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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Expression According to Electromyostimulation after 
Atrophy Conditions and Muscle Atrophy in Skeletal Muscle 

Chang-E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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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wan-eup, Seobuk-gu, Cheonan-city, Choongnam 331-707, Korea 

Numerous biochemical molecule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development of muscular atrophy. However, control 
mechanisms associated with muscular disease are not clear.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gene 
expression profiles of rat muscle during the denervation to atrophy transition processes. We isolated total RNA from rats 
suffering from partial muscle atrophy (P) and electromyostimulated atrophy (PE) and synthesized cDNA using annealing 
control primers. Using 20 ACPs for PCR, we cloned 18 DEGs using TOPO TA cloning vector, sequenced, and analyzed 
their identities using BLAST search. Sequences of 14 clones significantly matched database entries, while one clone was 
ESTs, and 3 clones were unidentified. Different expression profiles of selected DEGs between P and PE were confirmed. 
The troponin T, Fkbp1a, RGD1307554, Phtf1, Atp1a1 and Commd3 were highly expressed genes in the P and PE groups, 
while Krox-25 and TCOX2 were only expressed genes in the P group, the Sv2b and Marcks were only expressed genes 
in PE group. also, Cox8h was highly expressed genes in PE groups. The ASPH, ND1, and ARPL1 were highly expressed 
genes in the P and PE groups. List of genes obtained from the present study might provide an insight for the study of 
mechanism regulating muscle atrophy and electrostimulated muscle atrophy transitions. These data suggest that troponin 
T, Fkbp1a, RGD1307554, Phtf1, Atp1a1, and Commd3 are potentially useful as clinical biomarkers of age-related 
muscle atrophy and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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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육의 통증 (muscle pain)은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

는 근골격계 증상 중의 하나이며,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좌상, 열상 등과 같은 거대손상 (macro-trauma)과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근육손상과 같은 미세손상 (micro-trauma)

으로 구분되어 진다 (Marc and Craig, 2007). 이러한 변화

와 함께 운동과 관련된 근육의 통증은 운동 후의 근육 

통증과 지연된 근육 통증 (delayed-onset muscle soreness: 

DOMS)으로 나눌 수 있다. 손상과 통증의 정도는 여러 

요소의 작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미세조직 손상, 근력 약화, 관절가동 범위의 감소

가 더불어 나타난다 (Yoon and Lee, 2005). 

장기적인 침상생활, 노화, 기아, 지속적인 활동 제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근육에 주어지는 흥분성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Berg et al., 2007). 골절된 뼈와 반복된 손

상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기나 부목을 이용

한 관절의 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 위축을 무용성 근 

위축 (disuse atrophy)이라고 하며, 관절 고정 후 나타나

는 뚜렷한 문제로 임상에서 흔히 발생한다 (Caron et al., 

2009). 

최근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퇴행성 근육 질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경근 질환 (neuromuscular diseases) (Tews, 2002), 

무용성 근 위축 (muscle disuse atrophy) (Dirks and 

Leeuwenburgh, 2005), 근육 감소증 (sarcopenia)에 의한 골

격근의 근 위축에서 노화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보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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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련된 근 위축으로 근 위약은 노인의 신체 활동 

및 기능을 감소시키며 60~70대의 근육양이 젊은 연령에 

비해 25~30% 감소하며, 주로 근세포 수는 유지되지만 

근섬유의 단면적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lston and Friedl, 1999). 

동물실험에서도 무용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고령과 

젊은 연령 모두 유사한 정도의 근 위축을 보였으나, 회복 

정도는 고령에서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Chakravarthy et al., 2000). 이에 근감소증은 척수 알파 

운동단위의 감소를 통해 신경계의 기능 퇴화와 테스토

스테론, 에스트로겐, 성장호르몬, IGF-1 (insulin like growth 

factor-1) 등의 감소로 호르몬의 부정적인 변화, 인터루킨 

등과 같은 염증유발 마커가 되는 각종 사이토카인의 증

가를 통하여 신체기능의 퇴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Barton, 2006).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임상적

인 결과로 그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탈신경으로 인한 근육의 위축 및 퇴행성에서는 탈

신경 근육의 크기 감소와 근세포의 소실로 일종의 세포

사멸의 결과로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Siu and Alway, 

2005). 

