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DIA® Mycophenolic Acid Assay
  체외 진단용

Rx Only

  100276
 

용도
CEDIA® Mycophenolic Acid (MPA) Assay는 자동화 임상 화학 분석기를 사용하여 인간 혈장 
내 미코페놀산을 정량 측정하기 위한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로, 신장 및 심장 이식 환자의 
미코페놀산 치료의 관리에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검사 요약 및 설명
프로드러그인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MF, CellCept®) 또는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이 
대사되어 생성되는 미코페놀산(MPA)은 신장, 심장 또는 간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의 
거부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1-5. 투약 후 MMF와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흡수되어 MPA로 가수분해됩니다1-4. 생물학적으로 MPA는 B 및 T 
림프구에서 사용하는 신생(de novo) 퓨린 합성을 위한 효소인 이노신 일인산 탈수소효소
(inosine-monophosphate dehydrogenase, IMPDH)의 강력한 특이적 억제제입니다1-6. B 및 T 
세포 증식은 신생(de novo) 퓨린 합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MPA로 IMPDH를 억제하면 이들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며, 따라서 면역억제로 이어집니다. 임상적으로 관련된 농도에서 
MPA는 인간 혈청 알부민에 약 97% 결합되며, 13 µM 수준으로 일정하게 낮은 해리를 
보입니다3, 7-8. 환자 체내에서 MPA는 추가적으로 UDP-글루쿠로노실 전이효소에 의해 
주로 MPAG(MPA의 페놀릭 글루쿠로나이드, 약리학적으로 비활성1-3 상태임)로 대사되며, 
이보다 적은 양이 아실 글루쿠로나이드(AcMPAG)로 대사됩니다. AcMPAG 대 MPA의 
비율은 환자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9-11. 이는 동반 투여된 약물, 시료 채취 시간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UC에 근거한 AcMPAG 대 MPA 분자비는 Tedesco-
Silva의 연구에서 약 17-20% (중량 기준으로 26-3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hipkova의 
연구에서는 약 10% (중량 기준으로 13-17%)10 였습니다. Kuypers의 연구에서는 5.7-15.4%
의 비율을 보였습니다11. MPA의 모니터링은 약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환자의 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4.

CEDIA MPA Assay는 재조합 DNA 기술(미국 특허 번호 4708929)을 사용하여 특별하고 
균질한 효소 면역분석 시스템을 만듭니다12. 이 분석법은 효소 공여체(ED)와 효소 
수용체(EA)라는 이름의 두 가지 비활성 단편으로 유전자 조작된 β-갈락토시다아제 
효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단편들은 자발적으로 재결합하여 완전한 활성 효소를 
형성합니다. 이 활성 효소는 분석법에서 기질을 분할할 때 색상 변화를 일으키므로 
분광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에서 검체에 포함된 분석물은 β-칼락토시다아제에 결합된 분석물과 제한된 수의 
항체 결합 부위를 두고 경쟁합니다. 분석물이 시료에 있으면 이것이 항체와 결합하게 
되고 ED 콘주게이트를 자유 상태로 만들어 EA와 함께 활성 효소를 형성합니다. 시료에 
분석물이 없으면 항체가 ED에 결합된 분석물과 결합되어 EA에 ED가 재결합되지 않도록 
억제하므로 활성 효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된 활성 효소의 양과 결과적인 흡수의 
변화량은 시료에 있는 약물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시약/칼리브레이터
1  EA 재구성 완충액: TES{N-[트리스 (히드록시메틸) 메틸]-2-아미노에탄-술폰산}, 
항-MPA 다클론 항체, 안정제 및 보존제 포함, (1 x 26mL).

1a EA 시약: 0.118g/L의 효소 수용체(미생물), 완충염, 보존제 포함(동결건조).
2 ED 재구성 완충액: 인산 칼륨, 세척제, 보존제 포함, (1 x 11mL).
2a  ED 시약: 58µg/L의 MPA 결합 효소 공여체(미생물), 3.0 g/L 의 클로로페놀 레드- -D-
칼락토피라노시드 안정제, 보존제 포함(동결건조).

