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 내
DJ-1의 발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곽 윤 해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 내
DJ-1의 발현

지도교수 한 수 봉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곽 윤 해



곽윤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년 6월 일



감사의 글

이 한편의 논문이 완성될 수 있기까지 아낌없는 격려
와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심신 양면
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항상 지도를 아끼지 않으
신 한수봉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
구를 위하여 각별한 조언을 해주신 김현우 교수님,박
경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또한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형외과 교실원 및 공선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의로서 현재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해주신 박희완 교수님,김성재 교수
님,그 외 정형외과 교실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
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금까지 언제나 사랑과 보살핌을 주
신 부모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자 씀



-i-

<차례>
국문요약․․․․․․․․․․․․․․․․․․․․․․․․․1
I.서론․․․․․․․․․․․․․․․․․․․․․․․․․ 3
II.재료 및 방법 ․․․․․․․․․․․․․․․․․․․․ 6
1.연구대상․․․․․․․․․․․․․․․․․․․․․․ 6
2.2차원 전기영동 gel분석․․․․․․․․․․․․․․ 7
3.CBB염색․․․․․․․․․․․․․․․․․․․․․․ 7
4.Computerprogram에 의한 proteom분석․․․․․․․․ 8
5.MALDI-TOF분석․․․․․․․․․․․․․․․․․․․ 8
6.Data분석․․․․․․․․․․․․․․․․․․․․․․9
7.유전자 발현․․․․․․․․․․․․․․․․․․․․․9
가.근육 조직 내 RNA분리․․․․․․․․․․․․․․․ 9
나.RNA정량․․․․․․․․․․․․․․․․․․․․․ 10
다.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10

III.결과 ․․․․․․․․․․․․․․․․․․․․․․․ 11
1.단백질 동정 ․․․․․․․․․․․․․․․․․․․․11
2.유전자 발현․․․․․․․․․․․․․․․․․․․․ 17

IV.고찰․․․․․․․․․․․․․․․․․․․․․․․․ 18
V.결론 ․․․․․․․․․․․․․․․․․․․․․․․․ 22
참고문헌․․․․․․․․․․․․․․․․․․․․․․․․ 23
영문요약․․․․․․․․․․․․․․․․․․․․․․․․ 27



-ii-

<그림 및 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Spothistogram I․․․․․․․․․․․․ 12

그림 2.Spothistogram II․․․․․․․․․․․ 13

그림 3.Theareaofthespot․․․․․․․․․․14

그림 4.MALDI-TOFofDJ-1․․․․․․․․․ 16

그림 5.유전자 발현 ․․․․․․․․․․․․․․ 17

표 차례

표 1.환자 요약 ․․․․․․․․․․․․․․․․․6

표 2.염기 서열 ․․․․․․․․․․․․․․․․ 11

표 3.Proteomicanalysis․․․․․․․․․․․․15



-1-

국문요약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 내 DJ-1의 발현

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에 대한
프로테옴 분석을 통하여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의 발현 양
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 6명과 척수수막류 환자 3
명,그리고 기저 질환이 없는 정형외과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수
술 시에 근 생검을 실시하였다.생검된 근육에서 단백질을 추출
하여 2차원적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으며 정량적으로 의미가 있
는 13개의 단백질에 대하여 프로테옴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2차원적 전기 영동을 실시한 결과 동정된 단백질 중에서
Spothistogram상 6개의 단백질은 대조군에서 발현이 증가하였
고,9개의 단백질은 환자군에서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3
개의 단백질에 대한 프로테옴 분석 결과 DJ-1의 발현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MALDI-TOF분석을 시행하
였다.

