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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bolomics is the study of changes in the metabolic status of an organism as a consequence of drug
treatment, environmental influences, nutrition, lifestyle, genetic variations, toxic exposure, disease, stress, etc, through
global or comprehensiv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every single metabolite in a biological system. Since most
chronic diseases have been demonstrated to be linked to nutrition, nutritional metabolomics has great potential for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and nutritional status, nutrient, or diet intake by exploring
the metabolic effects of a specific food challenge in a more global manner, and improving individual health. In particular,
metabolite profiling of biofluids, such as blood, urine, or feces, together with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provides
an effective strategy for monitoring human metabolic responses to dietary interventions and lifestyle habits. Therefore,
studies of nutritional metabolomics have recently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nutrition-related metabolic pathways
and biomarkers, along with their interactions with several diseases, based on animal-, individual-, and population-based
criteria with the goal of achieving personalized health care in the future. This article introduces analytical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 to determination of nutritional phenotypes and nutrition-related diseases in nutritional metabol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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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 대사체학(nutritional metabolomics)의 역할이 매우 기
대된다(2).

영양은 건강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음

대사체(metabolome)라는 단어는 Oliver 등(3)에 의해

식에서의 영양 성분들이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압

처음에 소개되었지만 대사체학은 영국 Imperial College

등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거나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병

London의 Nicholson 교수에 의해서 소개되고 본격적인 연

들은 주로 대사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식품

구가 시작되었다(4). 최근 Nicholson 교수는 영국 정부로부

섭취에 따른 대사 작용이 개인 간 차이가 뚜렷하고 식품 자

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National Phenome Center’를

체가 다양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품 섭취에

설립하여 영국은 물론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의한 대사 작용과 질병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수백만 명의 정상인은 물론 환자의 생체 시료에서의 대사체

밝혀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영양

변화를 연구하는 대사 표현형(metabolic phenotype) 연구

과 질병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역학적 접근방법(epide-

에 초점을 맞추어 대사체와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miologic approach)을 통하여 식품 섭취나 생활 패턴에 따

진행하고 있다(5,6).

른 대사 메커니즘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대사체학은 생체 시료인 뇨, 혈액, 대변, 인체 조직 등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각 개인에 맞

있는 대사산물(metabolite)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측정하여

는 질병 치료나 음식 처방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욱 건강해진

얻어진 수십, 수백 개의 대사산물들의 조합으로 그 대사 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영양과 질병의

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과 관련한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 맞춤형 시스템을 위한 연구의 핵심

새로운 바이오 마커 물질이 나타나기도 하며, 식품이나 식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대사체학(metabolomics 혹은 met-

물, 동물은 물론 임상에서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이 되

abonomics)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

고 있다(Fig. 1). 기존 분석법에서는 목적하는 물질 혹은 대

되고 있어(1), 앞으로 개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영

사산물을 미리 지정해서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대사체학에
서의 전체적인 대사산물 측정법은 새로운 대사 메커니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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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바이오 마커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 전
립선암과 관련한 새로운 바이오 마커의 발견(7) 그리고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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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omics of yore

식

Modern metabolomics

Fig. 1. Metabolomics of yore that describes the possible colors, smells, and tastes of urine to diagnose disease (left) (1) and a
typical procedure of modern metabolomics that determines the metabolic perturbations of an organism in disease through global
or comprehensive metabolite identification in biofluids such as blood, urine, and tissues and provides better understanding metabolic
pathway related to disease (right).
병 발병에 대한 예측(8)에 대한 보고는 대표적인 대사체학

어 있는 성분들을 유도체화 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LC-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내 미생물과 우리 몸의

MS는 주로 지용성 물질 분석에 감도가 높고 적합하지만 물

대사체의 변화 그리고 질병과의 관계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

질 동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사체학에서의 3가

어 향후 개인 맞춤형 질병 관리 혹은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

지 주요 분석 기술들은 서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축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9-11). 유전체학

의 장비들은 대사체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genomics)은 주로 개인의 유전자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인

이러한 분석 장비에 의해서 얻어진 대용량 데이터는 주성분

의 유전적 차이(inherited difference)에 의해 기인하는 질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artial least-

