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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mic Analysis of DJ-1 Expression in the Musc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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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Using proteomic analysi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ee the characteristics of proteins expres-
sion in the muscles of spastic cerebral palsy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We studied twelve specimens from six patients with spastic cerebral palsy, three
patients with myelomeningocele, and three normal people who underwent orthopaedic surgeries due to trauma.
We studied the extracted proteins showing differences in the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the promi-
nent thirteen proteins were re-evaluated by proteomics and the reverse transcriptional polymerase chain reac-
tion, which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 and protein expression.

Results: Among fifteen proteins, six proteins were found to be higher in normal people, and nine were found
to be higher in the groups of patients by spot histogram. The results of proteomic analysis with MALDI-TOF
for fifteen proteins showed that the expression of DJ-1 was related to cerebral palsy.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strong expression of DJ-1 is related to spasticity and cerebral palsy. We
showed for the first time the possibility of any relationship between spastic condition and DJ-1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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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직성 뇌성마비(spastic cerebral palsy)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근, 골격계 장애의 교정 및 이

를 통한 보행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

다. 질환 자체에 한 연구는 신경학적인 측면에

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환된 근육 자체에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도에 따른 근육에서의 조직병리학적 변화와

함께 Ubiquitin 및 neural cell adhesion mol-

ecule(N-CAM) 유전자 발현 양상을 관찰한 바

있다11). 그 결과 경직이 심한 환자에서 Ubiqui-

tin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하 고 N-CAM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는 양상을 관찰하 다. 그러나 조직

화학염색에서는 모든 환자들에서 Ubiquitin 단백

질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N-CAM 발현은

경직이 심했던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환

자에서만 강한 발현을 보여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의 발현 양상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유전자 전사 후의 변화에 한 연구의 필요

성을 바탕으로, 프로테옴 분석을 통한 단백질 발

현 양상을 관찰하 다16,28). 

프로테옴 분석은 단백질체의 기능 이상과 구조

변형 유무 등을 가려내는 분석 기술로서 특정 단

백질의 발현 양상의 변화, 전사 후 조절(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단백질간의 상호

작용과 단백질 전체 수준에서의 구성 및 기능 등

을 연구하여 생체 내 변형과정을 질병의 진행과정

과 연계시켜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분

야이다3,4,15,21). 이차원 전기 동은 한 개체 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발현 양상과 생리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발현 정도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상 단백질 중 특정 spot에서 양적인

변화를 보이는 단백질들을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ight

(MALDI-TOF) 질량 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고 단백질의 정체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옴 분석을 이용하여, 뇌성

마비 환자에서 근육의 경직성을 유전자 수준 및

실질적인 단백질 발현 수준에서 관찰함으로써 근

육의 경직도가 갖는 임상적 의의에 하여 고찰하

고자 하 다. 또한 유전자 발현과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동정된 단백질을 역으로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유전자 수준에서 추적하여, 경직성 뇌성

마비 환자의 근육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 6명, 척수수막류 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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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atients

Patient No. Age/Sex Diagnosis Biopsy Site

1 5+8/M Normal control Abductor hallucis longus
2 25/F Normal control Gastrocnemius
3 69/M Normal control Gastrocnemius
4 6+1/M Myelomeningocele Abductor hallucis longus
5 13+4/M Myelomeningocele Gastrocnemius
6 30/F Myelomeningocele Abductor hallucis longus
7 13+7/M Cerebral palsy Gastrocnemius
8 18/F Cerebral palsy Abductor hallucis longus
9 18/F Cerebral palsy Abductor hallucis longus

100 7+10/F Cerebral palsy Gastrocnemius
110 16/F Cerebral palsy Gastrocnemius
120 6+6/M Cerebral palsy Gastrocnemius



명, 그리고 기저 질환이 없던 3명을 상으로 수

술 전 사전 동의 후 정형외과적 수술 시 근 생검

을 실시하 다. 성별은 환자군은 남자가 3명, 여

자가 6명이었고 조군은 남자가 2명, 여자가 1

명이었다. 환자군의 나이는 6년 1개월에서 30세

까지로 다양하 으며 평균 10＋7세 고, 9명의 환

자들은 모두 관절 구축이 있었다. 생검은 수술 부

위에 따라서 장무지외전근과 비복근에서 실시하

으며 조군은 신경학적으로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던 환자로 1명은 첨내반족 환자 고 그 외의 2

명은 외상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 다(Table

1). 

