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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s-Alder 유도체화와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혈청 25-Hydroxyvitamin D3 및 25-Hydroxyvitamin D2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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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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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itamin D has been recently shown to play important roles in the functioning of various systems. Most of the current analytical
methods for measuring vitamin D levels are based on immunoassays. We simultaneously measured the levels of 25-hydroxyvitamin D3 [ 25(OH)D3 ]
and 25-hydroxyvitamin D2 [ 25(OH)D2 ] in human serum by performing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UPLCMS/MS) after Diels-Alder derivatization with 4-phenyl-1,2,4-triazoline-3,5-dione (PTAD)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our method.
Methods: After liquid-liquid extraction, samples were dried under N2 at 50˚C for 1 hr followed by Diels-Alder derivatization with ethyl acetate
containing 0.1 mg/mL PTAD. The samples were resuspended in 60 µL of methanol:10 mM ammonium formate solution (1:1, V/V). C18 UPLC column
and positive ion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transitions such as m/z 558.35→298.1, 25(OH)D3; m/z 570.35→298.1, 25(OH)D2; and m/z 564.35→
298.1, hexadeuterated-25(OH)D3 were used for UPLC-MS/MS.
Results: The within-run imprecision (CVs) for 25(OH)D3 and 25(OH)D2 were 3.5-4.0% and 3.8-4.2%,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betweenrun CVs were 3.3-5.5% and 4.7-5.8%. The 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for 25(OH)D3 and 25(OH)D2 were 0.5 and 1.0 ng/mL, respectively. The curve
for interassay calibration variability data obtained over concentrations of 0-120 ng/mL for 25(OH)D3 and 0-90 ng/mL for 25(OH)D2 was linear and
reproducible [ 25(OH)D3, R2 = 0.993; 25(OH)D2, R2 = 0.998]. The total 25(OH)D levels in Koreans (average, 18.7 ng/mL) were lower than those in
American Caucasians, and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total 25(OH)D levels under 10 ng/mL was 8.1%.
Conclusions: Our method to measure 25(OH)D3 and 25(OH)D2 levels by performing UPLC-MS/MS after PTAD derivatization showed good performance as a sensitive and reproducible method for routine analysis of vitamin 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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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타민 D는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의 칼슘
배출을 감소시키며[1], 골대사 및 체내 칼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4]. 또한 면역계, 심혈관계, 그리고 생식기계 기
능에도 관여하고[5, 6], 유방암, 대장암, 직장암, 다발경화증, 치매,
류마티스관절염, 당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처럼 다양한 질환
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7, 8] 최근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타민 D는 D3 (cholecalciferol)와 D2 (ergocalciferol)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비타민 D3는 음식으로부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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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거나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될 때 전구물질인 7-dehydrocho-

panol (8:2, v:v)로 3 mol/L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기타 시약

lesterol로부터 합성되며, 비타민 D2는 효모에서 생산되는 ergos-

및 유기용매는 HPLC 등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였다.

terol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합성하거나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1].
비타민 D는 간에서 25-hydroxyvitamin D [25(OH)D]로 수산화되
어 혈중으로 다시 보내지며, 대부분 비타민 D 결합단백(vitamin D

2. 검체 처리
유리관에 혈청 검체, 정도관리물질, 또는 보정물질 150 μL와 내

binding protein, DBP)에 결합된 채 존재한다. 25(OH)D는 체내 비

부표준물질 50 μL를 혼주하여 5초 동안 vortex에서 진탕한다. 0.1

타민 D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지자로, 주로 신

M ZnSO4 150 μL와 methanol 300 μL를 차례대로 넣으며 각각 5초

장에서 비타민 D의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상태인 1α ,25-

동안 vortex에서 진탕한다. Hexane 800 μL를 추가하고 30초 동안

dihydroxyvitamin D [1α,25(OH)2D]로 수산화된다[1].

vortex에서 진탕한다. 3,700 g에서 7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비타민 D 대사산물은 지용성이고, 비타민 D 결합단백에 강하게

microplate로 옮겨 50˚C N2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Ethyl ace-

결합되어 있으며, 혈중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9].

tate에 녹인 PTAD (0.1 mg/mL) 용액 50 μL를 넣고 실온에서 30분

지금까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adioimmu-

동안 방치한다. Ethyl acetate PTAD 용액을 50 μL를 추가로 더 넣

noassa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등의 면역분석법, liq-

고 실온에서 30분 더 방치한다. Ethanol 80 μL를 첨가 후 증발시키

uid chromatography (LC), gas chromatography (GC), LC-tandem

고, 60 μL methanol-10 mM ammonium formate (1:1, v/v)로 다시

mass spectrometry (LC-MS/MS)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부유시킨 후 LC-MS/MS에 주입한다.