결론 :경직성 뇌성 마비 환자에서 DJ-1의 강한 발현은 이 단
백질이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에서의 작용 뿐 아니
라 뇌성마비 환자의 근변화에 관여함을 의미한다.본 연구는
DJ-1단백과 뇌성마비 질환 간의 연관성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추후 이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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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뇌성마비,근조직,프로테옴 분석,D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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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조직 내 DJ-1의 발현

<지도교수 한 수 봉>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곽 윤 해

Ⅰ.서론

뇌성마비(cerebralpalsy)는 간결하고 정확한 정의를 정립하기 어려
운 질환군으로 모든 환자에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첫째,뇌병변
으로서 척수 및 근육은 구조적,생화학적으로 정상이며,둘째,여기서
의 뇌병변은 비진행성의 영구적인 손상이므로 진행성이거나 신경퇴행
성 병변은 모두 제외되며,마지막으로 뇌병변의 결과 운동 기능의 장
애를 초래하게 된다.뇌병변은 산전,주산기 혹은 산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1신경계의 여러 영역에 다양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
상 증상은 뇌의 특정 부분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
르게 나타난다.따라서 환자의 병변의 정도에 따라 자세나 움직임의
장애로 간질(epilepsy)과 연관되기도 하며,언어,시각 및 지능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뇌의 병변 자체는 더 이상의 활성적인 병변이
없으나 상,하지의 변형은 성장하면서 점점 진행하고 변화하게 된다.
현재 뇌성마비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이는 신생아
학의 발달로 인한 경량아 생존의 증가 및 쌍생아 출생의 증가와 관련
되어 있다.뇌성마비의 생리학적 분류로는 크게 경직형(spastictype),
이상운동형(dyskinetictype),운동실조형(ataxictype),혼합형(mixed
type),저긴장형(hypotonictype)등이 있으며,이 중 경직형이 가장
많다.경직형이란 추체로(pyramidaltract)의 손상,특히 운동 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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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ortex)의 손상에 의하며,병리적 반사궁(pathologic reflex
arc)제어의 장애로 사지 근육의 긴장성이 증가한다.여기서의 긴장성
은 속도 의존적으로(velocity-dependent)근육이 빠르게 신전되면 같
은 근육이 점진적으로 신전될 때 보다 긴장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태
를 가리킨다.이러한 경직성은 결국 심각한 근,골격계의 장애를 유발
한다.
정형외과적으로 경직성 뇌성마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근,골격계의
장애의 교정 및 이를 통한 보행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질환 자체에 대한 연구는 중추성 뇌병변이라는 관점에서 신경
학적인 면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따라서 중추 신경계에서의 병리
현상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반면,이환된 근육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에서 근육
에 대한 조직학적 변화로 다양한 근섬유의 위축과 비대를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중증도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또한 경직도와
아교질과의 상관 관계에서 경직도가 높을수록 아교질의 양이 많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한편 근육자체의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로서 본 교실에서는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도에 따른 조직병리
학적 변화와 함께 Ubiquitine과 N-CAM 유전자 발현 양상을 관찰한
바 있다.그 결과 경직이 심한 환자에서 Ubiquitine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하였고,N-CAM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그
러나 조직화학염색에서는 모든 환자들에서 Ubiquitine단백질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N-CAM 발현은 경직도가 심했던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환자에서 모두 강한 발현을 보여 유전자 발현과 단백
의 발현 양상이 일치하지 않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전사
후 변화에 대한 관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에서
프로테옴 분석을 통한 단백질 발현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2,3프로
테옴 분석은 단백질체의 기능 이상과 구조변형 유무 등을 가려내는
분석 기술로서 특정 단백질의 발현 양상의 변화,전사 후 조절,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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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간의 상호 작용과 단백질 전체 수준에서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연구하여 생체내 변형과정을 질병의 진행과정과 연계시켜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다.4-6이차원 전기 영동은 한 개체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발현 양상과 생리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발현 정
도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또한 분석 대상 단백질들을 특정 생리
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특정한 spot들의 양적인 변화를 보이는 단백질
들을 The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ight(MALDI-TOF)질량 분석기로 확인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
고 단백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정량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백질 중에서 DJ-1은 종양유발인자(oncogene)로 보고된
물질로서 현재까지 주로 가족성 파킨슨 병(FamilialParkinson's
disease)의 주된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산화로 인한 손상
(oxidativedamage)은 신경세포 사멸(neuronaldeath)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의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자의 근육의 경직성 변화를 유전자 수준
및 실질적인 단백질 발현에서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근육 경직성의
정도가 갖는 임상적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또한 유전자
발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정된 단백질을 역으로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유전자 수준에서 추적하였다.이를 통해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근육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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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 6명,척수수막류 환자 3명,그리고 기저 질환
이 없는 정형외과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사전 동의 후 정형외
과적 수술 시 근 생검을 실시하였다.성별은 환자군은 남자가 3명,여
자가 6명이었고 대조군은 남자가 2명,여자가 1명이었다.환자군의 나
이는 6년 1개월에서 30세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10+7세였고,9명의
환자들은 모두 근육 경직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 있는 환자들이었으며
근건 이전술과 근건 연장술을 시행 받았다.생검은 수술 부위에 따라
서 장무지외전근과 비복근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신경학적으로
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는 환자로 1명은 첨내반족을 보이는 환자였
고 그 외의 2명은 외상으로 수술을 시행 받는 경우였다.

