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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 설계
두 가지 RBC 배양 시료 그룹(총 
n=24)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조시료
(NRBC)와 감염세포(IRBC, 약 10%의 
기생충혈증)군을 앞서 설명한 RBC의 
시료 추출법을 사용해 처리하였습니다1.  
Methanol/water/chloroform으로 
이루어진 이상성(biphasic) 추출 
용매의 pH를 2, 7 또는 9 범위로  
달리 설정하여, 각 pH 하위그룹(조건)  
당 4회 반복 시료에 대한 최적의 
이상성 분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수용성 상으로의 대사체 회수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IRBC 내의 
arginine 대사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 시료와 arginine, citrulline, 
ornithine 표준물질 모두를 대상으로 
Jet Stream 기술이 집약된 Agilent 
6460 Triple Quadrupole LC/MS
에서 다중 반응 모니터링(MRM)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의 
향상된 감도를 통하여, IRBC에서 
arginine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된 
반면, citrulline 및 ornithine 농도는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
비감염 적혈구(NRBC) 배양액과 
말라리아 감염 적혈구(IRBC) 
배양액에서 다양한 상대 농도로 
존재하는 대사물체를 발견하기 위해, 
비표적(발굴) LC/MS와 표적(확인) 
LC/MS/MS를 결합한 워크플로
(그림 1)의 효용성을 대사체학적 
접근으로 소개하였습니다. LC/Q-TOF 
질량분석 데이터의 비표적 데이터 
마이닝으로 수 천 가지 대사체를 
검출한 뒤, 이 대사체들을 Mass 
Profiler Professional (MPP) 
소프트웨어에서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여 시료 그룹 간의 연관성 
패턴을 탐색하였습니다. 차이를 
지닌 대사체는 METLIN Personal 
Compound 데이터베이스(PCD)에서  
검색하여 식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분석 능력을 
입증하는 예시로, Molecular Feature 
Extraction(MFE) 알고리즘은 
아미노산 arginine에 해당되는 m/z 
175.1190이 NRBC 시료에 비해 IRBC
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거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출하였습니다.  
MPP의 pathway 분석 툴을 사용하여 
arginine 대사 경로를 조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생리적 아미노산인 
ornithine과 citrulline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이들 두 화합물에 
해당되는 추출 이온 크로마토그램
(EIC)을 이용해 원본 데이터의 "표적"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한 결과,  
이 두 화합물이 모든 시료에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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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말라리아 감염 적혈구 실험에 사용된 분석 워크플로의 도해적 표현. 애질런트 대사체학 
워크플로는 일반적으로 분리에서 pathway 분석까지 GC/MS 및 LC/MS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Molecular feature extraction (MFE) 및 Find by Formula (FbF)는 피크를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여러 분석 플랫폼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결과 파일은 통계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Mass Profiler Professional (MPP)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비표적(발굴) LC/MS 및 표적(확인) LC/MS/MS 대사체학의 결합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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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
열대열말라리아원충(Plasmodium 
falciparum) 3D7 균주를 비동기
(asynchronous) 적혈구에서 
성장시키고 RPMI 1640 배지
(25mM HEPES, 20mM sodium 
bicarbonate, 370µM hypoxanthine 
및 0.5% AlbuMAX (Invitrogen) 
추가)에서 혈구용적율 5%로 
유지하였습니다. 배양체를 37°C, 
90% N2, 5% O2, 및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으며, 기생충 노출 후  
24시간 뒤 각 시료에서 적혈구  
배양액 0.5mL를 취하여 methanol 
quenching 한 후, 프로토콜에 따라 
대사체를 추출하였습니다.

시료 필터링
LC/MS 검출 단계에서 상당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잔류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포배양의 수용성 상 
추출물을 각각 0.2µm Pall Nanosep 
MF 필터(Pall Life Sciences, 
Ann Arbor, MI)와 10kDa Pall 
Nanosep Pall 원심분리 장치 필터로 
필터링하고 진공 건조시킨 후, 50:50 
methanol:water, 0.2% acetic acid 
100µL에 재용해시켰습니다.  
각 LC 시스템으로 1µL를 
주입하였습니다.

