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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 안내

(Korean Pharmacopoeial Forum)

  대한민국약전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등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대한민국약전 개정(안)과 약전 관련 정보를 국내·외에 공유

하고자 발행된 것입니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독자 여러

분의 의견, 학술논문 또는 평론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대한민국약전 등 기준 개정(안)에 반영되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제·개정됩니다.

  따라서 이 포럼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관련 고시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약전포럼에 대한 의견, 학술논문, 평론 등이 있을 경우 아래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전화 : 043-719-4616 팩스 : 043-719-4600

  또한, 대한민국약전포럼 Vol. 12, No. 1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여 발행되었으

며, 개선사항, 오탈자 등이 있을 경우 아래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로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3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전화 : 02-359-2090 팩스 : 02-359-2181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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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주사액

Diclofenac β-Dimethylaminoethanol 

Injection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무균시험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생략)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

에탄올 0.15 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에탄올을 넣

어 10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클로페

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 약 0.15 g을 정밀

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에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

장 28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C18H22Cl2N2O3)의 

양(mg)

=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의 양(mg) 

× S
T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주사액

Diclofenac β-Dimethylaminoethanol 

Injection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가지고 표시량에 따라 디클로페낙

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0.15 g에 해당하는 양을 정

확하게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녹인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탄올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 약 

0.15 g을 정밀하게 달아 에탄올을 넣어 녹여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에탄올을 대조로 하여 자외가시부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C18H22Cl2N2O3)의 

양(mg)

=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표준품의 양(mg) 

×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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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개정(안)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 1부 중 바캄피실린염산염 등 27개 품목의 정량법 개정(안)을 마련하였

으며, 플루벤다졸 정 등 5 품목의 확인시험, 플루페남산 캡슐의 순도시험, DL-카르니틴염산염의 성상 

및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의 용출시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험에서 유해용매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항생물질은 록시트로마이신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마크로라이드계를 주로 검토하였다. 이 밖에 신경계용 의약품을 포함하는 다수허

가품목을 우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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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록시트로마이신

Roxithromycin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비선광도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 및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록시트로마

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 (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용액(17 → 100) 200 

mL에 물 510 mL을 넣고 2 mol/L 수산화나트륨시

액으로 pH를 5.3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 액에 아세

토니트릴 315 mL를 넣는다.

  유  량 : 록시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11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및 N-데메

틸록시트로마이신 5 mg을 달아 이동상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N-데메틸록시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의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6 이상이며 록시트

로마이신의 피크의 대칭계수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Roxithromycin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2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5 mL를 각각 정확

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 (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 2.876 g을 물 800 mL

에 녹여 10 %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용액 30 

mL를 넣고 인산으로 pH를 6.0으로 조정한 다음 물

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370 mL에 메탄올 

630 mL를 넣는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의 대칭계수

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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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록시트로마이신 과립

Roxithromycin Gran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제제의 입도시험  (생략)

붕해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건조감량  (생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

을 정밀하게 달아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를 6.2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를 6.2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

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동일한 조작을 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

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0 mm의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

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ᆞ1.6 mol/L 인산이수소암모늄액ᆞ아세

토니트릴ᆞ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혼합액(1020 

: 400 : 630 : 23)을 인산으로 pH가 약 5.8이 되도

록 조정한다.

  유  량 : 1.0 mL/분

록시트로마이신 과립

Roxithromycin Gran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의 입도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

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

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

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

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 (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3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암모늄 2.876 g을 물 800 mL

에 녹여 10 %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용액 30 

mL를 넣고 인산으로 pH를 6.0으로 조정한 다음 물

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370 mL에 메탄올 

630 mL를 넣는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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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건으로 조작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의 대칭계수

는 1.5 이하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

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정

Roxithromycin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붕해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수    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질량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

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

표준품 약 0.1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

과 동일한 조작을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록시트로마이

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0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ᆞ17 % 인산이수소암모늄액ᆞ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혼합액(1020 : 400 : 23)을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가 약 5.3이 되도록 

조정한 다음 아세토니트릴 630 mL를 넣는다.

  유  량 : 1.8 mL/분

  측정범위 : 16 분

록시트로마이신 정

Roxithromycin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

마이신표준품 약 0.1 g(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동일한 조작을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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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

에 따라 시험할 때 록시트로마이신의 이론단수는 

2000 이상이고 테일링계수는 1.3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작조건에 따라 시험을 5 회 반복할 때 록시트로마

이신 피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3.0 % 이하이다.

  측정범위 : 16 분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액

Roxithromycin Suspension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

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

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

의 록시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

다.

록시트로마이신(C41H76N2O15)의 역가 (μg)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2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물ᆞ1.6 mol/L 인산이수소암모늄액ᆞ아세

토니트릴ᆞ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혼합액(1020 

: 400 : 630 : 23), 인산으로 pH가 약 5.8이 되도

록 조정한다.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액

Roxithromycin Suspens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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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용 정

Roxithromycin Tablets for Oral 

Suspension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붕해시험  (생략)

용출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건조감량  (생략)

정 량 법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

가)을 정밀하게 달아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를 6.2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2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pH를 6.2로 

조정한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

가)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동일한 조작을 하

여 표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록시트로마이신 현탁용 정

Roxithromycin Tablets for Oral 

Suspens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여과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하게 1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록시트로

마이신표준품 약 0.1 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

하게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미노사이클린염산염

Minocycline Hydrochloride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결 정 성  (생략)

pH  (생략)

흡광도  (생략)

순도시험  (생략)

건조감량  (생략)

수    분  (생략)

미노사이클린염산염

Minocycline Hydrochlorid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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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잔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엔도톡신  (생략)

히스타민  (생략)

정 량 법  이 약 및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미노사이클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수산암모늄용액(7 → 250)·N,N-디메틸

포름아미드·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수소이나트륨시액혼합액(11 : 5 : 4)에 테트라부

틸암모늄히드록사이드 시액을 가해서 pH  6.5로 조

정한다. 

유  량 : 미노사이클린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도

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물 25 mL에 녹인

다. 이 액 5 mL를 수욕상에서 60 분간 가열한 후 

물을 넣어 25 mL가 되도록 한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피미노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

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미노사이클린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히스타민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

하게 5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미노사이클린의 피크

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옥살산암모늄시액·N,N-디메틸포름아미

드·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혼합액(11 : 5 : 4)에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 

시액을 가해서 pH 6.5로 조정한다. 

  ○ 옥살산암모늄시액 : 옥살산암모늄일수화물 0.98 

g에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 mL로 녹인다.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수화물 

18.6 g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이동상 25 mL에 

녹인다. 이 액 5 mL를 수욕상에서 60 분간 가열한 

후 물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

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피미노사이클린, 미노

사이클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미노사이클린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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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사이클린염산염 치과용 연고

Minocycline Hydrochloride Dental 

Ointment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수    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 mg (역가)

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10 mL씩을 넣

어 녹인 다음 3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10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1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

드 30 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다음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

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

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중

의 미노사이클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4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 동 상 : 0.2 mol/L 옥살산암모늄용액ᆞ디메틸포

름아미드ᆞ0.1 mol/L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

수소이나트륨용액 혼합액(11 : 5 : 4)을 0.4 mol/L 

테트라-n-부틸암모늄히드록시드시액으로 pH를 6.2

가 되도록 한다.

  유  량 : 미노사이클린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

도록 조정한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치과용 연고

Minocycline Hydrochloride Dental 

Ointment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100 mg(역가)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5 mL씩으로 5 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1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디메틸포름아미드 2.5 

mL를 넣어 녹이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 mL

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

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미노사이클린의 피크면적 AT 및 AS

를 측정한다.

미노사이클린(C23H27N3O7)의 역가 (μg)

=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S
T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옥살산암모늄시액·N,N-디메틸포름아미

드·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혼합액(11 : 5 : 4)에 테트라부틸암모늄히드록사이

드 시액을 가해서 pH 6.5로 조정한다. 

  ○ 옥살산암모늄시액 : 옥살산암모늄일수화물 0.98 

g에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 mL로 녹인다.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시액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수소이나트륨수화물 

18.6 g에 물·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2)을 넣어 

녹여 1000 mL로 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10

KP Forum Vol.12, No.1 (2015)



현   행 개 정 안

저 장 법  (생략)

 시스템의 성능 : 이 약 50 mg을 이동상 25 mL에 

녹인다. 이 액 5 mL를 수욕에서 60 분간 가열한 후 

물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에피미노사이클린, 미노사

이클린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미노사이클린의 피

크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캡슐

Minocycline Hydrochloride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건조감량  (생략)

붕해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미노사이클린염산염수화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내용물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

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캡슐

Minocycline Hydrochloride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미노사이클린염산염수화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이 약

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

표준품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바캄피실린염산염

Bacampicillin Hydrochloride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비선광도  (생략)

바캄피실린염산염

Bacampicillin Hydrochlorid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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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 및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 약 40 

mg (역가) 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이고 각

각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바캄피실린의 피

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3.9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0.02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용액 500 

mL에 0.02 mol/L 인산수소나트륨용액을 넣어 pH를 

6.8로 조정한다. 이 액 500 mL에 아세토니트닐 

500 mL를 넣는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의 이론단수는 

3000 단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 약 4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바캄피실린의 피크면

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 온도

  자동주입기 온도 : 4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0.02 mol/L 인산이수소나트륨용액 500 

mL에 0.02 mol/L 인산수소나트륨용액을 넣어 pH를 

6.8로 조정한다. 이 액 500 mL에 아세토니트닐 

500 mL를 넣는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의 이론단수는 

2000 단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바캄피실린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바캄피실린염산염 과립

Bacampicillin Hydrochloride Gran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바캄피실린염산염 과립

Bacampicillin Hydrochloride Gran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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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입도시험  (생략)

붕해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수    분  (생략)

정 량 법  원통평판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천배지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2)

(가)②㉮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Micrococcus luteus ATCC 9341을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1 g (역가)을 정

밀하게 달아 멸균정제수로 정확하게 250 mL로 한

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

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4.0 mg (역가)

이 함유되도록 희석시킨다. 이 액 10.0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10 단위에 해당하는 에스테라제현탁액

(돼지 간에서 추출한 카르복실에스테라제로서 3.2 

mol/L 황산암모늄(pH 6.0)에 현탁시킨 액)을 넣은 

다음 37 ℃ 수욕에서 때때로 흔들면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0.20 

및 0.05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농도

검액 및 저농도검액으로 한다. 따로 암피실린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충분한 양의 멸균정제수를 

넣어 녹여 1 mL 중 1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표

준원액을 만든다. 이 표준원액은 24 시간 이내에 쓴

다. 정량할 때 이 표준원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

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으로 1 mL 중 

0.20 및 0.05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시켜 고

농도표준액 및 저농도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가)(8)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제제의 입도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바캄피실린염산염」의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다만,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표시역가에 따라 

약 40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을 넣어 녹여 정확히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 약 40 mg (역가)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암피실린(C16H19N3O4S)의 역가 (μg)

= 바캄피실린염산염표준품의 역가 (μg) × S
T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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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엔도톡신  (생략)

정 량 법  표준곡선법  (1) 배지  종층용 및 기층용한

천배지  역가시험 가)(2)(가)③㉮ 및 ㉯의 배지를 

쓴다.

(2) 시험용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를 시험용균으로 한다.

(3)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

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약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

서 60 분간 가수분해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

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으로 1 mL 

당 2.00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세파만돌표준품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

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8.0)을 넣어 녹여 1 

mL 당 1 mg (역가)의 표준원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간 방치한다. 이 표준원액은 5 ℃ 이

하에서 저장하며 1 일 이내에 쓴다. 이 표준원액 적

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pH 6.0)

으로 1 mL 당 1.28, 1.60, 2.00, 2.50 및 3.12 μg 

(역가)이 함유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액으로 하며 1 

mL 당 2.00 μ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중

간희석액으로 한다. 검액, 표준액 및 표준중간희석액

을 가지고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 역가시험법 

나)(4)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생략)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세파만돌나페이트표준품 약 50 

mg (역가) 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이동상을 넣

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

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쓸 때 만든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중 세파만돌 및 세파만돌나페이트 피크면적의 합 ST

및 SS를 구한다. 

세파만돌CHNOS의 역가g
세파만돌나페이트표준품의 역가g×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350 mL에 물 600 mL 및 

트리에틸아민 100 μL를 넣고 인산을 넣어 pH를 

2.5로 조정한 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분리도 : 시스템적합성용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만돌, 세파만돌나페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7.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만돌 피크면적

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시스템적합성용액 : 표준액을 30분간 60 ℃에서 

가온한 액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주사용 세파만돌나페이트

Cefamandole Nafate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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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pH  (생략)

수    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엔도톡신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표준곡선법  「세파만돌나페이트」의 정량

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

(pH 8.0)을 넣어 녹여 1 mL 중 약 1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 다음 37 ℃ 수욕에서 60 분

간 가수분해시킨다. 이 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1 % 인산염완충액 (pH 6.0)으로 희석하여 (3)의 

농도로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저 장 법  (생략)

pH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세파만돌나페이트」의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다만, 이 약 및 세파만돌나페이트표준품 약 

50 mg (역가) 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

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은 쓸 때 만든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비선광도  (생략)

pH  (생략)

흡 광 도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 및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히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트리진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S

T 

 

A

A
 g)( 역가  의표준품리콜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

g)( 역가  )의SONH(C  세파트리진 2561818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흡 광 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 

약 2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

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각각 검액 및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트리진

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S

T 

 

A

A
 g)( 역가  의표준품리콜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

g)( 역가  )의SONH(C  세파트리진 2561818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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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2.04 g을 물에 녹여 1500 

mL로 한 액에 메탄올 500 mL를 섞은 액

유  량 : 세파트리진의 유지시간이 약 6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약 5 mg (역가) 및 세

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약 10 mg (역가)을 정밀히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드록실, 세파트리진 순

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4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트리진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36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 액·메탄올혼합액(17 : 3)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약 5 mg (역가) 및 세

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약 10 mg (역가)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드록

실, 세파트리진 순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4 이상이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트리진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캡슐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붕해시험  (생략)

수    분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원통평판법  ｢시럽용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

리콜｣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20 캡

슐 이상을 취하여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

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

아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 600 mL를 넣

어 세게 교반하여 녹인 다음 0.1 mol/L 인산염완충

액(pH 4.5)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필

요하면 여과한다. 이 용액 적당량을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인산염완충액(pH 4.5)으로 희석시켜 검

액으로 한다.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캡슐

Cefatrizine Propylene Glycol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2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표준품 약 20 mg (역가)

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

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파트리진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S

T 

 

A

A
 g)( 역가  의표준품리콜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

g)( 역가  )의SONH(C  세파트리진 25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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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36 g을 물에 녹여 1000 

mL로 한 액·메탄올혼합액(17 : 3)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세파드록실 약 5 mg (역가) 및 세

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 약 10 mg (역가)에 해당하

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50 mL에 녹이고 이 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세파드록

실, 세파트리진 순서로 유출되고 분리도는 4 이상이

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파트리진의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프록사딘 캡슐

Cefroxadine Capsule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수    분  (생   략)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표시역가에 따라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필요하면 여과 또는 원심분리한다.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록사딘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

아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을 각각 100 mL 유리마개 플라스크에 넣고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 1.0 mL를 넣은 후 정확하

게 60 분간 방치한 다음 각각 1 mol/L 염산시액 

1.0 mL, 프탈산수소칼륨완충액(pH 4.5) 10.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세프록사딘 캡슐

Cefroxadine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캡슐 이상을 가지고 그 내용물의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세프록사딘 약 

25 mg(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으로 녹이고 내

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고 물·아세트산·인

산혼합액(27 : 12 : 1)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록사딘표준품 25 mg

를 정밀하게 달아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 에 녹이고 내부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넣

고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27 : 12 : 1)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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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고 차광하여 정확하게 60 분간 방치하고 필요하면 

사염화탄소 약 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마이크로

뷰렛을 써서 각각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은 플라스크의 내용액 또는 사염화탄

소층이 무색이 될 때까지 한다. 필요하면 전분시액 

0.2 ∼ 0.5 mL를 지시약으로 쓴다. 따로 검액 및 표

준액에 각각 프탈산수소칼륨완충액(pH 4.5) 10 mL 

및 0.005 mol/L 요오드액 10 mL를 정확하게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

다. 검액 및 표준액에 소비된 0.01 mol/L 요오드액

의 양(mL)을 각각 VT 및 VS로 한다.

