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0377-9556 (PRINT) ISSN 2383-9457 (ONLINE)
약학회지 제63권 제3호 131~136 (2019)
Yakhak Hoeji Vol. 63, No. 3
DOI 10.17480/psk.2019.63.3.131

혈장시료 중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의 HPLC 동시 분석법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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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emetacin is a new potent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compound which is used for the treatment of
arthritis and rheumatic diseases. To establish an assay condition for bioavailability study of acemetacin,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HPLC) method using UV detec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acemetacin and its metabolite
indometacin in blood has been developed. Samples were analysed with Luna C column (250×4.6 mm, 5 µm, Phenomenex)
which maintained at 40 C. The mobile phase was composed of 0.02 M phosphate buffer (pH 4.5):methanol=45:55. The
flow rate was 1.4 mL/min. UV absorbance was monitored at 254 nm. Typical retention times were 23, 31 and 34 min for
flubiprofen (internal standard), acemetacin and indometacin, respectively. Calibration curves for the determination of
acemetacin and indometacin in plasma showed a good linearity at a concentration range from 100 to 3000 ng/mL
(r =0.999). Blood samples of eight human volunteers who had received 3 tablets of 60 mg of acemetacin orally were
analysed with HPLC and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evaluated. The developed analytical method afforded a simple,
rapid and sensitive assay for the measurements of acemetacin and its metabolite, indometacin in plasma and can be
employed for bioavailability study for acemetacin for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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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ntroduction)

1.03±0.44 시간으로 급격히 소실되며, 체내 약물동력학적 특성에
있어서 환자간 개체차가 상당히 높다.3-6) 이에 아세메타신의 생

아세메타신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인 인도메타

체이용률 평가에 있어서는 아세메타신의 활성형 대사체인 인도

신의 글리콘 산 유도체이다. 아세메타신은 그 자체가 강력한 항

메타신으로의 전환 속도 및 이의 약동력학적인 특성에 대한 연

염증작용이 있으며, 특히 위 장 관계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서,

구 등이 보고되었다.7-11) Notarianni와 Collins은 아세메타신과 인

NSAIDs 의 부작용에 민감한 환자군의 관절염 치료제로 많이 처

도메타신의 혈장 중 분석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12) 120 mg의

방되어지고 있다.1,2) 아세메타신은 장에서 흡수된 후 초회성 대

아세메타신을 경구로 단회투여 후 24시간까지 채혈을 하여 4000 g

사가 소장막에서도 인도메타신으로의 대사가 일어나며1), 간에서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분석 전까지 −20oC에서 보관하였다.

대사된 후 활성형 대사체인 인도메타신을 생성한다. 프로드럭이

HPLC 분석은 17oC에서 고정상으로는 Hypersil ODS 5 μm (18 cm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어야만 치료작용을 나타내는 것에

×4.5 mm I.D. column)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는 메탄올
(MeOH)-0.02 M 인산칼륨(KH2PO4) (57:43)의 용액을 88% 인산

비해서 아세메타신은 자체가 진통 소염 효과가 인도메타신과 유
사한 효능을 나타낸다.2) 또한 아세메타신은 체내 반감기가

(H3PO4)을 가하여 pH 4.5로 조정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1.25
mL/min이었으며, 이때 고정상인 column의 pressure은 13.8 MPa
이었다. 내부표준물질로는 플루비프로펜(Flubiprofen)이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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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45 nm에서 UV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같은 조건에서
아세메타신, 플루비푸로펜, 인도메타신의 유지시간은 각각 5.58,
7.37, 9.03 min임을 보고하였다.12) Jones 등도 Notarianni와 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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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유사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아세메타신 투여 후 젊은 피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는 0.02 M 인산 완충용액(pH 4.5)

험자군과 노인 피험자군 간의 아세메타신의 단회와 다회 투여

과 methanol (MeOH)을 45:55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였고

에 따른 노인 연령층에 있어서 아세메타신의 약동력학적인 특

유속은 1.4 mL/min의 isocratic flow로 하였다.