실험 기기
본 실험은 크게 두 부분, 즉 "비표적"  
발굴과 "표적" 확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비표적 발굴은 
바이너리 펌프, 냉각기가 장착된 
자동시료주입기 및 항온 컬럼 
장치로 구성된 Agilent 1200 
시리즈 RRLC(Rapid Resolution 
LC) 시스템과 dual ESI 이온화원의 
Agilent 6520 Accurate-Mass 
Q-TOF LC/MS에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수행하였습니다(표 1). 

표 1. LC 및 Q-TOF MS 조건
LC 분석 조건
컬럼 가드 컬럼: ZORBAX SB-C8, 2.1x30mm, 3.5µm 

(P/N 873700-936) 
분석 컬럼: ZORBAX SB-Aq, 2.1 x 50mm, 1.8µm 
(P/N 827700-914)

컬럼 온도 60°C
주입량 1µL
자동시료주입기 온도 4°C
니들 세척 세척 포트에서 3초
이동상 A = 0.2% acetic acid in water

B = 0.2% acetic acid in methanol
유량 0.6mL/분
선형 기울기 • 13분 동안 2%에서 98% methanol까지 상승

• 98% methanol에서 6분간 유지
• 정지 시간: 19분
• 사후 시간: 5분

Q-TOF MS 조건
이온 모드 양이온 모드 및 음이온 모드 
건조 가스 온도 250°C 
건조 가스 유량 10L/분
분무기 압력 45psig
캐필러리 전압 4000V(양이온 모드)/3500V 음이온 모드
Fragmentor 140V
참조 물질(reference) 
이송

Agilent 1100 등용매 펌프, 100:1 분배기 장착 
(P/N G1607-60000)

참조 물질(reference) 
펌프 유량

1mL/분(분무기에서 10µL/분)

참조 이온 양이온 모드: 121.050873 및 922.009798
음이온 모드: 119.036320 및 966.000725

기기 질량 범위 1700Da
수집 속도 2Hz
TOF 스펙트럼 질량 범위 50 ~ 1000m/z
데이터 저장 Centroid
임계값 100
기기 모드 확장된 측정 범위(Dynamic Range)

발굴 결과의 확인 작업은 바이너리 
펌프, 진공 탈기 장치, 고성능 항온 
자동시료주입기 및 항온 컬럼 장치가 
탑재된 Agilent 1200 시리즈 RRLC 
시스템과 Jet Stream 기술의 

Agilent 6460 Triple Quadrupole 
LC/MS 시스템에서 수용성 순상
(ANP)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수행하였습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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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비표적 데이터 마이닝
대사체학 워크플로에는 보통 시료 
전처리, 분리, 데이터 수집, 특징/변수
(피크) 추출, 통계 분석 및 화합물 
식별이 포함됩니다. 대조시료(NRBC) 
및 감염 적혈구(IRBC)의 수용성 상 
추출물을 우선 LC/MS-ESI TOF의 두
(+/-) 이온 모드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MassHunter Qual
에서 (1)나이브(naïve) 비표적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과 (2)알려진 화합물 
목록을 이용한 표적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접근법
(1)의 수행을 위해 데이터 파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MF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비표적 발굴 
워크플로에 이상적인 분석법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천개 화합물의 추출 
크로마토그램을 자동으로 그려내며, 
사용자는 이들을 검토한 후 각 시료 
파일의 Compound Exchange File 
(.cef)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MassHunter Qual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분석을 위해 .cef  
파일을 MPP로 전송하였습니다. 
메뉴에서 "Guided workflow"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특징/
변수(피크) 정렬, 데이터 파일 
그룹화, 필터링, 품질 관리, 통계 분석 
및 화합물 식별 등의 일련의 분석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Pathway 분석은 
"Advanced workflow"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Optimizer 소프트웨어(B.02.00)를 
결합 사용하여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다중 MRM transition과 그에 따른 
fragmentor 전압 및 충돌 에너지를 
식별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MassHunter Workstation(버전 
B.02.01)이, 데이터 처리에는 
MassHunter Quant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 (버전 B.04.00)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발굴 단계에서는 나이브(naïve), 
비표적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으로  
LC/MS-ESI TOF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MassHunter Qual
을 활용하였습니다. 이후의 분석을 
위해 결과 파일을 Mass Profiler 
Professional로 전송하였습니다. 
Triple Quadrupole LC/MS 
시스템에 Agilent MassHunter 