추가로 제공되는 제품
20mL 용량의 빈 병 두 개(2)

필요한 추가 물품(제공되지 않음):

   Kit 설명
 100277  CEDIA® Mycophenolic Acid Calibrator Kit
 100278  MAS® Mycophenolic Acid Control 1 Kit
 100279  MAS Mycophenolic Acid Control 2 Kit
 100280  MAS Mycophenolic Acid Control 3 Kit
자동화 임상 화학 분석기

 주의 사항 및 경고
모든 실험실 시약의 취급에 요구되는 일반 주의사항에 따르십시오.

주의: MAS MPA 대조물질의 제제에 사용되는 인간 유래 물질은 FDA가 승인한 방법으로 
HIV1 및 2,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잠재적인 감염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으므로 
혈액 유래 병원균에 대한 OSHSA 표준에 따라 감염성 물질로 취급해야 합니다. 노출된 
경우 해당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험: 분말 시약에는 ≤56% w/w의 소 혈청 알부민(BSA)과 ≤2.0% w/w의 아지드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체 시약에는 ≤1.0%의 소 혈청, ≤0.3%의 아지드화나트륨, ≤0.1%의 
약물 특이적 항체 및 ≤2.0%의 항혈청(염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317 -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334 -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 또는 천식 증상 또는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UH032 - 산과 접촉 시 매우 강한 독성 가스가 발생합니다.

먼지/분무/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오염된 작업복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보호용 장갑/보안경/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환기가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호흡기 보호 장치를 착용하십시오. 피부에 묻을 경우: 다량의 
비눗물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흡입한 경우: 호흡 곤란을 보이는 경우 노출된 직원을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피부 
자극 또는 발진이 생긴 경우: 의학적 상담/처치를 받으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독성 물질 센터 또는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재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탁하십시오. 지역/국가/국제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시약 준비 
분석 변수에 대해서는 분석기별 응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냉장된(2-8ºC) 시약과 
완충액을 사용하여 다음 용액을 준비합니다. 작업 용액의 준비 직전에 냉장 저장고에서 
키트를 꺼냅니다. 

사고로 쏟은 경우 실험실 SOP, 지역/국가 규정에 따라 물질을 치우고 폐기하십시오.

배송 시 포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본 설명서의 뒷 
페이지 참조).

가능한 오염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순서로 시약을 준비하십시오.

R2 효소 공여체 용액: 동봉된 어댑터를 사용하여 병 2a(ED 시약)를 병 2(ED 재구성 완충액)에 
연결합니다. 병 2a의 동결 건조된 모든 물질이 병 2로 옮겨지도록 천천히 뒤집어서 혼합합니다.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병 2a와 어댑터를 병 2에서 분리하고 폐기합니다. 병 2에 
캡을 씌우고 상온(15-25ºC)에서 약 5분간 세워둡니다. 다시 천천히 혼합한 다음 병 라벨에 재구성 
날짜를 기록합니다. 병을 분석기의 시약 구획에 직접 배치하거나 사용 전에 냉장 보관소 
(2-8ºC)에 15분 동안 둡니다.

R1 효소 수용체 용액: 동봉된 어댑터를 사용하여 병 1a(EA 시약)를 병 1(EA 재구성 완충액)에 
연결합니다. 병 1a의 동결 건조된 모든 물질이 병 1로 옮겨지도록 천천히 뒤집어서 혼합합니다.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병 1a에서 어댑터를 분리하고 폐기합니다. 병 1에 캡을 
씌우고 상온(15-25ºC)에서 약 5분간 세워둡니다. 다시 천천히 혼합한 다음 병 라벨에 재구성 
날짜를 기록합니다. 병을 분석기의 시약 구획에 직접 배치하거나 사용 전에 냉장 보관소 
(2-8ºC)에 15분 동안 둡니다.

