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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을 넣어 pH 7.0으로 조정한다.

　9) 폴리소르베이트80시액：폴리소르베이트80 100 mL

에 에탄올을 넣어 1 L로 한다.

　10) 황산제일철용액 : 황산제일철수화물 0.498 g에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한다.

　11) 황산용액 : 물 100 mL에 진한 황산 37.5 mL를 주

의하면서 넣어 흔들어 섞는다.

　12) 히드로퀴논시액 : 히드로퀴논 0.5ｇ에 물 100 mL를 

넣어 녹이고 황산 1 방울을 넣는다.

11. 무균시험법

 이 시험법은 무균이 요구되는 원료 또는 제제에 적용한다. 

이 시험에 적합하다는 결과는 단지 이 시험조건에서 시험한 

검체 중에 오염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미생물오염에 대한 예방조치  무균시험은 무균조건에서 시

험한다. 따라서 시험환경은 무균시험을 실시하는데 적합

하여야 한다. 오염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는 이 시험으

로 검출되는 어떠한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시험하는 작업영역은 적절한 샘플링과 적절한 관리로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배지와 배양온도

 1) 일반요건

배지는 다음과 같이 조제하거나 배지성능시험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등한 시판배지도 쓸 수 있다. 무균시험용으로 

적합한 배지는 다음과 같다. 액상티오글리콜산배지는 혐

기성균의 배양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호기성균도 검출할 

수 있다. 두카제인소화배지는 진균 및 호기성균의 배양

에 적합하다.

 2) 액상티오글리콜산배지

  L-시스틴 0.5 g

  한천 0.75 g

  염화나트륨 2.5 g

  포도당 5.0 g

     또는 포도당 일수화물 5.5 g

  효모엑스 (수용성) 5.0 g

  카제인제 펩톤 15.0 g

  티오글리콜산나트륨 0.5 g

    또는 티오글리콜산 0.3 mL

  레사주린용액(1→1000), 쓸 때 조제 1.0 mL

  물 1000 mL

    (멸균한 다음의 pH 7.1 ± 0.2)

L-시스틴, 한천, 염화나트륨, 포도당, 효모엑스 및 카제인

제 펩톤을 물과 혼합하고, 가열하여 녹인 다음 티오글리

콜산나트륨 또는 티오글리콜산을 넣어 녹이고 필요하면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멸균한 다음의 pH가 7.1 ± 

0.2가 되도록 조정한다. 필요하면 용액이 끓지 않도록 주

의하면서 다시 가열하여 더울 때에 적신 여과지를 써서 

여과한다. 레사주린용액(1→1000)을 넣어 잘 섞은 다음 

배양이 끝났을 때 배지의 연한 빨간색 부분이 위로부터 

1/2 이하로 되는 표면적과 깊이의 비를 가지는 용기에 필

요한 양 씩 나누어 넣고 밸리데이션된 조건에서 멸균한다. 

배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기밀용기에 넣어

서 멸균하여 2 ~ 25 ℃에서 보존한다. 배지의 윗부분이 

1/3 이상 연한 빨간색으로 변한 경우는 연한 빨간색이 소

실할 때까지 배지용기를 수욕 또는 유통증기 중에서 가열

하고 용기 중에 비멸균공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하

면서 급속하게 냉각시켜 1 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밸리데이션된 기간이 지난 배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액상티오글리콜산배지는 30 ~ 35 ℃에서 배양한다. 멤

브레인필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은계의 보존제를 함유

하는 제품은 배지성능시험에 적합하면 두카제인소화배지 

신에 액상티오글리콜산배지를 써서 20 ~ 25 ℃에서 

배양할 수 있다.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제

한 변형티오글리콜산배지도 쓸 수 있다. 한천과 레사주린

용액(1 → 1000)을 제외하고 액상티오글리콜산배지와 

같은 조성으로 만들어, 밸리데이션된 조건에서 멸균한다. 

멸균한 다음의 pH가 7.1 ± 0.2가 되도록 조정하고, 사

용직전에 수욕에서 가열한다. 변형티오글리콜산배지는 

혐기조건에서 30 ~ 35 ℃로 배양한다.