2. MALDI-TOF 및 Proteomic analysis를 통

한 단백질 동정

2차원 전기 동(2-dimensional elec-

trophoresis; 2-DE)을 시행한 후 CBB G-250

을 사용하여 염색하 다. CBB staining을 통해

이미지를 얻은 gel은 PowerLook 1100 scanner

(UMAX technology, Dallas, Texas)를 사용

하여 2-DE image digital data로 전환한 다음,

2-DE image analysis program인 Image

Master™ analysis software (Ammesham

Pharmacia Biotech.)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비

교 분석하 다.

다음으로 Gel을 scan 한 후 PDQuestTM

software (Huntington Station, NY, USA)

를 이용하여 spot의 농도를 측정하 다. 원하는

spot을 gel에서 오려 내어 siliconized E-tube에

넣고, 30 mM potassium ferricyanide과 100

mM sodium thiosulphate을 1:1로 섞은 용액

1 ml를 첨가 한 후, 멸균된 막 기로 으깨 주고

37℃ 교반기에서 10분간 방치했다. 그 후 증류수

로 2번 세척한 후 증류수를 완전히 제거하 다.

이 튜브에 100% Acetonitrile (ACN)을 500 ㎕

첨가하여 천천히 섞어 주면서 gel이 뭉쳐지는 것

을 확인한 후 원심분리기로 침전시키고, 상층액을

제거한 후 다시 한번 반복하고, SpeedVac으로

20~30분 정도 완전히 건조시켰다. 침전물에 10

mM DTT 25 ㎕를 첨가하고 56℃에서 섞어 주

면서 30분간 방치하 다. 상층액을 제거 한 후

55 mM lodoacetamide 25 ㎕를 첨가한 후 호일

을 싸서 상온에서 25분간 방치했다. 다시 상층액

을 제거한 후 100 mM Ammonium Bicarbon-

ate (ABC) 30 ㎕를 첨가한 후 세척하고 다시 한

번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 다. 100%

ACN을 100 ㎕ 첨가하여 혼합한 후 원심 분리하

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반

복한 다음 20~30분 정도 건조시켰다. Rehy-

drated gel 조각에 0.1 ㎍/㎕ trypsin 4 ㎕와 50

mM ABC buffer (pH 8.0) 30 ㎕를 첨가한 후

얼음에서 40분간 방치하 고, 37℃에서 12~16시

간 교반기에 방치시켰다. 다음날 상층액을 제거하

지 않고 50 mM ABC 50 ㎕를 2번, 100%

ACN 50 ㎕을 첨가한 후 원심분리 후 각각의 상

층액을 한 튜브에 옮겨 담은 후, 모아진 상층액을

SpeedVac에서 3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ziptip을

이용하여 70% ACN, 1% TFA, matrix가 혼합

된 용액으로 gel 조각을 녹 다. 이후 plate에

loading 한 후 MALDI-TOF로 분석하 고,

MALDI-TOF로 분석된 펩타이드 분자량을 이용

하여 ProFound-peptide mapping 분석시스템

과 SWISS-PROT 단백질 database를 이용하여

각 단백질 spot의 형체를 분석하 다.

