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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질환에서 바이오마커로서 엑소좀과 미소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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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1, 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2

Exosomes and Microvesicles as Biomarkers in Metabolic Diseases
Seong-Kyu Lee*
Department of Biochemistry-Molecular Biology1, School of Medicine, Eulji University, Daejoe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2, Division of Endocrinology,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Currently used biomarkers in metabolic diseases are neither sufficient for monitoring the stage of disease development nor for monitoring differences among patients with different underlying pathogenetic pathways and pathogenesis. Exosomes and microvesicles, which are released
from a wide variety of tissues, cells and blood cells in response to normal or stressed state, and under pathogenic conditions, contain various
proteins, mRNAs, miRNAs and etc. that reflect the diverse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states of the releasing cells and tissues. Therefore, exosomes and microvesicles could be the next potential new biomarkers that could help predict, diagnose, treat and monitor prognosis of metabolic diseases as in obesity. Exosomes and microvesicles may overcome limitations of current biomarkers once their characteristics are clarified
and methods for easier detection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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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종설에서는 기초의학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엑소좀과 미소

서 론

낭포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바이오마커는 제2형 당뇨병, 비만과 같은 다인성 대사질환을 예측
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

본 론

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마커는 질병의 발병 단계들
1

을 모니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발병경로 및 병태생리가 제각기 다

1. 엑소좀과 미소낭포

1

른 환자들의 차이를 모니터하기에도 적합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세포는 다양한 크기와 성분을 가지는 세포 내 기원의 세

정상적인 상태, 스트레스 상태, 발병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 및 세

포외 소낭(extracellular vesicle)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포, 그리고 혈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exosome)과 미소낭포(mi-

다.3,4 세포외 소낭은 그 크기와 구성에서 이질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crovesicle, microparticle)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 mRNA, microRNA

다른 종류의 막 소낭(membrane vesicle)들로 자멸소체(apoptotic

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바이오마커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body), 미소낭포 그리고, 엑소좀을 말한다.3,5 세포외 소낭은 체액이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로서 가능성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1,2 이러한

세포 배양액에서 발견된다.3,5 이렇게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뤄진 막

생체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정말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낭을 분류하는 데는 아직 논란이 있다. 자멸소체는 직경이 1 μ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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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고, 미소낭포는 직경이 100-1,000 nm이며, 엑소좀은 직경이 40-100

좀과 미소낭포의 구성은 분비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1

nm로 가장 작은 막 소낭이다.3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생성되는 방법에

이렇게 분비되는 기원에 따라 달라지는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구성 성

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세포 바깥으로 엑소좀이 분비되도록 원형

분은 엑소좀과 미소낭포가 대사질환의 바이오마커로 이용되는데 필

질막(plasma membrane)과 다포성소체(multivesicular body)가 결합

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1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자세한 생성 기전은 아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과정에서 엑소좀이 형성

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분비는 무작

된다.

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 촉진되는 고도로 조절

4

3,6-8

엑소좀은 후기 엔도솜(endosome)의 안쪽에서 출아(bud-

ding)되고, 미소낭포는 원형질막 바깥쪽을 향하여 출아된다. 엑소좀
4

된 과정에 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

과 미소낭포의 생성 과정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둘 다 원형질막
의 출아를 통하여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8 엑소좀과 미소낭포를 구별

3. 엑소좀과 미소낭포에 포함된 miRNA의 역할

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제한된 일부 연구에서이고, 실제로는 엑

miRNA는 동물, 식물, 바이러스에서 발현되는 코딩되지 않는 작은

소좀과 미소낭포 둘 다 섞여 있는 시료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

시퀀스로 약 22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RNA 시퀀스

진다고 보고 있다.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분비하는 기원 세포(공여세

이다.19,20 miRNA는 mRNA를 자르거나, 번역을 방해한다. miRNA는

포)의 상태를 반영하며, 어떤 세포에서 분비되었는가에 따라 다양한

엑소좀과 미소낭포에 포함되어 생체 외 배양 세포에서 분비되거나, 혈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고, 체액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

장에서 순환한다.1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질병이 있는 환자로부

을 하며, 세포손상의 잠재적인 순환하는 바이오마커로서 관심을 받

터 얻은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건강한 사람에서 얻은 엑소좀과 미소낭

고 있다.