 3) 두카제인소화배지

  카제인제 펩톤 17.0 g

  두제 펩톤 3.0  g

  염화나트륨 5.0  g

  인산수소이칼륨 2.5  g

  포도당  2.3  g

     또는 포도당일수화물 2.5  g

  물                                 1000 mL

    (멸균한 다음의 pH 7.3 ± 0.2)

모든 성분을 물에 녹이고 약간 가온하여 용액으로 한다. 

용액을 실온으로 식히고 필요하면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멸균한 다음의 pH가 7.3 ± 0.2가 되도록 조정한

다. 필요하면 여과하여 적당한 용기에 필요한 양씩 나누

어 넣고 밸리데이션된 조건으로 멸균한다. 바로 쓰지 않

을 경우에는 미리 멸균된 기밀용기에 넣어 2 ~ 25 ℃에

서 보존한다. 밸리데이션된 기간이 지난 배지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두카제인소화배지는 20 ~ 25 ℃에서 배양

한다. 

배지의 적합성

배지는 다음의 시험에 적합하다. 이 시험은 검체의 무균

시험 실시 전에 또는 병행하여 시험할 수 있다.

 1) 배지의 무균성  배지의 일부를 14 일간 배양할 때 미생

물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2) 호기성균, 혐기성균 및 진균에 한 배지성능시험  시

판 액체배지 및 분말배지 또는 각 성분으로 조제한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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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배치에 하여 시험한다. 적절한 미생물 균주는 표 

1과 같다.

액상티오글리콜산배지에는 다음 미생물을 소량 (100 

CFU 이하) 접종한다. 각 미생물에 하여 별도의 배지를 

쓴다.

    : Clostridium sporogenes,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두카제인소화배지에는 다음 미생물을 소량 (100 CFU 

이하) 접종한다. 각 미생물에 하여 별도의 배지를 쓴다.

    : Aspergillus brasiliensis, Bacillus subtilis, Candiida 

albicans

세균은 3일을 넘지 않도록 진균은 5일을 넘지 않도록 배양

한다.

접종균의 계 수는 시드로트 배양관리방법 (seed lot 

system)을 채택하여 마스터시드로트 (master seed 

lot)로부터 5 를 넘지 않도록 한다. 미생물의 증식이 

육안으로 명백하게 관찰될 때 그 배지는 적합하다.

호기성세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CIP 4.83, NCTC 10788, 

NCIMB 9518, NBRC 13276, KCTC 

3881

Bacillus subtilis
ATCC 6633, CIP 52.62, NCIMB 

8054, NBRC 3134, KCTC 1021

Pseudomonas
aeruginosa

ATCC 9027, NCIMB 8626, CIP 

82.118, NBRC 13275, KCTC 2513

혐기성세균

Clostridium
sporogenes

ATCC 19404, CIP 79.3, NCTC 532 

또는 ATCC 11437, NBRC 14293

진균

Candiida
albicans 

ATCC 10231, IP 48.72, NCPF 3179, 

NBRC 1594, KCTC 7965

Aspergillus
brasiliensis

ATCC 16404, IP 1431.83, IMI 

149007, NBRC 9455, KCTC 6317 또

는 6196

표 1  배지성능시험 및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 적절한 시험용 균주  

측정법의 적합성시험  다음에 서술하는 변경내용 이외에는 

「제품의 무균시험｣에 제시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1) 멤브레인필터법  시험할 용기의 내용물을 여과한 다음, 

최종회의 세정액에 시험용 균주 100 CFU 이하를 넣고 

여과한다.

 2) 직접법  시험할 용기의 내용물을 배지에 넣은 다음 시

험용 균주 100 CFU 이하를 그 배지에 접종한다. 어느 

접종방법에서든 배지의 적합성 2) 호기성균, 혐기성균 

및 진균에 한 배지성능시험 항에 제시된 균주를 쓴다. 

양성 조로서 배지의 적합성 2) 배지성능시험을 한다. 

배지를 함유한 모든 용기는 규정온도에서 최장 5 일간 

배양한다. 배양 후 양성 조와 동등하고 육안으로 명확한 

증식이 있으면 검체는 이 시험조건에서 항균활성이 없거

나 항균활성이 충분히 제거된 것으로 본다. 이 측정법은 

무균시험으로 적합하며 시험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만일 검체 존재 하에 양성 조와 동등하고 육안으로 명확

한 증식이 없으면, 검체는 이 시험조건에서 항균활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는 항균활성을 제거

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하고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을 반복

한다.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은 다음의 경우에 수행한다.