3. 유전자 발현

RNA 분리는 Trizol� (Invitrogen, Carls-

bad, Canada)를 이용한 acid guanidium

thiocyanate-phenol chloroform extraction

방법을 이용하 으며, complementary DNA

(cDNA)는 AcculPower-RT PreMix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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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er of DJ-1 and GAPDH

DJ-1 Forward 5’-GTG GAA AAA GAC 
GGC CTG AT - 3’

Reverse 5’-CGC AGT TCG CTG 
CTCTAG TC - 3’

GAPDH Forward 5’-GAA GGT GAA GGT 
CGG AGT - 3’

Reverse 5’-GAA GAT GGT GAT 
GGG ATT TC -3’



neer, Korea) Kit를 이용하여 제작하 고 이를

이용하여 AccuPower-PCR premix tube

(Bioneer, Korea)에 제작된 cDNA 1 ㎕와

primer 10 pmole를 넣고, 전체 부피가 20 ㎕가

되도록 증류수를 첨가하 다. 각 유전자에 해

사용된 primer는 참고문헌과 Gene Bank를 이

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염기서열은 Table 2와 같

다. DJ-1의 경우 94℃ 30초, 55℃ 30초와 72℃

1분 조건으로 30 cycle을 시행하 고, 72℃에서

2분간 안정시켰다. GAPDH의 경우 DJ-1

primer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 다. 이후,

2% Agarose gel에 RT-PCR (reverse tran-

scriptional polymerase chain reaction) 결과

로 얻어진 cDNA 3 ㎕를 well에 넣고 100 volt

에서 약 30분 전기 동 시켰다. 확인된 유전자 발

현을 ultraviolet 디지털 카메라로 촬 후

Image-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APDH 유전

자 발현을 기준으로 상 적인 발현 정도를 측정하

여 비교하 다. 

결 과

1. 단백질 동정

12명의 표본을 상으로 전기 동을 시행한 결

과 정량적으로 두드러지게 동정되었던 15가지 단

백질을 상으로 분석하 다. 15가지 단백질 중

에서 6가지 단백질은 조군에서 더 많이 발현되

었고, 나머지 9가지 단백질은 환자군에서 더 많이

발현되었음을 Spot histogram을 통하여 확인하

다(Fig. 1, 2). 강하게 발현된 15가지 단백질

에 하여 MALDI-TOF와 프로테옴 분석을 통

하여 성상을 확인한 결과, 2개의 단백질은 현재까

지 명명되지 않은 종류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3개 단백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프로테옴 분석 결과 동정된 단백질 중 2개의

확인되지 않은 단백질 외에 다른 13개의 단백질

을 상으로 하 다. 특히 뇌성마비 환자의 임상

적 특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는

2가지 단백질로 상을 좁혔으며, 조군에서 정

량적으로 더 많이 발현이 된 그룹 중 alpha 1

actin precursor (ACTA1)와 조군보다 환자

군에서 더 많이 발현된 그룹 중 DJ-1을 선택하

다(Fig. 3, 4).

이에 하여 문헌 고찰을 통하여 경직에 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감별하고자 하 고, 나머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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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teomic analysis

Spot No. Protein name

13 74 for gi|4501881, alpha 1 actin precursor [Homo sapiens]
16 73 for gi|4501881, alpha 1 actin precursor [Homo sapiens]
17 122 for gi|21536288, muscle creatine kinase [Homo sapiens]
21 69 for gi|119390284, unnamed protein product [Homo sapiens]
24 66 for gi|10437767, unnamed protein product [Homo sapiens]
37 66 for gi|15826629, Chain A, Human Peroxiredoxin 5
51 94 for gi|999926,Chain, Annexin V (Lipocortin V, Endonexin Ii, Placental Anticoagulant Protein) 
53 66 for gi|54695812, capping protein (actin filament) muscle Z-line, beta [Homo sapiens]
57 61 for gi|119616263, cytosolic phosphoprotein DP58, isoform CRA_a [Homo sapiens]
61 69 for gi|5803225, tyrosine 3/tryptophan 5 -monooxygenase activation protein, epsilon polypeptide

[Homo sapiens]
62 136 for gi|2507187, Protein-L-isoaspartate (D-aspartate) O-methyltransferase (Protein-beta-aspartate 

methyltransferase) 
64 110 for gi|4505303, smooth muscle and non-muscle myosin alkali light chain 6B [Homo sapiens]
65 68 for gi|31543380, DJ-1 protein [Homo sapiens]
68 61 for gi|42542978, Chain B, X-Ray Crystal Structure Of Human Galectin-1
70 132 for gi|4557966, Chain A, Ligand-Free Human Glutathione S-Transferase M2-2 (E.C.2.5.1.18), 

Monoclinic Crystal Form



개의 단백질은 근조직을 구성하는 비특이적 단백

질로서 실험 상에서 제외하 다.

