생물학적 의약품

의 개발 및 판매허가에서 생물분석적 정보의 품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을 싣고 있다. 

  ICH E14/S7B Clinical and Nonclinical 

Evaluation of QT/QTc Interval Prolongation 

and Proarrhythmic Potential의 Q&A 

document가 업데이트되어 4단계에 도달하였으

며,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위험 

평가 고려 사항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또, 지난 3월에 게재된 Q2(R2) 및 Q14 초안

에 대해서 Step 2에 도달하였으며, Paediatric 

Extrapolation를 전체 의약품 개발계획에 통합하

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ICH E11A 

Paediatric Extrapolation의 초안도 Step2에 도

달하였다. 

  ICH 총회는 새로운 국제조화 영역으로서 ICH 

Efficacy Guideline 영역에 “Inclusion of 

Pregnant and Breastfeeding Individuals in 

Clinical Trials(임상시험에서 임산부와 수유부의 

포함)”를 개발할 것을 승인하였다. COVID-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소외된 인구, 규제 기관, 

의료 제공자 및 제약 산업에 도움이 될 잘 정의

된 조화된 국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적으로 인정되는 프레임워크 및 모범 사례를 제

공하기 위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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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CH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

료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Training 

Associates는 가이드라인의 ICH E6(R3), 

E8(R1), E17, Q3, Q5 및 ICH Q8에서 Q12 시

리즈에 대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ICH 총회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16

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Pharmacopeial Forum 48(1)에서는 2개 일반

시험법 및 4개 일반정보의 제개정을 제안하였다. 

  먼저, 〈3〉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 - Product Quality Tests에서는 

TDS라는 약어에 국소 및 경피 시스템이 포함된

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특이시험 미생물한도의 

명칭이 미생물학적 품질로 변경되었으며, 〈60〉
Microbiological Examination of Nonsterile 

Products—Tests for Burkholderia cepacia 

Complex 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었다. 특이시험

에 침투강화제 함량 및 에멀전 입도(Emulsion 

Globule Size)시험이 포함되었으며, 체외 약물 

방출 시험에 대해 한고형제제에 대해서는 의무사

항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겉보기밀도(Apparent 

Viscosity)에는 〈1912〉Measurement of 

Hardness of Semisolids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

였으며, TDS에 대한 특이시험에서는 생체내 접

착성능 등 TDS와 관련된 모든 시험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정의하고 시험법이 업데이트되었으며, 

Development of Peel Adhesion and Static 

Shear Test Methods항목은 삭제되었다. 점착력

시험(Tack Test) 및 고정전단시험(Static Shear 

Test)은 데이터 생상 및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였

다. 

 〈89.2〉 Collagenase II는 IRA로 제안된 일반

시험법으로 9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지난 후에는 

약전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다. 여기에서는 분석에 

허용 기준을 추가하여 표준 용액에 대한 분석에

서 흡광도 범위 0.3–0.9를 세우고 표준 용액에서 

희석 범위를 제거하였다. 

  일반정보로서 〈1212〉 Probe Tack Test는 

2020년 PF 46(6)에 제안되었던 신설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사항이 제안되었

다. 먼저 범위에서 TDS라는 약어에 국소 및 경

피시스템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론에 점착시험의 정의를 수정하고 pressure가 

아닌 force를 측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

한 샘플이 장비에 배치되는 방법을 표시하는 그

림을 수정하는 등 장치 및 시험법, 평가방법을 명

확히 하였다. 

  새로운 일반정보로서 〈1504〉 Quality 

Attributes of Starting Materials for the 

Chemical Synthesis of Therapeutic Peptides

를 제안하였다. 이 일반정보는 합성 치료 펩티드 

제조에 사용되는 출발 물질에 필요한 최소 품질 

속성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일반정보 〈1567〉 Pyrrolizidine 

Alkaloids as Contaminants는 피롤리지딘 알칼

로이드(PA)의 구조적 요구사항, 안정성, 식이노

출, 급성,아만성, 만성독성이 소개되고 있으며, 유

럽연합이 모니터링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PA 목

록 및 세계의 규제기관들이 제시한 일일 허용 섭

취수준, PA독성에 대한 상대적 역가도 포함되고 

있다. 또한 PA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몇가지 

분석법과 건강보조식품에서 PA의 존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권장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구흡입제의 공기역학적 입도 측정 데이터의 

해석을 위해 〈1604〉 Presentation of 

Aerodynamic Particle Size Distribution 

(APSD) Measurement Data for Orally 

Inhaled Drug Products가 새로 제시되었다. 이 

장은 〈601〉과 관련하여 구성요소에서 얻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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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역학적 입자 크기 분포를 해석하는 방법이 제

공된다. 

  Pharmacopeial Forum 48(1)의 Stimuli 

articles에서는 Analytical Instrument and 

System (AIS) Qualification, to support 

Analytical Procedure Validation over the Life 

Cycle를 소개하고 있다. 공정서에 사용되는 모든 

분석긱 및 시스템은 분석기기 적격성 평가를 통

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분석기기

나 시스템의 작동 및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품질

관리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GMP 환경

에서 요구된다. USP에서는 일반정보로서 〈105

8〉Analytical Instrument Qualification 및 

〈1010〉Analytical Data-Interpretation and 

treatment에 관련된 챕터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특성을 정리하여 실었

다. 

  Pharmacopeial Forum 48(2)에서는 3개 일반

시험법 및 2개 일반정보의 제개정을 제안하고 있

다. 