성이 차이가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7일간 아세메타신의 다회투여 시 아세메타신의 반감기는 1.1-1.0

검량선 작성

시간이었고, 인도메타신은 7.1-7.2시간으로 두 그룹간의 유사성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 표준품을 이동상에 녹여 농도를 150

을 보고하였다.13) 이동상으로 메탄올 대신 아세토 나이트릴을 사

μg/mL로 만든 후 냉장 보관시키고, 이 용액을 냉동 보관하였던

용하여 분석한 방법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blank 혈장으로 희석하여 아세메타신의 혈장 중 농도가 각각 0,

아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의 혈장시료 동시 분석을 위하여, 기

50, 100, 500, 1000, 3000 (ng/mL) 농도가 되도록 혈장 시료를

보고된 논문8-14) 등을 참고하여 분석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

만들었다. 각각의 표준혈장 1000 μL에 내부표준물질로 플루비프

대로 이루어진 생체이용률 실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루펜(10 μg/mL) 20 μL를 가한 후 흔들어 섞었다. 제 단백을 위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인산완충용액(pH 3.0)과 9 mL의 diethyl ether을 가하고 3-4초 동

시료 및 기기
아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 표준품은 미국 Bristol Myer Squibb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시켰다. 여기에서 유기 용매 층을

Co. (NJ, USA)로부터 공급받았으며, 내부 표준물질인 Flubiprofen

증발건조시킨 후 잔사에 200 μL의 이동상으로 reconstitution시키

하여 아세토나이트릴 100 μL를 넣었다. 여기에 1 mL의 0.15 M
안 vortexing하였고 200 rpm에서 15분간 교반하여 추출한 다음
취하여 깨끗한 시험관에 옮긴 다음 37oC에서 질소기류 하에서

은 Sigma Chemicals Co.,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Acetoni-

고 3초간 vortexing한 다음, 이 최종 시료용액 중 50 μL를 취하

trile, Diethylether 등의 유기용매는 Fisher Co., (NJ, USA)로부터

여 HPLC에 주입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

구입하였다. pH 측정기(Orion, Model 350, USA) 및 원심분리기
(Hanil, MF 600R centrifuge), Vortex mixer (Thermolyne, Type

적 비에 대한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의 피크 면적 비를 가지
고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37600 mixer) 등이 혈장 시료의 전처리에 사용되었다.

피험자 선정
지원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만 19-55세의 건강한 성인으로서

채혈 횟수 및 시간
채혈은 소실반감기의 3배 이상 또는 일정시간까지의 혈중농
도-시간 곡선하 면적이 무한시간까지의 혈중농도-시간 곡선 하

과거에 소화기계, 간장, 신장,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면적의 최소 80% 이상에 해당되는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되어

및 혈액 질환의 병력이 없고 현재 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

야 하며 채혈횟수는 현실 원칙적으로 12회 이상으로 하며 최고

은 지원자를 모집공고하여 13명 지원자 중 혈액병리검사, 혈액

혈중농도 도달시간 전 적어도 2회 이상 채혈하되, 채혈기간 및

화학검사, 뇨검사, 내과적 검진을 통하여 담당의사가 생체이용

최고 혈중농도 도달시간 등에 따라 채혈 횟수를 조절할 수 있

률 시험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8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피험

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채혈기준을 만족하도록 실시하되 약물

자의 평균연령은 23.63±2.00세(21~26세)이며 평균체중은 68.38±

투여 직전 및 투여 후에 실시하였다. 보고된 문헌 등을 참조하

7.25 kg (58~72 kg)이며 신장은 176.88±5.72 cm (170~187 cm)

여 채혈은 약물의 혈중소실반감기 1.03±0.44시간이고 최고혈중

의 건강한 남성이었다.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Tmax)는 3.2±1.8시간으로 보고되어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생체이용률시험 지원자 모집

를 참조하고, 소장에서 흡수되고 간장에서 대사된 후 혈중에 존

공고 후 지원신청서를 받았으며, 참여희망자에게 생체이용률시

재하게 되는 indometacin의 반감기는 6.01±0.70시간이고, Tmax는

험에 따른 목적, 시험제제 설명,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험내용,

3.4±0.7시간인 것을 참조하여, 채혈은 24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채

주의사항, 피험자 보상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후 참가동의

혈시간은 투약직전, 0.25 0.5, 1, 1.5, 2.0 3.0, 4.0, 6.0, 9.0, 12.0

서를 받고, 피험자 선정 기록표와 증례기록서를 임상시험에 참

및 24시간 경과 후 총 12시점에 실시하였다3,8). 채혈 방법은 I.V.