병에 관심을 두지만, 영양 대사체학은 생체 시료에서 나타나

square discriminant analysis, PLS-DA; orthogonal par-

는 대사체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의해

tial least-square discriminant analysis, OPLS-DA)과 같

실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대사 작용에 대한 결과를 더욱 효과

은 다변량 통계기법(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을

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화시키고 이해가 쉽게 결과

대사체학 연구에서의 핵심은 목적하는 시료에서 전체적

를 보여준다. 또한 이 다변량 통계분석은 실험 대상 그룹

인 대사체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분석 장비와 여기서 얻어

간의 차이가 있는 대사산물들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지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계기

하지만 다변량 통계분석에 앞서 방대한 대사체 데이터를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사체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preprocessing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의 주요

는 분석 장비는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LC-

기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총설에서는 NMR을 기반으로

MS(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mass spec-

하는 대사체학 연구 과정과 영양 대사체학과 관련된 최근

trometry) 그리고 GC-MS(gas chromatography with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mass spectrometry)이다. NMR 기반 분석 기술은 높은 재
현성과 최소한의 시료 전처리 그리고 분석한 시료의 재사용

대사체 분석 방법과 데이터 처리

가능 등의 장점이 있지만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고 낮은
감도가 단점이다. LC-MS와 GC-MS는 감도가 높지만 GC-

대사체학 연구에서 쓰이는 분석 장비 가운데 하나인 NMR

MS의 경우 휘발성 물질 성분의 분석에 적합하고 시료에 들

은 LC-MS나 GC-MS에 비하여 감도는 낮지만 재현성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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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esentative metabolite profiling of plasma
and liver and heart tissues by 1H NMR spectroscopy,
highlighting global or comprehensive identification
of a wide range of metabolites having different
che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mino acids, organic acid, sugars, lipids, and nucleotides. In particular,
metabolites of liver and heart are directly identified
from their intact tissues without any extraction pro1
cedure by H NMR spectroscopy.

어나고 측정 시간이 짧으며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 없는 장점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스펙트럼 전체 면적으로,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간, 신장 및 심장 등 다양한 조직의

외부(creatine) 혹은 내부(TSP) 기준 물질을 기준으로, 또

대사체 분석 시 추출 등의 전처리 과정 없이 조직을 직접

는 여러 개의 스펙트럼의 중간 값으로 normalization이 이

분석함으로써 조직 시료에서의 수많은 대사산물 분석을 가

루어진다. 이 중 creatine으로 normalization하는 경우는 혈

능하게 한다(Fig. 2). 대사체학 연구에서 NMR, LC-MS 그

액의 creatine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에는 부적

리고 GC-MS를 이용하여 대사산물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

합하고, TSP(NMR 측정 시 사용되는 외부 기준물질)로 nor-

리 방법과 분석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malization하는 경우에는 혈액이나 조직에 들어있는 단백질

있다(12-15). LC-MS, GC-MS 그리고 NMR 모두 대사체

들이 TSP와 상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되지

학 연구에서 대사체를 한 번에 스크리닝하는 분석 장비이기

않는다. 따라서 스펙트럼 전체의 면적값으로 normalization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생성되며 이 데이터로

한 후 여러 개의 스펙트럼의 중간 값으로 normalization하

다변량 분석 기법을 통하여 대사체의 변화를 쉽게 판단할

는 방법이 적절하다(20,21).

수 있다. 이 다변량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장비를 통해 얻어
진 대용량 데이터의 peak alignment, normalization 등 몇

다변량 통계 분석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각 시료의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대사산물에 해당하는 peak는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다변량 통계 분석에서 변량(variables)은 각 분석 장비에

하지만, 시료의 pH나 NMR 측정 장비의 미미한 온도 차이나

서 검출된 대사산물에 해당되며, 대사체학 연구에서는 수많

자장(magnetic field)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서로 다른 위

은 대사산물이 검출되기 때문에 다변량(multivariate)이라

치에 있는 경우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align-

고 표현된다. 대사체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변량

ments of peaks shifted). 이러한 과정에서는 특별한 컴퓨

통계 분석은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법 중 주성분

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데, 최근까지 이를 위한 몇 가지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방법이며, 여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6-18). Fig.