[10]. 현재 비타민 D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검사 방법 및

혈청 검체는 실온 및 냉장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알려

검사실 간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 및 표준화가 어렵

져 있지만,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하였고 2-3일 이내 분석을 하지

다는 점이다[11-14].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vitamin D External

않을 경우 -20˚C에 냉동 보관하였다.

Quality Assessment Scheme (DEQAS, http://www.deqas.org)라
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UK Food Standards

3. UPLC-MS/MS

Agency Workshop Consensus는 임상검사실에서 National Insti-

ACQUITY UPLC system (Waters, Milford, MA, USA)에 BEH C18

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Standard Reference Ma-

column (2.1 × 50 mm, 1.7 μm; Waters)을 사용하였고, 다음 조건

terial (SRM) 972 표준물질로 검사법을 표준화하도록 권장한다[15].

하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주입량, 20 μL; 분석시간, 3분; 유속, 0.4

본 연구에서는 4-phenyl-1,2,4-triazoline-3,5-dione (PTAD)를 활

mL/min; 이동상(mobile phase) A, 10% acetonitrile with 0.1% for-

용한 Diels-Alder 유도체화와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

mic acid 증류수 용액; 이동상 B, 100% methanol.

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UPLC-MS/MS)를 이용하여

Waters Premier XE tandem mass spectrometer (Waters)를 사용

25(OH)D3 및 25(OH)D2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그

하였고, electrospray ionization, positive ion mode, multiple reac-

성능을 평가하였고, NIST SRM 972를 통해 정확도와 측정 추적성

tion monitoring (MRM)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25(OH)D3,

(traceability)을 검증하였다. 또한 Diels-Alder 유도체화 전처리 과

25(OH)D2, d6-25(OH)D3의 MRM transition (m/z)은 각각 558.35 →

정이 없는 UPLC-MS/MS 검사법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상품화된

298.1, 570.35 → 298.1, 564.35 → 298.1이었고 cone voltage와 colli-

면역검사법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정상 성인 집단

sion energy는 각각 35 V와 16 eV로 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분석은

에서 UPLC-MS/MS를 이용한 25(OH)D3 및 25(OH)D2 측정치의 분

QuanLynx 4.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포를 조사하였다.

4. 정밀도(precision), 직선성(linearity), 최저정량한계(lower

대상 및 방법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잔효(carry-over) 평가
검체 전처리 때 PTAD 유도체화 과정이 포함된 검사법과 생략된

1. 시약 및 보정물질

검사법에 대하여 각각 정밀도, 직선성, LLOQ를 평가하여 비교하

Chromsystems (Munich, Germany)와 Recipe (Munich, Germany)

였다. 검사차례내(within-run) 정밀도는 저농도와 고농도 정도관리

의 보정물질을 사용하였고, Recipe (Munich)의 상품화된 정도관리

물질에 대해 각각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가하였고, 검사차례간

물질을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인 hexadeu-

(between-run) 정밀도는 저농도와 고농도 정도관리물질에 대해

terated-25(OH)D3 [d6-25(OH)D3]는 Medical Isotopes Inc. (Pelham,

10일간 하루에 1회씩 검사하여 평가하였다. 직선성은 CLSI 지침

NH,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은 methanol:pro-

EP6-A에 준하여 평가하였다[16]. 1 ng/mL의 저농도 물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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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L의 고농도 물질을 각각 4:0, 1:3, 2:2, 3:1, 0:4의 비율로 혼합한