표 2. LC 및 Triple Quadrupole MS 조건
LC 분석 조건
컬럼 Cogent Microsolv Diamond Hydride 100Å 4µm 

2.1x150mm
컬럼 온도 45°C
주입량 1µL
자동시료주입기 온도 4°C
니들 세척 세척 포트에서 3초
이동상 A = 0.1% formic acid in water

B = 0.1% form acid in acetonitrile
유량 0.4mL/분
선형 기울기 •  2.80분 동안 100% acetonitrile에서 65% acetonitrile

까지 하강
• 65% acetonitrile에서 2.2분간 유지
• 정지 시간: 5분
• 사후 시간: 5분

Triple Quadrupole MS 조건
이온 모드 양이온 모드
건조 가스 온도 300°C 
건조 가스 유량 6L/분
Sheath 가스 온도 275°C
Sheath 가스 유량 11L/분
분무기 압력 45psi
캐필러리 전압 4000V(양이온 모드)
노즐 전압 500V
델타 EMV 200V
MRM 175.0 -> 70.1; 133.0 -> 166.1; 176.0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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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건에서 NRBC 및 IRBC  
그룹 간의 변동성 확인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NRBC와 IRBC 
시료 반복 분석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에서 검출된 성분 수를 기준으로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으며, pH 2, 
pH 7 및 pH 9 추출 시료에 걸쳐 ESI+, 
ESI- 및 APCI+ 모드에서 분석하여 
검출된 그룹 당 평균 성분 수를 
보여줍니다. 주어진 조건(즉, pH)에서, 
필터링된 성분 목록은 100% 또는 
75% 시료 반복 분석 임계값을 통과한 
성분 수를 기준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사용할 특정 임계값은 반복 분석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생물학적 반복 분석 횟수가 
한정적이므로, 엄격한 필터 조건
(100%)을 사용한 성분 목록을 다음 
단계 "Filter by sample variability" 
(시료 변동성별 필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건당 
100%보다 큰 신호값의 변동 계수
(CV)를 보이는 성분은 필터링을 
통해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단계에서 재현성 있는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표 3. 여러 용매 pH 조건에서 ESI, APCI 소스 및 극성 모드 모두를 사용해 NRBC 및 IRBC 시료를 추출
했을 때, 각 조건에서 검출된 특징/변수(피크)의 수

Condition pH2_ESI 
neg

pH7_ESI 
neg

pH9_ESI 
neg

pH2_ESI 
pos

pH7_ESI 
pos

pH9_ESI 
pos

pH2_APCI 
pos

pH7_APCI 
pos

pH9_APCI 
pos

NRBC 1433 915 1267 2029 1401 2626 1128 463 500
IRBC 1327 1151 1232 2042 1542 2661 665 460 652

Rel Freq. 75% 1660 1282 1412 2175 1838 2822 916 502 679
Rel Freq. 100% 1259 917 1086 1550 1247 2086 486 342 483
CV < 100% 781 547 649 936 662 1083 284 235 271

재확인하였습니다1. 이러한 결과는 
pH 7은 물론 pH 2 및 pH 9에서의 
수용성 용매 추출을 추가로 포함시켜 
대사체의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좌표축을 
회전시켜 pH 7 추출물에 대한 PCA 
도표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IRBC 및 
NRBC 시료들이 명백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CA는 여러 pH 조건에서 추출된 
NRBC 및 IRBC 시료들 간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림 2는 3가지 중요 
주성분에 따른 시료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관찰된 가장 유의한 
차이는 용매 pH에 따른 시료의 분리로, 
앞서 발행된 RBC 관련 관측 결과를 

그림 2. 생물학적 반복 시료에서 
얻은 대사체 데이터에 대해 주성분 
분석(PCA)을 수행한 결과, pH 7 
추출 시료의 경우 NRBC 및 IRBC 
간 존재비 프로파일의 변동성이 
밝혀졌습니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그룹 간 변동성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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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D Browser에서 차이를 가지는 화합물 목록을 검색한 결과, METLIN 데이터베이스가 
arginine을 포함한 여러 매칭되는 화합물을 나타내었습니다. MassHunter ID Browser는 
MPP에서 생성된 성분 목록을 이용한 화합물 식별(METLIN 데이터베이스 주석)에 사용됩니다. 
174.1117의 질량값(< 5 ppm)은 METLIN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화합물, arginine과 
매칭되었습니다. 화학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매칭 점수, 이름, KEGG 및 CAS ID에 더해 
질량 스펙트럼 도표, 기본 피크와 관련되는 동위원소 존재비 및 MOL 파일에 근거한 화합물 구조 
뷰어가 포함됩니다.