 세프록사딘(C16H19N3O5S)의 역가 (μg) 

    세프록사딘표준품의 역가  × S
T

저 장 법  (생략)

면적에 대한 세프록사딘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세프록사딘 (C16H19N3O5S)의 역가(μg) 

 세프록사딘표준품의 역가 ×S
T

  내부표준액  세파렉신의 물·아세트산·인산혼합액

(27 : 12 : 1)용액(1 → 4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황산암모늄 용액(1 → 100)·아세토니트릴 

혼합액(183 : 17)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세프록사딘, 내부표준물질의 순서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세프록사딘 피크면적비의 상대표준편

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세프미녹스나트륨수화물

Cefminox Sodium Hydrate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비선광도  (생략)

pH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엔도톡신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이 약 약 70 mg 

세프미녹스나트륨수화물

Cefminox Sodium Hydr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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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검액원액 5 mL

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

(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Ⅰ

로 한다. 따로 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

산히드록실아민·아세트산염시액 5.0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Ⅱ로 한

다. 따로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약 70 mg (역가)

를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 5 mL를 정확

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

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Ⅰ로 한다. 

따로 표준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히드록

실아민·아세트산염시액 5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

한 다음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

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Ⅱ로 한다. 검액

Ⅰ, 검액Ⅱ, 표준액Ⅰ 및 표준액Ⅱ를 가지고 자외가

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파장 273 nm에서 각각의 

흡광도 ATⅠ, ATⅡ, ASⅠ 및 ASⅡ를 측정한다.

이 약 중의 세프미녹스의 역가
SⅠ  SII
TⅠ  TII

× 이 약의 채취량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채취량 중의역가

저 장 법  (생략)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프미

녹스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세프미녹스CHNOS의 역가g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의 역가g×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3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완충액·메탄올혼합액(90 : 10)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미녹스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완충액 : 아세트산나트륨삼수화물 2.04 g을 달아 

물 75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으로 pH를 4.0

으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세프미녹스나트륨 

Cefminox Sodium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수    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엔도톡신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

주사용 세프미녹스나트륨 

Cefminox Sodium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엔도톡신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표시역가에 따라 세프미녹스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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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 mL 중 약 0.5 

mg (역가)이 함유되도록 하여 검액원액으로 한다. 

이 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Ⅰ로 한다. 따로 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히드록시암모늄염산염·아세트산염

시액 5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Ⅱ로 한다. 따로 세프미녹스나트륨표

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원액으로 한

다. 표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Ⅰ로 한다. 따로 표준액원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염산히드록시암모늄염산염ᆞ

아세트산염시액 5 mL를 넣어 30 분간 방치한 다음 

0.1 mol/L 아세트산염완충액(pH 4.0)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Ⅱ로 한다. 검액Ⅰ, 검

액Ⅱ, 표준액Ⅰ 및 표준액Ⅱ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

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73 nm에서의 흡

광도 ATⅠ, ATⅡ, ASⅠ 및 ASⅡ를 측정한다.

세프미녹스(C16H21N7O7S3)의 역가 (μg)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의 역가 

×SⅠ  SⅡ
TⅠ  TⅡ

× 

저 장 법  (생략)

약 7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 약 70 mg (역

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각 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세프미녹스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한다.

세프미녹스CHNOS의 역가g
세프미녹스나트륨표준품의 역가g×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73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의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25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완충액·메탄올혼합액(90 : 10)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세프미녹스 피크면

적의 상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 완충액 : 아세트산나트륨삼수화물 2.04 g을 달아 

물 75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으로 pH를 4.0

으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 정

Adenosine Disodium Triphosphat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아데노신트리포스페

이트이나트륨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단다. 에탄올 

10 mL로 녹여 여과하고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아

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표준품 10 mg에 해당

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

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 정

Adenosine Disodium Triphosphate 

Tablets

확인시험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아데노신트리포스페

이트이나트륨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

아 에탄올에 녹여 정확하게 10 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

트륨표준품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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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한다. 다음에 1-부탄올·25 % 암모니아수·물 

(60 : 30 : 10)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 및 색상은 같다.

붕해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량법  (생략)

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1-부탄

올·25 % 암모니아수·물 (60 : 30 : 10)을 전개

용매로 하여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값 및 색상은 같다.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Azithromycin Hydrate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결 정 성  (생략)

pH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아세토니트릴·물혼

합액(3 : 2)을 넣어 녹여 내부표준액 2 mL 씩을 정

확하게 넣은 다음 아세토니트릴·물혼합액(3 : 2)를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아지트로마이신 (C38H72N2O12)의 역가 (μg)

=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내부표준액  4,4'-비스(디에틸아미노)벤조페논의 아

세토니트릴용액(3 → 4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폴리비닐알코올겔폴리머를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칼륨 6.97 g을 물 750 mL에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Azithromycin Hydrat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씩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물혼합액(8 

: 2)을 넣어 녹여 내부표준액 2 mL 씩을 정확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액(8 : 2)를 넣어 50 mL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

다.

아지트로마이신 (C38H72N2O12)의 역가 (μg)

=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내부표준액  4,4'-비스(디에틸아미노)벤조페논의 메

탄올용액(1.5 → 4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5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 1.11 g을 및 인산수소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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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수산화칼륨시액을 넣어 pH 11.0으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400 mL에 

아세토니트릴 600 mL를 넣는다.

  유  량 : 아지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10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5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

으로 조작할 때 아지트로마이신, 내부표준물질 순서

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5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륨 5.88 g을 물 750 mL에 녹여 수산화칼륨시액을 

넣어 pH 7.5로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다. 이 액 200 mL에 메탄올 800 mL를 넣는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아지트로마이신 순

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2.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대

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Azithromycin for Syrup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수    분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정 량 법  이 약 적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0.04 mol/L 

인산수소이칼륨시액(pH 8.0)·아세토니트릴혼합액

(4 : 6)을 넣어 녹여 1 mL 중 0.5 mg (역가)를 함

유하는 용액을 만들어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지트로

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0.04 mol/L 인산수소이칼륨시액(pH 8.0)·아세토니

트릴혼합액(4 : 6)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00 mL

로 한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중의 아지트로마

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아지트로마이신(C38H72N2O12)의 역가 (μg)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시럽용 아지트로마이신

Azithromycin for Syrup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분포)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및 아지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메탄올·물혼합액(8 : 2)을 넣어 녹이고 내부표준액 

2 mL씩을 각각 정확하게 넣은 다음 메탄올·물혼합

액(8 : 2)를 넣어 정확하게 50 mL로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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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폴리비닐알코올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인산수소이칼륨 6.7 g을 물에 녹여 정확하

게 1000 mL로 한 다음 10 mol/L 수산화칼륨시액

으로 pH를 11.0으로 조절한다. 이 액 400 mL에 아

세토니트릴 600 mL를 넣어 섞는다.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DL-카르니틴염산염

DL-Carnitine Hydrochloride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며 

냄새는 없고 신맛이 있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에 녹고, 아세트

산(100)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조해성이 있다.

이 약의 수용액 (1 → 50)의 pH는 2.3 ∼ 2.6이다.

이 약은 선광성이 없다.

융 점 : 약 198 ℃ (분해)

확인시험  1) (생략)

2) (생략)

3)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2) 암모늄 (생략)

3) 중금속 (생략)

4) 비소 (생략)

5) 유연물질 (생략)

건조감량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량법  (생략)

DL-카르니틴염산염

DL-Carnitine Hydrochloride

성    상  이 약은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이며 

냄새는 없고 신맛이 있다. 

이 약은 물에 썩 잘 녹으며, 에탄올, 아세트산(100) 

또는 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 약은 조해성이 

있다.

이 약의 수용액 (1 → 50)의 pH는 2.3 ∼ 2.6이다.

이 약은 선광성이 없다.

융 점 : 약 198 ℃ (분해)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암모늄  (현행과 같음)

3) 중금속  (현행과 같음)

4) 비소  (현행과 같음)

5) 유연물질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현행과 같음)

성    상  (생략)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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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생략)

결 정 성  (생략)

비선광도  (생략)

융    점  (생략)

pH  (생략)

순도시험  (생략)

수    분  (생략)

강열잔분  (생략)

정 량 법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가)씩을 정밀히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정확하

게 20 mL로 한다. 이들 액 2 mL씩을 정확하게 취

하여 각각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

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

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

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이동상용액 (1 

→ 20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약 1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

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희석시킨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1 

→ 3)·아세토니트릴혼합액(13 : 7)

  유  량 :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클래리트로마이신, 내부표준물질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결 정 성  (현행과 같음)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융    점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및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0.1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각각 이동상

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0 mL로 한다. 이들 액 2 

mL씩을 정확하게 취하여 각각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

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

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

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용액 (1 

→ 20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메탄올혼합액(2 : 3)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에 인산을 넣어 pH 

2.0으로 조정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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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Clarithromycin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수    분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용출시험  (생략)

정 량 법  이 약 5 정 이상을 가지고 표시량에 따라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약 8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희석시킨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1 → 3)을 넣어 초음파를 이용

하여 입자를 작게 분산한 후 표시량에 따라 클래리

트로마이신(C38H69NO13) 100 mg (역가) 당 내부표

준액 (1) 1 mL를 정확하게 넣고 다시 표시량에 따

라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 약 5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액체크로마토그

래프용아세토니트릴을 넣어 때때로 강하게 진탕혼합

하면서 10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매분 4000 회

전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은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

액 3 mL를 버리고, 다음의 여액 2 mL를 취하여 이

동상을 넣어 20 mL가 되게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

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이고 정확히 10 mL가 되게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2 mL를 정확하게 넣어 다시 이동상을 넣어 20 

mL가 되게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

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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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품의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

g(역가  )의NOH(C클래리트로마이신 136938

  내부표준액 (1)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의 이동상 용액 

(1 → 1000)

클래리트로마이신 정

Clarithromycin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

시액에 녹여 1 mL 중 클래리트로마이신 약 8 mg 

(역가)가 되도록 한다. 이 액을 초음파 처리하고 클

래리트로마이신 100 mg (역가) 당 4 mL에 해당하

는 양의 내부표준액 (1)을 정확하게 넣는다. 여기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메탄올을 넣어 클래리트로마이

신 약 5 mg (역가)를 함유하는 액이 되도록 하여 

때때로 세게 흔들어 섞으면서 10 분간 초음파 처리

한다. 매분 4000 회전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위의 맑은 액을 공경 0.45 μm 이하의 멤브레인필

터로 여과한다. 처음 여액 3 mL를 버리고, 다음의 

여액 2 mL를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2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에 녹여 정확히 

10 mL로 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

부표준액 (2) 2 mL를 넣고 다시 이동상을 넣어 정

확하게 2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

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

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

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

를 구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내부표준액 (1)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 용

액 (1 → 1000)

  내부표준액 (2)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추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조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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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표준액 (2)  내부표준액 (1) 1 mL를 정확히 추

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히 20 mL가 되게 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50 ℃ 부근의 일정온도

  이동상 : 희석한 0.2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1 

→ 3)·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아세토니트릴혼합액

(13 : 7)

  유  량 :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유지시간이 약 8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클래리트로마이신, 내부표준물질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2.0 % 이하이다.

저 장 법  (생략)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의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메탄올혼합액(2 : 3)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에 인산을 넣어 pH 

2.0으로 조정한다.

  유  량 : 1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클래리트로마이신

순으로 유출하고 그 분리도는 3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용출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0.4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넣

어 세게 흔들어 섞어 1 mL 중 4 mg (역가)를 함유

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

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다음 여과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40 mg (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중 4 mg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

든다. 이 용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50 mL로 한 용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

Clarithromycin Delayed-Release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다만, 이 약 20 정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표시역가에 따라 약 0.5 

g (역가)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넣어 세게 흔들어 섞어 1 mL 중 5 mg (역가)를 함

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mL를 정확하게 취

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

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중 5 

mg (역가)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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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

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

액 중의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의 역가 (μg)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 S
T

 × 1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067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 

혼합액(3 : 2)에 인산을 넣어 pH를 3.5로 조정한다.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략)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

음 이동상으로 정확하게 20 mL로 한 용액을 표준액

으로 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for Syrup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건조감량  (생략)

용출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생략)

정 량 법  「클래리트로마이신 서방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약 약 0.5 g (역가)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필요한 경우 0.067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pH 6.8)) 40 mL를 넣

어 녹인 다음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

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한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

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25 

mL로 하고 이 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

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

다.

시럽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larithromycin for Syrup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분포)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정량법에 따라 시

험한다. 다만,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클래리트로

마이신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물 40 mL

를 넣어 진탕하여 녹인 다음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여 30 분간 강하게 진탕 혼합한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

로 한 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

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역가)를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중 5 mg(역가)를 함유하

는 용액을 만든다. 이 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다음 이동상을 넣어 정확

하게 20 mL로 한 액을 여과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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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법  (생략)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주사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arithromycin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생략)

성    상  (생략)

확인시험  (생략)

pH  (생략)

수    분  (생략)

무균시험  (생략)

발열성물질  (생략)

불용성이물시험  (생략)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생략)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

탄올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1 mL 중 5 mg (역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5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으로 50 mL로 한 다음 여과하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당 5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이동상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

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에 따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 중의 클래리트로

마이신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C38H69NO13)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S
T
×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주사용 클래리트로마이신

Carithromycin for Inject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수    분  (현행과 같음)

무균시험  (현행과 같음)

발열성물질  (현행과 같음)

불용성이물시험  (현행과 같음)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의 표시역가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 약 0.5 g (역가)을 정밀하게 달아 메

탄올을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1 mL 중 5 mg (역

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mL를 정

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넣은 후 이동상

으로 2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 약 50 mg (역가)을 정

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 mL 당 5 mg 

(역가)을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 2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 2 mL를 정확하게 넣고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2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하여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

마이신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C38H69NO13)의 역가 (μg)

= 클래리트로마이신표준품의 역가 (μg) × S
T

  내부표준액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이동상용액 (1 

→ 20000)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15 cm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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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0.067 mol/L 인산이수소칼륨용액 

혼합액 (3 : 2)에 인산을 넣어 pH를 3.5로 조정한

다.

  유  량 : 1.0 mL/분

저 장 법  (생략)

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

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40 ℃ 부근의 일정 온도

  이동상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메탄올혼합액(2 : 3)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pH 2.0) : 

0.05 mol/L 인산이수소칼륨시액에 인산을 넣어 pH 

2.0으로 조정한다.

  유  량 : 1.0 mL/분

  시스템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위의 조

건으로 조작할 때 내부표준물질,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순서로 유출하고 분리도는 3.0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

크면적에 대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피크면적비의 상

대표준편차는 1.0 % 이하이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50% Tocopherol Acetate Powder

성    상  (생략)

확인시험  1) (생략)

2) (생략)

건조감량  (생략)

정량법  이 약 및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을 건조하

여 약 0.1 g 씩을 정밀하게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

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토코페롤아

세테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토코페롤아세테이트 (C31H52O3)의 양 (mg)

=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의 양 (m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8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49 : 1)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50% Tocopherol Acetate Powder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1 g을 정밀하게 달

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표준품 약 0.1 g을 정

밀하게 달아 무수에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

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

여 각 액의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다.

  토코페롤아세테이트 (C31H52O3)의 양 (mg)

= 토코페롤아세테이트표준품의 양 (mg) × S
T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측정파장 284 nm)

칼  럼 : 안지름 약 4 mm, 길이 15 ~ 30 cm인 스

테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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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유지시간이 약 12 

분이 되도록 조정한다.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및 토코페롤 

50.0 mg 씩을 무수에탄올 5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코페

롤,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

도가 2.6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

높이의 상대표준편차는 0.8 % 이하이다.

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 (49 : 1)

유  량 : 1.6 mL/min

시스템 적합성

 시스템의 성능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및 토코페롤 

50.0 mg 씩을 무수에탄올 50 mL에 녹인다. 이 액 

20 μL를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조작할 때 토코페

롤,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순서로 유출하고 그 분리

도가 2.6 이상이다.

 시스템의 재현성 : 표준액을 가지고 위의 조건으로 

시험을 6 회 반복할 때 토코페롤아세테이트의 피크

높이의 상대표준편차는 0.8 % 이하이다.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Prednisolone Valeroacetate 

성    상  (생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메탄올용액 (1 → 10000) 1 

mL에 이소니아지드시액 4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간 가열할 때 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약 2 mg에 황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천

천히 노란색 또는 황갈색을 나타내며 형광을 나타내

지 않는다.