2. 유전자 발현

ACTA1은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DJ-1에 하여 추가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생검한 근육의

일부를 이용하여 전체 RNA를 적출한 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한 결과, DJ-1 유전자

의 발현이 조군, 뇌성마비 환자군 및 척수수막

류 환자군의 전체 상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수술 과정에서 채취한 근육조직

을 이용하여 프로테옴 분석을 시행하 으며, 정량

적으로 의미가 있는 15개의 단백질을 상으로

한 결과 ACTA1 및 DJ-1을 중심으로 뇌성마비

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ACTA1은 인체 게놈(human genome)에

분포하는 6개의 actin 유전자들 중 골격근을 구

성하고 있으며, 변이의 발생으로 actin myopa-

thy, myopathy with intranuclear rod 및

central core disease와 같은 질환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0,20),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인 심근 질환에 관한 증례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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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ot histogram I.  A) a,b,c: normal control, B) d,e,f: myelomeningocele, C) g,h,i,j,k,l: cerebral palsy.



고된 바 있다24). 선천성 골격근 병변(congenital

skeletal muscle myopathy)과 관련되어 100가

지 이상의 ACTA1의 변이가 이미 밝혀진 바 있

으며25), 골격근의 주요 성분인 actin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라는 하나의 질환

과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비교적 비특이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상에서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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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ot histogram II.  A) a,b,c: normal control, B) d,e,f: myelomeningocele, C) g,h,i,j,k,l: cerebral palsy.



한편, DJ-1의 작용은 확실히 밝혀진 바 없으나

Human DJ-1은 처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및 흡

연 유발 폐암에서 발현되는 종양유발인자(onco-

gene)로 알려졌고, 그 이후 regulatory sub-

unit of an RNA-binding protein (RBP) 조

절 인자로 밝혀진 물질로서 DJ-1은 PIAS (pro-

tein inhibitors of activated STAT) 즉, 다양

한 전사 과정 인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

는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DJ-1은 hydroperox-

ide-responsive protein으로서 H2O2와 같은 산

화 자극에 반응하여 항산화 단백질의 성격을 갖는

다고 알려져 있다5,23). 산화로 인한 손상(oxida-

tive damage)은 신경 사멸(neuronal death)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본 연구의

상 질환인 뇌성마비 및 척수 수막류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DJ-1을 상으로 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

다. DJ-1은 정상인의 뇌조직에서도 발현될 수 있

으나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의 조직에서 발현되는

데 현재까지 파킨슨 병 및 여러 기관의 위축을 보

이는 질환에서 발견되었다1,14). 현재까지 연구된

DJ-1과 파킨슨 병(Parkinson disease)의 관계는

특별한 신경 섬유의 병리적 변화와 세포의 괴사는

결국 비정상 단백질의 축적과 연관이 있으며5,13,19),

이러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비정상

적인 단백질의 축적에 반하여 세포 보호 기전이 활

성화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 Chaperone

machinery는 비정상 단백질의 축적에 저항하는

보호 시스템을 변하는 것으로서 DJ-1의 chap-

erone 활동은 DJ-1이 보호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DJ-1의 산화적 스트레스 반응(oxidative

stress response)이 미치는 향은 직접적으로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으며, 혹은 전

사 과정 이후의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옴 분석을

통한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고 그 중 가장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J-1 단백질을 동정한

후에 역으로 유전자 수준에서 DJ-1의 발현을 확

인하 고 유전자의 발현은 뇌성마비 환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DJ-1은 유전자 수준에서 뇌성마비 환자의 근육

곽윤해 외∙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 내 DJ-1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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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pot area of DJ-1 in all samples.



