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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statin (MSTN) belongs to the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superfamily or growth and differ-
entiation factor 8 (GDF-8), and functions as a negative regulator of skeletal muscle development and
growth. Previous studies in mammals have suggested that myostatin knock-out increased muscle
mass and decreased fat content compared to those of the wide type. Recently, several studies on myo-
statin have beenconducted on the block myostatin signal pathway with myostatin antagonists and the
MSTN regulation with RNAi to control myostatin func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growth and muscle alteration of Oncorhychus masou by treatment with recombinant myostatin prodo-
mains derived from fish. We designed myostatin prodomains derived from P. olivaceus
(pMALc2x-poMSTNpro) and S. schlegeli (pMALc2x-sMSTNpro) in a pMALc2x expression vector, and
then purified the recombinant proteins using affinity chromatography. The purified recombinant pro-
teins were treated in O. masou through an immersion method. Recombinant protein treated group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eight, protein, or lipid composition compared to the control.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verage number and area for histological analyses in the mus-
cle fiber. At twelve and twenty-two weeks from the initial treatment, there were differences in average
fiber number and area between the 0.05 mg/l treated-group and the control, but the number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control during the same time period. At twelve weeks, however, 0.2 mg/l treat-
ed-group had an increase in average fiber number and decrease in average fiber area compared to
the control. At twenty-two weeks, the pMALc2x-sMSTNpro 0.2 mg/l treated-group was induced and
showed a decrease in average fiber number and increase in average fiber area. The results between
twelve and twenty-two weeks showed that the fiber numbers had decreased, whereas average fiber
area had increased due to sMSTNpro. It is understood that the sMSTNpro induced only hyperplasia
at twelve weeks, after which it induced hypertrophy. Recombinant myostatin prodomains derived
from fish may induce hyperplasia and hypertrophy in O. masou depending upon the time that has
e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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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형질 변환 성장인자(transforming and growth factor β,

TGF-β)의 superfamily 중 하나인 myostatin은 1997년 발견되

었으며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성장분화인자(growth and

differentiation factor-8, GDF-8)로 알려져 있다[19]. Myostatin

은 주로 골격근의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인자로서 근육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9]. Myostatin

기능이 소실된 소와 생쥐 같은 포유동물에서 과도한 근육발달

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Belgian blue

와 Piedomontease가 있다. 이 개체들은 myostatin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정상적인 소보다 골격근의 성장이 발달하여

체중이 2~3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8,11,19]. 또한 myo-

statin knock-out 쥐의 경우 근섬유 크기와 수의 증가로 정상

개체보다 골격근의 양이 증가되었고, 지방함량이 감소되었다

고 보고되었다[18].

Myostatin 유전자 연구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어류에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류 myostatin 기능 또한

포유류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종간 유전자의 보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5,36]. 어류 myostatin은 포유

류와 달리 2가지의 isoform이 존재하며, 주로 골격근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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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포유류와는 달리 골격근을 포함한 거의 모든 조직에

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7,29]. 지금까지 밝혀진

myostatin 신호 전달은 myostatin 유전자로부터 번역을 통해

signal peptide, prodomain, mature로 발현되며 단백질 분해

효소들에 의해 prodomain과 mature 경계 RXRR 부분이 절

단되고, prodomain과 mature는 비공유 결합을 통해 세포 밖

으로 분비된다. 이후 prodomain을 절단하는 효소에 의해 비

공유 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활성 myostatin은 activin type