3) 이 약 약 10 mg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시액 1 mL를 넣어 가열할 때 주황색 또는 빨간

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약 약 50 mg에 수산화나트륨ᆞ에탄올시액 2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

석시킨 황산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5) 이 약의 메탄올 (3 → 20000)용액을 가지고 자

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할 때 파장 242 ∼ 244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

다.

6) 이 약 및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표준품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각각 1 mg을 달아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스

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만일 흡수의 차가 있을 경우 각각을 

아세톤에 녹인 다음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융점  (생략)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Prednisolone Valeroacetate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메탄올용액 (1 → 10000) 1 

mL에 이소니아지드시액 4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간 가열할 때 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2) 이 약 약 2 mg에 황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천

천히 노란색 또는 황갈색을 나타내며 형광을 나타내

지 않는다.

3) 이 약 약 10 mg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이고 

페링시액 1 mL를 넣어 가열할 때 주황색 또는 빨간

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약 약 50 mg에 수산화나트륨·에탄올시액 2 

mL를 넣어 수욕에서 5 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희

석시킨 황산 (2 → 7) 2 mL를 넣고 1 분간 천천히 

가열할 때 에틸발레레이트의 냄새를 낸다.

5) 이 약 0.3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2000 mL

에 녹인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 액을 가지고 자외가시부흡광

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42 ∼ 244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6) 이 약 및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표준품을 

105 ℃에서 3 시간 건조하여 각각 1 mg을 달아 적

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스

펙트럼을 측정할 때 같은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

수를 나타낸다. 만일 흡수의 차가 있을 경우 각각을 

아세톤에 녹인 다음 아세톤을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융    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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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광도  (생략)

순도시험 1) 용해상태 (생략)

2) 중금속 (생략)

3) 비소 (생략)

4) 기타스테로이드 (생략)

건조감량  (생략)

정량법  (생략)

비선광도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용해상태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현행과 같음)

3) 비소  (현행과 같음)

4) 기타스테로이드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

Flunarizine Di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생략)

2) (생략)

용출시험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붕해시

험법 제 1 액 600 mL를 사용하여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하여 시험한다. 용출

시험 시작 45 분 후의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 약 25 mg을 정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50 mL로 한 다음 이 액 

1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액을 대조

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0 % 이상일 때 적합

하다.

플루나리진염산염 (C26H26F2N2·2HCl)의 용출률 (%)

=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T
× C

× 


× 

C : 1 캡슐 중의 플루나리진염산염의 표시량 (mg)

제제균일성시험  (생략)

정량법  (생략)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

Flunarizine Dihydrochloride Capsules

확인시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용출시험  이 약 1 캡슐을 취하여 시험액으로 붕해시

험법 제 1 액 600 mL를 사용하여 용출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매분 100 회전으로 하여 시험한다. 용출

시험 시작 45 분 후의 용출액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 약 25 mg을 정

밀하게 달아 메탄올에 녹여 50 mL로 한 다음 이 액 

1 mL를 취하여 시험액을 넣어 5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한다.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시험액을 대조

로 하여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하여 

파장 252 nm에서의 흡광도 AT 및 AS를 측정한다. 

이 약의 45 분간의 용출률은 70 % 이상일 때 적합

하다.

플루나리진염산염 (C26H26F2N2·2HCl)의 용출률 (%)

= 플루나리진염산염표준품의 양 (mg) 

× S
T
× C

× 


× 

C : 1 캡슐 중의 플루나리진염산염의 표시량 (mg)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플루벤다졸 정

Flubendazole Tablets

(생  략)

제    법  (생  략)

플루벤다졸 정

Flubendazole Tablet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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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벤다졸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

표준품 약 20 mg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이

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

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

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

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포름

산혼합액 (90 : 5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준액

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2) (생  략)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표시량에 따라 플루벤다졸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포름산 2 mL를 넣어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

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

표준품 약 20 mg을 달아 포름산 10 mL를 넣어 녹

이고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

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

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판올·메탄올·

포름산혼합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 및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2) (현행과 같음)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플루벤다졸 현탁액

Flubendazole Suspension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을 잘 흔들어 섞고 플루벤다졸로서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포름산 10 mL

에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표준품 약 25 mg을 달아 포

름산 10 mL에 넣어 녹인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 씩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클로로포름·메탄올·25% 암모니

아수혼합액 (90 : 8 : 2)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겐도르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2) (생  략)

pH  (생  략)

플루벤다졸 현탁액

Flubendazole Suspension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을 잘 흔들어 섞고 플루벤다졸로서 

약 25 m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여 포름산 10 mL

에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플루벤다졸표준품 약 25 mg을 달아 포

름산 10 mL에 넣어 녹인 다음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25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 씩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이소프로판올·메탄올·포름산혼합

액 (85 : 10 : 5)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

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이거나 드라겐도르프시액을 뿌릴 때 

검액 및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의 Rƒ 값은 같다.

 2) (현행과 같음)

pH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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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플루페남산 캡슐

Flufenamic Acid Capsules

(생   략)

제    법  (생   략)

확인시험  1) ~ 3) (생   략)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에서 얻은 잔류물의 5 

% 클로로포름용액을 검액으로 하고 0.01 % 클로로

포름용액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

고 톨루엔·디옥산·아세트산(100)혼합액 (90 : 2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

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을 쪼일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붕해시험  (생   략)

제제균일성시험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플루페남산 캡슐

Flufenamic Acid Capsules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 3)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유연물질  확인시험에서 얻은 잔류물의 5 

% 에탄올용액을 검액으로 하고 0.01 % 에탄올용액

을 만들어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 (형광제 

첨가)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하고 톨루엔·테트

라히드로푸란·아세트산(100)혼합액(90 : 25 : 1)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5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

을 쪼일때 검액에서 얻은 주반점 이외의 반점은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보다 진하지 않다.

붕해시험  (현행과 같음)

제제균일성시험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피나베륨브롬화물

Pinaverium Briomide

(생   략)

제    법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강열잔분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6 g을 정밀하게 달

아 비커에 넣고 비수적정용 아세트산에 녹인다. 비수

적정용 아세트산수은(II)시액 5 mL 및 지시약으로 

메틸로사닐린염화물시액 2 ∼ 3 방울을 넣고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

피나베륨브롬화물

Pinaverium Briomide

(현행과 같음)

제    법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강열잔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이 약을 건조하여 약 0.45 g을 정밀하게 달

아 비커에 넣고 무수포름산 2 mL를 넣고 아세트산

탈수물 50 mL에 녹인 후 0.1 mol/L 과염소산으로 

적정한다(적정종말점검출법의 전위차적정법).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33

KP Forum Vol.12, No.1 (2015)



현   행 개 정 안

험을 하여 보정한다. 

  0.1 mol/L 과염소산 1 mL 

= 59.142 mg C26H41Br2NO4 

저 장 법  (생   략)

  0.1 mol/L 과염소산 1 mL 

= 59.142 mg C26H41Br2NO4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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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척

(狗脊)

Cibot Rhizome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고 수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

다. 여액을 여과지 위에 떨어뜨린 다음 자외선 (365 

nm)을 쪼일 때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난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수

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2 mL

에 1 % 염화철(Ⅲ)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두운 녹색

으로 변한다. 

  <신  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구척

(狗脊)

Cibot Rhizom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10 mL

를 넣고 수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여과지 위에 떨어뜨린 다음 자외선 (365 

nm)을 쪼일 때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난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수

욕에서 15 분 간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 2 mL

에 1 % 염화철(Ⅲ)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두운 녹색

으로 변한다. 

  3)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30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

농축하고 메탄올 2 mL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프로토카테추익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

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시클로헥산･아세

트산에틸･포름산혼합액(6 : 4 : 1)을 전개용매로 하

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

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

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 개정(안)

  현행 대한민국약전 중 의약품 각조 제 2부 1) 생약 및 생약제제 항에 수재되어 있는 구척(狗脊), 당

삼(黨參), 박하(薄荷), 복령(茯苓), 소목(蘇木), 오배자(五倍子), 용안육(龍眼肉), 절패모(浙貝母), 정향

(丁香), 호미카(馬錢子) 등 10품목에 대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른 확인시험을 신설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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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회    분  (생  략)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생  략)

저 장 법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당삼

(黨參)

Codonopsis Pilosula Root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끓인 다음 식힌 것을 시험관에 부어 세게 흔들

면 미세한 지속성의 거품이 생긴다.

 <신  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당삼

(黨參)

Codonopsis Pilosula Root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를 

넣어 끓인 다음 식힌 것을 시험관에 부어 세게 흔들

면 미세한 지속성의 거품이 생긴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70 % 에탄올 30 

mL를 넣어 1시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다. 여

액을 감압농축하고 물 15 mL에 녹인 후 후로리실 

카트리지에 넣어 통과시킨다. 이어서 물 50 mL을 

통과시켜 버리고 메탄올 50 mL로 통과시켜 흘러나

온 액을 받아 감압농축하고 잔류물을 메탄올 10 mL

에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로베티올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

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

래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

음에 n-부탄올･아세트산(100)･물혼합액(14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묽은 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한 다음 자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

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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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트의 합)  (생  략)

   바)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회    분  (생  략)

산불용성회분  (생  략)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생  략)

저 장 법  (생  략)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트의 합)  (현행과 같음)

   바)엔드린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산불용성회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박하

(薄荷)

Mentha Herb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혼합

액 1 mL를 취하고 황산 2 mL를 천천히 흘려 넣을 

때 접계면은 진한 붉은색 〜 적갈색을 띤다.

 <신  설>

순도시험  1) 이물 (생  략)

  2)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박하

(薄荷)

Mentha Herb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혼합액 1 mL를 취하고 황산 2 mL를 천천히 흘려 

넣을 때 접계면은 진한 붉은색 〜 적갈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석유에테르 5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30분 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 여액

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멘톨표준액 1 mg을 달아 

석유에테르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

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시클로헥산･아세트산에틸(3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바닐린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

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이물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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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메톡시클로르  (생  략)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략)

   마) 알드린  (생  략)

   바)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트의 합)  (생  략)

   사) 엔드린  (생  략)

  4) 이산화황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회    분  (생  략)

산불용성회분  (생  략)

정유함량  (생  략)

저 장 법  (생  략)

   다) 메톡시클로르  (현행과 같음)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행과 같음)

   마) 알드린  (현행과 같음)

   바)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

트의 합)  (현행과 같음)

   사) 엔드린  (현행과 같음)

  4)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산불용성회분  (현행과 같음)

정유함량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복령

(茯苓)

Poria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아세톤 5 mL

를 넣고 수욕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2 분 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건고하여 잔류물을 아세

트산탈수물 0.5 mL에 녹이고 황산 1 방울을 넣을 

때 연한 붉은색을 띠고 곧 어두운 녹색으로 변한다.

2) 이 약의 횡단면 또는 가루에 요오드시액 1 방울

을 넣을 때 진한 적갈색을 띤다.

 <신  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복령

(茯苓)

Poria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아세톤 5 mL

를 넣고 수욕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2 분 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건고하여 잔류물을 아세

트산탈수물 0.5 mL에 녹이고 황산 1 방울을 넣을 

때 연한 붉은색을 띠고 곧 어두운 녹색으로 변한다.

2) 이 약의 횡단면 또는 가루에 요오드시액 1 방울

을 넣을 때 진한 적갈색을 띤다.

3)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고 

30분 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

로 한다. 따로 우르솔릭산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

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

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

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

로메탄･메탄올(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p-아

니스알데히드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

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3 ppm 이하.

   다) 수은  0.2 ppm 이하.

   라) 카드뮴  0.3 ppm 이하.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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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략)

회    분  (생  략)

저 장 법  (생  략)

o,p'-DDT 및 p,p'-DDT의 합)  0.1 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 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 ppm 이하.

   라) 알드린  0.01 ppm 이하.

   마) 엔드린  0.01 ppm 이하.

  3) 이산화황  30 ppm 이하.

회    분  1.0 % 이하.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소목

(蘇木)

Sappan Wood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에탄올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 5 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2 〜 3 방울을 넣으면 액은 진한 

붉은색을 띤다.

 <신  설>

순도시험  1) 이물  가) 변재  (생  략)

  2)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4) 이산화황  (생  략)

소목

(蘇木)

Sappan Wood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에탄올 

1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 5 

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2 〜 3 방울을 넣으면 액은 

진한 붉은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고 

30분 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

로 한다. 따로 브라질린표준품 1 mg을 달아 에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

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

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로

메탄･아세톤･포름산혼합액(15 : 5 : 1)을 전개용매

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

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

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이물  가) 변재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4)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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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회    분  (생  략)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5.0 % 이상.

저 장 법  (생  략)

  5)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오배자

(五倍子)

Rhus Galls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로 온

침한 여액에 염화철(Ⅲ)시액을 넣을 때 남색을 띤다.

<신  설>

회    분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오배자

(五倍子)

Rhus Galls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물 10 mL

로 온침한 여액에 염화철(Ⅲ)시액을 넣을 때 남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각각 달아 메탄올 5 mL

에 넣어 30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틸갈레이트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디클로로메탄･포름산에틸･포름산혼합액(7 : 5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

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주파장 254 

nm)를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

이 같다. 

회    분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용안육

(龍眼肉)

Longan Arillus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이 약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흔들

어 잘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3 mL에 페링시액 

3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할 때 붉은색 침전이 생

긴다.

용안육

(龍眼肉)

Longan Arillus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 1 g을 달아 물 10 mL를 넣고 흔

들어 잘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3 mL에 페링시

액 3 mL를 넣고 수욕에서 가열할 때 붉은색 침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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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회    분  (생  략)

저 장 법  (생  략)

  2)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30분간 초음파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데노신표준품 1 mg을 달아 에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

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

액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메

탄올･물혼합액(40 : 10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

에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절패모

(浙貝母)

Fritillaria Thunbergii Bulb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아세트산탈

수물 5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

과한다. 이 여액 2 mL에 황산 1 mL를 가만히 넣을 

때 그 접계면은 붉은색을 띠고 이것을 방치하면 위

층은 녹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아세트산 10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이 

여액 2 mL에 마이야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혼탁하며 이를 방치하면 흰색 침전이 생긴다.

3)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어 

절패모

(浙貝母)

Fritillaria Thunbergii Bulb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아세트산탈

수물 5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

과한다. 이 여액 2 mL에 황산 1 mL를 가만히 넣을 

때 그 접계면은 붉은색을 띠고 이것을 방치하면 위

층은 녹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달아 묽은아세트산 10 

mL를 넣고 5 분 간 잘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이 

여액 2 mL에 마이야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혼탁하며 이를 방치하면 흰색 침전이 생긴다.

3) 이 약의 가루 2 g을 달아 메탄올 20 mL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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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욕에서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 분 간 가온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

에 묽은 염산 3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 간 가온

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 1 방울을 여과지

에 떨어뜨리고 바람에 말린 다음 드라겐도르프시액

을 고르게 뿌릴 때 황적색을 띤다.

 <신  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

의 합)  (생  략)

   바) 엔드린  (생  략)

  3) 이산화황  (생  략)

건조감량  (생  략)

회    분  (생  략)

엑스함량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수욕에서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 분 간 가온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

에 묽은 염산 3 mL를 넣어 수욕에서 2 분 간 가온

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 여액 1 방울을 여과지

에 떨어뜨리고 바람에 말린 다음 드라겐도르프시액

을 고르게 뿌릴 때 황적색을 띤다.

  4) 이 약의 가루 5 g을 달아 암모니아수 5 mL와 

디클로로메탄 20 mL를 넣고 24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하고 메탄올 1 mL에 녹

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페이민표준품 1 mg을 달아 

디클로로메탄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

프용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

에 n-부탄올･아세트산(100)･물혼합액(6 : 2 : 1)

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

을 바람에 말린다. 여기에 드라겐도르프시액을 고르

게 뿌린 다음 105 ℃에서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 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

의 합)  (현행과 같음)

   바) 엔드린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엑스함량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정향

(丁香)

Clove

(생  략)

성    상  (생  략)

정향

(丁香)

Clove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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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혼합

액 0.1 mL에 에탄올 2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염

화철(Ⅲ)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액은 녹색 〜 
파란색을 띤다.