  IRA로서 〈711〉 Dissolution의 개정이 제안

되었다. USP의 새로운 표준품인 USP 

Dissolution Performance Verification 

Standard로서 프레드니손 표준품을 사용하여 용

출을 검증하는 옵션이 포함되었으며, 심각하게 부

정적인 의견이 없는 한, 2022년 9월 1일자로 공

식화될 예정이다. 

 〈2〉 Oral Drug Products - Product 

Quality Tests에서는 ICH Q6A의 내용을 포함하

여 개정이 제안되었다. 용출, 붕해, 니트로사민류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츄어블정에 대한 

FDA 가이던스도 조정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추

출물 및 침출물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었다. 

  새로운 일반시험법의 〈901〉 Detection of 

Asbestos in Pharmaceutical Talc는 새로운 일

반정보인 〈1901〉 Theory and Practice of 

Asbestos Detection in Pharmaceutical Talc와 

연계하여 신설을 제안하였다. 일반시험법에 제안

된 석면 시험 방법론은 제약 등급의 탈크에서 석

면의 검출을 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등급의 탈크에서의 석면시험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10년 FDA의 각조 현대화 작업의 일환

으로 개정이 요청되었으며, 2020년 USP PF 

46(5)에 실린 Stimuli에 Modernization of 

Asbestos Testing in USP Talc—Part 2실린 

내용을 기반으로 〈901〉에는 시험방법을, 〈
1901〉에는 배경정보와 원리를 포함하여 X선 회

절(XRD) 및 편광 현미경(PLM)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권장 사례를 제안하였다. 

  석면의 취급 및 표준품 개발의 물리적 어려움

으로 인해 일반정보인 〈1901〉에서는 대표적인 

XRD회절도 및 편광현미경 이미지가 포함될 예정

이며, 시험법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TEM 

및 SEM에 대한 방법론 및 디지털 참조표준의 개

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일반정보로서 용해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용해도측정과 관련된 개념 및 방정식을 설

명하는 〈1236〉 Solubility Measurements에 

시험액으로서 돼지 모조 위액, 돼지 모조 장액을 

추가하였다. 

  Pharmacopeial Forum 48(2)에서는 4개의 

Stimuli articles가 실렸다. 

  먼저, A Practical Approach to Compendial 

Nomenclature and Testing For Lacti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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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lide Polymers and Related Polymeric 

Excipients가 게재되었다. 일반적으로 락타이드 

및 클리콜라이드 단랑체로 만든 부형제는 많은 

복합 서방성 제제나 의료기기에 사용되지만 락타

이드 및 클리콜라이드 단랑체로 만든 고분자 첨

가제가 포함된 경우 시험 제품의 제형, 특성화 및 

평가에서 많은 복잡성으로 인해 FDA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첨가제의 각조 

표준을 개발하고 첨가제의 선택 및 규제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진보된 품질 시험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고분자 첨가제의 명명법을 다

루는 것을 시작으로, 표준화된 분석법을 써서 주

요 첨가제의 품질특성을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인 각조를 개발하고 포괄적인 

각조를 개발하여 구조 및 특성이 유사하고 품질

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공통적인 시험방법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PF 48(1)에 이어서 연속하는 자료로서 

Measurement Uncertainty Evaluation 

Relevant to Analytical Instrument and 

System (AIS) Qualification—The Role of 

Measurement Uncertainty Concepts within 

the AIS를 실었다. 이 Stimuli의 범위는 분석 기

기 자격을 위한 측정 불확실성 프레임워크를 설

정하는 것으로, 이번 글에서는 〈1220〉 

Analytical Procedure Life Cycle이 분석기기 

및 시스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허용 기준을 설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목표 프로파일

(ATP) 및 목표 측정 불확도(TMU)를 소개하는 

것과 연계하여, 불확실성의 다양한 잠재적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기기 및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전체 분석법의 결정된 불확실성에 어떻게 기여하

는지 보여준다. 분석기기 및 시스템의 이러한 기

여도를 목표측정불확도(TMU)와 비교하여 분석

기기 및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수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서 HPLC-UV 분석법을 사용할 때 시험 불확실

성 비율(TUR)의 사용을 보여준다. 

  공정서에 실린 비멸균의약품의 미생물학적 품

질에서 완제품의 시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품과 환자를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실제로 보호

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Refining 

Microbiological Control and Testing for 

Nonsterile Products를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는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권장되는 프로세스과 

미생물시험 기대값을 둘 다 개선하기 위해 잠재

적인 수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Sterility by Design for Sterile Drug 

Products를 게재하였다. 무균시험법은 약 1930

년대에 무균 제품의 샘플을 시험하여 환자 안전

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처음으로 공정서에 포

함되었다. 현재 무균의약품의 제조방법은 당시로

부터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처리기술의 표준화를 감안할 때, 무균시험법의 유

용성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환

자 안전을 위한 결정권자로써의 무균시험법의 역

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무균 제품의 제조를 

검토하고 있다. 

  Pharmacopeial Forum 48(3)에서는 5개 일반

시험법 및 3개의 일반정보 제개정을 제안하고 있

다. 

  〈209〉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Molecular Weight Determinations가 IRA로서 

게재되었다. 이 일반시험법에서는 겔 투과 크로마

토그래피에 의한 저분자량 헤파린의 분자량 측정 

시험에서 제품의 각조에 따라 시스템 적합성 용

액 준비를 업데이트하고 각조에 제제가 없는 경

우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였으며, 제품 각조에 따

라 중량 평균 분자량(Mw)의 요구 사항을 업데이

트하였다. 

  의약품 포장과 관련하여 〈382〉 Elastomeric 

Component Functional Suitability in 

Parenteral Product Packaging/Delivery 

Systems의 개정 및 〈383〉 Cured Silocone 

Elastomers for Pharmaceutical Packaging and 

Manufacturing Components의 신설을 제안하였

다. 