유의한 존재비 차이의 식별을 돕는 Mass Profiler Professional의 ID Browser

(그림 3). 그 중, m/z 175.1190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아미노산 arginine
으로 매칭되었습니다. ID Browser를 
이용해 화합물을 식별한 후, MPP는 
시각화를 위해 자동으로 성분 목록에 
주석을 달고 화합물명을 그래픽 도표 
및 pathway 상에 나타내줍니다.

통계 분석
PCA는 여러 pH 조건에서 추출된 
시료의 추출 대사체 존재비 프로파일에 
기초해 그룹 간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NRBC와 IRBC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존재비 차이를 갖는 
성분을 찾기 위해 각 pH 추출 결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Volcano 
plot은 서로 다른 두 조건에서의 
존재비 차이를 시각화하는 유용한 
툴로써, p-값(p-value) 및 배율 변화
(fold change)값의 시각적 요약을 
제공하여 결과 해석에 통계적 유의성을 
더해 줍니다. 일례로, ESI+ 모드, pH 

전체 그룹 화합물에서 유의한 존재비 
차이 확인
식별
MPP에는 차이를 보이는 대사체 
목록을 METLIN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accurate mass 화합물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통합 
ID Brows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화합물과 매칭되지 
않는 질량의 경우, Molecular 
Formula Generator(MFG)라 불리는 
애질런트 실험식 계산기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질량 및 동위원소비의 질량 
정확도에 기초해 '최선으로' 매칭되는 
실험식을 계산하였습니다. ID 
Browser 내의 Compound List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매칭이 5ppm 미만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MS 스펙트럼 
및 구조 외에도, 기본 피크 존재비 
및 모든 동위원소 존재비가, 특정한 
부가물을 포함하여 요약되어 있습니다

7에서 추출한 시료의 경우, NRBC 
및 IRBC의 존재비 차이 분석 결과를 
그림 4에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Volcano 산점도는 배율 변화(FC) 
및 p-값을 각 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성분에 대한 요약 표는 FC 및  
p값을 근거로 차이를 가진 성분 수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p < 0.05,  
FC > 2인 성분은 69개였습니다.  
개별 표를 살펴본 결과, NRBC 및 
IRBC 시료 간 unpaired t-검정 결과에 
기초한 각 유의한 성분의 실제 FC,  
p값 및 조절 방향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식별된' 
화합물 중 하나인 arginine의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절대 FC
는 16이고 하향조절이 이뤄져 상당히 
유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MFE 
사용으로 그 존재가 NRBC 시료에서는 
검출되었으나 IRBC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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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비 프로파일의 유사성을 기초로 성분을 분류하는 계층적 군집분석

성분 및 조건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두 가지 조건에서 검출된 화합물 또는 
성분 및 반복 분석 시료를 존재비 
프로파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별된 
성분에 대한 계층 트리와 조건에 대한 
계층 트리를 얻었으며, 열 지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열 지도는 두 가지 
조건에서 시료 반복분석의 분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림 5는 IRBC 
시료 그룹(빨간색)과 NRBC 시료 그룹
(파란색) 간 arginine의 차이 존재비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림 5.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NRBC 및 IRBC 조건에 대한 성분 
존재비 프로파일의 유사성에 기초해 
반복 시료를 두 개의 뚜렷한 군집으로 
분류했습니다. 시료 그룹에 걸친 성분 
프로파일에 의한 군집분석은 유사한 
존재비 프로파일을 지니는 화합물을 
동일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실험 조건에서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물질은 유사한 반응 
경로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흥미로운 
관계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차이 존재비의 시각화를 돕는 Volcano plot

