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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C-MS/MS를 이용하여 혈장과 소변 중 에르타페넴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

분석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혈장과 소변 분석을 위하여 내부 표준 물질인 세프타지딤을 첨가

한 후 메탄올로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그 상층액을 취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LC-MS/MS로 분석하였

다. MS/MS의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방법을 이용하여 혈장과 소변 중의 에르타페넴을

어떠한 분석의 방해물 없이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혈장 중 에르타페넴의 표준 검량선은 1~100

µg/mL의 농도 범위에서 우수한 직선성(r2 = 0.9996)을 보였으며, 일내, 일간 재현성은 변동계수 8.9%

이하, 정확성은 97.2~106.2% 이었다. 또한 소변 중 에르타페넴의 분석 결과는 좋은 상관관계(r2 = 0.9992)

를 보였고, 일내, 일간 재현성이 변동계수 7.2% 이하, 정확성이 97.9~111.6% 이었다. 결과적으로 에

르타페넴의 약동학 연구에 적용되기에 충분한 감도와 특이성, 직선성, 정밀성 및 정확성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method has been developed and

validated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ertapenem in human plasma and urine. After addition of internal

standard (ceftazidime), plasma and urine was diluted with methanol and analyzed by LC-MS/MS. Using MS/

MS with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mode, ertapenem were selectively detected without severe

interference from human plasma and urine. The standard calibration curve for ertapenem was linear (r2= 0.9996)

over the concentration range 1~100 µg/mL in human plasma. The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over the

concentration range of ertapenem was lower than 8.9% (correlation of variance, CV), and accuracy was between

97.2~106.2%. On the other hand, it was showed good relationship (r2= 0.9992) and the precision (intr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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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ay) over the concentration range of ertapenem was lower than CV 7.2%, and accuracy was between

97.9~111.6% for urine. This method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the pharmacokinetic study of ertapenem

in human plasma and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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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르타페넴은 베타-락탐 타입의 광범위 활성을 나

타내는 항생제인 카바페넴 계열의 약물로서 메로페넴

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1β-메틸 카바페넴이다.1,2 에르

타페넴은 비경구용 카바페넴계로 복잡성 복부 내 감

염과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을 치료하는 새로

운 주사제로 개발되었다.3 이러한 에르타페넴 주사제

는 세포벽 구성성분인 펩티도글리칸의 형성을 억제,

세포벽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베

타-락탐계 항생제로, 기존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원내

감염 등 중증의 감염치료에 사용된 것과는 달리 중등

도 및 중증의 지역사회 획득성 감염 치료에 쓰인다.4

또한 일반적인 그람 양성과 음성, 호기성 및 혐기성균

에 대한 뛰어난 항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일 1회 1 g 단독요법으로 간편한 투여가 장점

이다.5 또한 정맥주사뿐만 아니라 근육주사도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 이는 대장균 등으로 인한 복

잡성 복부 내 감염 외에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감염,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복잡성 요로감염, 급성골반감염

에 적응증이 있다. 에르타페넴은 카바페넴 계열의 타

약물과는 달리 84-96%의 높은 단백 결합력을 가지며

1β-메틸기의 도입으로 다른 카바페넴에 비해 비교적 신

장의 가수분해에 안정하여 에르타페넴 나트륨 단독제

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6 에르타페넴을 정맥주사 하였

을 때, 거의 80%는 고리가 열린 형태의 대사체와 미변

화체 형태로서 소변으로 배출된다.7,8 그러므로 에르타

페넴의 약동학 연구를 위해서는 혈액뿐 아니라 소변에

존재하는 약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고된 생체시료 중의 에르타페넴의 분석

방법은 주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한 것으로 UV 검출기를 이용한 분석법이 많이

있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를 사

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6,8 그러나 UV 검출기(300

nm) 사용의 경우는 정확한 약물의 양을 측정하기 어

렵고, HPLC 분석의 경우는 직선성 상관계수가 낮고,

Musson 등, Soltani 등의 보고와 같이 최저정량한계

(limit of quantitation, LOQ)가 1.25 µg/mL로 높아 소

변에 있는 약물의 저농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9,10 10 ng/mL로 낮은 정량한계에서 LC-MS/MS에

의한 분석법도 보고된 바가 있으나 내부표준물의 첨

가 없이 분석하였다.11,12 전처리 방법으로는 단백질 침

전법 혹은 액체-액체 추출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

다. 액체-액체 추출법을 사용하여 혈장내 매트릭스 성

분들은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전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수백-수천 개의 생체시료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약동학 연구의 고효율 분석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고체상 추출법(solid phase extraction,