여한 피험자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catheter 중에 남아 있는 헤파린 처리 생리식염수를 완전히 제거
하기 위해 매번 약 2 mL의 혈액을 빼내어 버리고 약 8 mL의 혈

HPLC 분석조건
전처리된 혈장 시료는 다음의 HPLC 조건에서 정량하였다. 장

액을 채취하여 피험자 관리번호와 채혈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치로는 Waters 2695 Separation Module (Alliance), 검출기로는

액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용 헤파린을 넣은 주사용 생

vacutainer에 넣었다. 채혈 후마다 I.V. catheter 안에 잔류하는 혈

Waters 2487 Dual-λ-Absorbance Detector (UV 254 nm), 컬럼은

리 식염수를 주입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3000 rpm에서 20분간

Phenomenex사의 Luna 5μ-C18 (2) (250×4.6 mm, 5 μm particle

원심분리한 후 혈장을 취하여 혈장 분리 관에 옮겨 담고 분석

size), 데이터 처리장치로는 Waters의 Millennium32 program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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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70oC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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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시료의 처리
피험자로부터 각 시간별로 채취하여 −70oC에 보관했던 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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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정량한계)
크로마토그램상에서 신호대 잡음비(S/N ratio)를 10 이상으로

시료를 실온에 방치하여 녹인 후 1분간 진탕한 다음 이 혈장

하고 정밀성이 20% 이하이고, 정확성이 80-120%인 조건을 만

1000 μL를 취하여 시험관에 옮기고 여기에 내부표준물질로 플

족하는 농도로 구하였다.

루비프루펜(10 μg/mL) 20 μL를 가한 후 검량선 작성 방법과 동
일한 방법으로 전 처리한 후 HPLC에 주입하였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혈중농도계산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

혈장 중 아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의 동시 정량
아세메타신(pKa=2.81)과 인도메타신(pKa=4.28)은 인산 완충액

한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의 피크 면적 비를 구하여 미리 작

인 이동상의 pH를 4~6 사이로 조절하여, 각각 약물의 비이온화

성한 검량 선으로부터 혈장 중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의 농

된 형(HA)과 이온화된 형(A−)의 비를 조정하고, 이로 인한 비극

도를 구하였다.

성과 극성의 차를 유도함으로써, C18 RP column을 고정상으로
하여 이 두 약물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Fig. 1은 내부표준물질

정밀성, 정확성 및 감도(정량한계) 분석
50, 100, 500, 1000, 3000 ng/mL (정량한계 농도: 50 ng/mL) 5
개 농도의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 혈장 표준액을 상기의 검
체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포함된 공혈장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으로 피크 유지시간은
23.78분으로, 아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등의 피크 검출에 방해
를 일으키지 않는 분석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방법과 같이 검체를 처리하여 HPLC로 분석하였을 때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은 Fig. 2와 같이 아세메타신, 인도메타신

-정밀성(n=5)

피크의 유지시간은 각각 31.618분, 34.426분이었으며, 내부표준

아세메타신, 인도메타신신과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비의 표

물질 피크의 유지시간은 약 23.837분이었고, 분석조건에서 아세

준편차를 아세메타신, 인도메타신과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비

메타신과 인도메타신 및 내부표준물질(I.S.)은 기타 혈장 성분들

의 평균값으로 나눈 비의 백분율 (%)로서 구하였다. 하루에 5번

과 잘 분리되었다.

시행하여 일내 정밀성(%CV로 표시)을 구하였고, 5일간 실험을
반복 시행하여 일간 정밀성(%CV로 표시)을 구하였다.

