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손 소독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확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손 소독제의 주성분은 에탄올이며, 그 중 일부는 살균제 성분

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소독제의 유효 성분

으로는 클로로헥시딘과 벤제토늄이 있는데, 이 두 성분 모두 강력한 

염기성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인 C18컬럼으로 염기성 화합물을 분석할 경우 충진재 표면에 

남아있는 Silanol과 비특이 상호작용하여 피크 모양의 테일링(Tailing) 

또는 기타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him-pack ArataTM 18은 

특히 Silanol과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동상의 

간단한 구성으로도 염기성 화합물을 분석할 때 좋은 피크 형상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오토샘플러의 젖은 부위에 매우 쉽게 

흡수되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후속 분석 결과에 

클로르헥시딘의 캐리오버 현상, 특히 고농도 시료를 분석한 경우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xeraTM X3시스템은 캐리오버 발생 빈도가 

높은 주입포트를 자동으로 세척하여 캐리오버 현상을 줄이는 멀티

린싱 기능이 표준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염기성 화합물을 Nexera X3와 

Shim-pack Arata C18을 이용한 분석과 더불어 멀티린스 기능을 이

용한 캐리오버 감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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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과 벤제토니움(Benzethonium) 분석 

Fig.1은 클로르헥시딘 디아세트산(50mg.L)과 염화 벤제토늄(200mg/L)

의 혼합표준용액 1uL를 주입했을 때의 크로마토그램이며, Table 1과 

2는 일반적인 C18컬럼과 Shim-pack Arata C18컬럼을 사용했을 때의 

분석 조건입니다. Table3은 이러한 컬럼을 이용한여 혼합 푠준 용액

을 분석했을 때의 대칭 계수(Symmetry factors)를 보여줍니다. 

Shim-pack Arata 18을 이용한 대칭계수는 클로르헥시딘 1.14, 벤제토

늄 0.98인 반면, 일반 C18컬럼으로 얻은 계수는 클로르헥시딘.1.85, 

벤제토늄 2.17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C18컬럼과 비교하여, Shim-

pack Arata 18을 사용하여 분석했을 때, 더 나은 피크 대칭성을 얻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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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염기성 화합물 분석시 피크 형상의 개선 및 멀티린스 

기능에 의한 오염문제 감소 

Improvement of peak shape in analysis of basic compounds and 

reduction of carryover by multi-rinse function. 



 

■ 멀티린스(Multi-Rinse) 기능에 의한 캐리오버 감소 

멀티린스 기능으로 최대 2개의 린스 용액으로 needle 외부 표면과 

최대 3개의 린스 용액으로 needle 내부 표면을 세척하는 것이 가능

하며 린스 순서는 원하는 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캐리오버는 주

로 주입 포트에서 발생하지만, 멀티린스 기능을 통하여 해당 부품의 

자동 린스도 가능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케리오버와 관련하여 2개를 비교하였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세척(needle의 외부 헴굼만 사용)을 사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멀티린스 기능에 포함된 분사 포트 헹굼을 통해서였습니다. 표준용

액을 주입한 후 즉시 블랭크(blank)로 물을 주입하였고, 각각의 피크 

부위에서 캐리오버를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세척 용액은 

물과 아세토나이트릴이 혼합된 용액과 0.1%포름산을 함요한 아세토

나이트릴 용액이었습니다. 

Table 4와 Table 5는 분석 조건을 나타냅니다. Fig2는 멀티린스 기능

을 사용할 때 LabSolutionsTM의 설정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Fig3

은 needle의 외부 헹굼만을 사용하는 경우, 클로르헥시딘 디아세테

이트(10,000mg/L) 표준용액에 따라 5uL의 블랭크를 주입했을 때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Fig4는 멀티린스 기능을 수행한 크로마토그램

입니다. Table6은 두 경우 모두에 대한 캐리오버 결과를 보여줍니다. 

Fig2에 보여주는 설정으로 needle 외부 세척 외에 needle 내부 표

면과 주입 포트도 분석이 완료된 후 세척 용액 R2, R1의 순서로 세

척합니다. 이러한 세척 작업 후 sample loop의 용매를 R0로 교체한 

후 다음 분석을 위한 등교정을 1분간 실시합니다. 

 

 

 

 

 

클로르헥시딘 디아세트산 10,000mg/L의 표준용액을 주입한 후에 

needle 외부 세척을 사용할 때의 캐리오버는 2.31mg/L로 

표준용액의 0.0231%에 해당한다. 반면 needle 내부/외부 세척 및 

주입구 세척을 사용할 때의 캐리오버는 검출한도를 밑돌았지만 

기준 농도는 0.01mg/L로 표준용액의 0.000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멀티린싱 기능으로 캐리오버를 약 1/23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0.1%포름산 수용액 등 이동상의 간단한 구성으로 염기성 화합물을 

분석 할 때 일반 C18컬럼에 비해 Shim-pack Arata C18 컬럼을 

사용하면 개선된 피크형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Nexera 

멀티린싱 기능으로 캐리오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자료에서 설명 했듯이, 이 기능은 고농도 샘플을 주입했을 때 

캐리오버를 줄이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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