  〈382〉는 2025년 12월에 공식화될 예정인 

원안을 바탕으로 개정이 제안된 것으로, 특정한 

크기의 바이알과 관련하여 스파이크 유지와 밀봉 

성능시험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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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수정하고 바이알의 크기, 넥마감 및 제품 용

량에 따라 스파이크용 디바이스의 사용여부를 설

명하고 있다. 〈383〉는 지난 포럼 45(2)에 게

재하였던 〈665〉Plastic Materials, 

Components, and Systems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 Drug 

Products and Biopharmaceutical Drug 

Substances and Products에 관한 수렴의견을 

바탕으로 신설된 것으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작업에 사용되는 튜브, 개스킷 및 O-링과 

같은 경화실리콘과 의약품 포장 시스템용 실리콘

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 5년 정도 유예를 두고 구

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411〉 Folic Acid Assay는 IRA로서 제안되

었으며, USP의 Folic Acid Related Compound 

A RS 공급중단에 따라 Folic Acid Related 

Compound A RS를 USP Leucovorin Calcium 

RS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스템적합성, 

시험법 4, USP 표준품 섹션의 RS가  USP 

Leucovorin Calcium RS와 정확히 동일한 화학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다음 2022년 11

월 1일에 개정판에서 공식화될 예정이다.  

  〈831〉 Refractive Index에서는 규정된 온도

에서  최소 ±0.1°의 판독값으로 작동할 수 있

는 장치에 관한 사양을 추가하였으며, 확장불확도

가 ±0.001 보다 같거나 좋아야 하는 표준품에 

대한 사양이 추가되었다. 정확도에 대한 기기의 

운영 자격요건으로서 기기의 성능 사양에 추가된 

표준물질의 확장불확도 한도 내에서 표준품의 측

정값이 명시된 인증값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

였으며, 온도불확도 또는 반복불확도를 포함하는 

불확도 허용기준에 시스템의 의도된 사용목적이

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불확도 요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기의 적격성평가에 대해 반

복성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성능평가 요구사

항을 명확히 하고 시험빈도와 표준물질의 적합성

을 명확히 하였다.   

  Pharmacopeial Forum 48(3)에서는 5개의 

Stimuli articles가 실렸다. 

  Over the Counter Drug Product 

Standards-Challenges and Potential Paths 

Forward에서는 Over-the-counter (OTC) 즉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졌다. FDA OTC 각조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들은 FDA의 판매 전 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

고 공정서 표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USP와 FDA, CHPA(미국 소비자 건강관리제품

협회, Consumer Healthcare Products 

Association)에서는 제품별 공정서 표준을 수립

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에 협력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러 약효성분과 첨가제

를 포함하는 OTC의약품에 대해 제품별 공정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려움 중 하

나는 유기불순물 시험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

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노력, 현재의 접근방식 

및 이러한 공동 노력을 통해 개발된 잠재적인 경

로를 간략히 설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미래

적 방향성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Overview of the Activities of the USP 

Expert Panel on New Advancements in 

Product Performance Testing에서는 제품 성능 

테스트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USP 전문가 패널

의 활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timuli에는 USP's Iterative Approach 

to Standards Development and the 

"Emerging Standards" Concept가 게재되었다. 

여기에서는 반복적인 접근법이 왜 점차 더 중요

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을 위해 개발중인 규격을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emerging standard”의 개념

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새로운 규격은 투명성을 높

이고, 포럼에 게시함으로서 공식적인 통지 및 의

견 제시 전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USP의 개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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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예시로서 이 포럼에 Stimuli로서 USP 

Emerging Standards - Methods for the 

Analysis of Acetaminophen Injection과 USP 

Emerging Standards - Methods for the 

Analysis of Palbociclib를 함께 싣고 있다.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PharmEuropa 33.4의 General chapters에서

는 2.2.35. Osmolality와 2.9.48. Particle size 

and shape determination by image analysis가 

개정되었다. 

  2.2.35. Osmolality 에서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영점 측정을 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정

확도의 확인항에서는 내용이 명확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허용기준은 삼투압표준용액의 값을 

최대 4000 mosmol/kg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표준액 항에서는 염화나트륨을 이용한 

삼투압농도의 표준용액 제조를 위한 가이던스 제

공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표와 측정법에 관한 설

명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일반시험법으로서 2.9.48. Particle 

size and shape determination by image 

analysis를 제안하였다. 이미지 분석은 디지털이

미지로부터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하는 컴퓨

터 기반의 기술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광학현미경

(2.9.37 optical microscopy), 화학이미징(5.24 

chemical imaging) 또는 전자현미경(2.9.52 

electron microscopy)과 같은 기술로 얻을 수 

있다. 측정 원리는 이미지를 크기에 따라 보정되

는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하위 단위로 이산화

(discretisation)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소프트

웨어 알고리즘은 이러한 픽셀을 개별 입자에 할

당하므로 알려진 크기에 따라 정의된 수의 픽셀

로 특징지어진다. 

  PharmEuropa 34.1의 General chapters에서

는 2.7.28. Colony-forming cell assay for 

human haematopoietic progenitor cells와 

2.7.29. Nucleated cell count and viability, 

3.1.17. Cyclo-olefin copolymers가 개정되었

다. 

