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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LC/MS를 이용한 시료 순도 분석
개요

이 응용 자료는 애질런트 OpenLab CDS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화합물 확인 및 시료 순도
분석 워크플로의 자동화와 간소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응용 자료에 사용된 데이터는
높은 처리량의 애질런트 InfinityLab 액체 크로마토그래피/Mass Selective Detector
XT(LC/MSD XT)와 애질런트 OpenLab CD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한 시료 순도 실험에서는 4개월간 냉장고에 보관되어 분해된 다양한 제약
화합물을 사용해 LC/MS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해된 시료의 시료 순도 측정을 위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통해 처리,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색상으로
표시된 요약 보기와 보고서는 순도 측정 결과를 시각화하여 배치당 관찰되는 시료 분해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소개

순도 측정은 많은 실험실에서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유기화학자들은 순도 분석을
통해 화합물 식별 결과를 확정하고 합성
절차의 수율을 예측합니다. 의료 화학자들은
보통 합성 제약 화합물의 순도를 측정한
후 생물학적 연구를 이어갑니다. 제제 연구
과학자들은 순도 분석을 제제 최적화에
이용해 보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알아냅니다.
제약계 QA/QC 실험실은 일반적으로 순도
분석을 통해 약품 중간산물 또는 최종 제품을
일정한 품질 한도로 유지합니다.
LC/MS는 감도,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화합물의
독특한 물리적/화학적 속성, 즉 질량대
전하비(m/z)에 근거한 우수한 화합물 식별
선택성 때문에 순도 측정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LC/MS를 이용한 순도 측정은
측정의 분석적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중앙 실험실이나 계약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지원 분석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순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시료을
분석하는 데에는 1) LC/MS 기기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 2) 어떻게 LC/MS 시스템을
운용하고 MS 데이터를 해석하는지를
배우는 데 필요한 노력 3) 질량분석기를
들여놓기 위해 필요한 실험실 벤치 공간
등 3개의 주요 난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설명된 해결책은 OpenLab CDS 내에
설계된 자동화 워크플로를 통해 화학자들이
MS 데이터 해석 없이 빠르게 순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원
활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질량 선택적
검출기는 LC 모듈과 함께 작은 실험실 벤치
공간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 응용 자료는 애질런트 OpenLab CDS
소프트웨어가 애질런트 InfinityLab 액체
크로마토그래피/Mass Selective Detector
XT(LC/MSD XT)와 함께 어떻게 화합물
식별 확인 및 시료 순도 분석 워크플로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여러 제약 화합물에
대한 시료 분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설정으로 화학자는 빠르게
시료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

표준품 및 화학물질

Buspirone hydrochloride, Amitriptyline
hydrochloride, Nefazodone
hydrochloride, Clopidogrel
hydrogensulfate, Paclitaxel, Fosinopril
sodium 표준품을 Sigma-Aldrich(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들 화합물의
분자량은 277~853이며, LC/MS의 넓은
응용성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표준품의 개별 원액은 아세토니트릴
(ACN)을 이용해 1000µg/mL의 농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원액은 20% ACN 수용액에
20ng/uL의 농도로 작업용으로 준비되기
전 4개월간 냉장고에 보관하였습니다.
4개월간의 보관 뒤 시료 순도을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용 용액을 분석하였습니다.

LC/MS 기기 및 분석

LC/MS 분석에는 애질런트 single
quadrupole InfinityLab LC/MSD XT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Agilent Jet Stream 기술(AJS)이 적용된
애질런트의 전자 분무(ESI) 이온화원,
Agilent 1260 Infinity II Binary Pump,
Sampler,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가 장착된
single quadrupole 질량분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분간의 일반 높은 처리량 LC 분리가 2.1 x
50mm Poroshell 120 EC-C18 컬럼에서
물, ACN, 0.1% 포름산 이동상을 이용해
수행되었습니다. LC/MSD 시스템은
양이온 ESI 모드에서 1초당 2회 스캔의
속도로 100~900m/z의 Full-scan
수집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수집, 처리, 보고에는 애질런트
OpenLab CDS 2.2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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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화합물의 확인

LC/MS는 정상 조건에서 불과 몇 개의
fragmention을 이용해 분자량을 나타내는
지시 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화합물 확인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양이온 모드에서
LC/MS 분석 수행 시, 화합물 분자량 M은
일반적으로 양성자가 더해짐으로써 [M+H]+
와 같이 이온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분자량 853.9의 화합물인 Paclitaxel은
854.3m/z의 이온을 생성합니다(단일
동위원소 종 중 가장 많은 양성자화 형태).
LC/MS 분석에 사용된 이동상에 따라,
[M+NH4]+ 또는 [M+Na]+도 생성될 수
있으며, 이때 각각 871.3 또는 876.3m/z의
이온이 생성됩니다. 음이온 LC/MS
하이브리드 추출은 [M-H]– 이온을 생성하여,
잠재적으로 Cl– 또는 아세테이트 부가물이
생성됩니다.