변화에 향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DJ-

1의 발현이 기존의 파킨슨 병, 혹은 악성 종양에

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뇌성마비 환자의 유전자 전사 후 단백질

발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화 스트레스의 정도 및 부적절한 항산화력은

질환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17), 항

산화력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 관련 병변(mito-

chondrial disorder), 뇌 경 색 (cerebral

ischemia), 간질(epilepsy) 및 뇌성마비와 같은

뇌손상과 연관되는 질환에서의 하나의 병인으로서
26)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항산화력과 신경 기능의

연관 관계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 처음

DJ-1과 파킨슨 병과의 연관 관계는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유전자인 alpha-synuclein, Parkin 그

리고 UCH-L1 등에 관한 연구에서 이 유전자들

이 Ubiquitin-proteasome 기능 장애를 나타내

는 것을 밝혔으며22),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가 파

킨슨병에 있어 도파민 세포의 퇴화를 유발하는 일

련의 과정을 나타내나 그 기전이 분명하지 않았

다. 기존에 발암성 물질, 불임 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DJ-1의 발현이 산화 스트레스

하에서 유발되는 것이 밝혀졌고, 2004년 Taira

등24)은 DJ-1의 항산화 작용과 DJ-1 유전자의 변

이가 세포 괴사를 유발하는 과정을 보고하 다.

DJ-1과 파킨슨병과의 관계에서 DJ-1이 뇌성마비

에서 노출된 산화 스트레스에 한 반응을 연계시

킬 수 있다8).

본 연구자들은 뇌성마비 환자를 상으로 시행

된 선행 연구 결과 Ubiquitin 및 N-CAM 유전

자의 발현에 관하여 유전자 수준에서는 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에서 발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

었지만 이것은 조직화학검사와 연관성이 낮음을

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제 11 권 제 2 호 2008년

— 52 —

Fig. 4. MALDI-TOF spectrum of protein spot (DJ-1).



확인하 다. 이는 유전자 정보가 실질적인 질병의

발현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유전자 정보는 단지 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

며 동적인 세포의 실질적 발현에 관한 정보를 주

지 못한다. 프로테옴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와 단

백질 그리고 질병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제로 환자

의 증상 발현과 연관된 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6,9,12,18,23,27).

DJ-1 단백질의 발현과 관련하여 역으로 유전자

단계에서 DJ-1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전사 중합 연쇄 반응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

전체 상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DJ-1의 발현이 기존의 파킨슨병 및 악성 종양 등

의 질환에서와 달리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이는 보

이지 않으며, 전사 후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 변화

를 초래하 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

는 과정에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뇌성마비 환자에서 유전자 자체의 문제보

다는 단백질 발현에 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

화에 한 개선을 통해 환자의 경직성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실제 환자의 예후

의 개선에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점과 생

검 부위가 동일 부위가 아닌 점 등이 있다. 또한

척수수막류 환자군도 함께 그 상으로 하여 실험

결과에 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동물 실험이 아

닌 인체를 상으로 하 으므로 결과의 도출에 의

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DJ-1의 발현이 기

존의 연구에서 파킨슨병 및 악성 종양과의 연관성

에 국한되어 있어 뇌성마비에 해서는 기초 자료

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DJ-1 단백과 뇌성마비 질환의 직접적인 인과 관

계의 분석을 위하여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기

전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직을 유발하는 뇌성마비 환자

에 있어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의 차이를 관찰하고

자 하 다. 프로테옴 분석을 통하여 뇌성마비 환

곽윤해 외∙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 내 DJ-1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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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J-1 gene expression. 



자에서 DJ-1 단백의 발현이 우세함을 확인하

고, 이는 실제적인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의 결과

이며 유전자 수준에서는 조군과 실험군에서 뚜

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유전자 전사 단계

이후의 변화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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