   가) 새로운 검체에 하여 무균시험을 하는 경우

   나) 시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은「검체의 무균시험」과 동시에 시

험할 수도 있다.

검체의 무균시험

 1) 일반요건  멤브레인필터법 또는 직접법으로 시험한다. 

시험에는 적당한 음성 조를 쓴다. 멤브레인필터법은 여과 

가능한 제품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여과 가능한 수성, 

알코올성 또는 유성의 제품 및 이 시험 조건에서 항균력이 

없는 수성 또는 유성의 용제에 혼화 또는 용해하는 제품에 

해서 적용한다.

 2) 멤브레인필터법  멤브레인필터는 미생물의 포집효율이 

확립되어 있는 공경 0.45 μm 이하의 것을 쓴다. 예를 

들면 셀룰로오스질산염 필터는 수용성, 유성, 저농도의 

알코올성 용액에,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필터는 고농도의 

알코올성 용액에 쓴다. 항생물질과 같은 의약품에는 따로 

적절한 필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음에 제시한 방법은 지름 50 mm의 멤브레인필터를 사용

한다고 가정한 방법이다. 만약 지름이 다른 필터를 쓰면 

희석 및 세정액의 용량은 이에 따라 조정한다. 여과기나 

멤브레인필터는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한다. 여과장치는 

무균조건에서 검액을 도입하여 여과할 수 있으며, 멤브레

인필터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배지에 이식할 수 있고, 여

과기 자체에 배지를 넣어서 배양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가) 수성액제  1 g/L의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용액 

(pH 7.1 ± 0.2)과 같은 무균 희석액의 소량을 여과기 

중의 멤브레인필터 위로 옮기고 여과한다. 예를 들면 

항생물질이 시험 상일 때에는 희석액에 적당한 중화

제나 불활화제를 넣을 수 있다.

  필요하면 시험할 용기의 내용물을 측정법의 적합성시

험에서 선택한 무균 희석액으로 희석한 다음, 표 2에 

제시된 검체의 양 이상을 1 장 또는 복수의 멤브레인필

터 위에 넣어 즉시 여과한다. 검체가 항균활성을 가지

고 있을 때에는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서 사용한 무균 

희석액의 양으로 멤브레인필터를 3 회 이상 세정한다.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서 항균활성을 충분히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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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 증명되어도, 멤브레인필터당 100 mL의 세

정액으로 5 회 이상 세정하지 않는다. 멤브레인필터를 

여과기로부터 꺼내어 반으로 절단하거나 미리 검액을 

이등분하여, 각각에 하여 동일한 여과조작을 하여 얻

은 2 장의 멤브레인필터를 각각 배지에 넣는다. 각 배

지의 양은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으로 확립된 양을 쓴다. 

또는 멤브레인필터를 장착한 여과기 내에 검액을 이등

분해 여과한 다음 각각에 배지를 넣는다. 배지를 14 일 

이상 배양한다.

 

용기의 내용량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배지에 접종하는 최소량

액제

1 mL 미만

1 mL 이상 40 mL 이하

4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항생물질의 액제

전량

반량, 단, 1 mL 이상

20 mL

10 %, 단, 20 mL이상

1 mL

현탁 또는 유화시켜 쓰는 비

수용성 의약품, 크림 또는 

연고제

0.2 g 이상

고형제

50 mg 미만

50 mg 이상 0.3 g 미만

0.3 g 이상  5 g 이하

5 g 초과

전량

반량, 단, 50 mg 이상

0.15 g

0.5 g

표 2  각 배지 당 최소 검체 채취량

나) 수용성 고형제  각 배지에 하여 표 2에 규정된 양 

이상을 쓴다. 첨부한 용제,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1 g/L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중성용액과 같은 

적당한 용제에 녹이고, 선택한 용제에 적합한 멤브레인

필터를 써서 가) 수성액제 항에 따라 시험한다.