Fig. 3은 세타신 캅셀(아세메타신 60 mg×3캅셀)을 25세된 건
강한 남성에게 투여 후 3시간의 혈장시료의 크로마토그램으로,
본 연구결과 확립된 HPLC 분석법이 아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

-정확성(n=5)

을 잘 분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4는 아세메타신과

검량선에 의하여 정량한 농도의 평균값을 기지의 농도로 나

인도메타신의 농도 변화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overlay한 크로

눈 비의 백분율 (%)로서 구하였다.

Fig. 1. Chromatogram of blank plasma spiked with internal
standard (flurbiprofen at 200 ng/mL).

Fig. 2. Chromatogram of blank plasma spiked with internal
standard (flurbiprofen at 200 µg/mL), acemetacin and indomet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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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romatogram of human plasma sample obtained from a
volunteer at 3 hr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Cetacin capsule (60
mg×3).

마토그램으로 농도의 증가(20~1000 μg/L)에 따라 면적이 비례해
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Overlaid chromatograms of blank plasma spiked with
internal standard (flurbiprofen at 200 ng/mL) an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nalytes (peak 1: acemetacin and peak 2:
indometacin).
Table 1. The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and accuracy
validation of Acemetacin analysis in plasma
Concentration
(ng/mL)

Precision (CV%)

Accuracy (%)
(n=5)

Intra-day
(n=5)

Inter-day
(n=5)

100 (LOD)

15.5

12.16

87.1

Blank 혈장시료, 10 μg/mL의 내부표준물질인 flurbiprofen 20

500

13.8

8.81

97.4

μL를 spike한 혈장시료 50 ng/mL (정량한계 농도), 100, 500,

1000

12.84

13.72

100.2

3000

10.26

10.51

100.1

검량선 작성

1000, 3000 ng/mL의 표준액과 10,000 ng/mL의 내부표준물질 20
μL를 spike한 공혈장시료를 위의 분석방법으로 검체를 처리하여
HPLC로 분석하였을 때, 혈장시료로부터 구한 아세메타신 검량
선의 계산식은 y=0.003215x−0.102555 (r2=0.998)로 50-3000 ng/
mL 범위에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활성형 대사체
인 인도메타신의 검량선의 계산식은 y=0.003084x+0.156807 (r2
=0.999)로 50-3000 ng/mL 범위에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혈장 중 아세메타신 농도 분석에 있어서 정밀도와 정확도 분석
Table 1에 정리되어진 대로, 본 분석방법의 아세메타신 정밀
성 CV%는 일내 정밀성이 15.5% 이하, 정량한계농도에서의 일
내정밀성은 15.5% 이하였고, 일간 정밀성은 13.72% 이하, 정량
한계농도에서의 일간 정밀성은 15.5% 이하였으며, 정확성은

*LOD: Limit of detection

Table 2. The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and accuracy
validation of Indometacin analysis in plasma
Concentration
(ng/mL)
100 (LOD)

Precision (CV%)
Intra-day
(n=5)

Inter-day
(n=5)

13.17

13.46

Accuracy (%)
(n=5)
104.1

500

12.44

17.46

91.5

1000

14.69

18.99

102.5

3000

16.29

17.81

99.9

*LOD: Limit of detection

87.1% 이하, 정량한계 농도에서의 정확성은 87.9% 이하이고, 감
도는 100 ng/mL이었다. 참고로 50 ng/mL의 일내 정밀성은 24.8%

혈장 중 대사활성체인 인도메타신 농도 분석에 있어서 정밀도

이었다. 이로부터 혈장 중 아세메타신에 대한 본 HPLC분석법

와 정확도

은 인체에 대한 생체이용률 시험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

Table 2에서는 대사활성체인 인도메타신 정밀성 CV%는 일내

도,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밀성이 17% 이하, 정량한계농도에서의 일내정밀성은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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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Acemetacin 12 after a
single dose administration of acemetacin 180 mg (Cetacin capsule
60 mg×3) orally in 8 healthy volunteers
AUC24h
(nghr/mL)

Cmax
(ng/mL)

Tmax
(hr)

ke
(hr−1)

t1/2
(hr)

6302.60±1715.4 3533.66±604.4 1.63±0.44 0.38±0.15 2.08±0.71
Table 4.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Indometacin after a
single dose administration of acemetacin 180 mg (Cetacin capsule
60 mg×3) orally in 8 healthy volunteers
AUC24h
(nghr/mL)

Cmax
(ng/mL)

Tmax
(hr)

ke
(hr−1)

t1/2
(hr)

11498.15±4123.3 2295.59±743.2 12.56±0.98 0.09±0.03 8.92±2.43

Fig. 5. Mean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s of acemetacin
and indometacin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Cetacin capsule
(60 mg×3) in 8 healthy volunteers.