이에 골격근의 경련과 통증은 가동성 및 기능을 경감

하기 위해 초음파 치료를 통해 통증 저하 치료 기법 중 

열 인자, 전기적 자극, 마사지를 포함하는 많은 치료적 

기법을 제시하며, 이 기법은 정상적인 기능의 보다 나은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Gurovich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근 위축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발굴과 근 위축 후 전기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다양한 유

전자들의 변화 양상을 발굴하여 그 기전을 규명하고 유

전자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계획하였다. 따라

서 둘 또는 여러 시료 간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연구하

는 방법으로 differential display PCR (DD-PCR), suppression 

subtractive hybridization (SSH), DNA chips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시료에서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 (DE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앞의 세 가지 방법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위양성 (false positive)이 없고 효율성 면

에서 더 좋다고 알려진 annealing control primer technology 

(ACP; Seegene,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ACP는 template

에 annealing temperature에서 특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두 

시료 간에 서로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발굴하는 새

로운 방법이다 (Hwang et al.,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실험적으로 근 위축 (무용

과 탈신경)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현저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근육군

과 골격근의 근 위축군과 손상 정도에 따라 전기자극을 

한 군에서 각각 근육을 적출하여 ACP Technology를 통

해 그룹 간에 서로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발굴하

고 유전자 발현의 패턴을 통해 그 기전을 규명하는데 활

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 재료 

8주령의 수컷 (Sprague Dawley) 랫드 11마리 (정상군 

1마리, 부분손상군 5마리, 부분손상 후 전기자극이군 5

마리)를 실험 재료로 하였다. SD 랫드를 선택한 이유는 

좌골신경 손상모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물종으로서 

시술이 용이하고 손상 후 근육 변화에 대한 기존의 참

고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용된 

근 위축 (탈신경) 모델을 위해서 Ketamin (50 mg/kg)과 

Xylazine (10 mg/kg body weight)을 복막내 주사하여 마취

한 다음, 우측 좌골신경을 후대퇴부위에서 주위 조직과 

박리하여 노출시켰다. 따라서 불완전 손상 즉 부분손상모

델은 좌골신경을 노출시킨 후 좌골극원위 10 mm 부위를 

forceps으로 3분간 고정 후 풀어줌으로써 압궤손상에 의

한 부분손상모델 (부분 탈신경군; PD (partial denervation))

을 만들었다 (Ide, 1996), 정상군의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 

무처리의 한 마리의 흰 쥐를 사용하고, PD군은 손상 후 

4주 후에 각 5마리씩 희생시켜 양측비복근 (gastrocnemius)

을 절제하여 조직을 얻어냈다. 또한 부분 탈신경군에 대

해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각 절반의 개체에 수술 후 1주

일 후부터 우측비복근내 근육에 전기자극을 2주일간 수

행하였다. 이때 전기자극은 Lim (2006)의 방법을 이용하

였으며, 우측비복근을 촉진한 다음 치료할 부위에 알코

올 솜으로 잘 닦고, 감겨진 구리 손잡이가 달린 살균된 

0.25*30mm의 스테인리스 철을 사용하여 직각 방향으로 

자침하여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침에 전극을 

연결하고 전류강도를 10분간 자극을 주었다. 주파수는 1, 

2, 4, 9, 10, 15, 30, 60, 90 Hz가 자동으로 변하는 방식을 이

용하였다 (Deeav-120, ITC. Korea). 실험동물은 남서울대학

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인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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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Fishing: ACP를 이용한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적출한 정상근육군 (N), 부분손상군 (P), 부분손상 후 전

기자극군 (PE)에서 얻은 근육에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용액을 넣고 균질화 시킨 후 상온에서 5분간 두었다

가 여기에 전체 부피의 1/5에 해당하는 chloroform을 넣

고 다시 상온에서 15분 후 4℃에서 12,000 g로 20분간 

원심분리한 뒤, RNA를 포함하는 무색의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겼다. 여기에 동일한 양의 isopropanol을 첨가하

여 상온에서 10분간 두었다가 4℃에서 12,000 g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RNA를 침전시켰다. 상층액을 따라 버린 

후 75% ethanol을 넣고 4℃에서 10분간 8,000 g로 원심분

리하여, RNA 침전물을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DEPC 

처리된 증류수로 용해시켜 사용 전까지 -70℃에 보관하

였다.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반응에는 분리된 total RNA 

3 μg과 GeneFishing DEG Kit (Seegene, Seoul, Korea)을 사용

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최종 cDNA 합성물이 20 μl이 

되도록, DNase I (Invitrogen) 1 U/μl 처리된 total RNA 3 μg

에 10 μM dT-ACP1 2 μl를 첨가하여 80℃에서 3분간 수행

하고,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Madison, WI) 