서 주성분 분석은 많은 변수(variables 혹은 metabolites)의

3은 NMR을 이용한 혈액 분석 시 각 혈액에서 일부 대사산

분산 방식의 패턴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주성분을 원래 변수

물에 해당하는 피크의 shifting과 alignment 결과를 보여주

의 선형결합으로써 추출하는 통계기법이다. 이외에 Partial

고 있다. Peak alignment 없이 shifted peak들이 포함된

Least Square(PLS) 회귀분석과 Orthogonal Partial Least

상태에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할 경우 잘못된 통계결과가 나

Square(OPLS) 회귀분석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타날 수 있다(Fig. 4).

패턴 인식법들은 각 데이터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극대

Data normalization은 주로 시료의 희석 효과에서 오는

화하고 실험구 간 차이가 있는 대사산물을 쉽게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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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와준다. 예들 들어 정상인과 특정 환자의 혈액을 NMR
을 이용하여 대사체학 연구를 수행한 경우 주성분 분석 방법
을 통하여 정상인과 환자들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나타날
수 있으며(Fig. 5A), 두 그룹 간 차이가 나는 혈액 대사산물
들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Fig. 5B).

영양 대사체학
영양 대사체학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영양 상태 혹은 영양
변화에 따라 생체 시료 즉, 혈액, 뇨, 대변 그리고 신체 조직
에 있는 많은 대사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질병과 연관되는
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영양 대사체학은 식이 변화와 생활
습관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을 추적하는데 아주 유용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Fig. 6). 최근 영양 대사체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연구 방법에서부터 응용까지 영양
대사체학과 관련된 많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22-27).
영양 대사체학적 관점에서 보면 콩에서 유래된 isoflavones
를 섭취했을 때 혈액과 뇨에서의 대사체 변화를 보고한 것이
가장 최초의 영양 대사체학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28,
29). 이후 뇨의 대사체 분석을 통하여 식이와 고혈압과의 관
Fig. 3. Full resolution NMR raw spectra (n=400) of human plasma (A) and expanded peaks corresponding to alanine (B) and
threonine (D) before (B and D) and after (C and E) peak
alignment.

계가 보고되었고, 각 나라의 식습관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뇨의 대사체 차이도 발표되어 식이나 식생활 습관에 따라

A

A

B
B

Fig. 4. PCA score plots derived from 1H Magic Angle Spinning
(MAS) NMR spectra of intact liver tissues of control (square),
glycine-treated (circle), galactosamine (triangle) animals and animals treated with both glycine and galactosamine before (A)
and after (B) peak alignment (19).

Fig. 5. PCA score (A) and loading (B) plots derived from 1H
NMR plasma spectra of healthy and patients, demonstrating
clear metabolic differentiation between healthy and patient
groups and identifications of plasma metabolites tha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In panel B, the upper section represents
the higher levels of plasma metabolites in patient groups, compared to healthy group, whereas the lower section indicates the
lower levels of plasma metabolites in pati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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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workflow of a nutritional metabolomics study: hypothesis, experimental design, sampling of biofluids such as blood,
feces and urine, the analytical platform, the sample spectra, the multivariate data analysis, and the biological interpretation (21).
우리 몸의 대사체 변화 그리고 질병과의 밀접한 연관성들이

된 대사산물인 lactate, citrate, succinate, trans-aconi-

밝혀지고 있다(30,31). 또한 Savorani 등(22)은 영양 대사

tate, urea 그리고 proline,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대사산물

체학 연구에서 실험 디자인, 각 시료 수집, 대사체 데이터

인 DOPA, 3-methoxy-tyrosine, 그리고 장내 미생물 대사

수집 및 분석 등 영양 대사체학 연구에서의 유의 사항들을

와 관련된 대사산물인 methylamines, p-creson sulfate 그

소개하기도 했다.