시료 순도 추정
시료 순도는 EIC의 피크 면적 합 또는 TIC의
단일 피크 면적을 TIC의 모든 다른 피크
면적 총합과 비교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IC 피크 면적은
950,000카운트이고 TIC의 모든 다른 피크
면적이 50,000카운트라면, 시료의 순도는
95%로 추정 가능합니다.
이온화 효율(그리고 MS 반응 계수)이
화합물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많은
화학자들은 시료 순도 평가 시 "일반적인
반응" 검출기, 예를 들면 UV 또는 DAD
분광기와 같은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UVD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나,

증기화 광산란 검출기(ELSD)와 같은 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련 설정 시, 컬럼에서
용출되는 동일 화합물이 UVD, ELSD, MSD
크로마토그램에서 각기 다른 머무름 시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MSD 및 추가 검출기가
시료 순도 계산에 사용될 때에는 신호 지연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검출기에서 화합물 피크를 찾을 때
MSD EIC의 화합물의 머무름 시간은 신호
지연과 함께 사용됩니다. 피크의 면적
비율이 시료 순도 측정 지표입니다. 그림
1은 Paclitaxel 시료이 보관 과정에서
분해를 거친 후 어떻게 순도 측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Paclitaxel의 순도는 UV 신호
반응을 기준으로 97%가 나왔습니다.

분자량이 알려져 있는 경우, 추출된 이온
크로마토그램(ECI)은 예상한 화합물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IC에서 하나의 주요 피크 시간이
MS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TIC)의 주요 피크
시간과 겹치면, 예상한 화합물이 존재함을
자신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Paclitaxel의 [M+H]+ 및 UV 크로마토그램을 위한 EIC. MSD 분석에서 약간의 지연에 맞게 머무름 시간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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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 및 보고 자동화

OpenLab CDS를 이용해 화학자들은 MS
데이터 해석에 대해 데이터 시스템 훈련
또는 경험이 적더라도 빠르게 화합물 식별을
확인하고 순도를 측정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료 또는 시료 세트를 제출
시, 화학자는 분자량(동위원소 종에서 가장
흔한 형태) 또는 대상 화합물의 분자식을
지정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데이터
처리 및 보고서 생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OpenLab CDS에서 시료 순도 계산 시,
Processing Method 창이 파라미터 지정에
사용되며, 이 파라미터에는 신호 지연,
적분 파라미터, 잠재적인 부가물, 순도
한계값, 순도 계산에 사용될 신호 선택 사항
등이 있습니다(그림 3). 하나의 일반적인
처리법이 대부분의 시료 순도 측정에 사용될
수 있지만, 화학자는 OpenLab CDS로 시료
순도 분석 시 다른 처리법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자들은
수정된 분자량 또는 화학식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나중에 재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데이터 입력 시 실수를 행했다면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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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퀀스 표의 사례. 'Target1' 열은 화학자들이 예상되는 화합물의 화학식 또는 분자량을 인력하는 곳입니다

그림 3. 시료 순도 계산을 위한 처리법 설정. 여기에서는 시료 순도가 TIC 기반으로 계산되고, 양성자화 및 염화된
부가물 모두를 고려한 80%의 한계값이 적용됨

시료 분석과 데이터 처리 후, 시료 배치에
대한 결과는 요약 표에서 검토 가능하며
(그림 4), 또는 EIC, TIC, UV 신호 각각을
시료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그림
5). 시료는 색상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4에
나타나 있듯이, Buspirone, Amitriptyline,
Nefazodone, Clopidogrel은 80%의
순도 한계값을 충족시켰으나 Paclitaxel
과 Fosinopril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림
5에는, 특정 시료의 검토가 정확하게
계산된 순도, TIC에 적분된 모든 피크의
질량 스펙트럼을 제공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질량 스펙트럼은 존재하는
불순물의 성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시료 순도 결과 요약표. 색상 표시에는 Paclitaxel과 Fosinopril sodium이 80%의 순도 한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림 5. Amitriptyline에 대한 특정 시료 데이터 검토는 EIC, TIC, UV 신호, TIC에 적분된 피크에 대한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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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순도 예측치와 함께 화합물이
발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시료 순도
보고서는 시료 분석 후 미리 정의된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그림 6). 보고서에서 색상의
사용은 화합물 검출 여부와 순도 수치 충족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 6. 일반적인 시료 순도 보고서. 이 경우에는 TIC 신호에 기반을 둔 80%의 순도 한계값이 지정되었습니다. Paclitaxel이 검출되었으나(녹색으로 표시), 시료 내 Paclitaxel의
순도는 61%로 한계값 수치(빨간색으로 표시) 아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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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 자동화

OpenLab CDS를 사용하여 시료 순도
워크플로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시료 정보에 나타나 있듯이, 대상
질량, 처리법은 시퀀스 표에서 쉽게 관리
가능합니다. 보고서 정의는 OpenLab CDS
의 내장 보고서 모듈을 이용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7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보고서 양식이
자동화된 보고서 생성 및 인쇄를 위한
처리법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결론

OpenLab CDS는 시료 순도 분석을 위해
간단하며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S 데이터 해석에 대한 훈련 또는 경험이
부족한 화학자들도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시료 순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험실 처리량이
향상됩니다.

대규모 시료 배치의 경우, 여러 색상으로
표시한 시료 순도 결과 요약표는 순수하지
않은 시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료별 검토는 화학자들이 EIC,
TIC, UV 신호, 정확하게 계산된 순도, TIC에
적분된 모든 피크의 질량 스펙트럼을 각각
자세히 검토해 존재하는 모든 불순물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유연하며 보기 쉬운 형식의 OpenLab CDS
보고서 양식에는 계산 기능 뿐 아니라, 시료
순도 결과(화합물이 발견되었는지,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눈에 띄게 요약해주는
다양한 색상 표시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료 분석 이후 시료 순도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시료에 입력된 정보, 예를
들어 잘못된 화학식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료는 다시 주입 없이 신속하게
재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체 시료 순도
워크플로는 OpenLab CDS에 자동화되므로,
실험실의 생산성과 처리량은 현저하게
개선됩니다.

그림 7. 워크플로 자동화를 위한 보고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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