200 U/μl (1 μl), RNase inhibitor (Promega) 40 U/μl (1 μl), 5X 

RT buffer (4 μl), 10 mM dNTP (1 μl)첨가하여 42℃에서 90

분, 94℃에서 2분간 수행하여 cDNA를 합성한 뒤 5배 희

석하여 사용하였다. PCR은 총 25 μl로 25 mM MgCl2 (2.5 

μl), 5 μM arbitrary ACP (1 μl), 10 μM dT-ACP2 (0.5 μl), 10 

mM dNTP (0.5 μl), BioTherm DNA Polymerase (GeneCraft, 

Munster, Germany) 5 U/μl (0.25 μl), 10X buffer (2.5 μl)를 사

용하였다. GeneFishing PCR은 기존의 PCR 조건과는 달리 

2단계로 PCR이 진행되는데, PCR 조건은 94℃에서 5분, 

50℃에서 3분, 72℃에서 1분간 첫 번째 단계의 PCR을 

1회 수행한 후 94℃에서 40초, 65℃에서 40초, 72℃에서 

40초의 조건으로 40회 반복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72℃에

서 5분간 수행하여 두 번째 단계의 PCR을 마쳤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PCR 산물은 2%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

여 세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DEG를 선택하여 

gel extraction kit (QIAGEN, Santa Clara, USA)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DNA 단편을 TOPO vector (Invitrogen)

에 ligation하여 cloning한 후, 얻어진 plasmid는 miniprep 

kit (QIAGEN)으로 추출하였다.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DEG)의 cloning 및 

sequencing 

Cloning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TOPO vector 상의 제

한효소 인식부위 중에 PCR 생성물 삽입 시에 양쪽에 존

재하게 되는 EcoRI과 HindIII를 처리하여 삽입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Plasmid DNA 5 μl에 20 U/μl 

EcoRI 또는 20 U/μl HindIII 제한효소를 37℃에서 3시간

동안 처리한 뒤 1.5% agarose gel 상에서 전기영동 하여 

insert를 확인하였다. 제한효소 처리를 통해서 삽입유전자

의 크기를 확인한 검체는 1 μg의 농도로 염기서열분석 

(Macrogen. Seoul, Korea)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BLAST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확인된 유전자는 Gene- 

Spring (Silicon Genetics, Redwood, CA) 프로그램으로 생물

학적 기작 및 기능, 세포 내에서의 위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위해 NCBI gene bank

에 등록된 데이터 중 근육과 관련된 유전자 검색을 통해 

염기서열을 확인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정상근육군, 근 

위축군,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현하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의 통계분석은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유

의차에 대한 수준은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유의성

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결  과 

ACP를 통한 DEG 발굴결과 

정상근육, 근 위축, 근 위축 후 전기자극의 과정에 관

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쥐의 비복근

에서 얻은 동량의 cDNA로 ACP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

하였다. 총 20개의 ACP를 사용하여 14개의 DEG를 얻

었다. Fig. 1은 20개 중 1번부터 8번까지의 8개 ACP를 

이용하여 10개의 DEG를 관찰한 PCR 결과이고 나머지 

9번부터 20번까지의 ACP에서는 4개의 DEG를 얻었는데, 

이때 유전자 발현 패턴은 Fig. 1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정상근육군, 근 위축군,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간에 서

로 다른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젤의 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한 ACP의 개수에 비하여 적은 수

의 DEG를 얻은 것은, 각각의 ACP에 대한 발현하는 유전

자의 수는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 간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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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확실하게 나는 유전자 band만을 선택하였고, 클로닝, 

염기서열분석, BLAST 검색까지 마친 유전자만을 포함시

켰기 때문이다. 14개의 DEG는 BLAST에 등록되어 있는 

유전자와 일치하였고, 반면에 1개는 expressed sequence tag 

(EST)이고 3개의 clone은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이다 (data 

not shown). 

Table 1에 14개의 DEG의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각 실

험군에서 동량의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하였기에 동

일조건에서 발현양의 차이를 비교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정상근육 (N)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는 찾을 

수 없었으나 근 위축군 (P)보다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가 1개, 정상근육 (N)

에는 발현되지 않고 근 위축군 (P)에서만 발현되는 유전

자가 2개,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가 2개, 정상근육 (N)보다 근 위축 (P) 및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를 3개, 

근 위축군 (P)과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 발현되

는 유전자가 6개를 얻었다. 