SPE)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숙련된 전

문가에 의해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

량의 SPE 컬럼을 고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UPLC-MS/MS의 경우, 짧은 분석 시간과 높은

분리능으로 최근 생체시료 중의 약물 분석에 많이 적

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반 HPLC보다 보급률이

낮고 고비용이 요구되며 사용할 수 있는 컬럼에 제한

성이 있어, 많은 실험실에서 일상적인 분석법으로 이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석법의 단점을 개선

하고, 많은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

체의 혈장 및 소변 내의 에르타페넴 생체시료 분석법

을 개발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약 및 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물질인 에르타페넴 나트륨은

한국엠에스디(주)에서 제공받았고, 내부표준물질로 사용

한 세프타지딤 표준품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로부터 구입하였다(Fig. 1). 이동상으로 사용

한 ammonium acetate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아세트산은 JUNSEI Chemical (Japan)에서 구

입하였다. HPLC 등급의 water와 acetonitrile, 메탄올은

Fisher Scientific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전처리 과정

에 사용된 MES 완충액은 Sigma Chemical Co.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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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약물분석 기기로는

Agilent HPLC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 4000QTRAP LC-MS/MS (AB SCIEX,

Foster City, CA, USA)와 원심분리기(MICRO 17T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Korea) 등을 사용하였다.

2.2. LC-MS/MS 조건 최적화

혈장 및 소변 중 에르타페넴 정량을 위한 질량분석

기의 세부조건으로는 전기분무이온화법(electrospray

ionization (ESI) mode), curtain gas 20 psi, nebulizing

gas 50 psi, turbo gas 50 psi, source 온도는 500 oC,

CAD gas는 5 psi, entrance potential -10 V, MRM ion

transfer (m/z) 및 collision energy (CE)는 각각 -28 V,

-11 V이었다. 에르타페넴의 precursor molecular ion과

product ion의 m/z 는 각각 474.1과 264.8로 모니터링

하였고, 세프타지딤의 precursor ion의 m/z는 pyridine

moiety가 떨어져나간 형태인 466.0로, product ion의

m/z는 422.0로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이동상은 2

mM ammonium acetate 0.1% acetic acid, pH 3.8 (A)

과 acetonitrile (B)로 0 분: 100% (A) 0% (B), 6 분: 0%

(A) 100% (B), 8 분: 100% (A) 0% (B), 2 분간 100% (A)

기울기 용리 조건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컬럼은

Betabasic-8 컬럼(C8, 4.6 × 100 mm, Thermo, USA),

유속은 1 mL/min, 주입량은 10 µL로 하여 분석하였다.

2.3. 표준검량선 작성 및 분석법 검증

에르타페넴 및 세프타지딤 표준품을 50% acetonitrile

에 녹여 에르타페넴은 10 mg/mL, 세프타지딤은 1

mg/mL로 만들었다. 에르타페넴은 10, 20, 50, 100,

200, 400, 800, 1000 µg/mL의 농도로 만들어 공혈장

90 µL에 100 mM MES 완충액 90 µL를 넣고 만들어

놓은 표준시료 각 20 µL를 넣어 최종 농도 1, 2, 5,

10, 20, 40, 80, 100 µg/mL로 만든 후 새로운 바이알

에 100 µL씩 옮긴 후 내부표준물인 세프타지딤

1 mg/mL의 용액을 20 µL씩 더하여 넣었다. 그 후 메

탄올을 400 µL씩 더하여 넣은 후 20초 동안 혼합한

후 4 oC로 설정해 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20,800

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

액 20 µL와 메탄올 380 µL를 넣고 20배 희석하여

200 µL를 바이알에 옮겨 이 중 10 µL를 LC-MS/MS

에 주입하였다. 소변 분석을 위한 표준검량선 시료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1, 2, 5, 10, 20,

40, 80, 100 µg/mL의 농도로 조제하여 LC-MS/MS로

분석하였다. 분석법 검증을 위한 특이성 시험으로서 6

개의 다른 기원의 공혈장과 공소변을 준비하여 각 시

료에 LOQ 농도의 에르타페넴을 spiking하여 분석 시

다른 물질들에 의한 간섭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직선

성 실험을 위해서는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내

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에르타페넴의 피크

면적비를 구하고, 검량선은 선형회귀 방법으로 구하였

으며 가중치는 1/x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내부

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에르타페넴 피크 면적

을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quality control (QC)