25(OH)D3 표준물질을 30 ng/mL의 농도로 MS/MS syringe에 장착

5가지 단계의 물질을 제조한 후 4회씩 반복 측정하여 직선성을 평

한 후 20 μL/분의 속도로 연속 주입하는 동안 검체를 주입하면서

가하였다. LLOQ는 정도관리물질을 계단 희석하며 만든 저농도 물

생기는 이온 억제를 시간에 따라 관찰하였다. 이온 억제가 발생하

질을 5회 반복 측정하여 정밀도 20% 이하 그리고 정확도(accu-

는 시간대와 25(OH)D2와 d6-25(OH)D3가 검출되는 시간대를 비교

racy) ± 2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저 농도로 정하였다. 잔효

하여 이온 억제가 25(OH)D의 검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는 25(OH)D3 및 25(OH)D2의 농도가 각각 80 ng/mL 및 77 ng/mL

7. 상관성(method comparison) 평가

정도의 고농도 검체를 4번 반복 측정한 후(H1, H2, H3, H4), 이어
서 각각 8 ng/mL 및 21 ng/mL 정도의 저농도 검체를 4번 반복 측

총 25(OH)D를 측정하는 radioimmunoassay (RIA) 검사(DiaSo-

정하였고(L1, L2, L3, L4), %잔효는 [L1-(L3+L4)/2]/[(H3+H2)/2-

rin, Stillwater, MN, USA)와는 42개 검체를 대상으로, 25(OH)D3만

(L2+L4)/2] × 100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측정하는 RIA 검사(BioSource, Nivelles, Belgium)와는 73개의 검
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UPLC-MS/MS 검사 결과를 비

5. NIST SRM 972를 이용한 정확도 및 측정 추적성(traceability)

교하였다. 평가는 CLSI EP-9A2를 일부 변형하여 상관성을 평가하

평가

였고, Passing-Bablok 회귀분석을 하였다.

일차표준물질과의 측정 추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NIST SRM

8. 한국인 성인 집단에서의 분포

972 (NIST, Gaithersburg, MD, USA)을 구매하여 3회 반복 측정하
였고, 참값과의 % 바이어스로 검사의 정확도와 측정 추적성에 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정상 성인의 잔여 검체(남자 80명,

해 평가하였다.

여자 80명)를 대상으로 25(OH)D3와 25(OH)D2 수준을 측정하였다.

6. 이온 억제(ion suppression) 평가

9. 통계 처리

Post-column infusion model [17]을 이용하여 기질효과(matrix

통계 처리는 Microsoft Excel 2007 (Microsoft Corporation, Red-

effect) 및 이온 억제를 평가하였다. 환자 검체 중 비타민 D2가 없는

mond, WA, USA) 프로그램과 CBstat 5 version 5.1.2 (Charlotten-

검체 15개를 선정한 후, 3개의 검체에서 100 μL씩 혼합하여 300 μL

lund, Denmark)을 이용하였다.

의 pool을 총 5개 제조하여 전처리를 하였다. 25(OH)D2와 d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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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ative chromatogram for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multiple reaction monitoring of 25-hydroxyvitamin D2 [25(OH)
D2], hexadeuterated 25-hydroxyvitamin D3 [d6-25(OH)D3], and 25-hydroxyvitamin D3 [25(OH)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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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상 검체에서 흔하게 측정되는 범위 내에서(각각 1.4-101.9 ng/mL,
0.4-88.5 ng/mL) linear fit 및 lack of fit 분석에서 유의한 직선성을
나타냈으며, 25(OH)D3 (y = 0.9767x-0.4895, R2 = 0.995)의 직선성이

1. UPLC MRM chromatogram
25(OH)D를 PTAD 유도체화시키면 s-cis-diene moiety의 α-와

25(OH)D2 (y = 0.9551x-1.6937, R 2 = 0.983)보다 더 우수하였다.

β-sides에 결합하기 때문에 6S과 6R 두개의 epimer이 형성된다[18,

PTAD 유도체화 과정을 포함한 검사법[25(OH)D3, 0.5 ng/mL;

19]. 따라서 MRM ion chromatograms에서 두 개의 peak가 관찰되

25(OH)D2, 1.0 ng/mL]이 그렇지 않은 검사법[25(OH)D3, 5.0 ng/

고 이 중 6S epimer이 주 peak이다. 본 검사법의 총 분석시간은 3

mL; 25(OH)D2, 5.0 ng/mL]에 비해 25(OH)D3의 경우 10배, 25(OH)

분이었고, 25(OH)D3, d6-25(OH)D3, 25(OH)D2는 각각 2.02, 2.01,

D2의 경우 5배 낮은 LLOQ 값을 나타내었다. 높은 농도 및 낮은 농

2.06분에 6S epimer peak가 관찰되었다(Fig. 1).