2.7.28. Colony-forming cell assay for human 

haematopoietic progenitor cells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분석절차

의 표준화를 개선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요구사

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무혈청 배지 및 재조합 

성장인자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집

락형성세포의 정의와 기능적 능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2.7.29. Nucleated cell count and viability에서

는 세포 계수를 위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포함

되었다. 이 일반시험법은 수동 및 자동화된 방법

의 두개의 섹션으로 구분되며, 시험법의 표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체의 조제 및 시험조건이 포

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염료에 대한 정

보가 표로 요약되었다. 또 밸리데이션 섹션이 있

어 밸리데이션에 애한 과학적 관행과 ICH 

Q2(R1)과 같은 분석법 밸리데이션의 권장사항이 

포함되었다. 

3.1.17. Cyclo-olefin copolymers에서는 지난 

Pharmeuropa 32.3에 공개된 버전을 바탕으로 

알칸아미드 및 알켄아미드가 재료의 첨가제로 나

열됨에 따라 아미드에 대한 시험 절차가 도입되

었다.

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JP forum vol.31 No.1에서는 일반시험법 

3.04 粒度測定法 (입도측정법)에서 일부 체의 크

기에 인치 단위를 추가하였으며, 참고문헌에서 

ISO 3310-1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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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 또한 5.01 生薬試験法(생약시험

법)에서 3. 현미경시험에서 3.2의 (i) 절편의 채

취방법을 추가하여 “가로절편 또는 의약품 각조

에 기재된 형태학적 특징 및 요소를 확인 가능한 

임의의 방향으로 절편을 제작한다.”를 추가하였

으며, 3.3의 서두에 생약의 성상에서 현미경 검사

는 원칙적으로 가로절편에 대해 시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JP 원안의 작성시 구체적인 작성방법, 기

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원안의 완

성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개정의 기재정비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JP 19개정의 원안작성을 위

한 第十九改正日本薬局方原案作成要領(案) 을 수

재하였다. 이번 원안작성지침에는 양식으로서 각

조 원안 종괄표에 제출자료 체크리스트가 포함되

어 각 항목당의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기존에 표준품 품질표준의 원안제출자료 

및 작성방법에 생물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별첨2

로 추가하고 시스템적합성시험용 표준품에 관한 

사항을 별첨 3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각

조원안에 관한 칼럼 정보를 PMDA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로 지난 JP forum vol.30 No.4에서 수재되

었던 第十八改正日本薬局方における元素不純物管

理の取込みに伴う医薬品各条からの重金属試験 及

び個別不純物の削除 について(제18개정 일본약국

방에서의 원소불순물 관리 도입에 따른 의약품 

각 조로부터의 중금속시험 및 개별불순물 삭제에 

대하여)에서 원소불순물 관리의 경과조치 기간 

종료 후의 의약품각조로부터 중금속 및 개별금속

불순물 시험을 삭제하는 건에 대하여 삭제대상에

서 화학의약품 산화티타늄, 산화마그네슘, 차질산

비스마스등 3 품목, 첨가제 중 카올린, 규산마그

네슘, 벤토나이트 등 3 품목은 그 삭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따라서 최종 개별 금속불순물 규격의 삭제 대

상은 화학의약품 662품목, 항생물질 117품목, 생

물의약품 10품목, 의약품 첨가물 74품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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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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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의약품 표준품의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표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제약업계 등의 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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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생물의약품표준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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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6. 기준)

분류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 

의료기기
총계

일반 마약류 표준생약 지표성분

품목 수 175 60 33 269 124 44 705

2. 분양 표준품 목록

○ 화학의약품표준품

 ※ 화학의약품표준품 보관 온도 : 5 ± 3 ℃ (냉장보관)

  * JWH-018(마약류) : -20 ± 5 ℃ (냉동보관)

 □ 일반화학의약품(정량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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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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KP Forum Vol. 19, No. 1 (2022)



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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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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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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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화학의약품(확인시험용, 순도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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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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데소니드

Budesonide
MFDS-C-19-009 200 mg/vial 200,000 

확인

시험

10
리보플라빈

Riboflavin
MFDS-C-19-033 200 mg/vial 80,000

확인

시험

11
글리메피리드설폰아미드

Glimepiride Sulfonamide
MFDS-C-17-049 200 mg/vial 30,000 

순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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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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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함량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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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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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00 

41
모르핀황산염수화물

Morphine Sulfate Hydrate
MFDS-N-19-005 마약 100 mg/vial 99.6 (무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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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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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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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품명 관리번호 분류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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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엠이오피피(MeOPP)

1-(4-methoxyphenyl)piperazine
MFDS-N-10-020 향정 100 mg/vial 80,000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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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보관온도 용도

1 파상풍 독소 01/001
45.5 L+/vial

(calibration before using)
88,000 -20℃ 역가시험

2
인터페론알파-2a

(역가측정용)
01/003

3,290,000 IU/vial

(about 13.6µg of 

Interferon alpha-2a)

86,000 -70℃ 역가시험

3
백일해백신

(역가시험용)
02/005 112 units/vial 119,000 -70℃ 역가시험

4 항트롬빈III 02/008 51.9 IU/vial 66,000 -20℃ 역가시험

5
인터페론알파-2a 

(특성분석용)
03/001

About 1.61 mg/mL

0.8 mL/vial
106,000 -70℃

물리화학

시험

6
프리칼리크레인 

활성인자
03/012 62 IU/vial 66,000 -20℃ 역가시험

7
백일해백신

(무독화시험용)
06/016

122.2 BWD/mL

1.98 LPU/mL

3.20 HSU/mL

66,000 4℃
무독화 

시험

8
백일해 항원 항혈청

(anti-FHA)
07/019

Bordetella Pertussis 

FHA Antiserum
90,000 -20℃ 확인시험

9
백일해 항원 항혈청

(anti-PT)
07/020

Bordetella Pertussis 

PT Antiserum
90,000 -20℃ 확인시험

 □ 마약류(확인시험용, 순도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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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물의약품표준품 보관 온도 :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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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보관온도 용도