표1.환자 요약 (Summaryofpatients)
PPPtttsss...NNNooo...SSSeeexxx///AAAgggeeeDDDiiiaaagggnnnooosssiiisss BBBiiiooopppsssyyysssiiittteee

1M/5+8 Normalcontrol Abductorhallucislongus
2F/25 Normalcontrol Gastrocnemius
3M/69 Normalcontrol Gastrocnemius
4F/6+1 Myelomeningocele Abductorhallucislongus
5M/13+4 Myelomeningocele Gastrocnemius
6F/30 Myelomeningocele Abductorhallucislongus
7M/13+7 Cerebralpalsy Gastrocnemius
8F/18 Cerebralpalsy Abductorhallucislongus
9F/18 Cerebralpalsy Abductorhallucislongus
10F/7+10 Cerebralpalsy Gastrocnemius
11F/16 Cerebralpalsy Gastrocnemius
12M/6+6 Cerebralpalsy Gastrocn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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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차차차원원원 전전전기기기영영영동동동(((222---dddiiimmmeeennntttiiiooonnnaaallleeellleeeccctttrrroooppphhhooorrreeesssiiisss;;;222---DDDEEE)))gggeeelll
분분분석석석
근육 조직을 파쇄한 후 원심분리(4℃,12,000 rpm)하고 상층액에
20% Trichloroaceticacid(TCA)/Acetone를 넣어 -20℃에서 45분 이상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다시 원심분리(4℃,12,000rpm)를 시행하였다.
TCA와 salt를 제거하기 위하여 pH가 7이 될 때까지 acetone으로 반
복 세척하였다.salt를 모두 없앤 후 sample을 건조시켜 pellet을 lysis
buffer[(9.5 M urea,2% TritonX-100,2% DTT(w/v),2% IPG
buffer(Amersham pharmacia, Piscataway,NJ, USA)]에 녹여
Immunobiline Drystrip reswellingtray (Amersham pharmacia,
Piscataway,NJ,USA)를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가 1∼1.5mg정도 되
도록 lysisbuffer로 희석시킨 시료로 IPG(immobilizedpH gradient
gel) strip(BIO-RAD,Hercules,California,USA)을 18시간 이상
rehydration 시켰다. multiphor electrophoresis unit(Amersham
pharmacia,Piscataway,NJ,USA)으로 옮긴 후 단계별 voltage를 설
정하여 한 단계씩 voltage를 높여가는 stepandhold방법과 일정시간
동안 설정한 voltage로 높여가는 gradient방법을 사용하여 Volt-hour
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isoelectricfocusing을 수행하였다.이 과정이
끝나면 IPG strip을 equilibration solution에 15분간 방치한 후
SDS-polyacrylamidegel로 옮겨 second-dimensionSDS-PAGE를 수
행하였다.Bromophenolblue가 바닥에 올 때쯤 정지시킨 후 gel을 5
분씩 3회 증류수로 세척하고 silverstain용액에서 1시간 이상 교반기
에 방치시키고 다시 증류수로 30분씩 3회 정도 세척하였다.