도의 검체를 각각 4번 반복 측정하여 계산한 25(OH)D3 및 25(OH)
D2의 잔효는 각각 2.15% 및 4.96%였다.

2. 정밀도, 직선성, 최저정량한계 및 잔효
PTAD 유도체화가 포함된 검사법의 25(OH)D3와 25(OH)D2의 검
사차례내 그리고 검사차례간 변이계수는 저농도 및 고농도에서 모

3. 정확도 및 측정 추적성
NIST SRM 972를 2회 반복 측정한 값과 주어진 참값과의 바이어

두 6% 미만으로 검체 전처리 과정에서 PTAD 유도체화가 생략된

스는 25(OH)D3의 경우 3.2-6.9%의 양의 바이어스를, 25(OH)D2는

검사법보다 우수하였다(Table 1). 25(OH)D3와 25(OH)D2 모두 임

0.9-14.9%의 음의 바이어스를 나타내었다(Table 2). 낮은 농도에서
는 %바이어스가 과장되어 큰 결과를 보였으나 정상범위 또는 임상

Table 1. Imprecision of 25-hydroxyvitamin D analysis
PTAD derivatization
Non-derivatization
UPLC-MS/MS (n = 10) UPLC-MS/MS (n = 10)
25(OH)D3 Within-run precision
Low level
High level
Between-run precision
Low level
High level
25(OH)D2 Within-run precision
Low level
High level
Between-run precision
Low level
High level

Mean*
20.5
79.0
Mean*
20.5
76.8
Mean*
25.5
74.6
Mean*
24.3
81.3

SD
1.6
5.1
SD
1.9
4.6
SD
2.9
9.2
SD
2.0
4.9

CV (%)
7.7
6.5
CV (%)
9.2
5.9
CV (%)
11.5
12.3
CV (%)
8.3
6.0

Mean*
29.0
100.7
Mean*
30.8
99.2
Mean*
22.2
88.8
Mean*
24.3
94.9

SD
1.2
3.6
SD
1.7
3.3
SD
0.9
3.3
SD
1.2
5.5

CV (%)
4.0
3.5
CV (%)
5.5
3.3
CV (%)
4.2
3.8
CV (%)
4.7
5.8

*Unit of mean, ng/mL.
Abbreviations: PTAD, 4-phenyl-1,2,4-triazoline-3,5-dione; UPLC-MS/MS,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25(OH)D3,
25-hydroxyvitamin D3; 25(OH)D2, 25-hydroxyvitamin D2.

Table 2. Bias between 25-hydroxyvitamin D3 [25(OH)D3] and 25-hydroxyvitamin D2 [25(OH)D2] values measured by revised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UPLC-MS/
M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target values provided in the NIST 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
972
NIST SRM NIST Target value Measured value
972
(ng/mL)
(ng/mL)
25(OH)D3

25(OH)D2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2
Level 3
Level 4

23.9 ± 0.8
12.3 ± 0.6
18.5 ± 1.1
1.71 ± 0.08
26.4 ± 2.0
2.4 ± 0.21

24.9 ± 1.2
13.2 ± 1.1
19.1 ± 0.8
1.46 ± 0.64
26.2 ± 0.40
2.15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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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Bias %

1.0
0.9
0.6
-0.26
-0.25
-0.25

4.0
6.9
3.2
-14.9
-0.9
-10.4

적으로 의미있는 범위 (10-30 ng/mL)에서는 7% 이내의 차이를 나
타내었다.

4. 이온 억제
25(OH)D2와 d6-25(OH)D3의 post-column infusion system
chromatogram을 살펴보면 이동상의 신호와 비교하였을 때 혈청
의 경우 약 정체시간(retension time) 0.4분 근처에서 이온 억제 효
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검사 대상이 되는 물
질의 정체시간은 1.9-2.0분 근처이므로 검체의 기질에 의해 생기는
이온 억제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A