그림 4. NRBC 및 IRBC 시료 간 t검정 결과를 Volcano plot으로 나타냈으며, ID Browser를 
이용해 '식별된' 화합물 목록의 각 질량 성분에 대한 존재비 배율 변화(fold-change) 및 유의한  
p값(p-value)을 보여줍니다. p값, 배율 변화 및 조절 방향 또한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ginine 농도는 비율로 표시된 Iog2 변환 결과에 기초해 RBC에서 유의하게 감소 또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들면, Pathway Commons 
(http://www.pathwaycommons.org/) 
에서 Biopax 포맷(.owl)으로 arginine 
생합성 경로를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 이 파일을 MassHunter Qual
에 로딩하고 pathway의 각 화학식을 
각 데이터 파일에서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Arginine 생합성 경로에 
참여하는, citrulline 및 ornithine의 
화학식에 해당되는 질량이 표적 분석을 
통해 IRBC 및 NRBC 데이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법으로 TOF 데이터의 표적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였습니다. (1) 
말라리아와 관련된 문헌을 기반으로 
화합물 화학식 목록을 만듭니다. 
화학식을 최신 말라리아 관련 METLIN 
개인 화합물 데이터베이스(PCD)에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MassHunter Qual에 모든 시료 파일 
내 화합물과 일치한 결과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최적의' EIC를 찾아낸  
후, 분석을 위해 MPP에서 .cef  
파일을 생성합니다. (2) Pathway 
특이적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TOF 데이터의 표적 데이터 마이닝
비표적 또는 나이브(naïve) feature 
extraction 알고리즘은 가끔씩 검출 
감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더욱 민감한 
EIC 기반 "Find by Formula"(FbF, 
화학식별로 찾기)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6은 
비표적 또는 나이브(naïve) 데이터 
마이닝(왼쪽 패널)과 표적 데이터 
마이닝(오른쪽 패널)에 사용된 
MassHunter Qual의 두가지 분석법 
편집기를 보여줍니다. 다음 두 가지 

그림 6. 비표적 모드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피크를 발견하거나 추출하기 위해 MassHunter Qual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피크는  
"나이브(naïve)" 또는 "표적" 방식으로 각각 Find by Molecular Feature (MFE) 및 Find by Formula (FbF)에 의해 추출되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분석법을 이용해 피크 발견의 포괄성을 높혔습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다른 탭에 위치한 각 알고리즘의 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적 분석의 경우, (arginine을 포함하는) citrulline 생합성 경로에 속하는 특정 화합물 세트에 대한 'Pathway Commons'을 통해 화학식을 
얻어 .owl 파일 포맷으로 로딩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피크 발견의 포괄성을 높혀주는 두 가지 알고리즘

Find by Molecular Feature (MFE)

"나이브(naïve) 추출"

Find by Formula (FBF)

"표적 추출"

BioPax .owl 파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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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athway Architect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경로와 관련 화합물 사이의 직접적인 
이동을 통해 생물학적 전후 관계에 있어 MS 데이터를 평가하였습니다. 시료 그룹에 
기초한 arginine(Arg)의 평균 존재비를 노랑(IRBC) 또는 파랑(NRBC) 블록의 존재비 
색상 키로 요약하였습니다.

대사 경로 분석을 돕는 Pathway 소프트웨어Pathway 분석
MPP에 통합되어 있는 ID Browser로 
화합물에 주석을 달면, 발행된 문헌의 
자연어 처리로 생성된 애질런트 제공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마이닝 
하기 위한 통합 pathway 소프트웨어
(Pathway Module)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Biopax 포맷의 
arginine 생합성 경로를 불러들여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차이를 가진 
성분의 목록을 이용해 pathway를 
검색하고, 가장 관련성 있는 pathway
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화형 pathway 
뷰어를 통해 시료 그룹별 arginine
의 평균 화합물 존재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림 7).