생체이용률 파라메타의 산출
각 피험자의 AUC, Cmax, Tmax, Ke, t1/2 등의 생체이용률 파라
메타는 WinNonlin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아세메타신 180 mg
(세타신 캅셀 60 mg×3, 한영제약)을 단회 경구투여했을 때 아세
메타신 및 인도메타신의 약물동력학 파라미터는 Table 3과 4에

이하였고, 일간 정밀성은 20% 이하, 정량 한계농도에서의 일간

정리되었다.

정밀성은 15% 이하였으며, 정확성은 8.5% 이하, 정량한계 농도

Table 5은 채혈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하 곡선(AUC)면적의 비

에서의 정확성은 4.5% 이하이고, 감도는 100 ng/mL이었다. 이로

를 나타내고 있다. Winnonlin program을 이용하여 Non-compart-

부터 혈장 중 아세메타신에 대한 본 HPLC분석법은 인체에 대

ment model에 의하여 PK parameter를 계산시, 아세메타신과 인

한 생체이용률 시험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 특이성, 직

도메타신의 혈장중농도 평가 후 Tlast로 인식한 시간, 즉 아세메

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신의 경우는 채혈시간 24시간까지의 혈중 농도하 곡선의 면
적은 99.68±4.36%를 나타내었으며, Tlast 시간까지의 혈 중 농도

피험자의 시간에 따른 혈장 중 아세메타신과 인도메타신의 농

하 곡선의 면적은 95.66±3.55%였다. 인도메타신은 채혈시간 24

도추이

시간까지의 혈중 농도하 곡선의 면적은 86.09±5.43%를 나타낸

Fig. 5는 각 피험자(n=8)에게 세타신캅셀 투여 후 혈장 중 아

다. 이 같은 결과는 24시간까지의 채혈시간이 아세메타신 및 인

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의 시간별 평균 혈장 중 약물농도의 추

도메타신의 체내 약물동태를 측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채혈시간

이를 나타내고 있다.

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AUC 0 – 24h
Table 5. Percentage of --------------------------- ×100 (%) for Acemetacin and Indometacin: blood samples up to 24 h constitutes more than 85%
AUC ∞
AUC for both drugs
Acemetacin parameter

Indometacin parameter

Volunteer

AUC 0 – 24h
--------------------------- ×100 (%)
AUC ∞

Tlast (hr)

AUC last
--------------------- ×100 (%)
AUC ∞

AUC 0 – 24h
--------------------------- ×100 (%)
AUC ∞

Tlast (hr)

A1

99.16

9.0

97.61

94.01

24.0

A2

98.23

9.0

96.78

80.89

24.0

A3

100.11

6.0

97.34

86.83

24.0

A4

97.97

9.0

96.23

85.89

24.0

A5

101.54

12.0

96.90

88.01

24.0

A6

91.24

6.0

87.06

78.76

24.0

A7

106.01

12.0

95.60

92.48

24.0

A8

103.21

12.0

97.80

81.83

24.0

Average

99.68

9.4

95.66

86.09

24

SD

4.36

2.5

3.55

5.43

0.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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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Conclusion)
아세메타신 및 인도메타신의 동시 혈중분석법을 HPLC-UV 검
출법으로 검토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분석법 validation을
완료하여 정량한계 100 ng/mL에서 생체이용률 시험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개발된 아세메타신 및 그의
활성형 대사체인 인도메타신의 동시 분석법 및 생체 이용율 임
상 결과는 특히 개체 차가 심한 아세메타신 제제의 생물학적동
등성시험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서 작성을 통한 시험자료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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