Retention time at 1.9 min
Ion suppression

B

C

D
Fig. 2. Chromatograms obtained using a post-column infusion system
showing identifiable ion suppression at around 0.4 min and retention
of target metabolites at 1.9 min. (A) 25-hydroxyvitamin D2 [25(OH)
D2], serum; (B) hexadeuterated 25-hydroxyvitamin D3 [d6-25(OH)D3],
serum; (C) 25(OH)D2, mobile phase; (D) d6-25(OH)D3, mobil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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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ssing-Bablok Regression Analysis to compare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UPLC-MS/MS) with
(A) DiaSorin radioimmunoassay (RIA), 25-hydroxyvitamin D [25(OH)D] and (B) BioSource RIA, 25-hydroxyvitamin D3 [25(OH)D3].
Table 3. Serum levels of 25-hydroxyvitamin D3 [25(OH)D3], 25-hydroxyvitamin D2 [25(OH)D2], and total 25-hydroxyvitamin D [25(OH)D] in a Korean
population
Sex
Male (n = 80)
Female (n = 80)
Total (n = 160)

Total 25(OH)D †

Age*

25(OH)D3
(ng/mL)

25(OH)D2
(ng/mL)

Total 25(OH)D
(ng/mL)

< 10 ng/mL

48.8 (24-68)
48.0 (27-73)
48.4 (24-73)

19.0 ± 6.7
18.4 ± 9.5
18.7 ± 8.2

0.5 ± 1.9
0.6 ± 1.5
0.5 ± 1.7

19.5 ± 6.6
18.9 ± 9.6
19.2 ± 8.2

5.0
11.3
8.1

≥ 10, < 20 ng/mL ≥ 20, < 30 ng/mL

52.5
53.8
53.1

38.8
23.8
31.3

≥ 30 ng/mL

3.8
11.3
7.5

*Values shown as mean (range); † values shown as percentage of persons.

5. 상관성

산물을 측정하기엔 측정한계(limit of detection)가 높고 검사에 필

DiaSorin RIA (x)와 BioSource RIA (x)에 대한 본 검사(y)의 Pass-

요한 검체의 양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10]. Liquid chroma-

ing-Bablok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y = 1.3129x-2.8344, r = 0.9761;

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를 이용한 비타

y = 0.4594x-0.0222, r = 0.7191으로, BioSource RIA보다 DiaSorin

민 D 대사산물의 측정은 2005년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RIA와의 상관성 및 일치도가 더 우수하였다(Fig. 3).

는 검사법이다[24-30]. LC-MS/MS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대량의
검체를 처리하기 다소 어려운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 대사

6. 한국인 성인 집단에서의 분포

산물 측정의 표준 검사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전체 대상을 남녀로 나누고 각 집단의 25(OH)D3와 25(OH)D2 검

있으며, 실제로도 점점 많은 임상검사실에서의 활용도 증가하고

사 결과의 분포와 total 25(OH)D 농도가 10 ng/mL 미만으로 결핍

있다. UK Food Standards Agency Workshop Consensus는 다른

을 보이는 집단의 비율과 30 ng/mL 이상의 충분한 농도를 보이는

검사법에 비해 LC-MS/MS의 비타민 D 대사산물 측정의 우수성을

집단의 비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인정하여 UK National Diet and Health Survey에서 25(OH)D 측정
시 LC-MS/MS를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5]. 특히 최근에는

고 찰

electrospray ionization (ESI) 또는 atmospheric-pressure chemical
ionization (APCI) 과정에서 비타민 D 대사산물들의 이온화 효율

지금까지 비타민 D의 측정은 주로 면역분석법(immunoassay)에

이 좋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체 전처리 과정에 Diels-Alder

의해 이루어졌으나 많은 경우 비타민 D3와 비타민 D2를 구별하지

유도체화(derivatization) 과정을 추가한 LC-MS/MS 검사법들도 발

못 하는 단점이 있었고, 25(OH)D 측정 시 24,25-dihydroxyvitamin

표가 되고 있다[16, 18, 31, 32].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역측정법, 비

D3 [24,25(OH)2D3]와 교차반응을 한다는 보고도 있었다[20]. Liq-

유도체화 및 유도체화 LC-MS/MS 간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Table 4

uid chromatography (LC)는 예전에 비타민 D를 측정하는 표준방

에 정리하였다.

