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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경: 부설판은 조혈성 줄기 세포 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이전에 전처치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부설판은 혈

중농도가 높을수록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

서 정확한 혈중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한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를 이용하여 부설판의 혈중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평가하였다.

방법: 내부표준물질은 Busulfan-2H8 를 사용하였고, 혈장에서 부설판은

ACQUITY UPLC HSS T3 SB column 을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검사방법은 기존 문헌

을 참고하여 재현성과 안정성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CLSI(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밀도(Precision),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잔효(Carry over), 생체시료효과(Matrix effect)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 Retention time (RT)은 부설판의 경우 1.13 분, IS 는 1.12 분이었다. 

multiple reaction monitoring(MRM)모드에서 부설판의 mass-to-charge(m/z) 변

화는 264.1>151.1 이었다. 검사 내, 검사 간 변이계수는 모두 3% 이하였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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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ng /mL 범위에서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냈고, 회수율은 대부분 95-105% 였

다. 검출한계 농도는 2.5 ng/mL 이었고, 정량한계 농도는 25 ng/mL 이었다. 잔

효%는 -0.02 % 로 허용가능 범위 내에 있었다. 생체시료효과 평균수치는 모두

3%이하였다.

결론 :  LC-MS/MS 를 이용한 부설판에 대한 본 검사법은 우수한 검사 수행능을

보여 임상 검사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단어:  부설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조혈성 줄기 세포 이식,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 텐덤 질량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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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Busulfan (butane-1,4-diyl dimethanesulfonate, 그림 1)은 알킬화 약물로

약물의 알킬 그룹과 DNA 이중나선의 구아닌 염기 사이에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DNA 교차결합(cross-linking)을 발생시킨다. 생성된 DNA 교차결합은 DNA 복제와

전사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부설판은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낸

다. 1) 부설판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혈액독성, 

위장관 장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에는 대부분 조혈성 줄기 세포 이식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이전에 전처치 약물

(conditioning regimen)로 주로 사용된다.2)

약물 투여 방법으로는 경구 투여(Oral administration)와 정맥 투여

(Intravenous, IV)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경구 투여의 경우 구토, 간질 발

작, 위장관 독성 등의 임상적인 부작용과 개인간 다양한 생체이용률

(Bioability) 때문에, 정확한 혈중 농도의 예측이 어렵다.3) 대조적으로 약물을

정맥 투여할 때는 곧바로 전신 순환에 도달하기 때문에 약리학적 다양성이 낮아

서 정밀한 투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부설판의 경구 투여보다

정맥 투여가 임상의들 사이에서 더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어린이들 사이

에서 여전히 다양한 생체이용률 때문에 농도 예측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4,5) 

부설판은 혈중농도가 높을수록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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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혈중 약물농도가 높은 경우 호흡곤란, 폐섬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

며, 부적절하게 혈중 약물농도가 낮은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재발을 초래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식 거부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다.6) 따라서 정확한 혈중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한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이 필요하다.

부설판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로 분리해서 전자

포착형 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질량 분석기(Mass 

spectrometry, MS)로 검출하는 방법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LC)로 분리해서 자외선검출기(UV detectors), 형광검출기

(Fluorescence detectors), MS, 이중질량분석법(Tandem-mass spectrometry, 

MS/MS)으로 검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7-12) 최근에는 ELISA원리를 이용한 자

동화 방법도 개발되었다.13) GC 또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UV(HPLC-UV)등의 방법들은 ultraviolet spectrum에서 부설판의 흡수가 제한적이

므로 검사전에 유도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유도체화 과정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검체의 양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상검사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TDM에

적합하지 않다.14) 따라서 전처리 과정이 간단하고 검사시간이 짧은 HPLC-MS/MS 

방법을 이용하여 부설판 농도를 분석한다.15)

LC-MS/MS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과하여 나온 화학적인 분석에 추가적

으로 질량분석기를 통해 분자수준의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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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감도와 특이도를 제공한다.16)

본 연구에서는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

를 이용하여 부설판의 혈중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CLSI(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밀도(Precision),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잔효%(Carry over), 생체시료효과(Matrix effect) 등에 대하

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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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busulfan (butane-1,4-diyl 

dimethanesulf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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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검사법 설정

내부표준물질은 busulfan과 가장 유사한 busulfan isotope를 사용하였다. 