10
백일해 항원 항혈청

(anti-Pertussis)
07/021

Anti-PT, Anti-FHA, 

Anti-PRN, Anti-FIM
90,000 -20℃ 확인시험

11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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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stage clotting assay:

12 IU/vial
101,000 -20℃ 역가시험

15
항파상풍 

사람면역글로불린
12/040 32.74 IU/vial 66,000 -20℃ 역가시험

16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다당류
14/042

1.21 mg/vial

(올시놀법)
66,000 -20℃ 역가시험

17 정제백일해 독소 14/044 874 IU/vial 71,000 -70℃

무독화 시험

(히스타민민

감성 시험)

18
수두생바이러스

백신 3차
MFDS-B-15-001 4.67 log10PFU/0.5mL 66,000 -70℃ 역가시험

19 사독 2차 MFDS-B-15-002
치사가 1 시험독량 : 90.1 µg

출혈가 1 시험독량 : 10.8 µg
270,000 -20℃ 역가시험

20
필그라스팀

(함량시험용)
MFDS-B-16-001 0.240 mg/mL 187,000 4℃ 함량시험

21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베이징주)
MFDS-B-16-002 

일본 국가표준품의 

역가가 2.21일 때

동 표준품의 역가는 1이다

163,000 -70℃ 역가시험

22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베이징주)

양성대조혈청

MFDS-B-17-001 중화항체가 2.093 150,000 -70℃ 역가시험

23 백일해 항혈청 MFDS-B-16-004 

Anti-PT(28.5 EU/vial), 

Anti-FHA(169 EU/vial), 

Anti-PRN(22.5 EU/vial)

140,000 -70℃ 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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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백일해 항원(PRN) MFDS-B-15-006 184.4 µg/mL 140,000 -70℃ 역가시험

27
디프테리아 항독소 

2차
MFDS-B-17-003 32.05 IU/Vial 123,000 -70℃ 역가시험

28 항사독 MFDS-B-17-004
항치사가: 3,100 U/vial

항출혈가: 3,000 U/vial
145,800 4℃ 역가시험

29
정제 브이아이 

장티푸스 백신 2차
MFDS-B-18-001

Rocket : 63.4 µg/vial

HPAEC-PAD : 51.5 µg/vial
121,000 -20℃

함량시험 

확인시험

81

KP Forum Vol. 19, No. 1 (2022)



번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보관온도 용도

30 혈액응고 8인자 3차 MFDS-B-18-002

One-stage clotting assay 

: 9.6 IU/vial

Chromogenic assay : 

7.6 IU/vial

66,000 -30℃ 역가시험

31
불활화 

폴리오백신(사빈주)
MFDS-B-19-001

<DU>

Type1 : 46.96 DU/mL

Type2 : 129.29 DU/mL

Type3 : 262.37 DU/mL

<SDU>

Type1 : 47.59 SDU/mL

Type2 : 106.03 SDU/mL

Type3 : 192.80 SDU/mL

66,000 -70℃
D-항원 

함량시험

32 디프테리아 독소 2차 MFDS-B-19-002 210 L+/Vial 126,000 -70℃ 역가시험

33
사람면역글로불린 

(중합물부정시험용)
MFDS-B-19-004 2 mL/vial 66,000 4℃

중합물 

부정시험

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1 갈근(葛根) Pueraria lobata Ohwi 갈근PULO2015 3 g/vial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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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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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nifds.go.kr → 전자민원 → 표준품 → 분야별표준품)

○ 생약표준품

※ 생약 표준품 보관 온도 : 5 ± 3 ℃ (냉장보관)

 □ 표준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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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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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골담초근

(骨膽草根)
Caraganae sinica (Buc'hoz) Regder 골담초근CASI2019 3 g/vial 20,000

24 곽향(藿香)
Agastache rugosa (Fischer et Meyer) O. 

Kuntze
곽향AGRU2012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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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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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구절초(九折草)
Chrysanthemum zawadskii var. coreanum 

(Nakai)

산구절초CHZA201

5
3 g/vial 20,000

34 구척(狗脊) Cibotium barometz J. Smith 구척CIBA2015 3 g/vial 20,000

35 국화(菊花)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uelle 국화CHMO2016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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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길경PLGR2015 3 g/vial 20,000

39 내복자(萊菔子) Raphanus sativus Lin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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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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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당귀(當歸) Angelica gigas Nakai 당귀ANGI2015 3 g/vial 18,700

43 당삼(黨參)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var. 

modesta L. T. Shen 

소화당삼COPI2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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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ca catechu Linné 대복피ARCA2015 3 g/vial 20,000

47 대추(大棗) Zizyphus jujubaMiller var. inermis Rehder 대추ZIIN2016 3 g/vial 20,000

48 대추(大棗)
Zizyphus jujuba Miller var. hoonensis T. B.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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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nabis sativa Linné 마인CASA2016 3 g/vial 10,000

55 마치현(馬齒莧) Portulaca oleracea Linné 마치현POOL2015 3 g/vial 20,000

56 마황(麻黃) Ephedra sinica Stapf 마황EPSI2016 3 g/vial 20,000

57 마황(麻黃)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er
마황EPIN2016 3 g/vial 20,000

58 마황(麻黃) Ephedra equisetina Bunge 마황EPEQ2016 3 g/vial 20,000

59
마황근(麻黃

根)*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 A. 