법으로 여겨졌지만[21-23], 미량으로 존재하는 혈중 비타민 D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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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various methods for measuring 25-hydroxyvitamin D [25(OH)D] levels
Radioimmunoassa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Non-derivatized LC-MS/MS

Derivatized LC-MS/MS

Sample preparation
and automation

Semi-automated

Fully automated without
manual handling steps

Sensitivity
25(OH)D2, D3

Less sensitive
Total or 25(OH)D3 only

Less sensitive
Total or 25(OH)D3 only

Standardization

Needs standardization

Needs standardization

Selectivity

Limited specificity and
relevant cross-reactivity
Low costs for
instruments
Medium running costs

Limited specificity and
relevant cross-reactivity
Medium costs for
instruments
High running costs

Manual sample preparation
Automated platforms are
under development
Sensitive
Separately measures
25(OH)D2 and D3
Very accurate but needs
common calibrator traceable
to NIST SRM
Highly selective but needs
LC-separation for epi-25(OH)D
High costs for instruments
Low running costs

Additional manual sample
preparation for
derivatization
Very sensitive
Separately measures
25(OH)D2 and D3
Very accurate but needs
common calibrator traceable
to NIST SRM
Highly selective but needs
LC-separation for epi-25(OH)D
High costs for instruments
Low running costs

Costs

Abbreviations: LC-MS/MS,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
25(OH)D, 25-hydroxyvitamin D.

민 D3와 비타민 D2를 구별할 수 있으며, 한 번의 검사로 비타민 D

기존에 발표된 PTAD 유도체화와 LC-MS/MS를 이용한 비타민

검사의 대표적 표지자인 25(OH)D 외에 1α,25(OH)2D, 24R,25-di-

D 대사산물의 검사법은[18, 19, 32] Liquid-liquid extraction 기준으

hydroxyvitamin D [24R,25(OH)2D]처럼 여러 종류의 대사산물을

로 각 검사법에서 사용하는 검체량과 LC-MS/MS의 분석시간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기존에 비타민 D의 검사에 많이 활용되던

200 μL, 4.5분[19]; 500 μL, 12분[18]; 1 mL, 25분[32]이었다. 본 연구

RIA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 D2는 영양보조제 섭취

에서 개발한 검사법은 25(OH)D3와 25(OH)D2만을 측정하지만 150

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비타민 D3와 비타민 D2가 지니는 생

μL의 소량의 검체로 검사가 가능하고, UPLC-MS/MS 분석시간이 3

물학적 활성도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어[33, 34], 체내 비타민 D 농

분으로 짧으면서도 이온 억제 효과나 다른 간섭물질의 큰 영향 없

도를 검사할 때 25(OH)D3와 25(OH)D2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

이 정확하게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25(OH)D3와

이다. 비타민 D의 생물학적 활성화 상태인 1α,25(OH)2D는 25(OH)

25(OH)D2를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대량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

D에 비해 혈중 농도가 1/500에서 1/1,000배 더 낮고[32] 반감기가

이 있다.

매우 짧기 때문에[35], 1α,25(OH)2D를 임상검사실에서 정확하게

비타민 D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검사 방법 및 검사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검사실 간 결과의 차이는

실 간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결과 해석 및 표준화가 어렵다는

1α,25(OH)2D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한다

점이다[11-14].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사면역측정법이나 최근

[32].

에 개발이 된 자동화 화학발광면역측정법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

비타민 D 대사산물들이 ESI 또는 APCI 과정에서 이온화 효율이

고 있다[36].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BioSource RIA 측정치는

낮은 이유는 쉽게 극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UPLC-MS/MS 측정치나 DiaSorin RIA 측정치보다 약 2배나 높은

[18, 19]. 저자들은 LC-MS/MS를 이용한 비타민 D 대사산물의 측정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DEQAS 분석결과와 유사한 양상이

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체 전처리 과정에 Diels-Al-

다(www.deqas.org). 또한 DiaSorin RIA는 UPLC-MS/MS와 비교할

der 유도체화 과정을 추가하였다. PTAD와 같은 Cookson-type tri-

때 농도가 높아질 수록 낮게 측정되는 비례적인 오차를 나타내는

azolinedione은 cisoid diene moiety와 반응하여 이온화 효율을 대

데, 이 역시 DEQAS 등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폭 상승시킨다[18, 19]. PTAD 유도체화가 LC-MS/MS 검사에 있어