Calibrator와 QC물질의 농도는 문헌 고찰을 통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농도

로 설정 하였다.6)

시료 전처리 방법은 기존 문헌의 방법을 참고하여9)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Calibrator, QC물질, 혈장에 혼주 하는 내

부표준물질의 양은 area값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또

한 시료희석배수는 Column에 영향이 없고, 결과의 재현성과 안정성이 좋은 조건

으로 설정하였다.

LC-system 은 ACQUITY Ι-Class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PLC) System (Waters, Milford, MA,USA)에 ACQUITY UPLC HSS T3 SB column 

(2.1 x 50mm, 1.8μm)을 사용하였다. 용리 방식은 gradient 방식으로 이동상의

용매 혼합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였으며,9) 용매비율은 머무름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peak 의 분리 정도(selectivity)가 좋은 비율로 설정하였다. 

MS/MS-system 은 Xevo-TQS Mass Spectrometer (Waters,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고, MS 조건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6),분리 효율이 가장 높은 기기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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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2-1.정밀도(Precision)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 Institute (CLSI) EP15-A2 지침에 따라

17), 4 개의 QC 물질(0.05, 0.75, 1.5, 3.5 μg/mL)을 5 일 동안 하루에 두 번 2 시

간 이상 간격으로 2 회 반복하여 검사하였다. 측정된 결과로 검사 내 변이계수

(within-run coefficient of variation), 검사 간 변이계수(between-run CV)를

구하였다. 허용 범위는 검사 내 변이계수, 검사 간 변이계수 모두 15 % 이내로

선정하였다.

2-2.직선성(Linearity)

CLSI EP6-A 규정에 따라 18) 5 가지 농도 물질은 calibrator 고농도(5  

μg/mL) 와 저농도(0.025 μg/mL) 의 검체를 각각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각 농

도의 물질을 4 회 반복 측정하여 측정된 결과로 직선성을 평가하였다. 선형인 경

우 해당 범위의 직선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정확도(Accracy)를 평가하기 위해 회수율(Recovery)을 검증하였다. 회수율

은 직선성을 유지하는 농도의 기대치에 대한 실측치의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7

2-3.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검출 한계 (LOD) 는 신호 대 잡음 비가 3 배 이상인 최저 농도로 정하였

다.19)

정량 한계 (LOQ) 는 가장 낮은 농도의 정도 관리물질을 측정했을 때, 신호 대

잡음 비가 10 배 이상, 변이계수가 10 % 미만 조건에서의 최저 농도로 정하였

다.20)

2-4. 잔효% (Carry-over)

고농도(3.5 μg/mL)와 저농도(0.05 μg/mL)의 QC 물질을 사용하였다. 고농도

물질을 4 회 연속 측정한 뒤(H1, H2, H3, H4), 연속하여 저농도 물질을 4 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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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L4)/2]x100 에 따라 물질간 Carry-over(%)을 계산하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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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trix effect 

CLSI C50-A 규정에 따라 22), mobile phase 에 일정 농도의 drug 를 첨가하고

(A),blank plasma 추출 후 같은 농도 drug 를 첨가한다(B). 4 가지 농도(0.05, 

0.75, 1.5, 3.5 μg/mL)의 QC 물질을 5회 반복 측정하여, 해당하는 공식 B/A x

100 에 따라 이온 억제 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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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Microsoft Excel 2007(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WA, 

USA)프로그램과 EP Evaluator® Release 8 software (DG Rhoads Associates,

Kennett Square, PA)를 이용하였다.



10

결과

1. 검사법

1-1. 시약 및 보정물질

Busulfan-2H8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내부 표준물질

(Internal standard, IS)로 사용하였다. 100 μg/mL Busulfan-2H8 250μL을 LCMS 

Chromasolv Methanol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50mL 에 용해

하여 0.1 μg/mL 농도의 working IS solution을 제조하였다. 