시료 1, 2, 40, 80 µg/mL 농도의 혈장과 소변 표준시

료를 이용하여 상기의 검체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n=5). 각 성분과 내부표준물질의 측정치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비의 백분율(%)로서 구

하였다. 하루에 5번 시행하여 일내 정밀성(%, CV로

표시)을 구하였고 5일간 실험을 반복 시행하여 일간

정밀성을 구하였다. 검량선에 의하여 정량한 농도의

평균값을 기지의 농도로 나눈 비의 백분율(%)로서 구

하였다. 시험방법의 회수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에르타

페넴이 포함된 혈장시료와 소변시료를 우선 전처리

한 후, 내부표준물질을 가하여 각 성분의 회수율을 구

하였고, 내부표준물질도 동일한 방법으로 혈장에 첨가

하여 우선 전처리를 한 다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물질용액을 가하여 분석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면적비를 이용하여 회수율을 구하였다.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ertapenem and ceftazid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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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특이성

건강한 성인의 공혈장과 소변에 내부표준물질만

spiking한 것과 에르타페넴을 함께 spiking한 것에 대

해 본 시험 방법에 따라 LC-MS/MS로 분석하였다

(Fig. 2). LC-MS/MS 분석법을 통하여 얻어진 크로마

토그램에서 에르타페넴과 세프타지딤은 각각 4.07분

과 3.90분의 피크 유지시간을 나타내었다. 내부표준물

질을 가하지 않은 공혈장과 소변에서는 크로마토그램

상에 peak가 검출되지 않았으며(A1과 B1), 내부표준

물질을 첨가한 공혈장과 소변에서는 내부표준물질의

peak만 검출되었고(A3와 B3), 내부표준물질이 에르타

페넴의 크로마토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A2, B2). 본 실험의 분석 조건에서 에르타페넴 및

내부표준물질은 기타 혈장 및 소변에 존재하는 다른

성분들과 잘 분리되었다. 여섯 개의 다른 기원을 가진

공혈장과 소변에 최저정량한계 농도를 spiking하여 분

석하였을 때, 각 성분의 피크가 다른 간섭효과 없이

잘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직선성

표준물질 1, 2, 5, 10, 20, 40, 80, 100 µg/mL의 혈

장시료에 내부표준물질을 spiking 한 혈장시료를 전처

리하여 LC-MS/MS로 분석하여 r2을 구한 결과 0.9991

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최저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신호 대 잡음 비가 3대 1 일 때

의 농도, LOQ는 신호 대 잡음 비가 10 대 1 일 때의

농도로 구한 결과 각각 0.4, 1 µg/mL이었다. 소변시료

도 1, 2, 5, 10, 20, 40, 80, 100 µg/mL의 농도로 조제

하여 LC-MS/MS 분석한 결과 r2을 구하였고, LOD와

LOQ는 각각 0.3, 1 µg/mL이었다. 혈장 시료로부터

구한 에르타페넴의 계산식은 y=0.0000341x−0.000345

(r2 = 0.9996) [y=에르타페넴/내부표준물질 피크 면적의

Fig. 2. Extracted ion chromatograms (XIC) of plasma (A1, A2, A3 and A4) and urine (B1, B2, B3 and B4). The chromatograms
of double blank (DB) matrix without internal standard (A1 and B1), blank (B) matrix with internal standard (A2 and
B2 for 474.1/264.8 Da, A3 and B3 for 466.0/422.0 Da) and LOQ sample spiking of ertapenem (1 µg/mL) to blank
matrix (A4 and B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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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x=에르타페넴의 농도(µg/mL)]였으며 1~100 µg/

mL의 범위에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소변시료

에서의 에르타페넴은 y = 0.000159x−0.0175 (r2 = 0.9992)

으로 직선성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Fig. 3). 

3.3. 정확성 및 정밀성

정밀성은 에르타페넴과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

비의 표준편차를 에르타페넴과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비의 평균값으로 나눈 비의 백분율(%)로서 구하

였다. 표준용액에 대하여 QC시료는 1, 2, 40, 80 µg/

mL로 하루에 5번 시행하여 일내 정밀성을 구하였고,

5일간 실험을 반복 시행하여 일간 정밀성을 구하였다.

또한, 정확성은 검량선에 의하여 정량한 농도의 평균

값을 기지의 농도로 나눈 비의 백분율(%)로서 구하였

다. 감도(정량 한계)는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10 이상으로 하였다.