Ⅱ 수용체에 결합을 함으로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수용체

와 결합한 myostatin은 smad2/3를 인산화 시키고 samd 4와

결합하여 목적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my-

ostatin 신호전달의 억제인자로는 follistatin [22], follistatin

related gene (FLRG) [9], growth and differentiation fac-

tor-associated serum protein-1 (GASP-1) [10], human small

glutamine-rich tetratricopeptide repeat-containing protein

(hSGT) [35], Titin-cap (T-cap) [23], myostatin prodomain

[16]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은 활성 myostatin이 activin

type Ⅱ 수용체와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호전달을 억

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22,23,35]. 최근 myostatin

prodomain을 이용한 활성 myostatin 억제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무지개 송어 치어에 넙치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

main을 처리한 결과 최대 약 42% 무게 증가를 나타내었다

[1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마연어를 대상으

로 myostatin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어류 유래 myostatin

prodomain을 생산하여 시마연어에 처리한 후 체중 변화, 근

육 구성성분 분석과 근 조직의 조직학적 변화를 통해 myo-

statin prodomain이 시마연어 성장 및 근육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어류 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발현 및 정제

본 연구에 사용된 넙치와 조피볼락 유래 myostatin prodo-

main (pMALc2x-poMSTNpro, pMALc2x-sMSTNpro)은 Lee

등(2010; 2011)에 의해 구축된 균주를 사용하였다. 발현 균주로

부터 재조합 단백질을 얻기 위해 고체배지에서 배양한 단일

콜로니를 0.2% glucose가 포함된 LB (Luria-Bertani, 1.2%

tryptone, 0.6% yeast extract and 0.8% NaCl) 배지에 접종하였

다. 배양액은 37℃에서 OD 600 값이 0.4~0.6이 될 때까지 배양

한 뒤 0.2 mM IPTG를 처리하고 2시간 동안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였다. 발현 유도된 대장균은 13,000 rpm으로 10분간

4℃에서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상등 액만 회수하였고, 회수된

대장균은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한 후 원심분리 하여

상등 액만 amylose resin (NEB, USA)을 이용한 affinity chro-

matography를 통해 재조합 단백질을 정제하였다. 정제된 단

백질은 SDS-PAGE와 Bradford assay (Bio-Rad, USA)를 통해

정량 분석하여 동결건조 한 뒤 실험 전까지 -20℃에서 보관하

였다.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단백질 침지

실험에 사용한 시마연어는 무게 1 g 내외의 개체를 선별하

였다. 침지 실험방법은 Lee 등(2010)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

으며 사용한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pMALc2x-

poMSTNpro, pMALc2x-sMSTNpro) 농도는 각각 0.05 mg/l

와 0.2 mg/l이며 각 실험 군은 한 수조당 60마리의 시마연어를

수용하여 3회 반복 구 실험을 하였다. 재조합 단백질의 침지는

매주 2회, 4주간 처리하였고 매주 모든 그룹의 개체 무게를

측정하였다. 4주 이후에는 12주, 22주에 모든 그룹의 개체 무

게를 측정하였다. 대조 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Tris buffer (20 mM Tris-HCl, pH 8.0, 200 mM NaCl, 1 mM

EDTA)를 처리한 그룹을 사용하였다.

근육의 단백질/지질 함량 및 조직 분석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단백질을 4주 동안 침지 한

후, 12주와 22주에 각각 근육조직을 채집하여 근육 단백질과

지질 함량, 조직학적 분석을 하였다. 단백질과 지질 함량 분석

은 AOAC 방법[3]에 의해 어류의 뼈와 피부를 제외한 순수

근육 부위를 가지고 수행하였다. 조직분석은 근육조직을 파라

핀 고정을 통해 10 μm 박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eosin으

로 염색 한 뒤 Image J 프로그램(http://rsbweb.nih.gov/ij)을

이용한 근섬유의 수, 면적 그리고 지름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여 Duncan 검정을 통해 12주와 22주

에 개체 무게, 단백질과 지질 함량, 근섬유의 수와 평균 면적

을 대조 군과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실험구간의 유의

성을 분석하였다[4].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에서 채

택하였다.

결 과

넙치 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넙치 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pMALc2x-

poMSTNpro) 처리 후 매주 무게를 측정한 결과 실험 군과 대

조군 사이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0.05 mg/l로 처리

한 그룹에서 12주, 22주 각각 대조 군에 비해 약 6%, 7% 증가하

였고 0.2 mg/l로 처리한 그룹에서는 12주에는 3% 감소하고

22주에는 1%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1).