Meyer
마황근EPIN2015 3 g/vial 20,000

60
마황근(麻黃

根)*
Ephedra sinica Stapf. 마황근EPSI2015 3 g/vial 20,000

61
만형자(蔓荊

子)*
Vitex rotundifolia Linné fil. 만형자VIRO2015 3 g/vial 20,000

62
만형자(蔓荊

子)*
Vitex trifolia Linné 만형자VITR2015 3 g/vial 20,000

63 맥문동(麥門冬)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맥문동LIPL2017 3 g/vial 20,000

64 맥문동(麥門冬) Ophiopogon japonicus Ker-Gawler 맥문동OPJA2017 3 g/vial 20,000

65 맥아(麥芽)
Hordeum vulgare Linné var. hexastichon 

Aschers
맥아HOVU2015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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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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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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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목향(木香) Aucklandia lappa Decne. 목향AULA2016 3 g/vial 10,000

72 박하(薄荷)
Mentha arvensis Linné var. piperascens 

Malinvaud ex Hol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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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lidonium majus Linné var. asiaticum 

O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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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var. 

formosana Shan et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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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백화사설초

(白花蛇舌草)
Hedyotis diffusa Willdenow

백화사설초HEDI20

9
3 g/vial 20,000

86
백편두(白扁

豆)*
Dolichos lablab Linné 백편두DOLA2016 3 g/vial 10,000

87 보골지(補骨脂) Psoralea corylifolia Linnée 보골지PSCO2017 3 g/vial 20,000

88 복령(茯苓) Poria cocos Wolf 복령POCO2016 3 g/vial 20,000

89 복분자(覆盆子) Rubus coreanus Miquel 복분자RUCO2018 3 g/vial 31,800

90 복신(茯神) Poria cocos Wolf 복신POCO2016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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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빈랑자(檳榔子) Areca catechu Linné 빈랑자ARCA2015 3 g/vial 30,600

94 사삼(沙蔘)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사삼ADTR2016 3 g/vial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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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mum villosum Loureiro var. 

xanthioides T. L. Wu et Sen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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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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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산수유(山茱萸)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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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zyphus jujuba Miller var. spinosa Hu ex H. F. 

Chou
산조인ZIJU2006 3 g/vial 6,100

104 산초(山椒) Zanthoxylum piperitumDe Candolle 산초ZAPI2016 3 g/vial 20,000

105 산초(山椒)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산초ZASC2016 3 g/vial 20,000

106 산초(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산초ZABU2016 3 g/vial 20,000

107 삼릉(三稜)
Sparganium stoloniferum 

Buchanan-Hamilton
삼릉SPS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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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drobium fimbriatum Hook. var. oculatum 

Hook.
석곡DEFI2016 3 g/vial 20,000

113 석곡(石斛) Dendrobium candidum Wall. ex Lindley 석곡DECA2016 3 g/vial 40,000

114 석창포(石菖蒲) Acorus gramineus Solander 석창포ACGR2015 3 g/vial 30,800

115 선모(仙茅) Curculigo orchioides Gaertner 선모CUOR2020 3 g/vial 20,000

116 세신(細辛)
Asiasarum heterotropoides F. Maekawa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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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세신(細辛)
Asiasarum sieboldii Miquel var. seoulense 

Nakai
세신ASSI2014 3 g/vial 20,000

118 센나엽 Casa angustifoliasi Vahl 센나엽CAAN2017 3 g/vial 20,000

119 소목(蘇木) Caesalpinia sappan Linné 소목CASA2016 3 g/vial 20,000

120 속단(續斷)
Dipsacus asperoides C. Y. Cheng et T. M. 

Ai 
속단DIAS2014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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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thum graveolens Lin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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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KP Forum Vol. 19, No. 1 (2022)



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128 신근초(伸筋草) Lycopodium clavatum Linnén 신근초LYCL2017 3 g/vial 20,000

129 아출(莪朮)
Curcuma kwangsiensis S. G. Lee et C. F. 

Liang
아출CUKW2012 3 g/vial 20,000

130 아출(莪朮) Curcuma phaeocaulis Val. 아출CUPH2012 3 g/vial 20,000

131 아출(莪朮)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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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inné 

K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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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dera strichnifolia Fernandez-Villar 오약LIST2017 3 g/vial 20,000

146 옥죽(玉竹)
Polygonatum odoratum Druce var. 

pluriflorum O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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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우방자(牛蒡子) Arctium lappa Linne 우방자ARLA2017 3 g/vial 20,000

151 우슬(牛膝) Achyranthes japonica Nakai 우슬ACJA2017 3 g/vial 29,100

152 울금(鬱金)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울금CUWE2012 3 g/vial 20,000

153 원지(遠志)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원지POTE2006 3 g/vial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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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유백피(楡白

皮)*
Ulmus macrocarpa Hance 유백피ULMA2016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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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육계(肉桂) Cinnamomum cassia Presl 육계CICA2015 3 g/vial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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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EPKO2006 3 g/vial 3,400

161 음양곽(淫羊藿) Epimedium sagittatum Maximowicz 음양곽EPSA2017 3 g/vial 20,000

162 음양곽(淫羊藿) Epimedium brevicornum Maximowicz 음양곽EPBR2017 3 g/vial 20,000

163 의이인(薏苡仁)
율무 Coix lacryma-jobi Linné var. 

mayuen Stapf
의이인COLA2017 3 g/vial 20,000

164 익모초(益母草) Leonurus japonica Houttu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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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kino
일당귀ANSU2017 3 g/vial 20,000

171 자근(紫根)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자근LIER2014 3 g/vial 5,500

172 자근(紫根) 신강자초 Arnebia euchroma Johnst 자근AREU2014 3 g/vial 5,500

173 자근(紫根) 내몽자초 Arnebia guttata Bunge 자근ARGU2014 3 g/vial 5,500

174 자소엽(紫蘇葉)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Kudo 자소엽PEAC2016 3 g/vial 20,000

