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병 2019(COVID-19) 대유

행을 극복하기 위한 의약품과 백신 모두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COVID-19의 유망한 약물 후보물질인 Favipiravir(브랜드명:아비간-

Avigan)은 항인플루엔자 약물로 분류되어 독감 바이러스 및 재신생 

독감 바이러스 모두에 대해 평가 및 개발되었습니다. 아비간은 주로 

수산화물로써 Urine에서 제거된 신장 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이 약물의 혈장농도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식이요법 때문에 조절

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의 정확한 수치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본 자료에서는 질량분석기가 아닌 HPLC만을 이용하여 Favipiravir의 

정량적 고감도 플라즈마 분석울 위한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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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준비 

혈장 및 혈청 검체는 일반적으로 분석 컬럼의 막힘과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단백질 제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백질 제거 과정이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25uL와 

메탄올 100uL를 잘 섞어 원심분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등액을 

회수하여 HPLC 분석에 사용할 이동상과 함께 15개로 희석 하였습

니다.(Fig.2) 

 

■ HPLC 분석 

Favipiravir*1은 ALSACHIM으로부터 구입되었습니다. 검정곡선과 검

증샘플(Quality control, QC sample)은 건강한 인간 혈장을 Favipiravir

로 스파이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측정은 Table1.에 나타낸 HPLC 분

석 조건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용출을 위한 시간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습니다. Favipiravir는 보호 컬럼(Guard Column)과 Shim-

pack ScepterTM C18-120을 사용하여 분리되었습니다. 크로마토그램

은 Fig.3과 같습니다. 플라즈마에 스파이크한 1, 10, 25, 50 및 

100ug/mL(n=6_의 Favipiravir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

하였습니다. 

*1:P/N C8720(Alsachim’s product number) 

 

 

■ 교정곡선 

이 정량범위에서 양호한 선형성을 얻었습니다. (R2=0.999, Weighting; 

(1/C)). 정확도, 정밀도 평가를 통해서 전체 농도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Favipiravir 정밀도(%RSD)는 0.21%~0.31%

이며 정확도는 92.1%~106%로 허용범위 내 100±0.8%로 나타났습

니다. 

■ QC시료에 대한 밸리데이션 시험 

QC 검체처럼 플라즈마에 스파이크된 2, 45, 90 µg/mL(n=6)에서 

Favipiravir를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Table 4). 유효

성 검사에서 0.18%~0.35% 사이의 정밀도(%RSD)를 기록했으며 정

확도는 96.5%~100%이며 허용한계는 100±4.0%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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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한 플라스마 내 아비간(Favipiravir, Aviga-

n)의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Favipiravir Spiked in Plasma Using by 

HPLC 



 

■ 결론 

SHIMADZU는 HPLC를 이용하여 혈장내 Favipiravir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형광 검출기

를 이용한 고감도 정량 분석을 제공합니다. QC 시료를 이용한 유효

성 검사에서, 우수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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