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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nomics

조직, urine, plasma와 같은 생체시료가 질환

의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이미 고대 그리스

로 거슬러 올라가며, 진단용 ‘Urine charts’는 중

세에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그림

1). 이 차트에서는 질환에 따른 소변의 색상, 냄

새, 맛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사

체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Nicholson & John,

2008).

‘Metabonomics’와 ‘Metabolomics’의 차이는

기술적인 차이보다는 철학적 측면이 강하다.

‘Metabonomics’는 생물학적 자극이나 유전적 변

화에서 살아있는 시스템의 역동적인 대사적 반

응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복잡한 다세포 시스템

에서의 포괄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Nicholson et al., 1999). 반면 ‘Metabolomics’

는 생물학적 시료의 분석적, 통계적 묘사를 통

해 소분자를 특정짓고 포괄적이면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icholson

et al., 2007). 이 두 용어는 분석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여 혼용되고 있으나 최근

대사체 프로파일링 기술의 진보와 식품, 의약,

약학 분야에서 system biology와 같이 생체 시

스템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가 주목을 받

으면서 연구관점에 따라 차별화된 용어로 정의

되기도 한다. 

Metabonomics는 1) NMR, MS와 같이 안정

적이고 강력한 분석기술의 활용 2) 그에 따른

높은 재현성 3) 실제 생물학적 최종 산물(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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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분석 4) 분석체의 사전선정(pre-selection)

없이 탐색 5) 전체 시스템의 집합 6) 시료/분석

체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등이 강점으로 간

주되고 있다(Nicholson 등 2007). 이 기술은 식

이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질환인 동맥경화,

암, 당뇨, 비만 등 대사성 질환의 진단, 치료를

위해 의·약학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및 활용이

두드러지며 질환별 소분자물질 즉, 바이오마커

의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식품분야에서는

소재의 기능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기술로 활

용되어 질환별 식품소재의 예방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대사성 질환과 Metabonomics

대사성 질환은 질환의 발병 여부를 판단하거

나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자체의 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치료시점이 늦어지거나 합병증이 나

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예로 살펴보면 신체

계측이나 혈액검사와 같이 비침습적(non-invasive)

이고 비용이 저렴한 검사법만으로는 진단의 정

확성 및 재현성이 떨어지고 혈관조형술 등은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으나 침습적(invasive)이며

비용부담이 매우 높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그

그림 1. 고대의 metab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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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으며 metabonomics 기술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 간주되

고 있다. 

1.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조기예측 대사체마커

(metabolic biomarker)를 발굴하기 위해 정상군

(normal coronary arteries, NCA)과 삼천판이형

자군(tricuspid valve dysplasia, TVD) 80인으로

부터 혈액을 제공받아 600 MHz proton NMR로

분석한 후 full dataset으로부터 두 군간에 재현

성있는 차이를 보이는 신호를 스크리닝하여

PLS-DA법으로 통계처리를 수행한 결과, 1.3

ppm 근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이는 지

그림 2. 생체시스템에서 소분자 대사체의 프로파일링 위한 실험적 전략(A)과 NMR 활용 대사체 분석의 일반적
절차(B)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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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조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2 ppm에서는 콜린과 콜린유도체가 정

상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콜린을 함유하는 인지질이 HDL 분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최근 Sabatine 등(2005)은 심근허혈증(myocar-

dial ischaemia)과 관련된 신규 바이오마커를 동

정하기 위해 36인을 대상으로 플라즈마로부터

                                                   그림 3. 심혈관계 질환 진단법의 비용과 침습성과의 상관성

                        그림 4. 심장질환자와 건강한 사람에서 분리한 혈액시료의 600 MHz proton 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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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체 프로파일링을 LC-MS로 실시한 결과, 심

근허혈증은 시트르산대사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

고하였고, Griffiths 등(2005)은 apoE-deficient

mice 모델에서 NMR로 혈중 대사체 프로파일

을 분석한 결과, alanine의 감소와 아테노신뉴

클레오타이드 고갈 현상이 지방축적이 진행되

기 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조기 질환

발병의 바이오마커로 보고하였다. 

2. 파킨슨 질환

Bogdanov 등(2008)은 파킨슨 질환(PD)을 앓

고 있는 환자(PD 66명, 정상군 25명)를 대상으

로 LCECA(liquid chromatography electroche-

mical array detection)을 이용하여 대사체 프로

파일링을 실시한 결과, 플라즈마로부터 약 2,000

종의 분석체를 스크리닝하였고 통계적 프로세

스를 거친 결과, PD그룹이 정상군과 완전히 분

리되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PD군에서 산화적

손상의 바이오마커인 8-hydroxy-2-deoxygua-

nosine(8-OHdG)와 reduced glutathione의 증가와

uric acid의 감소현상을 보고하였다. 