1,000μg/mL busulfan stock solution을 MeCN (Biosolve, Valkenswaard, 

Netherlands)에 희석해서 두 번째 저장용액(secondary stock solution)을 제조

하였다(표 1). 사람 혈장(Golden West Biologicals, Temecula, CA, USA)에

secondary  stock solution을 100배씩 희석하여 6가지 농도(0.025, 0.1, 0.5, 1, 

2, 5 μg/mL)의 정도 관리물질(Calibrator)을 제조하였다(표 2).

보정(Qulity control, QC)물질 또한  secondary stock solution을 사람혈장

에 희석하여 네 가지 농도(0.05, 0.75, 1.5, 3.5 μg/mL)로 제조하여 사용하였

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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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a secondary stock solution

Secondary

Stock 

solution #

Solution 

taken

Volume of

stock 

solution (mL)

Volume of 

MeCN (mL)

Busulfan concentration 

(μg/mL)

6 Stock 0.05 0.05 500

5 Stock 0.02 0.08 200

4 Stock 0.02 0.18 100

3 Stock 0.01 0.19 50

2 4 0.02 0.18 10

1 4 0.02 0.7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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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a calibrator

Calibrator #

Secondary stock solution

concentration

(μg/mL)

Calibrator

Concentration (μg/mL)

6 500 5

5 200 2

4 100 1

3 50 0.5

2 10 0.1

1 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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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d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a quality control

Quality control 

#

Solution

taken

Volume of  

stock solution 

(μL)

Volume of 

plasma (μL)

Busulfan 

concentration 

(μg/mL)

4 Stock 6 7 993 3.5

3 Stock 4 15 985 1.5

2 Stock 3 15 985 0.75

1 Stock 1 20 98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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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체 전처리

EDTA tube 에 채혈된 전혈을 16,240 xg, 15 분 동안 원심분리 한다. 1.5 ml 

microtube 에 Calibrator, QC 물질, 혈장 각 50 μL 와 내부표준물질 250 μL 를

혼주 하여 2,500 rpm, 30 초 동안 혼합한다. 16,100 xg 에서 2 분 동안 원심분리

후 깨끗한 상층액 50μL 를 2mL 96-well plate 에 옮긴 후, 950 μL LC/MS 

grade water 를 추가로 넣고 LC-MS/MS 에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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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MS/MS 조건

이동상의 경우 이동상(mobile phase) A 는 154mg ammonium acetat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와 1mL formic acid (VWR Scientific,

Seattle, WA, USA)를 1L 증류수에 용해하였다. 이동상 B 는 154mg ammonium 

acetate 와 1mL formic acid 를 1L 메탄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용해하였다. 처음에 이동상 A 는 90%, 이동상 B 는 10%  펌프 되어 2.0 분

에 이동상 B 의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는 gradient 조건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세척용액(wash solvent) 조성은 80% 메탄올, 20% 증류수, 0.1% 포름산으로 하였

고, 퍼지용액(purge solvent)은 이동상 A 를 사용하였다. 유량(Flow rate)은 0.6

mL/min, 컬럼 온도는 35°C, 검체 주입량은 10μL 로 설정하였다. Retention 

time (RT)은 부설판의 경우 1.13 분, IS 는 1.12 분이었다(그림 2).