리고 hippurate들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
시 초콜릿을 섭취하였을 경우 초콜릿 선호도가 강한 사람들

식생활과 대사체학

에게서 스트레스 호르몬 물질인 cortisol과 catecholamines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34-36). 이는 건강한

대사체학에서는 식생활 차이에서 오는 대사 작용 변화에

사람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 특정 음식의 섭취 유무에 따라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212명의 식단을 조사하고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심지어 원하

고에너지 식단, 동･식물 식이 식단, 전통 식단, 당이 많은

는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기도 하고 장

식단의 5가지 식단과 관련된 대사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혈

내 미생물 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 지질 대사와 아미노산 대사 차이가 나타났다(32). 이 연

정상인 혹은 정상 동물에서 특정 식이의 대사 작용 조절에

구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식이 형태를 조사하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대사체학

고 이 식이 형태에 따른 대사체 변화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정상인이 콩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 대사

로서 앞으로 영양 대사체학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가 증가(28,29)한다고 보고가 되었고, 정상 쥐 동물에서 칼

있다. 또한 식생활 패턴이 상이한 중국(Guangxi, 278명),

로리 제한 식이에 의한 혈중 HDL 증가, VLDL 감소 등 pen-

일본(Aito town, 259명), 미국(Chicago, 315명) 사람들의

tose 대사 작용에 영향에 대한 결과(37) 등은 앞으로 특정

뇨 대사체를 비교해본 결과 서로 간의 뚜렷한 대사 작용의

기능성 식품의 역할이 대사 작용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차이를 보였다(33). 특히 일본사람들의 뇨에서 높은 농도의

수 있을 것이다.

trimethylamine N-oxide(TMAO)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일본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고 hup-

영양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대사체학 연구

puric acid 등의 페놀성분의 차이는 각 나라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며, 미국 시카고 사람들의 뇨에

현재의 정상인도 잘못된 식생활 등의 이유에 의해서 향후

서 creatinine 성분이 높은 것은 미국사람들의 body mass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대사체학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나라별 식생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중 아미노산들

차이에 나오는 뚜렷한 대사 작용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과 glutamine과 glutamate가 미래의 비만과 당뇨병 등의

음식에 대한 갈망 혹은 집착에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 작

대사 증후군과 관련이 있고(38-42), 혈중 isoleucine, leu-

용 변화도 나타난다. 초콜릿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사람과

cine, valine, tyrosine 그리고 phenylalanine의 아미노산들

강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초콜릿을 강제적으로 섭취하

은 미래의 당뇨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예측 마커로 보고되고

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선호도가 강한 사람들의 혈액과 뇨

있다(8). 또한 phosphatidylcholine의 장내 미생물 대사 물

대사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에너지 항상성과 관련

질인 choline, trimethylamine N-oxide(TMAO)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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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ine이 심장병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식

요

약

서 장내 미생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43,44). 육고기에 많
이 들어 있는 L-carnitine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TMAO

대사체학이 질병, 약물, 스트레스, 식이, 생활습관, 유전적

로 분해되어 동맥경화증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이어서 심장

차이, 장내 미생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5). 이렇게 향후 질병 가능성에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관련 바이오 마커 발굴에 중요한 역할

대한 예측이 대사체학 연구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지만,

이 증명됨에 따라, 식품 영양학과 대사체학이 융합된 영양

그 정확한 기작이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사체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잘못된 식생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사체학 특히

활에 따른 미래의 질병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어 향후 적절한

영양학과 결합된 영양 대사체학 연구를 통해서 잘못된 식생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식생활이나 식이에 대한

활에서부터 기인하는 질병 발병 원인이나 기작이 밝혀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은 물론 개인별 맞춤식이나

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이 정상 상태일지라도 이러

맞춤약물 처방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personalized

한 질병 발병에 대한 마커를 통하여 앞으로의 개인 건강에

health care) 시대가 멀지 않았다. 또한 복잡한 식생활 패턴,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사 반응에 대한 개인 간 차이 그리고 방대한 대사체 데이

영양 대사체학에서는 식이 조절에 의해 특정 질병이 호전

터와의 관계들을 효과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되는 지는 가능한 많은 대사체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질 수

지속적인 개발과 영양 대사체학(nutritional metabolomics)

있는 대사 메커니즘의 변화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청국장

이 유전체학(genomics or transcriptomics)과 단백체학

섭취에 의해 비만쥐의 혈액 지방 감소(46), catechin 섭취에

(proteomics) 기술과 융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질병

의한 비만쥐의 뇨에서 nicotinic acid 변화와 장내 미생물

과 식사 섭취 사이의 관계가 더욱 투명하게 규명될 것이다.

환경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항비만 효과 가능성(47) 등이
영양 대사체학 결과의 좋은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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