 <신  설>

순도시험  1) 이물  가) 줄기  (생  략)

   나) 그 밖의 이물  (생  략)

  2)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4) 이산화황  (생  략)

회    분  (생  략)

정유함량  (생  략)

저 장 법  (생  략)

확인시험  1) 정유함량에서 얻은 정유와 자일렌과의 

혼합액 0.1 mL에 에탄올 2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염화철(Ⅲ)시액 1 〜 2 방울을 넣을 때 액은 녹색 

〜 파란색을 띤다.

  2) 이 약의 가루 0.5 g을 각각 달아 에탄올 5 mL

를 넣고 흔들어 섞고 30 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유제놀표준품 1 mg을 달아 에

탄올 1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

지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석

유에테르･아세트산에틸혼합액(9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에 말린

다. 여기에 바닐린황산시액을 고르게 뿌린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할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이물  가) 줄기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의 이물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3)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4) 이산화황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정유함량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호미카

(馬錢子)

Nux Vomica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3 g을 달아 암모니아시액 

3 mL 및 클로로포름 20 mL를 넣고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 분 간 냉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수욕에서 가온하여 클로로포름의 대부분을 증류하여 

호미카

(馬錢子)

Nux Vomica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3 g을 달아 암모니아시액 

3 mL 및 클로로포름 20 mL를 넣고 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 분 간 냉침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수욕에서 가온하여 클로로포름의 대부분을 증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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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다. 여기에 희석시킨 황산(1 → 10) 5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클로로포름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욕에서 가온한 다음 식히고 탈지면을 

써서 여과한다. 여액 1 mL에 질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붉은색을 띤다.

2) 1)의 남은 여액에 중크롬산칼륨시액 1 mL를 넣

고 1 시간 방치할 때 황적색 침전이 생긴다. 이 침

전을 여취하고 물 1 mL로 씻은 다음 그 침전물 일

부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물 1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황산 5 방울을 기벽을 따라 조심

하면서 흘려 넣을 때 황산 층은 보라색이 되며 곧 

붉은색 〜 적갈색으로 변한다.

 <신  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생  략)

   나) 비소  (생  략)

   다) 수은  (생  략)

   라) 카드뮴  (생  략)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생  략)

   나) 디엘드린  (생  략)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생  

략)

   라) 알드린  (생  략)

   마) 엔드린  (생  략)

회    분  (생  략)

정 량 법  (생  략)

저 장 법  (생  략)

제거한다. 여기에 희석시킨 황산(1 → 10) 5 mL를 

넣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클로로포름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욕에서 가온한 다음 식히고 탈지면을 

써서 여과한다. 여액 1 mL에 질산 2 mL를 넣을 때 

액은 붉은색을 띤다.

2) 1)의 남은 여액에 중크롬산칼륨시액 1 mL를 넣

고 1 시간 방치할 때 황적색 침전이 생긴다. 이 침

전을 여취하고 물 1 mL로 씻은 다음 그 침전물 일

부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물 1 mL를 넣어 가온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황산 5 방울을 기벽을 따라 조심

하면서 흘려 넣을 때 황산 층은 보라색이 되며 곧 

붉은색 〜 적갈색으로 변한다.

  3) 이 약의 가루 1 g을 달아 에탄올 10 mL를 넣어 

1시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스트리크닌표준품 1 mg을 달아 메탄올 1 mL

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이들 액을 가지고 박층크

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각 10 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리카겔을 써

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다. 다음에 아세트산에틸･이

소프로필알콜･암모니아수혼합액(10 : 5 : 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한 다음 박층판을 바람

에 말린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다. 

순도시험  1) 중금속  가) 납  (현행과 같음)

   나) 비소  (현행과 같음)

   다) 수은  (현행과 같음)

   라) 카드뮴  (현행과 같음)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현행과 같음)

   나) 디엘드린  (현행과 같음)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현

행과 같음)

   라) 알드린  (현행과 같음)

   마) 엔드린  (현행과 같음)

회    분  (현행과 같음)

정 량 법  (현행과 같음)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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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금박

(金箔)

Aurum

(생  략)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의 가루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질산

(1→2) 20 mL을 넣고 50 ℃이하에서 10 분간 가온

하고 왕수 30 mL를 넣어 가열분해시키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가

지고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5 mL를 

가지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

로 원자흡광도용 금표준액 5 mL를 정확하게 가지고 

물을 넣어 50 mL로 한다. 이 액 2, 4, 6, 8, 10 mL

를 각각 정확하게 가지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다음의 조건에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각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으로부터 검량선을 작

성한 다음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으로부터 

검액의 농도를 구한다.

저 장 법  (생  략)

금박

(金箔)

Aurum

(현행과 같음)

성    상  (생  략)

확인시험  (생  략)

정 량 법  이 약의 가루 약 0.5 g을 정밀하게 달아 질산

(1→2) 20 mL을 넣고 50 ℃이하에서 10 분간 가온

하고 왕수 30 mL를 넣어 가열분해시키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한다. 이 액 3 mL를 정확하게 

가지고 물을 넣어 2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10 

mL를 가지고 물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

다. 따로 원자흡광도용 금표준액 12, 15, 18 mL를 각

각 정확하게 가지고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다음의 

조건에서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각의 흡

광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한 다

음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으로부터 검액의 

농도를 구한다.

저 장 법 (현행과 같음)

공정서 개정안  Drafts for Revision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현행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중 의약품 각조 제 1부에 수재되어 있는 금박(金箔)의 정량법

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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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Pharmaceutical Informat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대한민국약전 토론그룹」소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

대한약전토론그룹은 수요자 중심의 대한민국약

전 콘텐츠 강화와 선진국 약전에서 벗어난 독자

적 규격설정 시스템 확립 및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KPC)’ 폐지로 ‘대한민국약전’으

로 이전 수재된 품목의  규격 재검토를 목적으로 

‘15년 3월 31일 발족되었다.

대한민국약전의 시대별 역할을 살펴보면, 과거

에는 국가주도 의약품 품질관리 가이던스로서 역

할이 요구되었다. 즉, 의약품의 최소 품질을 지정

함으로서 질낮은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조기에 차

단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수

출산업화로 수출지원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콘텐

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파머

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약전이 규격서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나, 미국 및 EU 대비 대한민국약전 

수재 첨가제 및 일반시험법 비율은 33%, 일반정

보는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래의 역할로는 

신약규격 수재를 통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가이던

스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작년 규제 총량

제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고시를 통폐합하여 관

리하게 됨에 따라 ‘KPC’ 및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을 통합하여 수재하

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약전의 시대정신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첫째로는 의약품 품질수

준의 향상으로 약전의 국가주도 품질관리 역할 

축소됨에 따라 수출지원과 품질관리 편의를 위한 

수요자 주도 콘텐츠 강화 필요성이다. 둘째로는 

‘KPC’폐지에 따른 약전으로 이전 수재 품목 

재정비 필요성이다. KPC는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

진을 위해 마련된 규격서로 시험법 검증자료(밸

리데이션자료) 제출 의무화 이전에 허가된 품목

을 기반으로 규격이 마련되었거나, 현장에서는 허

가방법에 비해 개선된 시험법을 적용하나, 규정 

이해부족 등으로 허가변경을 진행하지 않아 규격

서에 신규방법이 미반영됨으로서 현장과 괴리가 

있는 구 시험법이 수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

다. 셋째로는 수요․공급자 간 소통채널 한계 극복 

필요성이다. 불이익 우려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업계와 감독기관 간 소통 태생적 

한계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는 수요자인 제약

업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상설기구 운영을 통해 

사용자 필요를 반영함으로서 현장 속에 살아 숨 

쉬는 약전이 목표로 제기되었다.

이런 약전을 만들기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협조를 받아 품목보유 업체

의 시험방법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단순 

개정사항 정오표 마련, 내년에는 업계자료를 기반

으로 개선된 시험법을 약전개정에 반영하고, 내년

이후에는 추가 검토필요 품목에 대해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서  KPC에서 약전으로 이전 수재된 

품목을 검증할 예정이다. 중단기적으로는 국제조

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 선진 

시스템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 노하우 공

유를 위한 선진국 약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독자적 규격설정 시스템 확립할 예정이다. 중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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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선진국 수준 첨가제 규격 등 콘텐츠 확대, 

제네릭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신약규격 마련 및 

제약업계 요구사항을 반영 약전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요자 중심 약전개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약전토론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를 비롯, 약전관련 교수님들로 구성된 학계, 한국

보건공정서연구회 및 신약개발연구조합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같은 시

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로는 기준규격, 

구조 및 명명법 재검토할 기준규격 및 명칭 분과, 

시험법 전반을 논의할 일반시험법 및 일반정보 

분과, 첨가제 규격 확대 방안을 마련할 첨가제 분

과, KPC에서 약전 이전 수재품목을 검증할 이화

학 1분, 효소제를 검증할 이화학2 분과, 미생물 

및 항생제 규격 검증할 항생제 및 미생물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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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Original Articles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호 





갈근의 품질 모니터링 및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안

김경희1, 이영종2, 백완숙1*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1,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2

Quality Monitoring and Propose of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in the Korean Pharmacopoeia 

Kyoung hee Kim1, Young jong Lee2, Wan sook Baek1 *

Korea Pharmaceutical Test & Research Institute1, Gachon University2

 

127 Yanglyeongdong-gil, Dongdaemun-gu, seoul, Korea, 130-8641

Bokjeo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2

Abstracts -  In this study, 15 kinds of Pueraria Root collected during three years were 

test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in monographs of the Korean Pharmacopoeia Eleventh 

edition(KP). In the case of identification by thin-layer chromatography, puerarin and daidzin 

were confirmed under the proposed conditions of developing solvent. Direct evaluation in UV 

254 nm shows spots at Rf 0.5 (Puerarin) and Rf 0.55 (Daidzin). Heavy metals (Pb, Cd, As, 

and Hg)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s for all samples. Loss on drying were 7.01∼

16.57 %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s except 2 samples and ash were 4.32∼

6.29 % within the standards except one sample. Assay were contained 3.58∼6.72 % of 

puerarin and 0.30∼0.89 % of daidzin in Pueraria Roots.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is suggested.

Key words -  Pueraria Root, quality control, HPLC Standard Chromatogram, the Korean 

Pharmacopoeia

* 교신저자 (E-mail) : curcuma@kptr.or.kr  (Tel) : 02-96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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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scription of Pueraria Root 

samples(up) and powders(down) 

서  론

  대한민국약전과 일본약국방에서 정의하는 갈근

은 “칡 Pueraria lobata Ohwi (콩과 

Leguminosae)의 뿌리로서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이다1)-3). 칡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기

슭 양지에 나는 낙엽성 다년생 식물덩굴로, 주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자생하고 

있으며 계제(鷄齊), 녹곽(鹿藿), 황근(黃斤)이라

고 불리기도 한다.4)-7) 갈근의 주성분은 전분이어

서 예로부터 밥이나 죽에 넣어 먹기도 하는 등 

구황식품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한방에서는 갈근

을 숙취, 감기, 해열, 진통약으로 쓰이며, 갈증, 발

열, 구토 및 저린 증상을 없애고 陰氣(음기)를 보

충하고 解毒(해독)작용이 있다고 하였다.9)-11)

  갈근에는 전분 이외에 푸에라린(puerarin), 다

이드진(daidzin), 제니스테인(genistein), 카코네

인(kakkonein) 등의 성분을 함유하며12)-14)  특

히 isoflavonoid류인 puerarin, daidzin, daidzein

의 항산화, 항독성 효과가 많이 연구되었다.15)-19)

  갈근은 과산화지질 함량을 낮추고 항산화작용

이 있으며19)-21) 그 외에도 항당뇨, 항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24) 또한 중금속으로 인한 

간장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25)-27)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29)

  이 연구에서는 국내산 갈근의 대한민국약전 설

정규격과 비설정 규격을 검토 평가함으로서 국내 

갈근의 품질을 확인하고,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통

해 갈근의 성분의 확인을 위한 HPLC 표준크로마

토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험재료 및 장치 

  국내 각지에서 자연산갈근을 수집하여 규격품

으로 제조된 것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에 걸쳐 5개씩 수집하여 총 15개 시료를 대상으

로 잘 섞어 가루로 하여 분석용 검체를 조제하였

다 (Figure 1). 

  표준생약(Reference Medicinal Plants 

Materials)은 식약처에서 분양받았으며 지표성분 

표준품은 Puerarin (식약처분양, 95.8 %), 

Daidzin (Wako사, 99.9 %), Genistin 

(Chromadex사, 97.9 %), Daidzein 

(Chromadex사, 99.5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중금속 표준액인 납, 비소, 카드뮴, 수은

(Kanto사)과 잔류농약에 사용한 표준품인 α

-BHC, β-BHC, γ-BHC, δ-BHC, 

p,p'-DDD, p,p'-DDE, o,p'-DDT, p,p'-DDT, 

Dieldrin, Aldrin, α,β-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및 Captan (Dr. 

Ehrenstofer사)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확인시험에 사용된 시약은 국내・외 특급 및 

일급시약을 사용하였고 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

겔은 Silica gel 60 F254 (0.25 mm, Merck사)

을 사용하였다. 기기분석에 사용한 용매 

methanol은 HPLC용 (Burdick & Jackson사) 

그리고 물은 Milli-Q apparatus (Millipor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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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사용하여 얻은 3차 증류수를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확인시

험에 사용된 TLC 촬영장치는 의 REPROSTAR 

3 (CAMAG사)을 사용하였으며, 전기건조기는 

ON-21 (Sanyo사), 회화로는 F48010  

(Thermolyne사)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저울은 

PB303-S (Mettler-Toledo사)이다. 중금속시험

에 사용된 Microwave는 MARS-5 (CEM사)이

며 ICP-OES 기기는 Optima 7300DV (Perkin 

Elmer사)이고 자동수은분석기는 MA-2 (NIC사)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HPLC에는 Agilent사의 

1100 시리즈의 Diode Array Detector로 구성된 

HPLC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Chemstation 

software를 통해 크로마토그램 data를 처리하였

다. HPLC column은 Waters사의 Xterra RP18 

(4.6 ㎜ × 250 ㎜, 5㎛)을 사용하였다. 

시험 방법

확인시험

  분석용 검체 2 g씩 및 갈근표준생약 2g을 달아 

각각 메탄올 10 mL를 넣어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을 각각 검액 및 표준생약표준

액으로 하였다. 따로 정량법의 지표성분인 

Puetarin과 Daidzin 이외  Genistin 및 Daidzein

을 추가하여 각각 1 mg씩을 달아 메탄올 5mL에 

녹여 지표성분표준액으로 하였다. 검액 및 각각의 

표준액 2 μL 씩을 써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실

리카겔을 써서 만든 박층판에 점적한 다음 아세

트산에틸·메탄올·물 혼합액 (12 : 2 : 1)을 전개

용매로 하여 약 10 cm 전개하고 박층판을 바람

에 말렸다. 여기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와 

365 nm)을 쪼이고 분무용황산시액을 분무 후 자

외선 (주파장 365 nm)을 쪼여 각 반점의 색상 

및 Rf 값을 확인하였다.

순도시험

  대한민국약전의 생약시험법에 따라 중금속, 잔

류농약시험을 실시하였다. 중금속 시험에서 납, 

비소, 카드뮴은 분석용 검체 0.5 g을 정확하게 달

아 극초단파분해법으로 분해하여 ICP-OES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고 수은은 분석용 검체 100 mg

을 정확하게 달아 자동수은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잔류농약 중 총 DDT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Dieldrin, 총

BHC (총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Aldrin, Endosulfan (α,β-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의 합), Endrin 및 Captan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하여 분석용 검체 5 g을 정

확하게 달아 호모게나이저로 추출하고 실리카겔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시험하였다. 

건조감량

  분석용 검체 약 3g을 정밀하게 달아 대한민국

약전의 생약시험법 중 건조감량 항에 따라 시험

하였다

회분  

  분석용 검체 약 3g을 정밀하게 달아 대한민국

약전의 생약시험법 중 회분에 따라 시험하였다.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분석용 검체 약 2.3 g을 정

밀하게 달아 적당한 플라스크에 넣고 묽은에탄올 

70 mL를 넣어 때때로 흔들어 섞어 5 시간 침출하

였다. 다시 16 ~ 20 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플라스크 및 잔류물을 여액이 100 mL로 될 때까

지 묽은에탄올로 씻었다. 여액 50 mL를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105 ℃에서 4 시간 건조하여 데시

케이터 (실리카겔)에서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

하게 달아 엑스함량 (%)을 산출하였다.