다) 기름 및 유성액제  각 배지에 하여 표 2에 규정된 

양 이상을 쓴다. 점도가 낮은 기름 및 유성액제는 희석

시키지 않고 마른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점조성 기

름은 해당시험조건에서 항균성이 없는 것이 증명된 미

리스틴산이소프로필과 같은 적절한 무균용제로 희석할 

수 있다. 기름이 자체 무게로 멤브레인필터에 스며들게 한 

다음 서서히 가압 또는 흡인하여 여과한다.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으로 적절하다고 증명된 농도의 적절한 유

화제 (예를 들면 10 g/L 폴리소르베이트 80)를 함유

하는 1 g/L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중성용액과 같은 

적당한 무균용액을 써서 멤브레인필터 당 약 100 mL

씩 적어도 3 회 세정한다. 가) 수성액제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멤브레인필터를 배지에 넣거나 여과기에 배

지를 넣어 같은 온도에서 같은 기간 배양한다.

  라) 연고제 및 크림  각 배지에 하여 표 2에 규정한 양 

이상을 쓴다. 지방기제의 연고제나 유중수형의 유제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미리스틴산이소프로필로 1 %

로 희석한다. 필요하면 40 ℃ 이하로 가온한다. 예외적

으로 44 ℃ 이하까지의 가온이 필요한 것도 있다. 가능

한 신속히 여과한 다음 다) 기름 및 유성액제 항에 따

라 조작한다.

 3) 직접법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표 2에 규정된 양의 검체

를 그 용량이 배지용량의 10 %를 넘지 않도록 배지에 

직접 접종한다. 검체가 항균활성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중화제로 중화시키거나 충분한 양의 배지로 희석하여 시

험한다. 용량의 검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

종에 의한 희석영향을 고려하여 고농도의 배지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적절하다면 고농도 배지를 

용기내의 검체에 직접 넣는 것도 가능하다.

  가) 유성액제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서 적합하다는 것

이 증명된 적당한 유화제를 적절한 농도 (예를 들면 

10 g/L 폴리소르베이트 80)로 넣은 배지를 쓴다.

  나) 연고제와 크림  1 g/L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중성

용액과 같은 적당한 무균희석용액에 선택한 유화제를 

넣고 유화하여 유화제․무균희석용액(1 : 10)으로 희석

한 다음 유화제를 함유하지 않은 배지에 이식한다. 접

종된 배지는 14일 이상 배양한다. 배양기간 중에 배양 

상태를 수 회 관찰한다. 유성검체를 함유한 배양물을 

매일 조용히 흔든다. 그러나 혐기성균 검출을 위해 액

상티오글리콜산배지를 쓸 때에는 혐기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흔들어 섞는 것을 최소한으로 한다.

관찰과 결과의 판정  배양기간 중 및 최종일에 배지에서의 

미생물의 증식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검체가 배지를 

혼탁시켜 미생물증식의 유무를 육안으로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양 시작일로부터 14 일 후에 해당 배지의 

일부 (1 mL 이상)를 같은 배지의 새로운 용기에 이식하

고, 본래의 배지와 이식시킨 배지를 4 일 이상 배양한다.

 미생물의 증식이 관찰되지 않을 때 검체는 무균시험에 

적합하다. 미생물의 증식이 관찰될 때에는 해당 검체와 

관계없는 원인에 의하여 시험이 무효함을 명확하게 증명

할 수 없는 한 검체는 무균시험에 적합하지 않다. 아래 

조건 중 1 개 이상 해당될 경우 이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가) 무균시험시설의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에 문

제가 나타난 경우

나) 무균시험 중에 쓴 시험방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나타난 경우

다) 음성 조 중에 미생물의 증식이 나타난 경우

라) 해당 무균시험으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을 동정한 다

음 그 균종의 증식이 무균시험 실시 중에 쓴 재료 

및 용기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에 문제가 있음이 명

확히 판단되는 경우

 시험이 무효인 것이 판명되면 최초 시험과 같은 수의 용

(주)비비 031-343-0600  www.bbcorp.co.kr



- 2114 -

기를 써서 재시험을 행한다. 재시험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관찰되지 않을 때 검체는 무균시험에 적합하다. 재시험에

서 미생물의 증식이 관찰될 경우에 검체는 무균시험에 적

합하지 않다.