사용 중인 분석기에 병 1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더 작은 사다리꼴 모양의 
빈 병 두 개(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병 하나의 내용물을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작은 병 
두 개에 옮겨 담습니다.

참고 1: 이 키트에 제공된 구성품은 완전한 하나의 단위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CEDIA® MPA Assay 또는 기타 CEDIA 키트에 있는 서로 다른 키트 로트의 구성품을 섞지 
마십시오.
참고 2: 시약 캡을 적절한 시약 병에 맞게 사용하여 시약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십시오. 
R2 용액(ED 시약)은 노란 오렌지색이어야 합니다. 빨간색 또는 자줏빛 빨강은 시약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참고 3: R1 및 R2 용액은 분석을 수행하기 전 분석기의 시약 구획 보관 온도에 두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분석기별 응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4: 재구성된 EA 시약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관 조건
구성품을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십시오. 얼리지 마십시오. 개봉되지 않은 구성품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는 상자 또는 병 라벨의 유효기간을 참조하십시오.

R1 용액: 냉장 시 또는 2-8ºC에서 60일.
R2 용액: 냉장 시 또는 2-8ºC에서 60일.

시료 채취 및 취급
Na2EDTA 또는 K2EDTA 혈장 시료를 사용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검체를 채취할 때부터 
분석을 수행할 때까지 검체의 무결성을 보호하십시오. 검체는 혈액 채취 시간과 마지막 
투약 시간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검체는 캡을 씌워야 하며 2~8ºC에서 저장했을 
때 14일(수용 기준: +/- 10% 회수), < -20ºC에서 저장했을 때 5개월 내에 분석을 완료해야 
합니다4,13. 반복된 냉동과 해동을 삼가하십시오. 시료에 기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코드 사용: 시약 라벨에는 대부분의 분석기에서 인식되지 않을 경우 그냥 무시되는 
전용 시스템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분석기에서 오류 코드가 나타나면 유색 
테이프로 바코드를 가리십시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 서비스팀(Technical Services)
에 연락하십시오.

분석 절차
보정

CEDIA MPA Assay는 적절한 CEDIA MPA Calibrator를 사용했을 때 표준적인 곡선을 
이룹니다. 환자 검체를 분석하기 전에 CEDIA MPA Assay에 대해 설정된 회수 범위에서 
대조물질을 검사하여 분석 보정을 검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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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CEDIA MPA Calibrator 키트에는 칼리브레이터 값 지정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칼리브레이터 농도가 값 지정 카드에 인쇄된 값과 
일치하도록 화학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보정 빈도
재보정 권장 시점:
• 실험실의 정도 관리 절차 후 수시로
• 시약 병 변경 후
• 칼리브레이터 또는 시약 (키트) 로트 변경 후
• 월간 기기 유지보수 수행 후

보고 가능한 범위
CEDIA MPA Assay의 보고 가능 범위는 0.3 ~ 10µg/mL입니다.

범위 밖 시료
>10µg/mL를 정량화한 검체는“농도 >10 µg/mL”로 보고하거나 원본 시료와 음성 
칼리브레이터를 1:1로 희석하여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분석에서 얻는 수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실제 값 = 2 x 희석 값

분석법의 작동 감도 미만의 결과를 가진 검체는 <0.3 µg/mL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및 보정
각 실험실은 자체적인 정도관리 빈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실험실 지침은 
환자 시료를 분석하는 각 날짜 및 보정이 수행될 때마다 최소 2개 농도(낮은/높은 
의학적 의사결정 지점)의 정도 관리 물질(대조물질)을 검사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조물질의 값에 추세 또는 이동이 있는지 모니터링하십시오. 추세나 이동이 감지된 
경우나 대조물질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회수되지 않는 경우 모든 작동 변수를 
검토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적합한 대조물질을 추천 받으려면 
Microgenics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정도 관리 절차는 지역적/국가적 규정 또는 
인가 요구 사항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시약 로트의 변경이 있은 후에는 관리 목표 및 범위를 재평가하십시오.