정량법  

  분석용 검체 약 2.0 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6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2시간 가열한 

다음 여과하였다. 잔류물에 메탄올 30 mL를 넣

어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여액을 모두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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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Waters Xterra RP18 
(4.6 ㎜ × 250 ㎜, 5㎛)

wavelength UV 254 nm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10 μL

Mobile Phase

gradient program 
A: Water B: methanol

Time 
(min)

Solution A 
(%)

Solution B 
(%)

0 75 25
20 75 25
30 55 45
40 45 55
45 25 75
50 25 75

Table 1. Analytical condition for Pueraria Root in the 

Korean Pharmacopoeia

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였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하였다. 따로 Puetarin 

및 Daidzin을 (미리 실리카겔 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건조한다) 약 10 mg씩을 각각 정밀하게 달

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

액으로 하였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

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정량법에 따라 검액을 조제하고 따로 Puet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을 (미리 실리카

겔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건조한다) 각각 약 

10 mg씩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

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하였다. 

  1) 분석조건 확립

    대한민국약전에 설정된 갈근의 정량법 분석

조건 (Table 1)은 Puetarin, Daidzin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외 활성성분인 Genistin, 

Daidzein을 포함한 4개의 성분들이 분리될 수 있

도록 분석조건을 변경하였다. 

  2) 분석조건 밸리데이션

   특이성 (Specification)

     확립된 분석조건으로 표준액과 검액을 가지

고 분석하였다. 피크들이 다른 피크들의 영향 없

이 분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직선성 (Linearity)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의 4가지 농도를 가지고 시험하여 직선성

성을 확보하였다.

   반복성 (Repeatability)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 각각 100 ㎍/mL 농도로 6회 측정 시 피

크유지시간 (Retention time), 상대적유지시간 

(Relative retention time), 피크면적 (Peak 

Area) 및 상대적피크면적 (Relative peak area)

을 계산하여 반복성 을 확인하였다.

  3) 갈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시 및 평가

    갈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 분석방법에 따라 

갈근 15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크로마

토그램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및 고찰

확인시험

  전개한 박층판에 자외선 (주파장 254 nm)을 

쪼일 때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은 갈근표

준생약표준액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 값이 

같았고, 그 중 Rf 값 0.5 및 0.55 부근에서 

Puerarin 및 Daidzin 반점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Rf 값 0.6부근에서 Genistin, Rf 값 0.8 부근에

서 Daidzein 반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의 (A)). 확인시험의 개선을 위하여 자

외선 (254 nm)가 아닌 자외선 (365 nm)을 쪼

여서 Puerarin 반점을 확인한 결과 자외선 (254 

nm)를 쪼였을 때와 같이 Puerarin 반점을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Rf 값 0.8 부근에서 

Daidzein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Daidzin과 Genistin 반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Figure 1의 (B)). 추가로 묽은황산시액을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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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Identification of Pueraria Root 

by Thin Layer Chromatography 

(A) Detected in UV 254 nm, (B) Detected in UV 365 

nm, (C) Detected in the sulfuric acid reagent for 

spray (D) Detected in UV 365 nm after spraying 

the sulfuric acid reagent

  P : Puerarin (Rf  0.5),   D: Daidzin (Rf  0.55), 

  G : Genistin (Rf  0.6),   DI: Daidzein (Rf  0.8), 

  M : Standards mix, 

  W : Standard solution of Pueraria Root Reference 

Medicinal Plants Material

  1~15 : each sample solutions

하였을 때는 Puerarin 등의 반점을 확인할 수 없

었으나 여기에 자외선(365 nm)를 쪼였을 때는 

Puerarin 반점뿐만 아니라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반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의 

(C), (D)). 중국약전과 일본약국방의 경우 

Puerarin만을 표준액으로 하여 자외선 (365 

nm)를 쪼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유가 

Puerarin과 Daidzin 반점의 Rf 값이 비슷하여 두

반점이 겹쳐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Puerarin만

을 지표로 하여 반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순도시험 

  1) 중금속  대한민국약전의 갈근의 중금속 기

준은 납 5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로 기준규격

이 설정되어 있다. 시험결과 납은 0.1 ∼ 4.2 

ppm까지 검출되었으며, 카드뮴은 0.07 ∼ 0.26 

ppm 비소는 0.0 ∼ 0.1 ppm, 수은은 0.00 ∼ 

0.02 ppm이 검출되어 모두 기준 미만으로 나타

났다.

Figure 3.  Contents of Heavy metals

  2) 잔류농약  총 DDT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 ppm 이하, Dieldrin 0.01 ppm 이하, 총 

BHC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 ppm 이

하, Aldrin 0.01 ppm 이하, Endosulfan (α,β

-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의 합) 0.2 

ppm 이하, Endrin 0.01 ppm 이하, Captan 2 

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 결과 모든 분석

용 검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건조감량

  대한민국약전의 건조감량은 일본약전의 규격과 

같은 13.0 %이고, 중국약전의 경우 14.0 %로 규

정하고 있다. 실험결과 7.01 ~ 15.57 %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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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15개 중 2번은 유일하게 편갈근으로 건조

감량이 15.57 %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4.  Results of Loss on Drying

회분

  대한민국약전과 일본약전의 회분 규격은 6.0 %

로 같고 중국의 경우 7.0 %로 규정하고 있다. 실

험결과 4.32 ~ 6.29 %로 나타났다. 15개 중 7

번은 주피가 있는 바깥면이 포함되어 있어 회분

함량이 6.29 %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5. Results of Ash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시험결과 28.87 ∼ 40.47 %

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이화학적 기

준 도출 방식을 제안한 결과값의 RSD 50 %를 

기준으로한 통계처리8)에 따라 규격기준을 제안하

면 24.0 %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Figure 6. Contents of dilute ethanol-soluble extract

정량법

  Puerarin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정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Daidzin은 대한민국약전에만 

설정되어 있다.

  Puerarin의 규격기준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2.0 

% 이상, 중국에서는 2.4 %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험 결과 3.58 ~ 6.72 %로 모두 규격 기

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Daidzin은 시험결과 0.30 

~ 0.89 %로 대한민국약전규격인 0.3 % 이상으

로 나타났다 (Figure 8).

Figure 7.  HPLC Chromatograms of reference 

standards and sample of Pueraria Root in KP

Figure 8.  Results of Assay in Pueraria Roots : 

(A) Puerarin  (B) Daidzin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

  1) 분석조건 확립

     대한민국약전 분석방법 (Table 2)의  이동

상 조건을 변경하고 시간도 80분으로 하여 갈근

의 검출가능한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표준액에서 Puerarin, Daidzin, 

Genistin, Daidzein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액의 경우에는 Puerarin 등 표준액의 4개의 피

크와 미지의 피크 2개를 포함한 주피크 6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1번 피크는 미지성분이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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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는 Puerarin이며, 3번 피크는 미지성분이고 

4번 피크는 Daidzin이며 5번 피크는Genistin, 6

번 피크는 Daidzein로 나타났다 (Figure 9). 

  또한 표준액을 이용하여 각 성분별 자외선스펙

트럼을 확보하였으며 검액에서 6개의 피크별 자

외선스펙트럼을 확보하여 제시하고자한다 (Table 

3, Table 4). 

Column
Waters Xterra RP18 
(4.6 ㎜ × 250 ㎜, 5㎛)

wavelength UV 254 nm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10 μL

Mobile Phase

gradient program 
A: water  B: methanol

Time 
(min)

Solution A 
(%)

Solution B 
(%)

0 75 25
20 75 25
30 55 45
80 10 90

Table 2. Anayticla condition for HPLC Standard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Figure 9.  HPLC Chromatograms of reference 

standards and sample of Pueraria Root in modified 

method

Pueralin Daidzin Genistin Daidzein

Table 3. UV Spectrum of reference standard’s peaks 

Peak1 
(9.3 min)

Peak2 
(15.7 min)

Peak3 
(19.4 min)

Table 4. UV Spectrum of Pueraria Root’s peaks

Peak4 
(26.2 min)

Peak5 
(34.3 min)

Peak6 
(47.8 min)

  2) 분석조건 밸리데이션

   특이성 (Specification)

     표준액에서 대한민국약전의 지표성분인 

Puerarin, Daidzin 피크 순서대로 유출되고 완전

하게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생

리활성성분인 Genistin, Daidzein 피크가 다음 순

서대로 유출되고 서로 간섭 없이 완전하게 분리

되었다. 검액에서도 Puerarin, Daidzin, Genistin, 

Daidzein 피크가 다른 성분의 간섭없이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

   직선성 (Linearity)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 4가지 농도를 가지고 시험한 결과  

Puerarin의 R2값이 0.9998, Daidzin의 R2 값이 

0.9999 Genistin의 R2값이 0.9996, Daidzein의 

R2값이 1.0000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지표성분

별 직선성을 확보하였다. 

Figure 10. Calibration curves of Puerarin, Daidzin, 

Genistin, and Daidzein

54

KP Forum Vol.12, No.1 (2015)



RT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Average STDEV RSD(%)

Pueralin 11.559 11.611 11.596 11.553 11.679 11.592 11.598 0.045 0.392 

Daidzin 19.546 19.658 19.567 19.594 19.840 19.633 19.640 0.106 0.542 

Genistin 31.800 31.836 31.800 31.847 31.783 31.883 31.825 0.037 0.117 

Daidzein 39.940 40.031 39.960 40.015 40.032 40.125 40.017 0.065 0.163 

RRT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Average STDEV RSD(%)

Puerali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0 0.000 

Daidzin 1.691 1.693 1.687 1.696 1.699 1.694 1.693 0.004 0.233 

Genistin 2.751 2.742 2.742 2.757 2.721 2.750 2.744 0.012 0.452 

Daidzein 3.455 3.448 3.446 3.464 3.428 3.461 3.450 0.013 0.381 

PA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Average STDEV RSD(%)

Pueralin 2608.871 2569.930 2625.853 2606.500 2596.810 2587.074 2599.173 19.322 0.74 

Daidzin 343.084 341.599 347.338 340.906 345.783 340.627 343.223 2.766 0.81 

Genistin 563.048 549.169 560.838 558.225 557.414 549.764 556.409 5.737 1.03 

Daidzein 749.596 729.248 744.367 743.374 753.399 741.355 743.556 8.290 1.11 

RPA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Average STDEV RSD(%)

Puerali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0 0.00 

Daidzin 0.132 0.133 0.132 0.131 0.133 0.132 0.132 0.001 0.68 

Genistin 0.216 0.214 0.214 0.214 0.215 0.213 0.214 0.001 0.52 

Daidzein 0.287 0.284 0.283 0.285 0.290 0.287 0.286 0.002 0.87 

Table 5. Retention Time, Relative Retention Time, Peak Area and Relative Peak Area of reference 

standards

   반복성(Repeatability)

     Pueral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표준액 각각 100㎍/mL 농도로 6회 측정 시 피크

유지시간과 피크면적을 계산한 결과 평균, 표준편

차, 상대표준편차를 구하였을 때 반복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uerarin의 피크를 기준으로한 

상대적유지시간 및 상대적 면적의 평균, 표준편

차, 상대표준편차를 구하였을 때 상대표준편차가 

모두 1 %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5).

  3) 갈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 제시 및 평가

   갈근 15개를 분석한 결과 Puerarin, Daidzin, 

Genistin 및 Daidzein 등 4개와 미지의 피크 2개

를 포함한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을 제시할 수 

있었다. 갈근 15개의 크로마토그램을 중첩하였을 

때 모두 유사한 peak pattern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 중 Puerarin 피크가 모든 성분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ure 11).

Figure 11. Repeatability of Chromatogram of 

Pueraria Root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갈근에 대하

여 시험을 통해 품질규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약전의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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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에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시험할 때

KP 방법인 자외선 (254 nm)을 쪼일때 규격기준

에 맞게 갈근표준생약에서 얻은 반점과 Rf 값 및 

색상이 동일하였으며 Rf 0.5 부근의 Puerarin, 

Rf  0.55 부근의 Daidzin의 반점을 확인할 수 있

으나 두 반점의 Rf 값이 너무 가까워 분리가 명

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JP방법인 자외선

(365 nm)를 쪼여서 Puerarin 반점만을 확인하

는 것으로 각 시료에서 Puerarin 반점을 명확하

게 할 수 있었으므로 생약의 국제조화에 맞춰 확

인해야하는 지표성분을 Puerarin으로 정하고 자

외선의 주파장을 365 nm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건조감량과 회분시험에서는 기준범

위를 벗어나는 품목이 있었으나 해당 시료는 편

형, 또는 주피가 포함된 상태로 제조된 것이어서 

다른 시료들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이

며, 해당 결과를 기준의 개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

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규격품 제조시 편갈근

의 건조에 유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KP 미

설정규격인 묽은에탄올엑스함량 시험결과를 제시

하였다. 정량법에서는 Puerarin의 함량과 

Daidzin의 함량이 기준값을 상회하므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로 갈

근의 표준크로마토그램을 제안하기위한 HPLC 분

석조건을 변경하였으며 특이성, 직선성, 반복성의 

분석조건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주요성분인 

Puetarin, Daidzin, Genistin, Daidzein과 미지성

분 2개를 포함한 6개의 주피크를 표시하고 각각

의 피크에 대한 자외선스펙트럼을 제시하였으며 

시료의 중첩크로마토그램을 확보하였다. 갈근의 

규격 검토 내용과 HPLC 표준크로마토그램을 제

안하여 천연물의약품의 성분프로파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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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전 정보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대한민국약전포럼제권 호 





외국 약전 동향 및 이슈

미국약전포럼

(U.S.PHARMACOPEIAL FORUM) 

USP 통칙의 개정

  USP는 USP Forum에 General Notices and 

Requirements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4

년 12월 1일 USP37-NF 32의 추보2에서 개정

하였던 내용을 개선하고 명료하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은 2014년 9월 16~17일 회의에 참석한 

프로젝트 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2015년 11월에 

발행되어 2016년 5월에 공식화 될 것으로 예정

하고 있다. 

  General Notices and Requirements의 개정

에 따라 <21> Thermometers에서는 관련 내용

이 General Notices and Requirements의 

6.80.30. Temperature Reading Devices로 옮

겨지면서 general chapter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21> Thermometers와 관련한 챕터들

로는 <651> Congealing Temperature, <1118> 

Monitoring Devices—Time, Temperature, and 

Humidity, 그리고 각조 중 Emulsifying Wax가 

있으며 이들의 내용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로 인용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다. 

확인시험법의 개정

<191> Identification Tests—General

  <191>에서는 전통적인 습식-화학적 방법

(wet-chemistry procedures) 대신에 기기적 

확인(Instrumental Identification) 방법을 사용

하는 옵션을 제공하였다. 새로 Instrumental 

Identification Tests 섹션이 챕터에 추가되었으

며, 이 섹션에서는 열거하는 기기 테크닉에 대하

여 Procedure(검액 및 표준액)와 분석을 위한 

옵션 또는 도구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던스를 설

명한다. 

  이 챕터의 Introduction에서는 확인시험에서 한 

가지 이온에 대한 화학적 확인시험법이 선택되었

고 그 이온에 대한 모든 시험과정이 적합할 경우, 

각조에서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를 표시하

도록 하였다. 만약 해당 이온에 대해 기기적 확인

시험이 선택된 경우라면 해당 기기테크닉만이 요

구된다. 

  그 외, 안전성의 문제로, 나트륨, 칼슘, 바륨, 칼

륨, 리튬, 붕산염의 불꽃반응시험을 삭제하였다. 

Hypophosphite에서, phosphine이 포함된 시험

이 삭제되었으며, 인산염에 대한 섹션은 명확성을 

위해 Pyrophosphates와 Orthophosphates 섹션

으로 나뉘었다. 

  명확성과 검색편의를 위해 the Chemical 

Identification Test section에서 번호(예를 들

어, A, B, C)를 부여하였다. 

  특히 챕터 <191> 에 따라 불꽃 반응(들)을 참

조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 다른 compendial 

source를 바탕으로 대체 습식-화학적 시험을 제

안되고 있다. 대체 습식-화학적 과정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해결방법으로 불꽃

반응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시험의 

완전한 설명이 각조에 포함되도록 제조자들에게 

대체 습식-화학적 또는 기기적 방법(Procedure)

을 제출해주기를 독려하고 있다. 