이 중 정상근육 (N)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면서 근 위축 

(P)보다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 더 많이 발현되

는 1개의 유전자는 cytochrome oxidase activity에 관여하

는 것이었으며, 정상근육 (N)보다 근 위축 (P)과 근 위

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 더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는 

protein transport와 peptidyl-aspartic acid modification DNA 

binding protein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었다. 근 위축 (P)과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 (PE)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는 

mitochondrial electron transport, regulation of transcription, 

regulation of transla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세포와 기질간의 결합,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세

포주기 저해, 세포성장 조절, 대사과정 등에 관여하는 것

이었다 (Table 2). 

Table 1. List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n rat muscle of normal, partial atrophy, and electrostimulated atrophy 

Expression patterns Genes Name GI 

Pa < PEb Cytochrom c oxidase subunit VIII-H (heart/muscle) (Cox8h), mRNA 315583344 
cN < P, PE Aspartate-beta-hydroxylase 55249792 

 nd1 gene for NADH dehydrogenase subunit 1 13472 

 Acidic ribosomal phosphoprotein P1 57709 

P Trihydroxycoprostanoyl-CoA Oxidase 1684746 

 KRUPPEL-TYPE ZINC FINGER PROTEIN KROX-25 10086310 

PE Synaptic vesicle protein 2B (Sv2b) mRNA 17901860 

 Myristoylated alanine rich protein kinase C substrate (Marcks), mRNA 293356891 

P, PE Troponin T class proteins 207363 

 FK506 binding protein 1a (Fkbp1a), mRNA 47271543 

 Similar to CG16812-PA (RGD1307554), mRNA 157821282 

 Putative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1 (Phtf1), mRNA 300797887 

 ATPase, Na+/K+ transporting, alpha 1 polypeptide (Atp1a1), mRNA 6978542 

 COMM domain containing 3 (Commd3) 38454209 
aP, partial atrophy; bPE, electrostimulated after atrophy; cN, normal muscle 

Fig. 1. Typical expression patterns with DEGs in rat muscles of 
normal, partial atrophy and electrostimulated atrophy by Gene-
Fishing PCR. RNA samples from normal (N), partial atrophy (P), 
and electrostimulated atrophy (PE) were analyzed by using A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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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정상 근육조직과 부분적 탈신경을 유도한 

위축근육, 부분탈신경 후 전기자극을 수행한 근육을 ACP

를 이용한 PCR 방법으로 각 군의 근육에서 발현하는 유

전자들의 목록을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근 위

축군과 근 위축 후 전기자극군에서 서로 다르게 발현하

는 유전자를 찾아 무용, 근 위축 등의 근육손상 질환의 

재활 치료에 접목하는 전기자극의 유용성을 유전자 수준

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골격근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 높은 가소성

(plasticity)을 지닌 조직으로, 주어지는 자극의 양과 형태

에 따라 구조와 기능적 요소를 변화하고 적응시키는 능

력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에 따

라 단백질의 발현에 따른 조직의 형태와 양의 변화로 나

타난다 (Baldwin and Haddad, 2002). 근 위축의 과정은 고

정 후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고정기간이 길수

록 근 위축을 더욱 크게 하며,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유발기간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Desaphy et al., 2005). 

이러한 문제는 환자의 재활기간과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재활 

치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골격근의 근 위축의 

유발 순서 및 유발 정도는 근섬유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진행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근 위축의 초기에는 서서

히 일어나다가 근섬유의 근 위축이 먼저 진행하게 되며, 

근의 운동성 감소와 근수축 활동전위의 감소가 일어난다. 

근 위축을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온

열자극에 의해 세포내 열충격단백질 (heat shock protein: 

HSP)의 발현이 증가되어 단백질 합성을 통해 세포를 보

호하고 세포내 손상된 단백질의 복원에 작용하여 근위축

의 과정이 억제되고 회복됨이 보고되었다 (Akira et al., 

2010). 발굴된 유전자 중 근육 특이적인 COX 유전자는 

횡문근의 특이적인 조절인자 중 하나로 프로모터 부위에 

E box, CArG box, MEF2 (myocyte enhancer factor 2) 도메인

을 가진다. 이에 COX VIII (H) 유전자는 골격근이나 심근

세포에서 2개의 중복된 E boxes에 결합하는 인자에 의해 

조절된다. 또한 포유동물의 COX 유전자는 핵과 미토콘

드리아의 유전자 사이에 상호협력 조절의 기전을 연구하

는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Lenka et al., 1998). 

EGF (epidermal growth factor) 도메인의 aspartyl beta-

hydroxylation은 Notch 신호전달을 조절하고, aspartyl beta-

hydroxylation은 EGF domains의 또 다른 기능으로 번역 

후 변형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에 관여하여 Notch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nchuk et al., 

2002). 이 뿐만 아니라, aspartate beta-hydroxylase 도메인이 

포함된 단백질은 줄기세포 형질을 조절하는 기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Seidel et al., 2010). 