333...CCCBBBBBB(((CCCooommmaaassssssiiieeeBBBrrriiilllllliiiaaannntttBBBllluuueee)))염염염색색색
CBB G-250을 사용하여 염색하였다.45%(v/v)methanol,5%(v/v)
phosphoric acid,50%(v/v)이차 증류수(deionized distilled water,
DD.W)를 섞어 최소 6시간 이상 gel을 고정한 다음,17%(w/v)



-8-

ammonium sulfate,3.6%(v/v)phosphoricacid,0.1%(w/v),34%(v/v)
methanol,CBB G-250이 함유된 염색용액에서 6시간 염색하였다.염
색이 완료된 gel은 1%(v/v) acetic acid, 15%(v/v) methanol,
84%(v/v)DD.W를 사용하여 2시간 동안 탈색하였고 탈색이 완료된
gel은 DD.W를 이용해 1시간동안 세척하였다.세척이 완료된 gel은
PowerLook1100scanner(UMAX technology,Dalla,Texas)를 사용
하여 image를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444...CCCooommmpppuuuttteeerrrppprrrooogggrrraaammm에에에 의의의한한한 ppprrrooottteeeooommm 분분분석석석
CBBstaining을 통해 이미지를 얻은 gel은 PowerLook1100scanner
(UMAX technology,Dallas,Texas)를 사용하여 2-DEimagedigital
data로 전환한 다음,2-DEimageanalysisprogram인 ImageMaster™

analysissoftware(Ammesham PharmaciaBiotech.)를 사용하여 이미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555...MMMAAALLLDDDIII---TTTOOOFFF(((MMMaaatttrrriiixxx aaassssssiiisssttteeeddd lllaaassseeerrr dddeeesssooorrrppptttiiiooonnn///iiiooonnniiizzzaaatttiiiooonnn
tttiiimmmeee---ooofff---fffllliiiggghhhtttmmmaaassssssssspppeeeccctttrrrooommmeeetttrrryyy)))분분분석석석
Gel을 scan한 후 PDQuestTM software(HuntingtonStation,NY,
USA)를 이용하여 spot의 농도를 측정하였다.원하는 spot을 gel에서
오려 내어 siliconizedE-tube에 넣고,30mM potassium ferricyanide
과 100mM sodium thiosulphate을 1:1로 섞은 용액 1㎖를 첨가 한
후,멸균된 막대기로 으깨 주고 37℃ 교반기에서 10분간 방치했다.그
후 증류수로 2번 세척한 후 증류수를 완전히 제거하였다.이 튜브에
100% Acetonitrile(ACN)을 500㎕ 첨가하여 천천히 섞어 주면서 gel
이 뭉쳐지는 것을 확인한 후 원심분리기로 침전시키고,상층액을 제
거한 후 다시 한번 반복하고,SpeedVac으로 20∼30분 정도 완전히 건
조시켰다.침전물에 10mM DTT를 25㎕ 첨가하고 섞어 준 후 56℃
에서 섞어 주면서 30분간 방치하였다.상층액을 제거 한 후 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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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oacetamide를 25㎕ 첨가한 후 섞어주고 호일을 싸서 상온에서 25
분간 방치했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100 mM Ammonium
Bicarbonate(ABC)를 30㎕ 첨가한 후 세척하고 다시 한 번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100% ACN을 100㎕ 첨가하여 혼합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다음 20∼30분 정도 건조시켰다.rehydrated gel조각에 0.1㎍/㎕
trypsin4㎕와 50mM ABCbuffer(pH 8.0)30㎕를 첨가한 후 얼음
에서 40분간 방치하고,37℃에서 12∼16시간 교반기에 방치시켰다.다
음날 상층액을 제거하지 않고 50mM ABC50㎕를 2번,100% ACN
50㎕을 첨가한 후 원심분리 후 각각의 상층액을 한 튜브에 옮겨 담
은 후,모아진 상층액을 SpeedVac에서 3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ziptip
을 이용하여 70% ACN,1% TFA,matrix가 혼합된 용액으로 gel조
각을 녹이고 plate에 loading한 후 MALDI-TOF로 분석하였다.

666...DDDaaatttaaa분분분석석석
MALDI-TOF로 분석된 펩타이드 분자량을 이용하여 ProFound -
peptidemapping분석시스템과 SWISS-PROT 단백질 database를 이
용하여 각 단백질 spot의 형체를 분석하였다.