175 자소엽(紫蘇葉)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crispa 

Decaisne
자소엽PECR2016 3 g/vial 20,000

176 자소자(紫蘇子)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acuta 

(Thunb.) Kudo
자소자PEAC2017 3 g/vial 20,000

177 자소자(紫蘇子)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Decne.
자소자PECR2017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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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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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전호(前胡) Peucedanum praeruptorum Dunn 전호PEPR2009 3 g/vial 18,700

183 절패모(浙貝母) Fritillaria thunbergii Miquel 절패모FRTH2008 3 g/vial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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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정제부자

(精製附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정제부자ACCA2016 3 g/vial 6,100

185 조협 Gleditsia sinensis Lamark 조협GLSI2019 3 g/vial 20,000

186 종대황(種大黃) 종대황 Rheum undulatum Linné 종대황RHUN2017 3 g/vial 20,000

187 죽여(竹茹)
Phyllostachys nigraMunro var. 

henonisStapf
죽여PHNI2017 3 g/vial 20,000

188 죽여(竹茹)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et 

Zuccarini
죽여PHBA2017 3 g/vial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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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marrhena aspodeloides Bunge 지모ANAS2015 3 g/vial 3,800

195 지부자(地膚子) Kochia scoparia Schrader 지부자KOSC2017 3 g/vial 20,000

196 지실(枳實) 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지실POTR2015 3 g/vial 2,500

197 지유(地楡)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지유SAOF2019 3 g/vial 20,000

198 지유(地楡)
Sanguisorba officinalis Linné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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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지황(地黃)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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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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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천남성ARAM2016 3 g/vial 6,800

212 천마(天麻) Gastrodia elata Blume 천마GAEL2015 3 g/vial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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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천문동(天門冬) Asparagus cochinchinensis Mer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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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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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patorium fortunei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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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r longum Lin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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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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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ai

행인PRMA2017 3 g/vial 20,000

240 향부자(香附子) Cyperus rotundus Lin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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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KP Forum Vol. 19, No. 1 (2022)



연번 품   명 기원학명 관리번호 포장단위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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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onella foenum-graecum Linné 호로파TRFO2017 3 g/vial 20,000

249 호장근(虎杖根)
Polygonum cuspidatum Siebold et 

Zuccari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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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 

mongholicus Hsiao

황기ASMEvMO2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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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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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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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시간이 소요됨 (접수 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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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칸토시드D

Acanthoside D
Acanthoside D-2017 오가피 20 mg/vial 99.4 100,000

2
알비플로린

Albiflorin
Albiflorin-2019 작약 20 mg/vial 1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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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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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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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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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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갈근 20 mg/vial 99.3 110,000

31
데쿠르신

Deculsin
Deculsin-2018 당귀 20 mg/vial 99.4 100,000

32
데히드로코스투스락톤

Dehydrocostus lactone
Dehydrocostus lactone-2015 목향 20 mg/vial 99.6 110,000

33
데메톡시쿠르쿠민

Demethoxycurcumin
Demethoxycurcumin-2017 강황 20 mg/vial 98.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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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

36
엘레우세로시드 B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B-2015 자오가 20 mg/vial 100.0 110,000

37
에메틴염산염

Emetine hydrochloride

Emetine hydrochlorid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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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진피, 속수자 20 mg/vial 1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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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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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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i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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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하르파고시드*

Harpagoside
Harpagoside-2016 현삼 20 mg/vial 100.0 100,000

57
헤스페리딘

Hesperidin
Hsperid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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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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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히페리신

Hypericin
Hypericin-2017

세인트존스워트50%

에탄올건조엑스(4〜6→1)

세인트존스워트50%

에탄올건조엑스 정 

세인트존스워트80%

메탄올건조엑스

세인트존스워트80%

메탄올건조엑스․서양

승마추출액 정

20 mg/vial 100.0 100,000

63
히페로시드*

Hyperoside
Hyperoside-2014

골든로드50%에탄올

엑스(5.5→1)
20 mg/vial 99.1 200,000

64
이카리인

Icariin
Iari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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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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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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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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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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oganin-2019 산수유, 인동 20 mg/vial 100.0 100,000

78
루테올린

Luteolin
Lluteol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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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92
팔마틴

Palmatine
Palmatine-2017 황련 20 mg/vial 99.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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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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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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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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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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하이드로시스

틸벤-2-O-β-D-글루코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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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품명 관리번호

규격

(포장단위)

단가

(원)
용도

1
로타바이러스 유전자(혼합패널, 4종)

Rotavirus Plasmid DNA(Mixed Panel)
IVD-12/001 100 µL/vial 190,000

성능
시험

2
로타바이러스 유전자(RNA)

Rotavirus RNA
IVD-12/002 50 µL/vial 재고소진

성능
시험

3
말라리아 항원(혼합농도패널, 6종)

Malaria antigen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IVD-12/004 500 µL/vial 190,000

성능
시험

4
말라리아 항체(혼합농도패널, 6종)

Anti-Malaria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IVD-12/005 500 µL/vial 190,000

성능
시험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1) 유전자(재조합 DNA)

HIV-1 DNA (rDNA-derived)
IVD-12/008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6
스트렙토코커스 A형 유전자(희석패널, 3종)

Group A Streptococcus D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IVD-12/009 1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7
스트렙토코커스 A형 항원(희석패널, 3종)

Group A Streptococcus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IVD-12/010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8
스트렙토코커스 B형 유전자(희석패널, 3종)

Group B Streptococcus D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IVD-12/011 1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 지표성분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규정한 의약품의 품질관리(정량법 등)

를 위해 제조되었다.