  모든 의약품 제제 각조(monographs)에 대하여 

각조의 확인시험에서 불꽃반응시험을 삭제할 것

이 제안되었다.  

  불꽃반응시험의 삭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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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raphs는 USP Forum 40(2) 및 40(3)에

서 개정될 것이며, 이 챕터와 monographs를 조

정하여 동시에 공식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Stimuli article인 Modernization of 

Identification Tests in USP–NF(USP-NF의 

확인시험의 현대화)에서 이 챕터의 개정에 사용

된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의약품 제제에 관한 시험법의 개정

<3> Topical and Transdermal Drug Products

—Product Quality Tests

  <3>에서는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튜브에 

포장된 제품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개정하였다. 경

피 전달 시스템에 대한 특수시험에서 평가하는 

물리적 특성을 개정하고, 임의의 적절한 

procedure의 사용을 허용하여 콜드 플로우를 평

가하기위한 특정 명령어를 삭제하였다. 

<321> Drug Product Assay Tests—Organic 

Chemical Medicines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에 

몰두하였다. 

  이 챕터는 USP는 FDA OTC drug 

monograph system (21 CFR Part 330) 하에

서 유통되는 의약품 중 새로 만들거나 최신 제제

에 대해서 의약품 제제에서 품질관리 기준 개발

을 위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Chromatographic 

procedure)을 제공함으로서 의약품 제제에서의 

함량시험(assay testing)을 가능하게 하였다.

  먼저, Procedure 1에서는 1 ~ 11개 이상의 

다른 유효성분을 갖는 oral dosage form의 의약

품 제제를 커버한다. Procedure 1은 

photo-diode array UV Spectroscopic 

detection을 사용하는 HPLC 정량법을 제공하는

데, 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외 10개 성분

(acetaminophen, aspirin, brompheniramine 

maleate,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 

chlorpheniramine maleate, doxylamine 

succinate, diphenhydramine citrate, 

diphenhydramine hydrochloride,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 

phenylephrine hydrochloride, and caffeine)을 

제품에서 확인하고 정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한 procedure에서는 Waters사의 L1 

column인 Acquity UPLC HSS T3 brand를 사

용하였다. 이 분석법과 앞으로 나올 분석방법들은 

현재 유통하는 의약품제제의 유효성분 콤비네이

션과 그 관리루트 또는 제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각 의약품각조에서의 개별 생산물이 만약 확인

(identity), 정량(quality), 순도(purity) 및 강도

(strength)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과정을 각각 가

져야 하는 환경(circumstance)이 아닌 경우, 정

량 및 확인은 해당 procedure를 

cross-referencing으로 현대화 할 것이다.

이 카테고리에서 제안된 새로운 의약품 제제 각

조는 이 챕터의 procedure들을 

cross-reference 할 수 있을 것이다. 

<327> Drug Product Impurities Tests.

  이 챕터는 <321>와 마찬가지로 USP는 FDA 

OTC drug monograph system (21 CFR Part 

330) 하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중 새로 만들거나 

최신 제제에 대해서 의약품 제제의 품질기준 개

발을 위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의약품에서의 특이적 불순물에 대한 시험을 가능

하게 하였다.

  첫 번째 Procedure로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스피린 제품에 포함된 살리실산은 제품아

스피린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에서 주요 품질저

하 생산물인 살리실산의 정량을 위해 

UV-Spectroscopic detiction을 사용하는 LC 

assay procedure를 제공한다. 제안한 

procedure는 Waters사에서 제조한 Acquity 

UPLC HSS T3 brand의 L1 column을 사용하였

고 아스피린과 살리실산의 유지시간이 각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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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8.6분에서 나타났다. 이 procedure 및 앞으

로의 어느 procedure에서든 현재 유통되는 의약

품 제제에서 control이 필요한 추가적인 특정불순

물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별 의약품 제제 

monographs에서 발견되는 유기불순물 

procedure는 각 의약품각조에서의 개별 생산물

이 만약 확인(identity), 정량(quality), 순도

(purity) 및 강도(strength)를 확인하는데 별도

의 과정을 각각 가져야 하는 환경(circumstance)

이 아닌 경우, 그 procedure들을 이 챕터의 

procedure들로 교체함으로써 현대화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USP Forum 41(1)로 발행된 

Stimuli article의 Medicines Marketed under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Over-the-Counter (FDA OTC) System 

Regulations: Strategy for Developing 

Compendial Quality Standard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article에서는 이 챕터 및 관련 챕터의 개

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

며, 의약품 제제각조에서의 관련 임팩트를 잘 설

명하고 있다. 

생물학적 시험법의 개정

<55> Biological Indicators—Resistance 

Performance Tests

  공정서(compendial article) <1229> 챕터 멸

균의 새로운 시리즈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챕

터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생물학적 지표 

각조에 대한 참조(reference)를 삭제하고 적절한 

내용을 general chapter인 <1229.5> Biological 

Indicators for Sterilization로 옮길 것을 제안하

였다. 

<123> Glucagon Bioidentity Test

  이 챕터의 개정 제안에는 제조업체들에서 글루

카곤의 bioidentity을 테스트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설명한다. 하나의 옵션은 현재의 공식적인 

ex vivo bioidentity test 시험이고, 두 번째 옵

션은 지금 제공하는 in vitro cell-based 

procedure 이다. 새로운 테스트는 특정 제조업체

의 승인된 제품의 함량(potency)을 보장하기위해 

FDA에 의해 검증되고 승인된 것이다. 동물 기반

의 분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대적인 in 

vitro 시험을 지지하는 추세의 일환으로, USP는 

여러 제조사에서 cell-based method가 제조업자

들의 모든 글루카곤 제품에 적합함을 입증할 것

이며 이후로 쥐 시험(rat method)를 완전히 없

앨 예정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에 대해 만약 새로운 in 

vitro 시험이 그들의 글루카곤제품에 맞지 않거나 

다른 대체할만한 검증되고 승인된 in vitro 시험

을 원하는 경우 USP에 문의하도록 독려하고 있

다.

<341> Antimicrobial Agents—Content

  General Gas Chromatographic Method 

section을 agent-specific capillary column GC

과 HPLC procedures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Timerosal에 대한 

Polarographic method가 HPLC procedure로 

대체된다. 벤질 알코올의 함량, 클로로부탄올의 

함량, 페놀 함량, 파라벤, 메틸파라벤, 폴리파라벤

의 함량 및 티메로살의 함량을 개정하였다. 

  또한 Phenylmercuric Nigrate의 함량에 대한 

polarographic method를 대체하기 위해 검증된 

시험 procedure를 찾고 있으며, antiviccrobial 

agents에 다른 양식을 넣는 것에 관한 의견도 함

께 구하고 있다. 

<507> Protein Determination Procedures

  신규 제안하는 챕터로서, 총 단백질의 측정을 

위해 사용자의 샘플 매트릭스 및 측정 목적에 따

른 옵션을 제공하는 여러 검증된 방법을 설명한

다. 일반적으로, 목적을 위해 모든 잠재적인 단백

질 및 샘플 매트릭스를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한 방법이 의도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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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지를 사용하기 전에 검증해야한다. 아미

노산 분석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절차는 the 

Biochrom Sodium Prewash 4.6-mm × 

10-cm, 20-μm Ultropac 4 packing brand의 

L58 column과 Biochrom Sodium High 

Performance Protein Hydrolysate 4.6-mm × 

20-cm, 8-μm Ultropac 8 packing brand의 

L58 column을 써서 수행한 분석에 기반한다. 시

스텝적합성의 확인을 위해서 또는 특이적 단백질

참조표준을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단백

질 측정의 근사치를 내기 위해 단백질 함량 참조 

표준(Protein Quantitation Reference 

Standard)을 위한 associated USP BSA를 제안

하였다. 

<800> Hazardous Drugs—Handling in 

Healthcare Settings

  이 챕터는 환자, 의료 인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약물 (Hazardous Drugs, HDs)의 수

신(receipt), 보관(storage), 조제(compounding), 

분배(dispensing) 및 관리(administration)에 대

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797>Pharmaceutical Compounding—Sterile 

Preparations와 이 챕터로부터 차별화된 Facility 

requirements가 앞으로의 개정과 조화될 것이다.

분광학적 시험법의 개정

<856>Near-Infrared Spectroscopy

  이 새로운 챕터는 분광학(spectroscopy)과 관

련된 general chapters를 개정하는 거대 사업의 

일환으로, 근적외선(NIR)분광기 뿐만 아니라 

acceptable procedure validation criteria에 대

한 calibration 및 qualification criteria을 제공

한다. 이 챕터는 general information의 <1119> 

Near-Infrared Spectroscopy—Theory and 

Practice에 의해 보완되며 이 general 

information 챕터는 제목과 번호가 변경된 것이

다. <1119>의 qualification, calibration 및 

validation에 관련된 섹션이 새로운 챕터 <856>

으로 옮겨져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NIR 

technique은 액체, 분말 및 고체 물질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USP Forum 

40 (1)에 게시된 Stimuli article인 An 

Alignment of Concepts and Content across 

the Spectroscopy General Chapters in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National 

Formulary (USP-NF)에서 spectroscopy에 관

련된 개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통찰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에 관한 시험법의 개정

<381> Elastomeric Closures for Injections

  <231> 중금속 항의 제거가 임박함에 따라, 구

성상의 탄성중합소재 및 포장시스템에 쓰이는 탄

성중합소재에 관한 특이적 시험법을 설명하고 탄

성중합소재에 관한 개별불순물시험과 최종포장에 

사용된 탄소중합소재가 업데이트 되었다. 

일반정보

<1050.1> Design, Evalu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Viral Clearance 

Procedures

  이 새로운 general information 챕터는 

<1050> Viral Safety Evaluation of 

Biotechnology Products Derived from Cell 

Lines of Human or Animal Origin 에 대해 부

연하고 있다. <1050>은 1999 년 ICH Q5A인 

Viral Safety Evaluation of Biotechnology 

Products Derived from Cell Lines of Human 

or Animal Origin로부터 거의 변경 없이 인용되

었으나 그 이후로 viral clearance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점차 개선되어왔다. 따라서 USP Forum 

36(3) 에서 <1050>의 개정이 제안되었으나 이

에 관한 의견들, 특히 original ICH language에 

대한 편차나 추가에 관한 것들로 인해 <10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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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개정의 주요사항을 별도의 동반 챕터로서 

제안하였다. 

  <1050.1> 에서는 viral clearance 연구에 대해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들, 예를 들면 virus 

selection, critical process challenges, 

sampling, assay qualification, 그리고 

additional aspects 대해 제공한다. Viral 

clearance 연구는 인간에게 노출하기 전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ICH Q5A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비록 ICH Q5A가 제조과

정에서 viral clearance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거기엔 실험적 방법론

에서의 필수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새로운 챕터는 그 필요를 알리기 위해 제안되었

다. 

<1176> Prescription Balances and 

Volumetric Apparatus Used in Compounding

  챕터의 개정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1176> Prescription Balances and 

Volumetric Apparatus의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

을 제안하였다. 오래되어 쓰지 않는 용어를 삭제

하였으며 기계식 및 전자식 저울에 대해 부피측

정장치 같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1176>에서 제안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천칭 시

험 및 천칭에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최저량 확

인을 담당하는 자에 관해 교육할 수 있다. 개정된 

챕터에서는 원형 graduate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합성에 사용되는 다른 타입의 

부피측정장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1229>Sterilization of Compendial Articles의 

그룹으로 새로운 general information인 

<1229.5>와<1229.9>, <1229.12>를 제안한다. 

<1229.5> Biological Indicators for 

Sterilization

  <1229.5>에서 생물학적지표체(biological 

indicator (BIS))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챕터의 

시리즈에 제시된 것과 일치하며 여기에서는 그 

종류(types), 특징(characterization), 그리고 멸

균의 특정 타입 선정(selection for specific 

types of sterilization)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챕터는 <1035> Biological Indicators for 

Sterilization 를 교체할 것이며, <1035>는 약전 

포럼의 다음 호에서 삭제가 제안될 것이다.

<1229.9> Physicochemical Integrators and 

Indicators for Sterilization

  이 챕터는 <1209> Sterilization—Chemical 

and Physiochemical Indicators and 

Integrators를 교체할 것이며, <1229>에 따라 

<1229> 챕터들의 멸균 시리즈와 일치하는 화학 

물리적 integrator와 indicator의 사용에 관한 정

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general 

chapter <1209>는 약전 포럼의 다음 호에서 삭

제될 것이다.

<1229.12> New Sterilization Methods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멸균 공정은 그 대상 물

질로부터의 미생물 제거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개발을 하거나 새롭거나 참신한 멸균 

공정을 수행 할 필요가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챕터에서는 그런 과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1790> Visual Inspection of Injections.

  이 새로운 일반정보 챕터는 눈에 보이는 입자

들에 대한 주사용 의약품의 검사 지침을 제공하

기 위해 제안되었다. 논의된 방법은 컨테이너의 

무결성 또는 제품의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가시적 결함의 검출에도 적용 할 수 있다.

기타 Stimuli article

<671> Containers—Performance Testing: Use 

of Water-Filled Test Containers fo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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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Transmission Rate Determinations

  이 Stimuli article은 경구용 고형 제제를 위한 

용기 밀폐 시스템에 대한 general chapter인 

<671>Containers—Performance Testing에서 

설명하는 수증기 투과율(water-vapor 

transmission rate (WVTR))판정을 위한 시험샘

플 충전매체의 대안으로써 물을 사용할 것을 제

안한다. 시험샘플 충전매체로서 물의 사용은 제습

기의 핸들링에 의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

한 연구기간 동안에 WVTR의 판정에서 바이어스

와 가변성(variability)을 줄여 용기의 벽면에 걸

친 증기압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이 채워

진 시험용기의 사용은 이미 the determination 

of weight loss for Multiple-Unit Containers 

and Unit-Dose Containers for Liquids에서 제

공되었지만 경구용 고형 제제에 대한 병(bottle)

과 블리스터(blister) 용기 밀폐 시스템의 WVTR

의 판정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Collaborative Study of the Variability of 

Drug Release Results from Nicotine Gums 

using Two Apparatus Designs

  경구 투여 제형의 차별화된 제형들은 시험 약

물 방출에 대해 서로 다른 장치 설계를 필요로 

한다. 의약용 츄잉껌의 특성화를 사용한 성능시험

이 유럽약전에 수재되어 장치 설계가 설명되어있

음에도 이러한 장치 디자인으로 인한 결과의 다

양성(variability)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Stimuli article는 이 다양성에 대한 여러 공

동 연구의 결과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껌과 사용

된 장치 디자인으로 인한 결과의 변동성을 모두 

평가한다. 시판되지 않는 니코틴 폴라크릴렉스 껌

(nicotine polacrilex gum product)이 이 연구에

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procedures와 

apparatus designs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컨트롤

을 보여준다. 두 장치 설계의 결과 비교를 

Stimuli article에서 제공한다.

유럽약전포럼(PHARMEUROPA)

2.2.14. Melting point - Capillary Method는 

general chapter 2.2.60. Melting point – 
instrumental method와 병합되어, 두 가지 기기

법이 모두 기술되었다. 이로 인해, 녹는점의 측정

에 대해 각조에 기술된 것으로서 좀 더 최신장비

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적합성시험이 소개

되었으며, 기기 제조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증된 

Reference material으로 기기의 측정

(calibration)이 수행되었다. 

2.7.35. Immunonephelometry for Vaccine 

Component Assay를 준비 중이다. 관련된 

Nephelometry법의 원리는 2.2.1. Clarity and 

degree of opalescence of liquids에서 설명하고 

있다. Immunonephelometry는 주로 항원 - 항

체 반응에 의해 형성된 면역복합체로 인한 혼탁

도를 측정하고, 항체 또는 항원의 정량에 적용 할 

수 있다. 이 general chapter의 장치, 시험법, 기

기조건, 유효성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시험법에서

는 End-point Nephelometry, Kinetic 

Nephelometry를 소개하였고, Assay에는 

parallel line method 또는 calibration curve를 

사용할 수 있다. 시험의 유효성에는 calibration 

level이 사용된다. 