777...유유유전전전자자자 발발발현현현
가.근육 조직 내 RNA 분리
RNA 분리는 Trizol(Invitrogen,Carlsbad,Canada)를 이용한 acid
guanidium thiocyanate-phenolchloroform extraction방법으로 시행
하였다.추출된 근육 중 1g을 분리하여 Trizol2ml/g을 첨가한 후 2분
간 상온에 방치하고 homogenizer(Diax100,Heidolph,Germany)를 사
용하여 조직을 균일화시켰다.이후 2mleppendorftube에 조직액을
옮긴 후 chloroform(Sigma,USA)200㎕/ml을 조직액에 첨가시킨 후
15초간 vortexing시켰다.상온에서 2분간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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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14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를 시행하였다.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새로운 e-tube로 옮기고,Isopropanol(Sigma,USA)을 동일
부피로 첨가하고 15초간 vortexing시킨 후 15분간 상온에 방치시켰
다.이후 다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40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
리하였고, 상층액을 버리고 75% DEPC(Diethyl Pyrocarbonate,
Sigma,USA)-Ethanol용액을 1ml첨가한 후 다시 7500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 시켰다.다시 상층액을 버리고 상온에서 5분간 방치시킨
후 충분히 건조 시켰고,30㎕ DEPC용액을 첨가하여 추출된 RNA를
충분히 녹였다.이후 1% Agarosegel(Sigma,USA)을 이용하여 추출
된 RNA를 100Volt에서 약 10분간 전기영동 시켰다.전기영동으로
28s와 18s로 분리됨을 확인하였고 두 subunit의 density비가 1.5-2.0
사이인 경우 RNA를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그 이하인 경우는 다
시 추출하였다.
나.RNA 정량
추출된 RNA 1㎕에 DEPC water를 첨가하여 50배 희석시킨 후
Spectrophotometry(λ=260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측정된 값으로
전체 RNA양을 측정하였고,DEPC water를 첨가하여 농도가 1㎍/㎕
가 되도록 하였다.
다.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1)ClonalDNA(cDNA)제작
AcculPower-RT PreMix(Bioneer,Korea)Kit20㎕에 정량된 total
RNA 0.5㎍/㎕을 첨가하고 deoxyribonucleotide triphosphate(dNTP,
Promega,USA)1㎕를 최종적으로 첨가한 후 ThermoHybridPCR
reactor(USA)를 이용 72도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2)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AccuPower-PCR premixtube(Bioneer,Korea)에 제작된 cDNA 1㎕
와 primer10pmole를 넣고,전체 부피가 20㎕가 되도록 증류수를 첨
가하였다.각 유전자에 대해 사용된 primer는 참고 문헌과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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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염기서열은 표 2와 같다.DJ-1의 경
우 94゚C 30초,55゚C 30초와 72゚C 1분 조건으로 30cycle을 시행하였
고,72゚C에서 2분간 안정시켰다.GAPDH의 경우 DJ-1primer와 동일
한 조건으로 수행하였다.이후,2% Agarosegel에 RT-PCR결과로 얻
어진 cDNA 3㎕를 well에 넣고 100volt에서 약 30분 전기영동 시켰
다.DNA ladder를 함께 전기 영동하여 DJ-1의 경우 149bp에서 유전
자 발현을 확인하였고,GAPDH의 경우 226bp에서 유전자 발현을 확
인하였다.확인된 두 유전자 발현을 ultraviolet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Image-pro®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APDH 유전자 발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발현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표2.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사용된 DJ-1과 GAPDH의 염기
서열 (PrimerofDJ-1andGAPDH)

1DJ-1은 전기 영동 후 149bp에서 위치를 확인함
2GAPDH는 전기 영동 후 226bp에서 위치를 확인함

Ⅲ.결과

1.단백질 동정
1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기 영동을 시행한 결과 정량적으로 두드
러지게 동정되는 15가지 단백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15가지 단백
질 중에서 6가지 단백질은 대조군에서 더 많이 발현되었고,나머지 9
가지 단백질은 실험군에서 더 많이 발현되었음을 Spothistogram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그림1,2).강하게 발현된 15가지 단백질에 대하여

DJ-11 Forward 5'-GTGGAA AAA GACGGCCTGAT -3'
Reverse 5'-CGCAGT TCGCTGCTCTAGTC-3"