MS/MS-system 은 Electrospray ionization (ESI), Positive ion mode,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부설판의 MRM 

transition (mass-to-charge ratio, m/z)은 264.1>151.1, IS 의 경우

272.0>159.1 이었다(그림 3). Collision energy 는 12 eV, Capillary voltage 는

0.7 kV, Cone voltage 는 20 V, Dwell time 은 0.05 초로 설정하였다. 분무(cone 

gas), 탈 용매화(desolvation), 충돌(collision)가스로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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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tention time of busulfan and Busulfan-2H8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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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RM transitions(m/z) of busulfan and Busulfan-2H8(Internal 

standard). :busulfan, : Busulfan-2H8

Abbreviations: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z, mass to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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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결과

2-1.정밀도(Precision)

4 개의 QC 물질을 이용하여 측정한 검사 내 변이계수는 각각 1.4 %, 0.4 %, 

1.2 %, 0.7 % 이고, 검사 간 변이계수는 각각 3 %, 0.7 %, 1.6 %, 1.1 % 였다

(표 4).모든 수치가 3 % 이하로 허용범위 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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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within-run and between-run precisions

Level 1 2 3 4

Actual 

concentration(μg/mL)
0.05 0.75 1.5 3.5

Total mean(μg/mL) 0.048 0.743 1.475 3.565

Total SD(μg/mL) 0.001 0.024 0.038 0.059

Within-run CV(%) 1.4 0.4 1.2 0.7

Between-run CV(%) 3.0 0.7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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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직선성(Linearity)

임상적으로 유용한 측정범위인 0.025 - 5 μg/mL 에서 결정계수(R2)가

0.9999 로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냈다.

직선성 평가에서 직선성을 보이는 농도까지의 회수율은 대부분 95-105 % 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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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s of linearity, accuracy and percent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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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신호 대 잡음 비가 3배일 때 검출한계는 2.5 ng/mL 이었다.

가장 낮은 농도의 정도 관리물질 변이계수가 2.62 % 일 때,정량한계는 25 ng/mL 

이었다.

2-4.잔효(Carry-over)

물질 간 잔효는 -0.02 % 로, 허용 가능 범위 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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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trix effect 

4 개의 QC 물질을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각각 2.2 %, 2 %, 1 %, 

0.8 %로 모든 수치가 3 % 이하로 허용범위 내에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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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Ion suppression

QC(μg/mL) 1 2 3 4 5 Mean(%)

1(0.05) 102.2 104.4 102.2 102.1 100.0 2.18

2(0.75) 104.8 100.4 101.5 102.2 101.1 2.00

3(1.5) 100.1 101.7 101.2 100.5 101.5 1.00

4(3.5) 101.4 100.0 101.3 101.1 100.0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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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부설판의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을 통해 혈중 농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투여

양을 조절하는 것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약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립한 LC-MS/MS 를 이용한 부설판 측정 방법은 항암치

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LC-MS/MS 분석하기 전 시료의 전처리 과정은 HPLC column 을 보호하고 재현

성과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시료 전처리 과정은 대

략 25 분 소요되었는데, 제단백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LC-MS/MS 방법은 LC 와 MS 가 결합된 방법이다. LC 는 분리관 내 이동상이 액

체이며 고정상이 고체 또는 액체인 화합물의 물리적 분리 기술로 용매에 녹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6) 텐덤 질량 분석법은 분석 대상 이온을 선별한 후, 해

당 이온을 조각 내고, 이들 조각 이온들의 m/z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을 통해 대상 이온의 자세한 구조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MRM Mode 의 경우

두 번의 m/z 값 선별을 통해, 선택성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분석 감도도 향상

된다. 

이번 LC-MS/MS 를 이용한 부설판 농도 측정 분석시간은 3 분 정도 소요되었는

데, 이처럼 짧은 분석시간으로 인해 검사실에서는 임상의에게 부설판 농도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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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투여할 다음 약물 복용량이 빠르게

조절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설판 농도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검체의 양

은 50 ㎕로 혈액을 많이 채혈하기 어려운 영아 또는 어린이 환자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내부표준물질의 사용은 검체 전처리 다양성, 이온화 효율 차이, 이온 억제

변화 등을 보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때 내부표준물질로는 분석물질과 유사

한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가진 동위원소가 결합한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표준물질로 부설판의 isotope 인

Busulfan-2H8 를 사용 하였다. busulfan 과 Busulfan-2H8 의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 RT)은 각각 1.13 분(264.1>151.1), 1.12 분(272.0>159.1) 이었