한계-간섭 물질
CEDIA® MPA Assay의 성능 특성은 인간 혈장 이외의 체액을 위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용 기준: 아래의 간섭 정보와 관련하여 MPA 회수가 < 3µg/mL의 초기 농도에서 ± 
0.3µg/mL이거나 > 3µg/mL의 초기 농도에서 ± 10%인 경우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유의미한 간섭 없음).
황달: 최대 20mg/dL의 농도까지 비포합 빌리루빈으로부터 유의미한 간섭 없음.
지질혈증: 트리글리세리드의 경우 최대 1600mg/dL의 농도까지, 콜레스테롤의 경우 
400mg/dL까지 유의미한 간섭 없음.
총 단백질: 최대 10g/dL까지 총 단백질로부터 유의미한 간섭 없음. 
류마티스인자: 최대 2000IU/mL의 농도까지 류마티스인자로부터 유의미한 간섭 없음.
헤모글로빈: 최대 1000mg/dL의 농도까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유의미한 간섭 없음. 
EDTA 농도: 튜브에 채취된 혈장 시료 중 EDTA 항응고제를 포함하고 있는 시료는 MPA 
검사가 권장됩니다15. VACUTAINER®(자주색 스토퍼)에 채취된 일반적인 양의 시료에서는 
중대한 간섭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취된 시료를 튜브의 1/3 미만으로 채운 
경우 그에 따른 높은 EDTA 농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MPA 농도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기타 항응고제: EDTA 항응고제를 포함하고 있는 혈장이 MPA 측정에 선호되는 기질이지만 
헤파린에 대해 간섭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항응고제에서는 유의미한 간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응고제의 경우 MPA 회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CEDIA 
MPA 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를 1/3 미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E. coli -칼락토시다아제에 대한 항체: 환자에게 E. coli -칼락토시다아제에 대한 항체가 
있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체가 포함된 일부 시료는 환자의 임상 
프로필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 높은 MPA 농도가 잘못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면 Microgenics 기술 서비스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계-분석 차이 및 변동
서로 다른 면역분석은 분석별로 대사산물 교차 반응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에서 결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 기능이 손상된 환자(예: 신기능부전)는 
가장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이 분석법과 함께 MPA에 특이적인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검체에서 CEDIA MPA Assay와 MPA 
검출을 위한 HPLC를 비교할 때 편향이나 산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실험실에서 자신의 
환자 모집단에 대해 자체적인 치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계-AcMPAG 교차 반응도
이 분석법은 AcMPAG에 대해 158%의 교차 반응도를 보였습니다. AcMPAG는 교차 반응
성을 보이지 않는 LC-MS/MS 등의 방법과 비교해 양의 편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별 
환자 시료에서 LCMS에 대한 상대적인 편향은 일부분 특정 시료의 AcMPAG 농도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예측치
혈장 내 MPA에 대한 최적의 치료 범위는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적의 환자 
MPA 농도 범위는 특정 분석법과 그 대사산물의 교차 반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차 반응도 절에서 본 분석법 사용 시 관찰된 교차 반응도 참조). 따라서 최적의 
범위는 각각의 상용 검사법에 대해 설정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분석 방법에서 얻은 수치
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교정 계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험실은 결과 해석에 도움
이 되도록 환자 보고서에 사용된 분석법의 종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적 범위는 이식 종류와 동반 투여 약물은 물론 환자의 임상 상태, MPA의 면역억제/독
성 효과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 차이, 이식후 시간 및 다수의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
다. 따라서 치료 요법의 변경을 위해 개인의 MPA 수치를 유일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으
며 치료 요법을 변경하기 전에 각 환자를 임상적으로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특정 분석 및 환자 모집단과 관련된 기타 요인에 근거하여 최적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MPA에 대해 관찰된 최적 범위를 논하는 몇몇 논문들이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6-20. 
이러한 참고문헌에서 특정한 분석법, 특정한 임상 특성, 시료 채취 시간 등의 주요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이적 성능 특성
Hitachi 917 분석기에서 CEDIA MPA Assay의 일반 성능 데이터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10. 개별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는 이 데이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기별 성능 데이터는 
분석기별 응용 프로토콜을 참조하거나 Microgenics 기술 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정밀도