포에서는 양이 적거나, 거의 볼 수 없었던 특정 miRNA를 포함하고

4

3,4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21-24

2.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특성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mRNA와 miRNA를 기원 세포(공여세포)에

미소낭포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소낭부터, 엑소좀이라 불리는 작

서 수여세포로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단백질 발현 혹은 단백질 발

은 소낭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 소낭은 기원 세포(공여세포)와 같은 인

현 억제 기능을 통하여 수여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1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비만세포, 림프구,

mRNA와 miRNA를 함유하고 있는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세포들 간

성상세포, 혈소판, 신경세포, 내피세포, 상피세포는 물론이고 거의 모

의 거리에 관계없이 세포 간의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

든 동물 세포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

한 엑소좀과 미소낭포와 연관된 mRNA와 miRNA는 질환 특이적 발

다.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혈액, 소변, 점액, 타액, 담즙액, 복수액, 뇌

병 요인을 나타내기도 한다.1 어떤 질병들의 예측, 진단, 예후들이 특정

척수액 등의 다양한 체액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14-16 뇌혈

체액에서 분리된 엑소좀과 미소낭포 내의 특이적 mRNA와 miRNA

관 장벽도 통과할 수 있으며, 표피 세포와 내피세포의 세포막도 투과

양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1 따라서 향후 엑소좀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1

미소낭포 연관 mRNA와 miRNA의 대사질환에서의 바이오마커로서

9-13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그 생성, 그 구조 및 수송(trafficking)에 필수

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가능성들은 암에서

적인 분자들을 공통적으로 함유하고 있고, 기원 세포(공여세포) 특유

보이고 있다. 어떤 암들은 암 특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신호전달 물

의 생물학적 기능을 반영하는 세포특이 구성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

질과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엑소좀과 미소낭포를 분비한다는 것이 최

다. 엑소좀과 미소낭포가 함유하는 성분들은 다양한 인지질, mRNA,

근 밝혀졌다.9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암 유래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miRNA, 다양한 수용성 단백질, 외재성 단백질, 막관통 단백질, 그리

miRNA 프로파일은 정상인으로부터 얻은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고 GPI 닻형(glycosylphosphatidylinositol-anchored) 단백질 등이다.

miRNA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다르고 특이적이다는 연구도 있다.22

1

엑소좀의 보편적인 단백질들(ubiquitous proteins)은 tubulin, actin,
actin 결합 단백질, heat shock 단백질(Hsp70, Hsp90), trimeric G 단백

4. 인슐린 저항성과 엑소좀

질, 그리고 막단백질인 tetraspanin 족에 속하는 CD9, CD63, CD81,

지방조직의 대식세포는 비만 시 지방조직에 스며들어 있고, 인슐린

CD82이다. 엑소좀은 기능적으로는 세포특이 단백질에 의하여 결정

저항성 발생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5-29 인간과 설치류에서 지방

되는데, 이 단백질은 엑소좀이 분비되는 기원 세포(공여세포)의 특이

조직의 대식세포 축적은 체중 증가와 관련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

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단백질이다. 엑소좀의 지질은 엑소좀이 분비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30 지방조직의 대식세포는 tumor necrosis fac-

는 기원 세포(공여세포)에 특유한 지질이고, 여러 종류의 지질로 구성

tor-α (TNF-α)와 interleukin-6 (IL-6) 같은 염증유발(proinflamma-

되어 있으며, 구성 지질의 종류에 따른 비율은 다양하다.

tory) 사이토카인들의 중요한 출처이고, 이러한 염증유발 사이토카인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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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방조직에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좀과 미소낭포를 포함하는 세포외 소낭의 cystatin C 수치는 비만의

사이를 연결해 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식세포의 초기 활성을

대사 합병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CD14 수치는 비만의 대사 합병

유발하는 요인과 대식세포를 지방조직으로 유입시키는 요인들이 완

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전히 다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않거나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엑소좀과 미소낭포가 혈관 내

엑소좀-유사 소낭(exosome-like vesicle)이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피세포의 기능을 저해시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달에 영향을