Krox-25는 초파리의 Krüppel 분절유전자와 유사하며 

5개의 zinc finger motifs를 가진다. 또한 protein kinase C 

도메인에 결합하는 몇 개의 consensus 아미노산 서열이 

존재하여 세포분화를 위한 전사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e et al., 2004). 

SV2B 유전자는 3'-untranslated region (3'UTR) 부분에 몇

몇의 AU-rich (AUR) 부위가 있어 전사 후 조절 (post- 

transcriptional regulating)에 관여하고 SV2B(b)의 발현이 

신경변성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eese et 

al., 2001). 

Myristoylated alanine-rich C-kinase substrate (MARCKS)는 

생쥐나 개구리, zebrafish의 정상적인 발생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하며 protein kinase C (PKC)의 기질에 부착하는 액

틴이유전자가 손실이 발생하면 조직병리학적으로 근육에

서 비정상을 보인다 (Ott et al., 2011). 심장의 troponin T의 

상승은 심근세포 (cardiomyocyte)의 저해에 따른 생의학적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심장질환 환자에게는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ams et al., 2010). 

Matrix metallo proteinase 9 (MMP9)는 직접적으로 Fkbp1a, 

Fkbp8을 조절하며, FKBP 유전자는 Sdc1 (syndecan 1) 유

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항침습 (antiinvasive)에 협조하고 

MMP9 유전자를 통해 사전침습 (proinvasive)을 억제한다. 

반대로 Fkbp1a의 short interfering RNA에서는 종양세포의 

침습과 MMP9 수준이 증가하나, Sdc1 유전자의 발현을 

Table 2. Classification of DEGs regarding to their function 

Function P<PE 
(1 genes) 

N<P, PE 
(3 genes) 

P or PE
(10 genes)

Cell cycle / Apoptosis   1 

Cell adhesion   1 

Metabolism   3 

Etc.a 1 2 3 

Unknown Function  1 2 

a, functions other than the above listings such as cell com-
munication, cytochrome-c oxidase activity, protein transport,
peptidyl-aspartic acid modification DNA binding protein,
mitochondrial electron transport, regulation of transcription,
regulation of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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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다. 따라서 syndecan 1과 MMP9는 FKBP 유전자

의 발현에 의해 침습과 전이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Fong et al., 2003). 

Leucine-zipper와 sterile-alpha motif kinase (ZAK)은 심근

세포 비대에서 세포내 중재 단백질로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1 (TGF-beta1)에 의해 유도된다. 심장섬유화 진

행에서 관여하며 전섬유화의 cytokine으로 규명되었다. 

ZAK 활성도는 심장의 섬유화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경

로를 억제한다 (Cheng et al., 2009). 

PHTF1 (putative homeodomain transcriptional factor; 

HGMW-approved symbol PHTF1)은 사람의 유전체에서 

1p11-p13에 위치하며 homeobox 유전자로 추정하고 있으

며 Northern blot 분석에서는 PHTF1은 주로 정소에서 발

현하고, PHTF2는 현저히 근육에서 발현하였다. 이를 통

해 이 두 유전자는 대립과 중복을 통해 다른 기능을 획

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Manuel et al., 2000). 

Na(+)-K(+) pump는 Cys46의 beta(1) subunit의 gluta- 

thionylationse에 의존적으로 조절된다. 이는 신경호르몬

의 부적절한 조절, 심근의 산화적 스트레스, 근육세포에

서 Na(+)의 증가 등의 병태생리학적 상태에서 나타난다 

(Figtree et al., 2009). 

COMM (copper metabolism gene MURR1) 도메인은 독

특한 motif로 규명되어 있고, 이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

용을 위한 매개자로서 기능을 한다. 이와 비슷한 MURR1

은 NF-kappa B를 억제하고 몇 가지 인자가 관련되어 있

어 COMMD (copper metabolism Murr1 domain) 1에서 10은 

다양한 세포의 진핵세포에 잘 보존되어 있다. 이와 유사

한 MURR1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다양한 기능적 

단백질로 nuclear factor kappa B (NF-kappa B)를 억제시키

고 종양형성, 세포주기조절, 세포사멸, 선천적인 면역 등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기능적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다 

(Burstein et al., 2005).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된 골격근의 위축에서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대사과정, 세포사멸, 세포주기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높은 발현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이들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근육의 위축을 주도하는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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