근육 단백질 함량은 0.05 mg/l 침지한 그룹에서 12주, 22

주 각각 대조 군에 비해 g 당 3%, 5% 증가하였으며,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는 12주에 대조 군에 비해 3%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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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Body weight variation of O.masou treated with pMALc2x-poMSTNpro and pMALc2x-sMSTNpro. (A) pMALc2x-poMSTNpro

treated group, (B) pMALc2x-sMSTNpro treated group

Table 1. Biochemical analysis of young O. mason treated with pMALc2x-poMSTNpro and pMALc2x-sMSTNpro

12 weeks Control
　

Tris buffer
　 pMALc2x-poMSTNpro pMALc2x-sMSTNpro

0.05 mg/l 0.2 mg/l 0.05 mg/l 0.2 mg/l

Muscle protein, % 81.48±0.60
ns

83.19±0.56 84.68±0.43 84.71±0.29 84.40±0.56 86.49±0.57

Muscle lipid, % 12.54±0.46 ns 11.46±0.65 10.05±0.88 10.33±0.51 10.56±0.50 8.28±0.32

Weight, g 7.97±0.13
ns

7.96±0.22 8.44±0.27 7.71±0.35 7.90±0.27 7.09±0.16
1)Muscle fiber count, mm2 65.00±4.51 a 70.67±4.48 60.33±1.20 a 109.33±1.20 b 75.33±2.96 a 125.00±11.53 b

Total area, mm2 21275.86±147.99 21274.12±278.95 21093.01±236.68 17623.95±351.46 23127.08±834.16 19462.53±374.76

Average area, mm2 330.04±19.68
ab

303.95±23.21 349.89±7.92
a

161.28±4.56
c

307.20±6.75
b

158.63±16.00
c

22 weeks
Control 　 Tris buffer 　 pMALc2x-poMSTNpro pMALc2x-sMSTNpro

0 mg/l 600 ul/l 0.05 mg/l 0.2 mg/l 0.05 mg/l 0.2 mg/l

Crude protein, % 81.67±0.01 ns 84.34±0.53 86.74±0.27 80.32±0.19 84.29±0.89 79.62±0.19

Crude lipid, % 12.31±2.72
ns

11.08±0.63 10.43±0.19 14.31±0.12 10.94±1.07 15.08±0.28

Weight, g 18.13±1.17 ns 18.40±0.72 19.47±2.13 18.33±0.10 17.20±0.69 16.57±0.80

Muscle fiber count, mm2 108.67±4.81
a

99.33±6.98 101.67±5.61
a

88.67±2.96
ab

80.33±9.06
b

87.67±7.22
ab

Total area, mm2 21618.75±582.10 22465.48±308.49 15933.00±379.61 16507.28±351.69 21544.33±1261.02 20529.24±403.16

Average area, mm2 199.33±5.49 ab 228.50±16.73 157.55±8.33 b 186.36±2.91 ab 275.95±36.65 c 237.45±20.11 ac

Values ase mean±SE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 (p<0.05).
1)Muscle fiber count and average area measured in the epaxial muscles adjacent to vertebral column
ns

Not significant (p>0.05)

였다. 지방함량의 경우 단백질 함량과는 대조적으로 0.05

mg/l로 처리한 그룹에서 12주, 22주 모두 대조 군에 비해

2% 감소하였고, 0.2 mg/l로 처리한 그룹에서는 12주에서 대

조 군에 비해 2% 감소하고 22주에서는 2%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근육조직의 조직학적 분석 결과, 12주후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 대조 군에 비해 근섬유의 수가 68% 증가하고 근섬유