MMF를 투약한 이식 환자의 검체에 대해 혈장에 MPA와 대조물질을 첨가하여 실행 내 
정밀도 및 총 실행 정밀도(재현성)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2번 풀은 이식 환자의 검체로 
구성되었고, 1번 및 3번 풀은 MPA를 첨가한 MPA 음성 혈장 검체였습니다. 모든 시료는 
CLSI(EP5A)를 수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11일간 총 21번의 실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실행 시마다 보정이 수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실행 내 정밀도 및 총 분석 정밀도(재현성)

   

실행 내 전체 실행

시료 N 평균 SD CV% SD CV%

환자 풀 1 126 1.0 0.06 5.6 0.08 7.7

환자 풀 2 126 2.4 0.07 2.8 0.09 4.0

환자 풀 3 126 6.0 0.09 1.5 0.14 2.3

대조물질 1 126 1.1 0.06 5.5 0.10 9.5

대조물질 2 126 2.7 0.06 2.2 0.13 4.8

대조물질 3 126 5.9 0.12 2.0 0.20 3.3

선형성
분석의 선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농도 환자 혈장 시료에 MPA 없는 혈장 시료를 희석하
여 동적 분석 범위 전체에 걸친 일련의 시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시료는 5회 반복하여 검
사되었으며 평균 값을 측정 결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수율은 관찰된 MPA 농도를 예상 
농도로 나누어 측정하였습니다. 예상 농도는 검사된 농도 중 가장 높은 농도에 희석 계수
를 곱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희석 
샘플

예상 수치
(μg/mL)

측정 수치 
(μg/mL)

회수율 
(%)

농도 1 9.8 9.8 -

농도 2 7.4 7.4 100

농도 3 4.9 4.9 100

농도 4 3.4 3.3 97

농도 5 2.5 2.3 92

농도 6 1.0 0.9 90

농도 7 0.5 0.4 80

농도 8 0.0 0.0 -

회수
분석의 회수를 평가하기 위해 MPA를 MPA가 없는 일반 혈장과 MPA가 포함된 이식 환자 
검체에 추가하였습니다. 시료는 일반 혈장 기질의 경우 21개 복제 시료를, 이식 시료 
기질의 경우 5회 반복하여 검사했습니다. 회수는 관찰된 각 시료 농도를, 추가된 MPA와 
시료에 원래 들어 있던 MPA를 합한 예상 농도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MPA 없는 혈장

예측치 
(μg/mL)

측정치  
(μg/mL)

회수율 
(%)

0.0 0.0 -

0.5 0.5 100

1.0 0.9 90

2.5 2.5 100

3.5 3.2 91

7.0 6.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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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환자 혈장

예측치  
(μg/mL)

측정치  
(μg/mL)

회수율 
(%)

환자 1

0.5 0.5 -

1.0 1.0 100

2.5 2.6 104

환자 2

2.4 2.4 -

3.4 3.3 97

6.9 6.8 99

특이성

교차 반응도 검사를 위해 서로 다른 농도DML MPA 글루코나이드 대사산물을 MPA가 포함된 
혈장에 추가하였습니다. 화합물의 추정 교차 반응도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아래 표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측정된 농도 - 대조물질 농도) x 100%
검사된 교차 반응 물질 농도

MPA 대사산물과의 교차 반응도

화합물
검사된 농도 

(µg/mL)
교차 반응도 

(%)

7-O-글루쿠로나이드 
MPA(MPAG)

1000 0.0

아실 글루쿠로나이드 
MPA(AcMPAG)

10.0
3.0
1.8
0.9
0.3

164.0
170.0
144.4
177.8
133.3
평균 158

참고: CEDIA MPA 분석에 나타나는 AcMPAG에 대한 교차 반응으로 인해 CEDIA MPA와 
LC-MS/MS 간에 양의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면역억제제도 분석법에 대한 교차 반응도를 검사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의 화합물은 
CEDIA MPA 분석법에서 검사된 농도에서 교차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합물 검사된 농도, µg/mL