GAPDH2 Forward 5'-GAA GGT GAA GGT CGGAGT -3'
Reverse 5'-GAA GAT GGT GAT GGGATT TC-3'



-12-

프로테옴 분석을 통하여 성상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2개의 단백질은
명명되지 않은 종류로 확인되었으며,나머지 13개의 단백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그림 1.Spothistogram I
A)a,b,c:normalcontrol,B)d,e,f:myelomeningocele,C)g,h,i,
j,k,l:cerebral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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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Spothistogram II
A)a,b,c:normalcontrol,B)d,e,f:myelomeningocele,C)g,h,i,
j,k,l:cerebral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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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ThespotareaofDJ-1inallthesamples.

프로테옴 분석(표 3)결과 동정된 단백질 중 2개의 확인되지 않은
단백질 외에 다른 13개의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뇌성마비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는 2가지
단백질로 대상을 좁혔으며,대조군에서 정량적으로 더 많이 발현이
된 그룹 중 alpha1actinprecursor(ACTA1)와 대조군보다 실험군에
서 정량적으로 더 많이 발현된 그룹 중 DJ-1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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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Proteomicanalysis

SSSpppooottt
NNNooo... PPPrrrooottteeeiiinnnnnnaaammmeee
111333 74forgi|4501881,alpha1actinprecursor[Homosapiens]
111666 73forgi|4501881,alpha1actinprecursor[Homosapiens]
111777 122forgi|21536288,musclecreatinekinase[Homosapiens]
222111 69forgi|119390284,unnamedproteinproduct[Homosapiens]
222444 66forgi|10437767,unnamedproteinproduct[Homosapiens]
333777 66forgi|15826629,ChainA,HumanPeroxiredoxin5

555111 94 for gi|999926,Chain,Annexin V (Lipocortin V,Endonexin Ii,
PlacentalAnticoagulantProtein)

555333 66 forgi|54695812,capping protein (actin filament)muscle
Z-line,beta[Homosapiens]

555777 61forgi|119616263,cytosolicphosphoprotein DP58,isoform
CRA_a[Homosapiens]

666111 69forgi|5803225,tyrosine3/tryptophan 5-monooxygenase
activationprotein,epsilonpolypeptide[Homosapiens]

666222 136forgi|2507187,Protein-L-isoaspartate(D-aspartate)
O-methyltransferase(Protein-beta-aspartatemethyltransferase)

666444 110forgi|4505303,smooth muscleand non-musclemyosin
alkalilightchain6B[Homosapiens]

666555 68forgi|31543380,DJ-1protein[Homosapiens]