2.8.25. High 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는 새로운 general chapter로, 

생약 및 생약제제에서 확인 및 시험법의 재현성

을 개선하기 위해 HPTLC의 정성적 사용을 다루

고 있다. Pharmeuropa의 27.1에 실린 각조의 

Birch leaf (1174), Roman Chamomile flower 

(0380), St. John’s wort (1438), quantified 

St. John’s wort dry extract (1874), 

Passion flower (1459), Passion flower dry 

extract (1882)에서 이 챕터의 소개에 따른 변

경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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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Alternative Methods for Control of 

Microbiological Quality가 대체시험법의 기술적 

개발에 근거하여 완전히 개정 및 정정되었다. 

  Introduction과 미생물시험에 특이적인 3개의 

주요 측정방법에 관한 섹션이 재설명되고 확장되

었다. 추가로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를 위한 대체시험법 사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대체시험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마이크로열량측

정법(micro-calorimetry)과 파지에 기반한 시험

법(phage-based methods)이 삭제되었고, 미디

어 개발(media development)에 관한 기존 섹션

이 선택적 및/또는 지시적 media를 사용하여 성

장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직접측

정에 관한 섹션에 자가형광(autofluorescence)에 

관한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physiological 

reactions 에 기반한 생화학적 정량(biochemical 

assay)에 관한 섹션이 전통적인 Gram staining 

method에 대한 대체 방법에 까지 확장되었다. 그

리고 유전자형의 기술(genotypic techniques)에 

관한 섹션이 이 분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

정되었으며, 현재의 DNA 또는 RNA-기반 측정

방법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이 챕터의 세 번째 파트인 대체 미생물시험법

의 validation에 관한 부분이 재구성되었고, 미생

물시험법의 서로 다른 타입들의 validation에 더

하여 자세한 밸리데이션 방법(primary 

validation과 사용목적에 따른 validation 모두)을 

제시하였다. 

  미생물학적시험법이 3가지 기본활용(정성, 정

량, 확인)에 따라, 밸리데이션 기준 세트를 3가지

로 분리하여 이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생체발광시험법(bioluminescence method)의 수

행에 관한 자세한 실험 프로토콜이 삭제되고 3개

의 새로운 예시가 제시되는데, 멤브레인필터법에 

기반한 빠른 멸균시험(rapid sterility test 

based on membrane filtration), 고체상혈구계

산법(solid phase cytometry)를 사용한 미생물

의 계산을 위한 정량적 시험, 그리고 PCR-기반

의 확인시험이다.

일본약전포럼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제제총칙에 [2]제제포장통칙의 신규개설을 제

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개정

(안)을 제시하였다. 포장통칙은 용기·포장을 사

용하는 제제 포장의 원칙 및 포장적격성에 관계

된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제포장의 

원칙, 포장적격성(Packaging suitability)을 소개

하고 있다. 또한 제제 각조 중 첩부제(Patches)

에서 점착성과 방출성에 관한 내용을 일반시험법 

중 <6.12> 점착력시험법과 <6.13> 피부에 적용

하는 제제의 방출시험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

다. 

  이에 따른 일반정보(수재정보)로서 「의약품 

포장에서의 기본적요건과 용어」를 소개하고 있

다. 이 일반정보는 의약품의 품질보정의 관점에

서, 국제조화의 시점을 가미하였으며, 의약품포장

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기재하고, 포장에 사용

되는 용어 및 그 정의 등을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의약품포장에서의 기본적 요건으로서, 

포장의 설계단계에서의 적격성 평가요건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포장의 설계단계에서의 적격성평가

의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하고, 포장공정개발에 따

른 포장재의 선택, 변경관리 및 안정성모니터링과 

의약품의 포장공정에서의 품질 유지관리의 구체

적 예시를 설명한다. 

  용어에 관해서는 일차포장(primary 

packaging), 외부의 용기 또는 외부의 겉포장

(outside container or outside wrapper)등 포

장과 관련한 기본용어들에 대해 자세히 풀이하고, 

개별포장 또는 용기에 관한 용어와 포장기능에 

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따로 PMRJ의 규격기준부 의약품기준과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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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포장에 관한 규격의 취지를 같은 호의 [薬
局方関連通知など] 파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존효력시험법에서 ‘2. 시험균주와 배지’ 항

을 ‘2. 시험균주, 배지성능 및 생균수측정법의 

적합성’으로 하고 내용 중 배지, 배양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2.2 배지성능 항으로, 생균회수법과 

그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2.3 생균수 측정

법의 적합성으로 모아 정리하였다. 

  융점측정법에서는 시험에 쓰는 융점표준품을 

장치적합성확인용 표준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준품항에 나열된 융점표준품이 모두 장치

적합성확인용 표준품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 열분석법과 시약시액에서 간단한 용어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65

KP Forum Vol.12, No.1 (2015)



66

KP Forum Vol.12, No.1 (2015)



67

KP Forum Vol.12, No.1 (2015)



68

KP Forum Vol.12, No.1 (2015)



69

KP Forum Vol.12, No.1 (2015)



70

KP Forum Vol.12, No.1 (2015)



71

KP Forum Vol.12, No.1 (2015)



© Pharmeuropa 27.1 | January 2015 1

Pharmeuropa archives
Texts for comment 27.1

2.2.14. Melting point - capillary method ........................................................................................ 2
2.7.35. Immunonephelometry for vaccine component assay ....................................................... 4
2.8.25. High 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 6
5.1.6. Alternative methods for control of microbiological quality ................................................... 8
Agaricus phalloides for homoeopathic preparations (2290)......................................................... 49
Ammonium carbonicum for homoeopathic preparations (2916) .................................................. 54
Aprepitant (2757)......................................................................................................................... 56
Betiatide for radiopharmaceutical preparations (2551) ................................................................ 59
Birch leaf (1174)........................................................................................................................... 62
Calamus rhizome for decoction used in TCM (2456)................................................................... 67
Cape jasmine fruit (2565) ............................................................................................................ 71
Chamomile flower, Roman (0380) ............................................................................................... 76
Chloramphenicol (0071) .............................................................................................................. 81
Clopidogrel besilate (2790).......................................................................................................... 86
Clopidogrel hydrochloride (2791)................................................................................................. 92
Codonopsis root (2714) ............................................................................................................... 97
Common selfheal fruit-spike (2439)........................................................................................... 100
Dexamethasone acetate (0548) ................................................................................................ 105
Dobutamine hydrochloride (1200) ............................................................................................. 112
Escitalopram (2758) .................................................................................................................. 116
Euodia fruit (2718) ..................................................................................................................... 123
Gastrodia rhizome (2721) .......................................................................................................... 128
Indometacin (0092).................................................................................................................... 133
Lightyellow sophora root (2440) ................................................................................................ 139
Magnesium fluoratum for homoeopathic preparations (2676) ................................................... 143
Methods of preparation of homoeopathic stocks and potentisation (2371)................................ 145
Minocycline hydrochloride dihydrate (1030) .............................................................................. 174
Mother tinctures for homoeopathic preparations (2029) ............................................................ 180
Passion flower (1459) ................................................................................................................ 182
Passion flower dry extract (1882) .............................................................................................. 189
Peony root, red (2425)............................................................................................................... 194
Peony root, white (2424)............................................................................................................ 200
Polygonum cuspidatum rhizome and root (2724) ...................................................................... 206
Polygonum orientale fruit (2726)................................................................................................ 212
Soya phospholipids for injection (2316) ..................................................................................... 216
St. John’s wort (1438)................................................................................................................ 222
St. John’s wort dry extract, quantified (1874) ............................................................................ 226
Tablets (0478)............................................................................................................................ 233
Teriparatide (2829) .................................................................................................................... 238
Uncaria stem with hooks (2729) ................................................................................................ 248
Vaccines for human use (0153) ................................................................................................. 253
Zanthoxylum bungeanum pericarp (2656)................................................................................. 259

72

KP Forum Vol.12, No.1 (2015)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Vol. 24  No. 1 March 2015 

 

Contents 

 
 

Revision Drafts  
 

.  ····························································· 1 

.  
(1)  

2.46  ·············································· 1 
9.01  ················································· 7 

.  
 ·············································· 8 

 ················································· 8 
 ···································· 8 

 ·············································· 9 
 ············ 9 

 ··········································· 9 
.  

 ············································· 10 
 ················································ 10 

 ····························· 10 
 ··································· 11 

 ······················· 11 
 ············································· 11 

 ················································ 12 
 ··········· 12 

 ·········································· 12 
.  
(1)  

 ····· 13 
 ··········· 14 
 ··········· 17 

( ) ( )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20 

 ······················· 20 
 ································ 20 
 ································ 20 

73

KP Forum Vol.12, No.1 (2015)



[ ] 

 

ii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 )  
(1)  

 ····························· 23 
 

.  ····················································· 27 

.  
(1)  

9.23  ········································· 27 
9.41  ········································· 28 

.  
(1)  

 ··············································· 32 
B ······································ 32 

B ································ 32 
 ································ 32 

 ······································ 33 
 ····· 33 

 ························································ 33 
 ······················· 33 

 ·················································· 33 
 ············································ 34 

 ······································ 34 
 ·················································· 34 

 ································ 35 
 ································ 35 
 ································ 35 

 ·············· 35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8 

 ································ 38 
 ····························· 38 

 ······················· 38 
 ············································ 38 

 ··············································· 38 
 ·························· 38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40 

 ······················· 40 

74

KP Forum Vol.12, No.1 (2015)



 

 

iii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1 

 ···················· 41 
 ································ 41 

 ·························· 41 
80 ········································ 41 

B  ··································· 42 
 ················································ 42 

 ·········································· 42 
 ·········································· 42 

 ····························· 42 
 ················································ 42 

 ······················· 42 
 ································ 43 

.  
(1)  

 ··················································· 43 
 ················································ 43 

 ··················································· 44 
 ················································ 44 

 ························································· 44 
 ······················································ 44 

 ························································· 44 
 ······················································ 44 

 ············································· 45 
.  
(1)  

 ··········· 45 
 ··········· 56 

(2)  

 ················································ 75 
 

.  ···························································· 76 

.  ······················································ 76 

.  
(1)  

5.02
 ······································ 77 

9.41  ·········································· 86 
. ( )  
(1)  

 ·························· 87 
 ······································ 88 

 ···················· 89 
 ·························· 89 

 ····························· 89 
 ··················· 90 

 ········································· 91 
 ·················································· 91 

 ······································ 92 
(2)  

 ································ 92 
. ( )  
(1)  

 ····················································· 93 
 ·················································· 93 

 ····················································· 93 
 ·················································· 93 

 ································ 93 
 ············· 94 

 ····················································· 94 
 ·················································· 94 

 ····················································· 94 
 ··············································· 94 

 ································ 95 
 ····················································· 95 

 ·················································· 95 
 ········································· 95 

 ··············································· 96 
 ··············································· 96 

 ·················································· 96 
 ··············································· 96 

 ········································· 96 
 ········································· 97 

 ············································ 97 
 ············································ 97 

 ··············································· 97 
 ························································ 98 

 ····················································· 98 
 ····················································· 98 

 ·················································· 98 
 ········································· 98 

 ············································ 99 
 ··············································· 99 

 ········································· 99 
 ············································ 99 

 ········································· 99 
 ··········································· 100 

 ········································ 100 
 ··········································· 100 

 ······················ 100 
 ················································· 101 

.  
(1)  

 ············ 101 
 ······ 104 

 

75

KP Forum Vol.12, No.1 (2015)



[ ] 

 

iv

Authority Announcements 
. 

5  

 
 ···································································107 
. 

 ···109 
.  
 ···································································112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 Stage 4 (Official Inquiry Stage Draft) 
(1)  

1)  
Propylene Glycol ···································· 113 

 ······························ 117 

. Harmonized 
Document  
(1)  

1)  
Glucose Monohydrate (Corr.1) ·················· 121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  
USP  

 ······························································· 122 
 

Useful Information 
 ·················· 134 

 ········ 147 
LGC Standards EP

································· 149 
 

 

 

 

 

Contents in English 

 

 
Revision Drafts  

Drafts for JP 17 
. General Tests, Processes and Apparatus 
(1) Revision 

2.21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 156 

.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Diflorasone Diacetate ··································· 159 
Haloperidol Injection ···································· 160 
Irbesartan ·················································· 161 
Isomalt Hydrate ·········································· 162 
Medroxyprogesterone Acetate ························· 165 
Purified Sodium Hyaluronate Ophthalmic Solution 

 ··························································· 166 
Sodium L-Lactate Ringer’s Solution ·················· 168 
Terbinafine Hydrochloride Tablets···················· 171 
Valaciclovir Hydrochloride ···························· 172 
Valaciclovir Hydrochloride Tablets ··················· 175 

(2) Revision 
Aminophylline Hydrate ································· 176 
Aminophylline Injection ································ 176 

Ampicillin Sodium ······································ 176 
Calcium Folinate ········································ 178 
Chloramphenicol Sodium Succinate ················· 178 
Cloxacillin Sodium Hydrate ··························· 178 
Enviomycin Sulfate ····································· 179 
Epoetin Alfa (Genetical Recombination) ············ 179 
Epoetin Beta (Genetical Recombination) ············ 181 
Ethambutol Hydrochloride ····························· 181 
Ethanol ···················································· 181 
Anhydrous Ethanol······································ 182 
Ethanol for Disinfection ································ 182 
Filgrastim (Genetical Recombination) ··············· 182 
Filgrastim (Genetical Recombination)  Injection · 184 
Hydroxyzine Pamoate ·································· 184 
Kitasamycin Tartrate ··································· 184 
Lenograstim (Genetical Recombination) ············ 185 
Nartograstim (Genetical Recombination) ··········· 186 
Nartograstim for Injection (Genetical Recombination)

 ·························································· 186 
Pyrantel Pamoate ········································ 186 
Rice Starch ··············································· 186 
Roxithromycin ··········································· 187 
Saccharin ················································· 188 
Sodium Aurothiomalate ································ 188 

76

KP Forum Vol.12, No.1 (2015)



 
 

JP Forum Vol. 24 No. 1 (2015) 

v 

Sodium Chloride ········································ 188 
Purified Sodium Hyaluronate ························· 189 
Sodium Prasterone Sulfate Hydrate ·················· 190 
Sodium Starch Glycolate ······························· 190 
Teceleukin for Injection (Genetical  Recombination)

 ·························································· 190 
Wine ······················································· 191 

. Official Monographs Crude Drugs 
(1) Addition 

Codonopsis Root ········································ 191 
Hedysarum Root ········································ 192 
Kamikihito Extract ······································ 192 
Salvia Miltiorrhiza Root ······························· 197 

(2) Revision 
Daisaikoto Extract ······································ 197 
Hochuekkito Extract ···································· 198 
Orengedokuto Extract ·································· 198 
Otsujito Extract ·········································· 199 
Peucedanum Root ······································· 202 
Prepared Glycyrrhiza ··································· 202 
Saibokuto Extract ······································· 203 
Saikokeishito Extract ··································· 203 
Saireito Extract ·········································· 204 
Shosaikoto Extract ······································ 204 
Shoseiryuto Extract ····································· 205 

. Infrared Reference Spectra 
Diflorasone Diacetate ··································· 206 
Eplerenone ··············································· 206 
Hydroxypropylcellulose ································ 206 
Irbesartan ················································· 207 
Lansoprazole ············································· 207 
Medroxyprogesterone Acetate ························ 207 
Miglitol ··················································· 208 
Valaciclovir Hydrochloride ···························· 208 
Voriconazole ············································· 208 

. Ultraviolet-visible Reference Spectra 
Eplerenone ··············································· 209 
Irbesartan ················································· 209 
Lansoprazole ············································· 209 
Medroxyprogesterone Acetate ························ 210 

Valaciclovir Hydrochloride ···························· 210 
Voriconazole ············································· 210 

. General Information 
(1) Addition 

Analytical methods for aflatoxins in crude drug and its 
product ················································· 211 

Notification for the quantitative marker constituents of 
crude drugs and crude drug preparations ········· 212 

(2) Revision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Methods ·············· 214 
Quantitative Analytical Technique Utiliz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pectroscopy and 
Its Application to Reagents in the Japanese 
Pharmacopoeia ········································ 217 

Additional Revision of the Revision Drafts for JP 17 
. Official Monographs 
(1) Revision 

Doxycycline Hydrochloride Tablets ·················· 219 
Lansoprazole ············································· 220 
Purified Sodium Hyaluronate Injection ·············· 220 

. Official Monographs Crude drugs 
(1) Revision 

Coptis Rhizome ·········································· 223 
Powdered Coptis Rhizome ····························· 223 

 
Pharmacopoeial Harmonization 
. Official Inquiry Stage Draft 
(1) Monographs 

1)Addition 
Propylene Glycol ········································ 113 

. Harmonized Document 
(1) Monographs 

1)Revision Correction 
Glucose Monohydrate (Corr.1) ······················· 121 

 
Useful Information  

PMRJ Reference Standards Ordering Information for Foreign 
Users ···························································· 224 

 

 
 
 
 

Publishing Schedule (Vol.24, No.2): June 2015 

 
 
 

77

KP Forum Vol.12, No.1 (2015)



 
Japanese Pharmacopoeial Forum 

  

Vol. 24  No. 2 June 2015 

 

Contents 

 
 

Revision Drafts  

 
.  
(1)  

 ························· 241 
 ········································ 242 

 ································· 242 
 ································· 243 

 
.  
(1)  

 ····················· 244 
 ··············· 245 

 ································· 246 
(2)  

 ································· 247 
 ·············································· 247 

 ························ 248 
 ···································· 248 

 ······························ 248 
 ··········································· 249 

.  
(1)  

 ················································· 249 
 ················································· 249 

 
.  
(1)  

 ···················································· 251 

 
.  ···················································· 253 

.  
(1)  

 ············ 254 
(2)  

 ··········································· 257 
 

.  
(1)  

2.60  ········································ 261 
 

.  
(1)  

2.52  ··········································· 263 
9.01  ·············································· 265 
9.41  ········································ 265 

.  
(1)  

 ·············································· 265 
 ·································· 266 

 ···························· 267 
 ························· 269 

 ········· 270 
 

Authority Announcements 
. 