의 평균 면적이 51%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0.05 mg/l

침지한 그룹에서는 근섬유의 수가 7% 감소하고 근섬유의 평

균 면적이 6% 증가하였다. 한편 22주 후 개체에서는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 근섬유의 수가 18% 감소하고 근섬유의 평균

면적 역시 7% 감소하였다. 0.05 mg/l 침지한 그룹에서도 근섬

유 수 및 근섬유 평균 면적이 각각 6%, 21% 감소하였다. 12주

와 22주 사이의 변화 양상을 보면 0.05 mg/l 침지한 그룹이

근섬유 수 증가, 근섬유 면적 감소와 같이 대조 군과 유사한

형태로 성장하였고 0.2 mg/l 침지한 그룹은 대조 군과 반대

경향으로 성장하였다(Table 1, Fig. 2). 근 섬유의 지름을 측정

한 결과 12주와 22주 후 대조 군에 비해 0.05 mg/l 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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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weeks

(A) (B) (C) (D) (E) (F)

 22 weeks

(A) (B) (C) (D) (E) (F)

Fig. 2. Histology analysis of muscle fiber of O. masou. (A) Control group, (B) Buffer group, (C) 0.05 mg/l of pMALc2x-poMSTNpro,

(D) 0.2 mg/l of pMALc2x-poMSTNpro, (E) 0.05 mg/l of pMALc2x-sMSTNpro, (F) 0.2 mg/l of pMALc2x-sMSTNpro

그룹에서 작은 크기의 근섬유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는 12주에 작은 크기의

근섬유가 많이 분포하다가 22주가 되어 큰 근섬유의 분포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조피볼락 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조피볼락 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pMALc2x-

sMSTNpro) 단백질을 침지한 그룹에서는 pMALc2x-

poMSTNpro 단백질을 침지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유의성이

나타날 정도의 무게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단백질 처리 농도

에 관계없이 대조 군에 비해 무게가 최대 11% 줄어드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Fig. 1).

근육 단백질과 지질 함량은 pMALc2x-poMSTNpro 단백질

을 침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근육 단백질 함량은

0.05 mg/l 침지한 그룹에서 12와 22주 후, 모두 대조 군에 비해

3% 증가하였고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는 12주에서 5% 증

가, 22주에는 2% 감소하였다. 지방함량의 경우 0.05 mg/l 침지

한 그룹에서 12주와 22주 후에 각각 대조 군에 비해 2%, 1%

감소하였고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 12주에 4% 감소, 22주

에 3%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1).

근육 조직분석 결과 근섬유 수와 근섬유 평균 면적이

pMALc2x-poMSTNpro 단백질을 0.2 mg/l 침지한 그룹과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단백질 농

도에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0.05 mg/l와 0.2 mg/l 침지

한 그룹에서는 근섬유 수가 각각 16%, 92%가 증가하였고 근섬

유 평균 면적은 7%, 52% 감소하였다. 한편 22주에는 근섬유의

수가 26%, 19% 감소, 근섬유의 평균 면적은 38%, 19% 증가하

였다. 12주와 22주 사이의 경향은 pMALc2x-poMSTNpro 단

백질을 침지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0.05 mg/l 침지한 그룹에서

근섬유 수는 증가하고 평균 면적이 감소하는 대조 군과 같은

경향의 성장을 나타냈고 0.2 mg/l 침지한 그룹에서는 대조

군과는 반대로 근섬유 수는 감소하고 평균 면적은 증가하는

성장을 나타냈다(Table 1, Fig. 2). 근섬유 지름을 측정한 결과

는 12주에 0.05 mg/l, 0.2 mg/l 침지한 그룹 모두 대조 군에

비해 작은 크기의 근섬유가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2주에는 대조 군에 비해 모두 크기가 큰 근섬유들이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3).