LC-MS/MS는 정확하게 25(OH)D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검사법

서 또 유리한 점은 precursor ion의 m/z ratio를 상승시켜 낮은 m/z

이다[37]. 그러나 초창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정물질이

ratio 영역에서의 신호 간섭이 덜하고, product ion의 collision-in-

없어 각 검사실마다 보정물질을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

duced dissociation (CID) spectrum에서 여러 종류의 작은 신호들

에, 검사실마다 측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임상

대신 1-2개의 강한 신호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8, 19]. 본 연구에

검사실들이 상업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동일한 보정물질을 사용하

서도 25(OH)D3와 25(OH)D2의 검사차례내 및 검사차례간 정밀도

게 되면서, 검사실 간 일치도가 향상되었다[38, 39]. 2009년 NIST에

모두 PTAD 유도체화 과정이 추가된 검사법이 그렇지 않은 검사법

서 교환가능성(commutability)이 있는 표준참고물질 SRM 972를

에 비해 더 좋은 정밀도를 보였고 LLOQ도 더 우수하였다(Table 1).

제조하였고, 시약회사나 검사실에서 이 표준참고물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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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물질의 측정 추적성을 갖추게 되면서 표준화에 가속도가 붙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 시작하였다. 본 검사방법으로 SRM 972를 측정한 결과와 참값

방법: 혈청에서 비타민 D를 유기용매로 추출하고 50˚C N2에서 1시

과의 바이어스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농도에서 −0.9-6.9%로 비

간 동안 건조시킨 후, 0.1 mg/mL의 PTAD가 포함된 ethyl acetate

교적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고, 측정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를 이용하여 Diels-Alder 유도체화를 시켰다. 이후 methanol-10

한 NIST/NIH에서 실시하는 Vitamin D Metabolites Quality Assur-

mM ammonium formate (1:1 V/V) 60 µL에 검체를 재부유시켰다.

ance Program에 참여한 결과도 1-3%의 양의 바이어스를 보이고

C18 UPLC 컬럼을 이용하여 분리하였고, 25(OH)D3, m/z 558.35 →

있어, 본 연구의 측정 추적성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98.1; 25(OH)D2, m/z 570.35 → 298.1; hexadeuterated-25(OH)D3,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HES)에

m/z 564.35 → 298.1의 질량분석기 조건에서 정량하였다.

의하면 미국인에서 25(OH)D 농도의 평균은 24 ng/mL이었고, 10

결과: 검사차례내 및 검사차례간 정밀도는 25(OH)D3의 경우 3.5-

ng/mL 미만으로 비타민 D 결핍을 보이는 비율은 6%, 20 ng/mL 미

4.0% 및 3.3-5.5%이었고, 25(OH)D2는 3.8-4.2% 및 4.7-5.8%이었다.

만으로 부족을 보이는 비율은 36%였다. 반대로 30 ng/mL 이상으

최저정량한계농도는 25(OH)D3 및 25(OH)D2 각각 0.5와 1 ng/mL

로 충분한 상태를 보이는 비율은 23%였다[40]. 인종별로는 백인은

이었다. 25(OH)D3는 0-120 ng/mL, 25(OH)D2는 0-90 ng/mL 범위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분포를, 흑인은 낮은 농도 분포를, Mexican

에 걸쳐 모두 직선성이 잘 유지되었다[25(OH)D3, R2 = 0.993; 25

American은 중간 농도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우리나

(OH)D2, R2 = 0.998]. 우리나라 성인 집단의 총 25(OH)D의 평균 농

라 성인 집단의 25(OH)D 평균 농도는 18.7 ng/mL로 미국 전체 평

도는 18.7 ng/mL로 미국평균 보다는 약간 낮은 분포를 보였고, 10

균 보다 약간 낮은 분포를 보였고, 10 ng/mL 미만의 결핍 비율도

ng/mL 미만의 결핍 비율도 8.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8.1%로 미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종 간 차이를 보면, 우리나

결론: PTAD 유도체화와 UPLC-MS/MS를 이용한 25(OH)D3 및

라 성인은 미국 백인보다는 낮지만은, 흑인보다는 높은 농도 분포

25(OH)D2에 대한 본 검사법은 우수한 검사수행능을 보여 임상 검

를 나타내어, Mexican American과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사실에서 비타민 D의 일상적인 검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아마도 생활습관에 따른 일상에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달라

것으로 기대된다.

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대상수가 많지 않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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