시로리무스 0.3

타크로리무스 0.3

시클로스포린 10

일반 약물도 MPA 없는 혈장에서 분석법에 대한 교차 반응도를 검사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의 화합물은 CEDIA MPA 분석법에서 검사된 농도에서 교차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합물 검사된 농도, µg/mL

아세트아미노펜 100

N-아세틸프로카인아미드 100

아시클로비어 100

아미카신 100

암포테리신 B 50

암피실린 100

아자티오프린 100

카르바마제핀 100

클로람페니콜 100

시메티딘 100

시프로플록사신 100

디곡신 10

디기톡신 10

디소피라미드 100

에리트로마이신 100

플루코나졸 100

플루시토신 100

푸로세마이드 100

간시클로비어 100

겐타마이신 100

히드로코르티손 100

이트라코나졸 100

카나마이신 A 100

카나마이신 B 100

케토코나졸 100

리도카인 100

메틸프레드니솔론 100

모르핀 100

페니실린 100

페노바르비탈 100

페니토인 100

프라조신 100

프레드니솔론 100

프레드니손 100

프로카인아미드 100

퀴니딘 100

리팜피신 60

살리실산나트륨 50

스펙티노마이신 100

스트렙토마이신 100

테오필린 100

토브라마이신 100

트리암테렌 100

발프로익산 100

반코마이신 100

베라파밀 100
   

최소 검출 가능 투여량(LDD)
LDD는 95%의 신뢰도에서 0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로 정의됩니다. 21개의 MPA 
음성 혈장 검체에서 최소 검출 가능 투여량(LDD)을 검사한 결과 LDD는 0.2µg/mL입니다.

작동 감도
작동 감도는 < 20%의 변동 계수를 제공하는 가장 낮은 약물 농도로 정의되며, CEDIA MPA 
Assay에서는 0.3µg/mL입니다. 이 농도에서는 약 0.01µg/mL의 편향, 104%의 회수율, 17.6%
의 CV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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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비교
기준 방법으로 LC-MS/MS를 사용한 방법 비교 연구에서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또는 미
코페놀레이트 나트륨 요법을 받는 성인 이식 환자에게서 얻은 총 188개의 투여전 시료를 
검사하였습니다. 이식 종류별로 별도의 분석과 EP Evaluator를 사용한 동시 분석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가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회귀분석 방법 열에 있는 기울기 및 절
편 결과는 괄호 안에 95%의 신뢰구간 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료 N 회귀분석 방법 r

혈장 
심장

96

최소 자승 기울기 
최소 자승 절편

1.114(1.061 ~ 1.166) 
0.20(0.05 ~ 0.36)

0.9743
Deming 기울기 
Deming 절편

1.147(1.094 ~ 1.200) 
0.12(-0.04 ~ 0.28)

혈장  
신장

92

최소 자승 기울기 
최소 자승 절편

1.127(0.974 ~ 1.080) 
0.16(-0.03 ~ 0.36)

0.9711
Deming 기울기 
Deming 절편

1.060(1.006 ~ 1.113) 
0.06(-0.13 ~ 0.25)

혈장 / 모두 188

최소 자승 기울기 
최소 자승 절편

1.054(1.015 ~ 1.092) 
0.22(0.09 ~ 0.34)

0.9698
Deming 기울기 
Deming 절편

1.089(1.051 ~ 1.128) 
0.12(-0.01 ~ 0.25)

대다수 환자는 타크로리무스를 동반 투여하였으며(n=153), 아래 그래프에서 원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 시크로스포린을 동반 투여하였으며(n=34), 아래 그래프에서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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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Bias

N = 188
평균(Y-X) = 0.37
SD(Y-X) = 0.47
1.96 SD = 0.92
평균 + 1.96 SD = 1.29
평균 – 1.96 SD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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