 ································································ 272 
. 

 ·········································· 273 
 

78

KP Forum Vol.12, No.1 (2015)



 

 

ii

Foreign Pharmacopoeial Information 
.  ··································276 
(1) 1207

 ···································· 276 
(2) USP-NF  ············ 283 

 

Useful Information 
 ·················· 288 

 ········ 301 
LGC Standards EP

 ···································· 303 
 

 

 

 

 

Contents in English 

 

 
Revision Drafts  

Revision Drafts for First Supplement to JP 17 
.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Phenobarbital
Promethazine Hydrochloride Tablets ·············· 311 

Magnesium Aluminosilicate ··························· 313 
Magnesium Aluminometasilicate ····················· 314 
Mesalazine Sustained Release Tablets ················ 316 
Rilmazafone Hydrochloride Tablets ·················· 316 
Roxithromycin Tablets ·································· 317 

Drafts for JP 17 
. General Notices ·············································· 320 
. General Rules for Preparations ···························· 320 
. General Tests, Processes and Apparatus 
(1) Addition 

2.64  Glycosylation analysis of glycoprotein ······ 322 
6.13 Methods of Adhesion Testing ················· 324 

. Official Monographs 
(1) Revision 

Alprostadil Injection ····································· 327 
Amphotericin B for Injection ·························· 327 
Amphotericin B Tablets ································· 327 
Anhydrous Ethanol ······································ 327 
Arbekacin Sulfate ········································ 328 
Arsenical Paste ··········································· 328 
Benzylpenicillin Benzathine Hydrate ················· 328 
Benzylpenicillin Potassium ····························· 329 
Betahistine Mesilate ····································· 330 
Bifonazole ················································· 330 
Buformin Hydrochloride Enteric-coated Tablets ··· 330 
Bunazosin Hydrochloride ······························· 330 
Calcium Paraaminosalicylate Hydrate ················ 331 
Candesartan Cilexetil ···································· 331 

Ceftriaxone Sodium Hydrate ·························· 331 
Celmoleukin (Genetical Recombination) ············ 331 
Clomifene Citrate ······································· 338 
Codeine Phosphate Hydrate ··························· 338 
Colistin Sodium Methanesulfonate ··················· 339 
Colistin Sulfate ·········································· 339 
Compound Oxycodone and Atropine Injection ····· 339 
Compound Oxycodone Injection ····················· 340 
Cyanocobalamin ········································· 340 
Cyproheptadine Hydrochloride Hydrate ············· 341 
Dantrolene Sodium Hydrate ··························· 341 
Diarsenic Trioxide ······································ 341 
Domperidone ············································· 341 
Doxapram Hydrochloride Hydrate ··················· 341 
Doxycycline Hydrochloride Hydrate ················· 342 
Droperidol ················································ 342 
Ebastine ··················································· 342 
Emedastine Fumarate ··································· 342 
Enoxacin Hydrate ······································· 342 
Epoetin Beta (Genetical Recombination) ············ 343 
Erythromycin Enteric-Coated Tablets ··············· 343 
Estradiol Benzoate Injection (Aqueous Suspension) 

 ·························································· 343 
Estriol Injection (Aqueous Suspension) ············· 343 
Ethanol ···················································· 343 
Faropenem Sodium Hydrate ··························· 344 
Felbinac ··················································· 344 
Fenbufen ·················································· 345 
Fluorescein Sodium ····································· 345 
Flurbiprofen ·············································· 345 
Gonadorelin Acetate ···································· 345 
Heparin Calcium ········································ 345 
Heparin Sodium ········································· 348 
Hydroxocobalamin Acetate ···························· 350 
Hydroxypropylcellulose ································ 350 

79

KP Forum Vol.12, No.1 (2015)



 

 

iii 

Hydroxyzine Hydrochloride ··························· 353 
Hypromellose ············································ 353 
Idarubicin Hydrochloride ······························ 353 
Imipenem and Cilastatin Sodium for Injection ····· 354 
Insulin Glargine (Genetical Recombination) ······· 354 
Insulin Glargine Injection(Genetical Recombination)

 ·························································· 356 
Insulin Human (Genetical Recombination) ········· 356 
Insulin Human (Genetical Recombination) Injection

 ·························································· 357 
Levofloxacin Hydrate ·································· 358 
Mecobalamin ············································ 358 
Methylcellulose ·········································· 358 
Methyldopa Hydrate ···································· 359 
Metildigoxin ············································· 359 
Nafamostat Mesilate ···································· 359 
Nifedipine ················································ 359 
Nifedipine Enteric Fine Granules ····················· 360 
Omeprazole ·············································· 360 
Omeprazole Enteric-coated Tablets ·················· 360 
Oxycodone Hydrochloride Hydrate ·················· 360 
Paroxetine Hydrochloride Hydrate ··················· 361 
Perphenazine Maleate ·································· 361 
Pilsicainide Hydrochloride Hydrate ·················· 361 
Pimozide ·················································· 362 
Polymixin B Sulfate ···································· 362 
Polysorbate 80 ··········································· 362 
Potassium Guaiacolsulfonate ·························· 363 
Povidone ·················································· 363 
Pranlukast Hydrate ······································ 367 
Procaterol Hydrochloride Hydrate ···················· 367 
Prochlorperazine Maleate ······························ 368 
Purified Gelatin ·········································· 368 
Pyridoxine Hydrochloride ····························· 371 
Rabeprazole Sodium ···································· 371 
Risperidone ·············································· 371 
Saccharin ················································· 371 
Sodium Risedronate Hydrate ·························· 371 
Teceleukin (Genetical Recombination) ·············· 372 
Teceleukin for Injection (Genetical Recombination)

 ·························································· 379 
Ticlopidine Hydrochloride ····························· 379 
Tipepidine Hibenzate ··································· 379 
Wheat Starch ············································· 380 

. Official Monographs Crude Drugs 
(1) Revision 

Alisma Tuber ············································ 380 
Amomum Seed ·········································· 381 
Powdered Amomum Seed ····························· 382 
Corydalis Tuber ········································· 382 
Powdered Corydalis Tuber ···························· 383 
Forsythia Fruit ··········································· 383 

Ipecac ····················································· 384 
Ipecac Syrup ············································· 384 
Powdered Ipecac ········································· 385 
Japanese Angelica Root ································ 385 
Powdered Japanese Angelica Root ··················· 385 
Japanese Valerian ······································· 385 
Powdered Japanese Valerian ·························· 385 
Mentha Herb ············································· 386 
Plantago Seed ············································ 386 
Saussurea Root ··········································· 386 
Sweet Hydrangea Leaf ·································· 386 

Revision of Coefficient Term in Calculating Formula for 
Assay of Crude Drugs ········································· 387 

. General Information 
(1) Addition 

Basic Concepts for Quality Assurance of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 388 

Basic requirements and terms for the packag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389 

Monosaccharide analysis and oligosaccharide 
analysis/oligosaccharide profiling ················· 394 

Parametric Release of Terminally Sterilized 
Pharmaceutical Products ···························· 400 

Rapid Microbial Methods ······························ 405 
Reference Standards and Reference Materials 

Specified in the Japanese Pharmacopoeia ········ 407 
Thin-layer Chromatography for Crude Drugs and 

Crude Drug Products ································ 410 
(2) Revision 

Preservatives-Effectiveness Tests ····················· 413 
On the Scientific Names of Crude Drugs listed in 

the JP ··················································· 418 
Additional Revision of the Revision Drafts for JP 17 

. General Tests, Processes and Apparatus 
(1) Revision 

5.02  Microbial Limit Test for Crude Drags and 
Related Preparations ································· 431 

. Official Monographs 
(1) Addition 

Ampicillin Sodium-Sulbactam Sodium for Injection
 ·························································· 443 

Cefoperazone Sodium-Sulbactam Sodium for Injection
 ·························································· 443 

Ciprofloxacin············································· 444 
Ciprofloxacin Hydrochloride Hydrate ··············· 445 
Montelukast Sodium ···································· 446 
Montelukast Sodium Tablets ·························· 449 
Montelukast Sodium Chewable Tablets ············· 451 
Ozagrel Sodium Injection ······························ 453 
Panipenem and Betamipron for Injection ············ 453 
Sultamicillin Tosilate Tablets ························· 455 
Valaciclovir Hydrochloride ···························· 455 

80

KP Forum Vol.12, No.1 (2015)



 

 

iv

 
Useful Information  

PMRJ Reference Standards Ordering Information for Foreign 
Users ···························································· 457 

 
 
 
 

 
 
 
 

Publishing Schedule (Vol.24, No.3): September 2015 

 
 
 

81

KP Forum Vol.12, No.1 (2015)



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
아세틸시스테인
(Acetylcysteine)

MFDS 14-05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
아스피린
(Aspirin)

MFDS 14-06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3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Atropine Sulfate Hydrate)

MFDS 14-07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4
베르베린염화물수화물
(Berberine Chloride Hydrate)

MFDS 14-08 일반 50 mg/바이알 700,000 

5
베르베린탄닌산염
(Berberine Tannate)

MFDS 14-09 일반 200 mg/바이알 10,000 

6
베타메타손
(Betamethasone)

MFDS 14-10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7
부스피론염산염
(Buspirone HCl)

MFDS 14-11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8
클로르족사존
(Chlorzoxazone)

MFDS 14-12 일반 200 mg/바이알 90,000 

9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Ciprofloxacin HCl Hydrate)

MFDS 14-13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10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Clopidogrel Bisulfate)

MFDS 14-14 일반 200 mg/바이알 1,100,000 

11
시타라빈
(Cytarabine)

MFDS 14-15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 

12
데속시메타손
(Desoximethasone)

MFDS 14-16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식약처 표준품  MFDS Reference Standards 

대한민국약전 포럼제권 호 





의약품 표준품의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표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제약업계 등

의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표준품을 제조·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학의약품표준

품(마약류표준품 포함), 생물의약품표준품,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표준품을 분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2015 의약품 표준품 분양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표준품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규로 제조·확립하여 분양하기 시작한 의약품 표준품 46종

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식약처의 표준품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

을 받고자 한다.

1. 신규 제조·확립 의약품 표준품 분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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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13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MFDS 14-1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4
도부타민염산염
(Dobutamine HCl)

MFDS 14-18 일반 200 mg/바이알 80,000 

15
에날라프릴말레산염
(Enalapril Maleate)

MFDS 14-19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6
에텐자미드
(Ethenzamide)

MFDS 14-20 일반 200 mg/바이알 1,000,000 

17
플루오시노니드
(Fluocinonide)

MFDS 14-22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18
플루오로메톨론
(Fluorometholone)

MFDS 14-23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19
폴산
(Folic Acid)

MFDS 14-24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20
가벡세이트메실산염
(Gabexate Mesilate)

MFDS 14-25 일반 200 mg/바이알 3,200,000 

21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Gallamine Triethiodide)

MFDS 14-26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2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MFDS 14-2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3
히드로코르티손
(Hydrocortisone)

MFDS 14-28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4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Hydrocortisone Acetate)

MFDS 14-29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5
이노시톨
(Inositol)

MFDS 14-30 일반 500 mg/바이알 70,000 

26
리도카인
(Lidocaine)

MFDS 14-31 일반 200 mg/바이알 300,000 

27
메토트렉세이트
(Methotrexate)

MFDS 14-32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28
모메타손푸로에이트
(Mometasone Furoate)

MFDS 14-33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29
나프록센
(Naproxen)

MFDS 14-35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0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Neostigmine Methylsulfate)

MFDS 14-36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1
오메프라졸
(Omeprazole)

MFDS 14-3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2
피록시캄
(Piroxicam)

MFDS 14-38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3
프랄리독심염화물
(Pralidoxime Chloride)

MFDS 14-39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4
프라노프로펜
(Pranoprofen)

MFDS 14-40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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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관리번호 분류 포장단위 단가(원)

35
프리미돈
(Primidone)

MFDS 14-41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6
리보플라빈
(Riboflavin)

MFDS 14-42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37
셀레길린염산염
(Selegiline HCl)

MFDS 14-43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8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MFDS 14-44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39
티아민염산염
(Thiamine HCl)

MFDS 14-45 일반 200 mg/바이알 70,000 

40
티페피딘히벤즈산염
(Tipepidine Hibenzate)

MFDS 14-46 일반 200 mg/바이알 10,000 

41
톨나프테이트
(Tolnaftate)

MFDS 14-47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42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

MFDS 14-48 일반 200 mg/바이알 200,000 

43 산약(山藥) 산약DIJA2014 표준생약 3 g/바이알 20,000 

44 Alisol B 23-acetate
Alisol B 

23-acetate-2014
지표성분 20 mg/바이알 200,000

45 Magnoflorine Magnoflorine-2014 지표성분 20 mg/바이알 200,000

46 Pinoresinol-diglucoside
Pinoresinol-diglucos

ide-2013
지표성분 20 mg/바이알 200,000

2. 의약품 표준품 분양절차

  1) 표준품 분양신청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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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리 절차 안내

    가. 분양 신청

      ▪ 고객지원담당관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16, 팩스 043-719-1000

      ▪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41.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원료 분양

    나. 분양 신청 처리결과 알림

      표준품 운영부서(의약품연구과, 생약연구과)에서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검토한 후 분양신청처리결

과(분양품목, 포장단위, 수수료 등)를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신(우편발송)

    다. 표준품의 양도·양수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담당자와 양도·양수 일정 확인 후 방문

      ▪ 구비서류

        

○ 분양인수증

○ 수입인지

 - 우표형 : 우체국 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우리은행에서 현금 결제

 - 전  자 : 전용구매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신분증

  3) 찾아오시는 길

① 방문증 수령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1층 안내데스크)

② 표준품 수령

  (의약품연구과 또는 생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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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서식

  1) 분양신청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처리기간

7일

(마약류표준품 : 14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성명
대표자 :

신청인 :

③ 전화번호 ④ 팩스

⑤ 주소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수량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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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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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원료 신청서[민원서식기]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 분양 신청서

   신청인

 [제조소의 명칭] [업허가번호]

 [제조소의 소재지] () 

 [대표자]

 상세내용

 [시행일자] 년 월  일

 [순위]  [성분명]  [수량]  [제조회사]  [제품명]  [비고]

   담당자

성    명: 이 메 일:

전화번호: () 팩    스: () 

휴 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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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양인수증[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화학의약품표준품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생물의약품표준품

□ 생약표준품 □ 화장품표준품 □ 의약외품표준품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일련

번호
관리번호 표준품명 포장단위 단가 수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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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니다.

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인 수 일 :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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