식품의 Metabonomics 기술 응용 

식이와 질환의 상관성이 다수의 역학적 연구

보고를 통해 입증되고 유전자수준에서 식품소

재의 작용이 구명되면서 건강한 식이섭취는 질

환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오믹스기술 및 이의 응용기

술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Whitfield 등(2004)은 ‘Metabolomics: an emerging

post-genomic tool for nutrition’이라는 주제로

metabolomics 혹은 metabonomics 기술은 식품

영양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최근 식품영양 분야에서 metabo-

nomics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1H

NMR 활용 인체 식이 이소플라본의 대사적 효

과(2005), 카마모일 섭취에 의한 대사적 효과

그림 5. 정상군과 PD군(unmedicated group)간의 PLS-DA 스코어(a)와 PD군의 대사체변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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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마모일 섭취 후 사람 urine에서 관찰된 대사체의 변화

metabolite chemical shift (δ) change directiona relative importance of 

contribution (rank)

creatinine 4.06 ↓ 5.226 (1)

3.04 2.420

glycine 3.52 ↑ 2.637 (2)

hippurate 7.56 2.504 (3)

3.96
↑

2.405

7.64 2.401

7.84 2.360

unknown 6.8 2.485 (4)

6.44 ↑ 2.419

6.4 2.396

*대사체 농도의 증감(↑↓)

표 2. 홍차와 녹차의 섭취 후 urine에서 배출된 대사체의 변화

direction of change versus caffeine

chemical shiftb metabolite black tea green tea function

1.48 (d), 3.72 (q) alanine ↓ − amino acids

2.12 (m), 2.44 (m), 3.76 (t) glutamine/glutamate ↓ ↓

3.28 (t), 3.40(t) taurine ↑ −

3.56 (s) glycine ↑ ↑↑

1.06 (d) valine ↑ ↑

2.18 (s), 3.88 (t) methionine ↑ −

2.34 (s) pyruvate ↑ ↑↑ energy metabolism

2.40 (s) oxaloacetate − ↑

2.48 (t), 3.02 (s) α-ketoglutarate ↑ ↑

2.54 (s) succinate ↑ ↑

2.80 and 2.92 (dd) citrate − ↑↑

3.24 (dd), 3.66 (m), 3.88 (m) glucose ↑ −

1.24 (d) β-hydroxybutyrate ↑↑ −

3.22 (s) betaine − ↑ others

2.64 (s) dimethylamine ↑ ↑↑

2.0 (s), 2.04 (s) N-acetyl (glycoproteins) ↑ ↑↑

*대조군(카페인)과 비교한 대사체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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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을 위한 metabonomic strategy(2005, 표

1), 녹차와 홍차 섭취에 따른 대사적 차이의 분

석을 위한 metabonomics 접근(2006, 표 2), 1H

NMR를 활용한 metabonomic approach에 의한

whole grain과 refined wheat flours 대사체 프

로파일의 차이(2007) 등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

고 있다. 

최근 J. proteome research에 발표된 ‘LC-

QTOF 활용 대사체적 접근법을 통한 catechin의

새로운 대사적 효과(2008)’ 논문에서는 비만과

catechin 섭취의 대사적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mouse 모델에서 지방함량(5, 15, 25% lipids)과

catechin 섭취(0.2%, w/w), 섭취기간(17일, 38일)

에 따른 urine의 대사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지방식이의 섭취는 간, 대동맥에서 지

질함량이 높을수록 산화적 손상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catechin 섭취와의 상관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rine 중 대사체를 PCA와 PLS-DA법

으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식이에

따른 대사체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그

림 6-I). 변화된 대사체를 변수로 하여 지방함

량과 catechin 섭취와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

류한 결과, 9종의 변수가 catechin의 대사체로

확인되었다. 약 1,000여종의 변수가 식이의 지

방함량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6종의 변수가 catechin 섭취

에 의해 역으로 변화하였다(그림 6-II). 고지방

식이에 의해 urine으로의 배출이 증가한 4종의

변수는 deoxycytidine, nicotinic acid, dihydro-

xyquinoline, pipecolinic acid로 확인되었으며,

catechin 섭취 후에 nicotinic acid가 저지방식이

(5% 지방)를 섭취한 그룹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6-III). 고지방식이에서

deoxycytidine 배출의 증가는 지금까지 보고되

지 않았던 결과로 이는 DNA파괴의 증가에 의

한 것으로, pipecolinic acid는 만성적인 간기능

손상에 따라 urine으로의 배출이 증가하는 것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0.2%

catechin 식이는 체중이나 산화적 손상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흥미로운 점은 대사체 분

석결과에서는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Nicotinic

acid는 에너지대사와 DNA 복구에 필수적인 역

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고지방식이에서

urine으로의 배출증가는 트립토판이 니코틴산으

로의 전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는 트립토판이 α-amino-ε-semialdehyde로의 전

환과 glycolysis의 핵심효소인 α-amino-β-

carboxymuconate-ε-semialdehyde decarboxylase

(ACMSD)의 down-regulation에 의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PPARα가 ACMSD 억제와

tryptophan-nicotinic acid pathway의 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

까지 이소플라본이나 라스베라트롤과 같은 폴

리페놀류가 PPARα과 agonist 활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catechin은

PPARα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tryptophan-nicotinic

acid pathway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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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Metabonomics 기술은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

해 생체시료를 수집하고 이를 NMR, MS 등 정

밀한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화학적 데이

터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생물정보분

야와 연결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추구한다. 따라

서 이 기술은 종국에 인체시험을 통한 군집별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molecular epide-

miology’와 개개인의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personalized health care’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

반이 될 것이다. 특히 질환별 식이소재와 관련

된 생체지표물질의 발굴은 식품의 질환예방인

자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개인

맞춤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도모할 것

이다. 

그림 6. I: Catechin 투여와 urine 수집시기에 따라 구분된 PLS-DA scores plots
II: Catechin 무처리(A) 및 처리(B)군의 지방함량(MF-15% lipids, HF-25% lipids)과 urine 채취시기(17일,

38일)에 따른 대조군 비교 유의적으로 차이 있는 변수(variables, analytes)의 수
III: 고지방식이(MF) 및 catechin 처리(MFPP)에 따른 urine 중 nicotinic acid (m/z 124.041)의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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