666888 61 forgi|42542978,Chain B,X-Ray CrystalStructure Of
HumanGalectin-1

777000 132forgi|4557966,ChainA,Ligand-FreeHumanGlutathione
S-TransferaseM2-2(E.C.2.5.1.18),MonoclinicCrystal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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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MALDI-TOFspectrum ofpreteinspot(D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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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전자 발현
생검한 근육의 일부를 이용하여 전체 RNA를 적출한 후 역전사 중
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한 결과 DJ-1유전자의 발현이 대조군 및 실
험군의 전체 대상에 있어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그림 5.DJ-1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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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뇌성마비에서는 손상된 뇌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임상 경과를 나타
내는데,환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근골격계의 변화는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정형외과적으로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는 근골격계의
변형을 교정함으로써 보행의 교정,나아가 안정된 보행을 목적으로
한다.뇌성마비에 관한 현재까지의 정형외과적 연구는 주로 보행의
개선을 위한 수술 혹은 비수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어 왔으
며,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수술 과정에서 채취한 표본으
로 프로테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몇 가지 의미있는 단백질을 동정
하였다.또한 정량적으로 의미가 있는 15개의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결과 ACTA1및 DJ-1을 중심으로 뇌성마비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ACTA1은 그 변이의 발생으로 주로 3가지 선천성 근병증을 유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lpha-actin은 myosinheavychain을
포함하는 다양한 단백질과 상호 작용을 하는 물질이므로 이의 변이는
여러 선천성 근병증을 야기한다.따라서 뇌성마비라는 질환군에 특별
히 적용하기에는 광범위한 영역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비특이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에
서 배제하였다.
다음으로 DJ-1은 종양유발인자(oncogene)로 보고된 물질로서
RNA-bindingprotein(RBP)의 regulatorysubunit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까지 주로 가족성 파킨슨 병(FamilialParkinson'sdisease)의 주
된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또한 불임과도 연관성이 밝혀졌으며 그
기전은 protease혹은 chaperone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DJ-1을 대상 물질로 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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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1의 기능은 확실히 밝혀진 바 없으나 HumanDJ-1은 처음에
유방암,전립선암 및 흡연 유발 페암에서 발현되는 종양유발인자
(oncogene)로 알려졌고, 그 이후 regulatory subunit of an
RNA-binding protein(RBP)조절 인자로 밝혀진 물질로서 DJ-1은
PIAS(proteininhibitorsofactivatedSTAT),즉 다양한 전사 과정
인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또한 DJ-1은 hydroperoxide
-responsiveprotein으로서 H2O2와 같은 산화 자극에 반응하여 항산
화단백질의 성격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7,8 산화로 인한 손상
(oxidativedamage)은 신경 사멸(neuronaldeath)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며,이러한 반응은 본 연구의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 및 척수 수막
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DJ-1은 정상인의 뇌조
직에서 발현되며,또한 신경 퇴행성 질환의 환자의 조직에서 발현되
는데 현재까지 파킨슨 병 및 여러 기관의 위축을 보이는 질환에서 발
견된다.9,10 현재까지 활발히 연구된 DJ-1과 파킨슨 병(parkinson
disease)의 관계에서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특별한
뉴론의 병리적 변화와 세포의 괴사는 결국 비정상 단백질의 축적과
연관이 있으며,11,12 이러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비정상
단백질의 축적에 반하여 세포 보호 기전이 활성화되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13Chaperonemachinery는 비정상 단백질의 축적에 저항
하는 보호 시스템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DJ-1의 chaperone활동은
DJ-1이 보호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DJ-1의 산화적 스트레스 반응(oxidativestressresponse)이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으며,혹은 전
사 과정 이후의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옴 분석을 통한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고 그 중
가장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J-1단백질을 동정한 후에 유전
자 수준에서 DJ-1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유전자의 발현은 뇌성마비
환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따라서 DJ-1은



-20-

유전자 수준에서 뇌성마비 환자의 근육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DJ-1의 발현이 기존의 파킨슨 병,혹은 악성 종양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따라서 뇌성마비 환자의 단백질 수준
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화 스트레스의 정도 및 부적절한 항산화력은 질환의 진행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14항산화력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 관련 병변
(mitochondrialdisorder),뇌경색(cerebralischemia),간질(epilepsy)
및 뇌성마비와 같은 뇌손상과 연관되는 질환에 있어 하나의 병인으로
연구되어 왔다.15따라서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항산화력과 신경 기능
의 연관 관계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6처음 DJ-1과 파킨슨
병과의 연관 관계는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유전자인 alpha-synuclein,
Parkin 그리고 UCH-L1 등에 관한 연구에서 이 유전자들이
Ubiquitin-proteasome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밝혔으며,17동시에
산화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에 있어 도파민 세포의 퇴화를 유발하는 일
련의 과정을 나타내나 그 기전이 분명하지 않았다.기존에 발암성 물
질,불임 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DJ-1의 발현이 산화 스
트레스 하에서 유발되는 것이 밝혀졌고,2004년 Taira등18,19은 DJ-1
의 항산화 작용과 DJ-1유전자의 변이가 세포 괴사를 유발하는 과정
을 보고하였다.DJ-1과 파킨슨병과의 관계에서 DJ-1이 뇌성마비에서
노출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연계시킬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 정상인에서 높은 발현을 나타낸 ACTA1이 있으며,이
는 인체 게놈(humangenome)에 분포하는 6개의 actin유전자들 중
ACTA1은 골격근을 구성하고 있다.ACTA1유전자의 변이는 actin
myopathy,myopathywithintranuclearrod및 centralcoredisease
와 같은 질환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22hypertrophic
cardiomyopathy인 심근 질환에 관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23선천성
골격근 병변(congenitalskeletalmusclemyopathy)과 관련되어 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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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상의 ACTA1의 변이가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24골격근의 주요
성분인 actin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 뇌성 마비라는 하나의
질환과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이는
질병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의 변화는 프로테옴 분석
을 통한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간단
한 진단적 도구로 발전시켰을 때 질병의 유무 뿐 아니라 치료의 반응
과 질병의 경과 또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따라
서 악성 종양 뿐 아니라 심혈관계,불임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
련된 신경근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본 교
실에서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 연구 결과 Ubiquitine
및 N-CAM 유전자의 발현에 관하여 유전자 수준에서는 대조군과 비
교하여 실험군에서 발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조직화
학검사와 연관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유전자 정보가 실질적인 질병
의 발현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유전자 정보
는 단지 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동적인 세포의 실질적 발현에 관
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프로테옴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와 단백질 그
리고 질병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제로 환자의 증상 발현과 연관된 보
다 실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5-9