무균시험 적합이 요구되는 주사제, 안연고제, 점안제 및 다

른 비주사제에 대한 시험 적용  멤브레인필터법을 쓸 때

에는 가능하면 용기내의 전량을 쓴다. 단, 표 2에 표시한 

양 이상을 쓴다. 필요하면 1 g/L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

톤 중성용액과 같은 적당한 무균용액으로 약 100 mL로 

희석한다.

 직접법을 쓸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표 2에 제시한 

양을 쓴다. 시험제품의 동일한 검체에 하여 세균 및 진

균에 한 무균시험을 한다. 한 개의 용기 중의 내용량이 

두 시험을 하는데 불충분한 경우는 두 개의 용기 이상의 

내용물을 다른 배지에 접종하는데 쓴다.

시험에 필요한 최소 검체수  시험에 필요한 최소 검체수는 

로트 크기에 따라 표 3에 표시한 개수를 쓴다.

로트당 제조 개수*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각 배지당 최소 검체수** 

주사제

100 개 이하

101 개 이상 500 개 이하

501 개 이상

10 % 또는 4 용기 중 많은 쪽

10 용기

2 % 또는 20 용기 ( 용량제제

의 경우는 10 용기) 중 작은 쪽

안연고제 및 점안제 등의 비주사제

200 개 이하

201 개 이상

5 % 또는 2 용기 중 많은 쪽

10 용기

1회용 제품의 경우에 주사제에 준한 개수를 채취한다.

고형 벌크제품

4 용기 이하

5 용기 이상 50 용기 이하

51 용기 이상

각 벌크용기

20 % 또는 4 용기 중 많은 쪽

2 % 또는 10 용기 중 많은 쪽

* 로트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여기에 제시한 최 수를 사

용한다.

** 한 용기의 내용량이 두 배지에 접종하는데 충분한 양이면 

여기에 제시한 용기 수로 한다.

표 3  시험에 필요한 최소 검체수

12. 미생물한도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은 생균수시험 및 특정미생물시험을 포

함한다. 원료 또는 제제에서 임의로 선택한 다른 수 개소 

(또는 부분)에서 채취한 것을 잘 섞어 검체로 하여 시험한

다. 검체를 액체배지로 희석할 때는 신속하게 시험한다. 또

한 이 시험을 할 때에는 생물학적 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한다.

비무균제품의 미생물학적시험 : 생균수시험 

 1) 서문  이 시험은 호기조건에서 증식할 수 있는 중온성 

(中溫性)의 세균 및 진균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 이 시험은 원료 또는 제제가 규정된 미생물학적 품질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다. 채취검체수를 포함하여 지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생균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제

품에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전시험법과 동등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자동화법을 포함한 다른 미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본조작  생균수 측정은 검체가 외부로부터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건에서 시험한다.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는 시험에서 검출하고자하

는 어떤 미생물에 해서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

체가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균활성을 가능한 

한 제거 또는 중화한다. 이를 위해 불활성화제를 쓸 때는 

그 불활성화제가 유효성이 있으며, 미생물에 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검체의 조제에 계면활성제를 쓸 때는 

미생물에 한 독성이 없으며 또한 사용하는 불활성화제

와 상호작용이 없음을 확인한다.

 3) 생균수측정법  보통 멤브레인필터법 또는 한천평판법

을 쓴다. 최확수 (Most Probable Number ; MPN)법은 

체로 정밀도가 낮은 균수 측정법이기는 하나 오염균수가 

아주 적은 검체에 해서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측정법의 선택은 검체의 특성과 규정된 미생물한도값 등에 

근거하며, 선택한 측정법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하기에 충분한 양의 검체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하고 적합

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배지성능, 측정법의 적합성 및 음성 조  가) 일반요건  

검체 존재 하의 미생물 검출능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시

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법의 변경이나 검체의 처방변

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시험균의 조제  시험균은 표준화된 안정한 현탁액을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제한다. 시험에 쓰

는 미생물은 최초의 마스터시드로트 (master seed 

lot)로부터 계 수 5 회를 넘지 않도록 시드로트 배양

관리수법 (seed lot system)으로 관리한다. 세균 및 

진균의 각 시험균에 하여 표 I-1에 기재한 조건으로 

각각 따로 배양한다.

    시험균 현탁액의 조제는 pH 7.0 펩톤염화나트륨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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