고 찰

개체 성장을 위한 근육발달은 근섬유의 hypertrophy와

hyperplasia에 의해서 이루어진다[11]. 근섬유의 hyper-

trophy와 hyperplasia는 myostatin 신호전달경로와 mTOR

신호전달경로 등으로 유도된다[5,36]. Myostatin 신호전달경

로는 myostatin을 리간드로 하여 activin type Ⅱ receptor를

통해 Smad 전사인자들의 신호전달이 최종적으로 myostatin

유전자 과발현이 일어난다. 그 결과 근육 성장 억제가 일어

나게 되며, myostatin 활성을 억제하게 되면 Smad 전사 인

자 등의 신호가 차단되면서 최종적으로 myostatin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 근섬유의 hypertrophy 및 hyperplasia가 일

어나면서 근육성장을 촉진한다. mTOR 신호전달경로는 인

슐린 유사 성장인자(insulin like growth factor, IGF)를 리간

드로 하여 IGF-I receptor에 결합을 하게 되고 PI3K 및 Akt

전사인자들의 인산화를 통해서 mTOR 신호전달경로가 활성



Journal of Life Science 2011, Vol. 21. No. 8 1153

        (A)

          

        (B)

Fig. 3. The diameter of muscle fiber of control group and recombinant proteins (pMALc2x-poMSTNpro and pMALc2x-sMSTNpro)

treated groups. (A) After 12 wk, (B) After 22 wk

화 된다. 활성화 된 mTOR 신호전달경로는 최종적으로 단

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섬유의 hypertrophy를 유도하고,

특이적으로 S6 kinase 1 (S6K1)의 활성화는 glycogen syn-

thase kinase 3 (GSK3)를 억제하면서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

여 hyperplasia를 유도한다[33].

포유류 근육발달은 발생초기에 근섬유의 hyperplasia가 일

어나고 hypertrophy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반면 어류 근육발달은 발생초기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기간 내내 근섬유의 hyperplasia와 hypertrophy가 복합적으

로 작용 함으로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28]. 포유류

및 어류는 근섬유 수를 증가시키는 hyperplasia을 유도한 후,

근 섬유가 커지는 hypertrophy를 통해 개체의 근육이 발달한

다.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yostatin 유전자를

knockout 시킨 쥐로부터 근육 양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

고, 조직분석 결과 근섬유의 hypertrophy와 hyperplasia가 복

합적으로 나타났다[18]. Myostatin prodomain의 과발현을 통

한 유전자조작 쥐에서도 조직분석을 통해 근섬유의 hyper-

plasia와 hypertrophy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쥐의

무게가 증가되었다[37]. 어류에서는 제프라피쉬의 myostatin

유전자 발현을 RNAi 기법을 통해 억제한 결과 근섬유의 hy-

pertrophy를 유도하여 어체 무게 증가를 확인한 보고가 있고

[13], myostatin prodomain의 과발현을 통한 유전자조작 제프

라피쉬에서는 무게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 조직 분석을

통해 hyperplasia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36]. 일반적으로

20 μm
2
이하의 근섬유는 hyperplasia를 통해 최근에 생성된

근섬유라고 알려져 있으며[6,32] 어류의 경우 근섬유의 hyper-

plastic growth가 중단된 이후 장기간에 걸쳐 hypertrophic

growth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어류 유래 재조합 myostatin prodomain 단

백질이 시마연어 성장에서 무게 및 단백질과 지질 함량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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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와 유사하였지만 조직분석 결과에서 myostatin prodo-

main이 시마연어의 근육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Table 1, Fig. 2). 조직분석에서 근섬유는 12주에

서 22주에 걸쳐 지속적인 hyperplasia를 통해 20 μm
2
크기의

새로운 근섬유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순차적으로

hypertrophy도 유도되었지만, 대조군에 비해 처리한 시마연

어의 무게 증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Fig. 3). 결론적으로 어류 유래 myostatin prodomain이 근

육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myostatin의 활성을 조절함으로

써 근섬유의 hypertrophy 및 hyperplasia를 유도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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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어류 유래 마이오스타틴 프로도메인 단백질에 의한 시마연어(Oncorhychus masou) 성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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