다. 기존에 발표된 Moon et al.의 연구는 9) IS 를 isotope 가 아닌 glipizide 를

사용해서 RT 가 busulfan 은 2.26 분(264.1>151.1), IS 는 4.88 분(446.1>321.1)으

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부설판과 가장 유사한 isotope 를 사용함으로

써, RT 가 거의 동일하였고, Moon et al.의 연구에 비해 우수한 정성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부설판 측정방법은 정밀도, 직선성 등의 수행능 결과

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사 내, 검사간 CV 는 모두 3% 이내로 우수했으

며, 직선성은 25-5,000 ng/mL 범위에서 결정계수가 0.999 으로 회귀방정식의 직

선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회수율 역시 대부분 95-105%로 우수하였다. LOD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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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g/mL 였고, LOQ 의 경우 25 ng/mL 의 결과를 보여 검출한계도 우수하였다. 

또한 Carry-over 의 경우 -0.02%로 높은 농도의 부설판 농도가 낮은 농도의 검체

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생체시료효과의 경우 평균값이 모두 3% 이

내로 우수하였다.

임상검사실에서 부설판 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혈장 중 부설판

농도가 특히 실온에서 불안정한 것이다. 부설판은 혈장 안에서 아민 같은 핵산

그룹과 치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내부물질간의 상

호작용이 촉진되어 급격하게 약물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ürdter, T. E.등에 의하면, 24 시간 동안 실온에서 보관했을 때 부설판의 농도

는 25% 감소한 반면 냉장에서 보관했을 때는 5% 감소, 냉동에서 보관했을 때는

안정하였다.6) 또한 부설판은 가루 상태 일 때는 안정하지만 액체 시료에 탔을

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2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설판 검사를 진행

할 때는 최소한 검사 직전까지 검체를 냉동보관 해야 하며, 임상의와 미리 상의

하여 되도록 채혈 직후 곧바로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calibrator 와 QC 물질도 마찬가지로 부설판 저장용액을 희석해서 제조하였

기 때문에 실온에서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검사 직전 신선제조가 필요하

다.  

부설판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AUC(area under the plasma a level-time curve, 

AUC)에 기초한 TDM 과 평형상태(steady state)에서 최저농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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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다.24,25) 현재까지 문헌을 참고했을 때 6,7,8) AUC 가 더 임상적으로 혈중

부설판 농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UC 를 구하는 방법은

채혈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채혈시간 및 횟수를 선정하는

것이 정확한 부설판 혈중 농도 결과를 제공하면서도 환자의 편의 등 임상적

실현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확립한 부설판 측정방법은 분석시간이 짧으며 검사하는데

필요한 검체의 양이 적어서 소아과 환자에게 용이할 뿐 아니라 수행능도

우수하였다. 따라서 임상검사실에서 부설판 농도 모니터링과 조혈성 줄기 세포

이식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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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Busulfan is often used as a myeloablative regimen befor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HSCT). The higher the blood 

concentration of the busulfan, the greater the risk of side effects of the 

drug. Therefore,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is required for 

accurate blood drug concentration measurements. In this study,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 based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blood busulfan concentration was established and 

validated.

Methods: Busulfan-2H8 was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and busulfan was 

separated from human plasma using ACQUITY UPLC HCC T3 SB column. The 

method was determined because it was the most reproducible and stable 

method according to the related paper. Based on the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guideline, precision, linearity, limit of 

detection, limit of quantification, carryover, and matrix effect were 

evaluated.

Results: Retention time(RT) was 1.13 min for the busulfan and 1.12 min for 

IS. The change in mass-to-charge (m/z) of the busulfan in the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mode was 264.1>151.1. The coefficients of 

variation of within-run and between-run were all below 3%. Linearity was 

verified from 25 to 5,000 ng/mL and Recoveries were almost within the 

range of 95-105%. Limit of detection was 2.5 ng/mL and limit of 

quantification was 25 ng/mL. Carry over rate was -0.02% which is the 

allowable range. Matrix effect means were all below 3%.

Conclusions: This method for the busulfan measurement using LC-MS/MS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clinic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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