DJ-1단백질의 발현과 관련하여 역으로 유전자 단계에서 DJ-1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전사 중합 연쇄 반응 (RT-PCR :
reversetranscriptionalpolymerasechain reaction)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DJ-1의 발현이 기존의 파킨슨병 및 악성 종양 등의 질환에서와 달리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이는 보이지 않으며,전사 후 단백질 발현 단계
에서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의미하며,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뇌성마비 환자에서 유
전자 자체의 문제보다는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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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개선을 통해 환자의 경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실제 환자의 예후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점과 생검 부위가 동일 부
위가 아닌 점 등이 있다.그러나 동물 실험이 아닌 인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의 도출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DJ-1의
발현이 기존의 연구에서 파킨슨병 및 악성 종양과의 연관성에 국한되
어 있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앞
으로의 연구 방향은 DJ-1단백과 뇌성마비 질환의 직접적인 인과 관
계의 분석을 위하여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직을 유발하는 뇌성마비 환자에 있어 정상인과 비
교했을 때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프로
테옴 분석을 통하여 뇌성마비 환자에서 DJ-1단백의 발현이 우세함
을 확인하였고,이는 실제적인 단백질 발현 단계에서의 결과이며 유
전자 수준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므로 유전자 전사 단계 이후의 변화로 사료된다.이러한 소견은 뇌성
마비 환자에 있어 근손상의 정도 및 예후의 판단,치료 방법의 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본 연구가 뇌성마비 환자
의 임상 소견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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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omicanalysisofDJ-1incerebralpalsypatients

YoonHaeKwak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ooBongHahn)

Purpose:Thisstudywasperformedtoseethecharacteristicsof
proteins which expressed in spastic cerebralpalsy patients by
proteomicanalysis.

Materialsandmethods:Westudied12specimensfrom 6patients
with spastic cerebralpalsy,3 patientswho were diagnosed as
myelomeningoceleand 3 orthopaedic patients withoutunderlying
disease as a controlgroup.Specimens were obtained during
orthopaedicprocedures.Westudied theextractedproteinswhich
showeddifferenceby2-dimensionalelectrophoresisandoutstanding
13 proteins was reevaluated by proteomics and the reverse
transcriptionalpolymerasechainreaction(RT-PCR)wasconfirmed
toclarifytherelationshipbetweengeneandprotein.

Results:Among 13 proteins which we gotfrom 2-dimensional
electrophoresis,6proteinswereincreasedincontrolgroupbyspot
histogram and9proteinswereincreasedinpatientsgroupbyspot
histogram.The results of proteomic analysis for 13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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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thattheexpressionofDJ-1relatedtothecerebralpalsy
andfurtherstudywithMALDI-TOFanalysiswasdone.

Conclusions:Thisstudyshowsthatinthecerebralpalsypatients,
strongexpressionofDJ-1hasrelationtocerebralpalsynotonly
degenerativeneuropathologiccondition asParkinson'sdisease.In
thisstudy,weshow thepossibility ofconnectionsbetween the
cerebralpalsy and DJ-1 protein for the first time,although
multiplemechanismsacton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cerebralpalsy,musculartissue,proteomics,D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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