제시되고 있다. Deng 등 은 지방조직에서 분비된 엑소좀-유사 소낭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

31-36

37

은 말초 혈액의 단핵구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그 단핵구를 활성
형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자극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마우스 모텔

7. 대사질환에서 바이오마커로서 엑소좀과 미소낭포

에서 엑소좀-유사 소낭을 투여하였을 때 이 마우스에 인슐린 저항성

기술적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엑소좀과 미소낭

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조직에서 분비

포의 바이오마커로서 연구는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양에 대한 연구,

되는 엑소좀-유사 소낭이 지방조직과 대식세포 사이의 교신에 역할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엑소좀과 미소낭

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인슐린 저항성

포의 miRNA 혹은 mRNA 구성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4 대사

발생에 기여한다는 증거이다.37

질환의 병태생리에 관련된 조직과 세포 유래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측

37

정과 혈장에서의 측정, 그리고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구성성분, miR-

5. 지방세포와 엑소좀, 미소낭포

NA 혹은 mRNA 구성 측정은 대사질환 및 관련 합병증의 예측, 진단

miRNA는 지방세포의 대사조절, 에너지 항상성, 지방세포의 분화

및 치료 모니터링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4,5 암 환자에서 바이오마

에 중요한 조절자로 여겨지고 있는데38,39, 140종의 miRNA가 3T3-L1

커로서의 기존 연구 결과들은 대사질환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엑소좀과 미소낭포에 존재하고 , 대부분이 지

시사해 주고 있다. 암 환자의 혈청, 소변 그리고 악성 삼출액에서 엑소

방세포 특이적이고 분화과정에서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

좀과 미소낭포 수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고52, 혈액

다.41,42 쥐의 혈청에서 분리된 엑소좀과 미소낭포에서도 지방세포 특

혈소판 유래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수치는 암 환자의 예후와 생존에

이적 mRNA, miRNA가 검출되었다.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되어 있다.53,54

40

43-45

지방세포의 크기와 숫자의

변화는 miRNA의 발현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1 지방조직 내에서 큰
지방세포와 작은 지방세포 사이에 지방합성과 지방분해에 관한 정보

결 론

를 교환하기 위해 지방세포 유래 아디포카인, 엑소좀과 미소낭포를
통한 주변분비(paracrine) 작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43,46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거의 모든 동물 세포에서 배출되며, 각각의 대

한편으로는 엑소좀과 미소낭포를 통하여 지방조직과 혈관이 소통한

사질환의 발병 단계에 따라 분비하고 있는 세포와 조직의 여러 상태

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다.

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특성이 보

47

다 더 잘 규명되고, 혈액에서 쉽게 측정 가능한 검출 방법이 개발된다

6. 비만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의 바이오마커로서 엑소좀과

면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의 예측, 진단, 치료 및 예후에서 엑소좀과

미소낭포

미소낭포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만한 사람은 지방조직의 증가와 지방조직의 기능이상 결과로 심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만48,49, 아직도 비만이 심혈관 질환을

요 약

유발하는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비만한 사
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체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대사질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마커는 질병의 발병 단계

정말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Kanhai 등 은 임상적으로 발현된

들을 모니터하기에는 적합지 않고, 발병경로 및 병태생리가 제각기 다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엑소좀과 미소낭포를 포함하는 세포외

른 환자들의 차이를 모니터하기에도 적합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

소낭 관련 단백질 4개 cystatin C, serpin G1, serpin F2 및 CD14이 죽

상적인 상태, 스트레스 상태, 발병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 및 세포,

상경화판(atherosclerotic plaque)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리고 혈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과 미소낭포는 기원 세포의 여러 상

이 중 3개(cystatin C, serpin F2 and CD14)는 이 환자들에서 심혈관

태를 반영하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 mRNA, microRNA 등을 함유하

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Kranendonk 등 은 최

고 있으므로, 기존의 바이오마커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근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발현된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엑소

바이오마커로서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엑소좀과 미소낭포의 특성이 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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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Zhou R, O’Hara SP, Chen XM. MicroRNA regulation of innate

면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의 예측, 진단, 치료 및 예후에서 엑소좀과

immune responses in epithelial cells. Cell Mol Immunol 2011;8:

미소낭포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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