* 표시 품목(7종)은 별도의 품질평가가 실시되는 품목으로 분양에 일정시간이 소요됨 (접수 후 5일)

○ 체외진단의료기기표준품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보관 온도 : -7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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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트렙토코커스 B형 항원(희석패널, 3종)

Group B Streptococcus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IVD-12/012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0
A형간염바이러스 항체(희석패널, 4종)

Anti-HAV (Working Standard)
IVD-12/017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1
A형간염바이러스 항체(혼합농도패널, 12종)

Anti-HAV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IVD-12/018 500 µL/vial 190,000

성능
시험

12
B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HBV DNA (rDNA-derived)
IVD-12/020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3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HCV DNA (rDNA-derived)
IVD-12/022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4

폐렴구균 항원(희석패널, 3종)

Streptococcus Pneumoniae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IVD-12/023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5
폐렴구균 유전자(희석패널, 3종)

Streptococcus Pneumoniae D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IVD-12/024 1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6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저농도패널)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Low titer performance panel)
IVD-14/001 500 µL/vial 190,000

성능
시험

17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03/010 사용설명서 

참조
66,000

성능
시험

18
인유두종바이러스(HPV) L1 DNA

Human Papilloma Virus L1 DNA
08/023 5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19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다단계희석패널)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Working Standard)
08/024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20
ABO 및 D형 혈액형판정용 동결 적혈구

ABO & D Frozen Red Blood Cell Panel
08/029

사용설명서 
참조 190,000

성능
시험

2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다단계희석패널)

Anti-HIV 1 (Working Standard)
09/031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2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다단계희석패널)

Anti-HIV 1 (Working Standard)
12/039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23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항원(재조합)

MERS-CoV Virus Antigen(recombinant)
MFDS-I-17-001 200 µL/vial 530,000

성능
시험

24
뎅기열바이러스 항원(혈청형-1)(재조합)

DENV1 Virus Antigen(recombinant)
MFDS-I-17-002 1000 µL 

/vial
530,000

성능
시험

25
뎅기열바이러스 항원(혈청형-3)(재조합)

DENV1 Virus Antigen(recombinant)
MFDS-I-17-003

1000 µL 
/vial 530,000

성능
시험

26
뎅기열바이러스 항원(혈청형-4)(재조합)

DENV1 Virus Antigen(recombinant)
MFDS-I-17-004 1000 µL 

/vial
530,000

성능
시험

2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A/H1N1)

INFLUENZA A (H1N1)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8-001 1000 µL 

/vial
66,000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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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A/H3N2)

INFLUENZA A (H3N2)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8-002

1000 µL 
/vial 66,000

성능
시험

2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A/H1N1pdm09)

INFLUENZA A (H1N1/2009)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8-003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3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B)

INFLUENZA B Antigen(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8-004 500 µL/vial 66,000

성능
시험

31
ABO 및 D형 혈액형판정용 동결적혈구

ABO & D Frozen Red Blood Cell 
MFDS-I-18-005

1000 µL 

/vial
940,000

성능
시험

32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RNA)(희석패널, 6종) 

Hepatitis C Virus RNA (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9-001 50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33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혼합농도패널, 5종)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High/Medium/Low 

concentration)

MFDS-I-19-002 50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34
노로바이러스 GⅠ RNA 

Norovirus GI RNA
MFDS-I-19-003 10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35
노로바이러스 GⅡ RNA 

Norovirus GII RNA
MFDS-I-19-004 10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36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혼합농도패널) (HCV/MP/01~06)

Hepatitis C Virus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MFDS-I-20-001 500 µL/vial 600,000

성능

시험

37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혼합농도패널) (HCV/MP/07~12)

Hepatitis C Virus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MFDS-I-20-002 500 µL/vial 600,000

성능

시험

3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혼합농도패널)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1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HIV/MP/01~06)

MFDS-I-20-003 500 µL/vial 600,000
성능

시험

3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항체(혼합농도패널)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1 Antibody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HIV/MP/07~12)

MFDS-I-20-004 500 µL/vial 600,000
성능

시험

40

제2형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A set HIV-2)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2 (A set HIV-2 / 

01~06, Panel 6종) 

MFDS-I-20-005 50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41

제2형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B set HIV-2)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2 (B set HIV-2 / 

01~06, Panel 6종) 

MFDS-I-20-006 50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42
로타바이러스 항원(혼합역가패널) 

Rota Virus Antigen (Mixed Titer Performance Panel) 
MFDS-I-20-007 1000 µL 

/vial
400,000

성능

시험

43
로타바이러스 유전자(RNA) 

Rota Virus RNA
MFDS-I-20-008 50 µL/vial 400,000

성능

시험

44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플라스미드(NSP4, VP4, VP6) 

Rota Virus plasmid DNA
MFDS-I-20-009 100 µL/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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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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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구를 지참하여 표준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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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처리기간

7일

(마약류표준품 : 14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성명
대표자 :

신청인 :

③ 전화번호 ④ 팩스

⑤ 주소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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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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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양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성명
대표자 :

신청인 :

③전화번호 ④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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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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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

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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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니다.

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인 수 일 :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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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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락 처 :

인 수 일 :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5) 분양인수증[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고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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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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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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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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시범운영 대상 10품목 전용)

처리기간

7일
(우편발송 기간 제외)

신청인

①기관명 ②성명
대표자 :

신청인 :
③전화번호
* 반드시 휴대폰번호

기재(사유:등기소포)

④팩스

⑤주소

표준품

구분

□V 화학의약품표준품

표준품

수령방식*
□ 직접 수령 □ 택배 수령

일련번호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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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범운영 대상품목 전용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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