Triple Quadrupole LC/MS/MS를 
이용한 pH 7 추출 대사체의 MRM 
분석
마지막으로, arginine 생합성 경로의 
몇몇 구성 화합물을 식별하면, 표 4에 
표시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Triple 
Quadrupole LC/MS 시스템에서 
arginine, ornithine 및 citrulline에 
대한 MRM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LC/Q-TOF 발굴 과를 
확인하고, 생합성 경로의 여러 
아미노산에 대한 정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 발굴 분석에 
사용된 역상 LC 분석법으로는 
arginine처럼 높은 극성의 대사체를 
머루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성 
순상(ANP) 모드에서 운영되는 실리카 
컬럼에 기반한 친수성 분석법으로 
MRM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표 4. MRM 분석 파라미터

화합물 전구 이온
(m/z)

생성 이온
(m/z)

Fragmentor
(V)

충돌 에너지
(V)

머무름 시간
(분)

Citrulline 176 159 75 6 1.5

Arginine 175 70.1 75 16 2.4

Ornithine 133 116 7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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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inine, citrulline 및 ornithine은 
0.1, 1.0, 10, 100 및 1000ng/mL  
농도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8의 그래프는 
arginine의 검량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R2값이 1.000에 매우 근접하는 훌륭한 
직선성이 얻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각 화합물에 대한 검량선의 범위는 
10^5을 넘었습니다. 1/X 가중치, 
원점을 지나지 않은 선형 맞춤으로 
세 개의 검량선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림 8은 또한 arginine(175.0�70.1), 
ornithine(133.0�116.1) 및 citrulline 
(176.0�159.1)의 MRM transition에  
기반한 NRBC 및 IRBC 간 차이 
정량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약 표
(표 5)는 각 화합물을 1µL 주입하여 
검량선을 이용해 측정한 화합물의 
상대량(pg), 생물학적 반복 시료에 
대한 표준편차(SD) 및 RBC 현탁액 
1mL에 포함된 각 화합물의 계산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NRBC에 비해 
IRBC에서 arginine의 양은 유의하게
(거의 8배)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ornithine, 특히 citrulline의 상대량은 
IRBC에서 증가되었는데, 이는 
arginine 생합성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림 8. 극성 실리카 컬럼을 이용한 pH 7 추출 대사체 시료의 LC/MS/MS 분석을 통해 LC/TOF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Arginine, citrulline 및 ornithine의 MRM 전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넓은 측정 범위(dynamic range, 10^5)에 걸쳐 표준 검량선(삽도)을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각  
RBC 시료 내 각 화합물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Triple Quadrupole LC/MS에서 수행한 MRM 분석

표 5. 검량선으로부터 추정된 각 화합물의 상대량

Compound NRBC IRBC Fold Change
pg SD pg/mL pg SD pg/mL (NRBC/IRBC)

Citrulline 2.3 1.6 187.1 26.2 2.4 2093.1 0.1
Ornithine 48.4 6.9 3873.8 75.5 9.0 6041.5 0.6
Arginine 35.6 19.8 2846.9 4.5 6.5 356.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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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MPP의 Pathway Module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관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Pathway 분석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표적 방식으로 얻은 
데이터에 대해 귀납적 조사(recursive 
interrogation)를 수행합니다. 발굴 
(포괄적) 대사체학 실험으로부터 예비 
결론을 얻은 후, 초기 데이터 마이닝 
실험에서 식별된 대사체인 arginine, 
citrulline 및 ornithine의 정량을 위해 
Triple Quadrupole LC/MS 시스템을 
이용한 표적 분석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워크플로는 어떻게 하면 발굴 기반 
분석으로 데이터를 마이닝 한 뒤, 정량 
방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규모가 큰 결과의 
검증을 원할 경우, 데이터를 MPP로 
보내 더 대규모적인 집단 세트에서 
생물학적 결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라리아 기생충에 의해 감염된  
체외 배양 적혈구의 대사체 생합성은 
변화하기 때문에, arginine, citrulline 
및 ornithine을 포함한 여러 화합물의 
초기 식별에 포괄적 대사체학 
워크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예시는 
MassHunter Qualitative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별 알고리즘을 비표적 
또는 포괄(MS-only) 모드로 수집된 
화합물의 발굴에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비표적"  
방식(즉, 시료 내 존재하는 화합물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음)과 "표적" 방식 
(시료에 존재/부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알려진 화합물 목록을 사용)으로 
추출되었습니다. 먼저 Mass Profiler 
Professional의 ID Browser를 
사용하여 METLIN 데이터베이스에서 
질량값이 174.1117에 해당하는, 즉 
arginine을 찾아냈습니다. 이 화합물은 
NRBC 시료에만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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