판정기준은 CV(%)가 10%이하를 만족하는 지와 정확

성(Accuracy, %) 85~115% 일 때 만족하는 것으로 판

정하였으며, 실험결과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일내

분석시의 CV(%)는 3.2~6.3%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

고, 일간 분석시의 CV(%) 6.3~8.9%의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소변시료의 일내 5회 반복시험과 5일간

반복시행의 CV(%)가 각각 3.2~7.2%와 3.7~6.8%로

결과를 모두 만족하였다(Table 2). Accuracy는 혈장시

료와 소변시료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추출효율의

실험결과는 회수율로서 평가하였으며, 기지 량의 분석

물질에 대해 본 시험법의 시료 추출과 처리과정을 모

두 거친 후 얻은 분석치의 기지 량에 대한 퍼센트로

계산하여 85~115% 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였고,

일내, 일간 실험결과 혈장시료는 97.1~106.0%, 소변 시

료는 97.0~111.2%로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3).

Fig. 3. Standard calibration curve of ertapenem in (A) plasma
and (B) urine.

Table 1. Intra-day and inter-day precision and accuracy for
ertapenem in human plasma

Statistical

variable

Concentration (µg/mL)

1 2 40 80

Intra-day (n=5)

Mean 1.1 2.0 39.4 77.9

CV (%) 3.2 4.0 6.3 4.4

Accuracy (%) 106.2 99.6 98.6 97.2

Inter-day (n=25)

Mean 1.1 2.0 39.1 80.3

CV (%) 8.9 7.7 8.4 6.3

Accuracy (%) 100.6 99.4 97.7 100.4

Table 2. Intra-day and inter-day precision and accuracy for
ertapenem in human urine

Statistical

variable

Concentration (µg/mL)

1 2 40 80

Intra-day (n=5)

Mean 1.1 2.0 39.3 80.2

CV (%) 7.2 5.6 4.8 3.2

Accuracy (%) 111.6 100.2 98.2 100.2

Inter-day (n=25)

Mean 1.0 2.0 41.5 83.7

CV (%) 6.8 3.7 4.8 6.4

Accuracy (%) 97.9 101.5 103.6 104.6

Table 3. Intra-day and inter-day recovery of ertapenem in human plasma and urine

Concentration

(µg/mL)

Plasma (%) Urine (%)

Intra-day (n=5) Inter-day (n=25) Intra-day (n=5) Inter-day (n=25)

1 106.0 ± 0.03 100.6 ± 0.03 111.2 ± 0.07 97.0 ± 0.06

2 99.5 ± 0.08 99.45 ± 0.08 100.4 ± 0.11 101.5 ± 0.07

40 98.4 ± 2.46 97.7 ± 2.46 98.2 ± 1.89 103.6 ± 1.97

80 97.1 ± 3.42 100.3 ± 3.42 100.2 ± 2.55 104.6 ± 5.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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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 분석방법의 정밀성은 일내, 일간 모두 10%

이하, LOQ에서의 정밀성은 20% 이하였고, LOQ는

혈장과 소변에서 각각 1 µg/mL이었다. 이로부터 혈중

에르타페넴에 대한 상기 LC-MS/MS 분석법은 인체에

대한 생체이용률시험 및 약물상호작용 연구 등 약동

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충

분한 감도,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에르타페넴의 인체의 혈장과 소변 중의 LC-MS/MS

분석법을 설정하고 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혈장시료와 소변 시료를 각각 제단백으로 전처리

하여 LC-MS/MS 크로마토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혈장

성분이나 소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간섭물질의 방

해없이 에르타페넴 및 내부표준물질을 분리하였다.

2. 혈장시료와 소변 시료로부터 구한 에르타페넴의

검량선은 r2≥ 0.999로 1~100 µg/mL 범위에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LOQ는 1 µg/mL이었다. 분석법

을 검증한 결과 일내 재현성과 일간 재현성의 평균

정밀성과 정확성이 모두 기준값 이내에 들어 이 분석

법은 충분한 감도와 정확성 및 정밀성이 있었다.

이 분석법은 이미 보고된 분석법에 비교하여 시료

전처리가 간단하고, 낮은 정량한계를 가지며, 생체시

료 분석법으로서의 양호한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LC-MS/MS 분석법을

이용한 인체 혈장과 소변 내의 에르타페넴을 정량한

본 시험법은 적합한 시험법임을 검증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정립한 에르타페넴의 생체시료분석법을 약

동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물치

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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