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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을 통한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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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다형성(polymorphism)과 같은 유전적 변이(genetic variants)는 엘리

트 운동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왔다.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

cine (ACSM)에서 출판하고 있는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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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Array Analysis of Rat Skeletal Muscle to Identify Candidate Genes of Resistance 
Exercise Performance
Seung-Lyul Oh

Institute on Aging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Rehabilitation Medicin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of gene transcripts following 4- and 8-week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in 
rat skeletal muscle using large-scale BeadArray containing probe sets for 22,523 genes.

METHODS: Forty-eight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enrolled and into control (CON, n=16) and and exercise (resistance training, 
RT, n=32) groups. After 4- and 8-weeks of resistance exercise, based upon lifting weight of individual rats, RT subsequently was sepa-
rated into high performance group (H-RT4, n=8; H-RT8, n=8) and low performance group (L-RT4, n=8; L-RT8, n=8). Rats were 
assigned to RT were trained to climb a 1-m vertical (85 degree incline) ladder with weights secured to their tails, and they performed 1 
set of 10 times of 3 days per week for 8 weeks progressively. Skeletal muscle was taken from the flexor halucis longus (FHL) after 4- 
and 8-weeks exercise. After separating the total RNA of each group, large-scale gene expression was analyzed by BeadArray using Ill-
unina RatRef-12 Expression BeadChip, and qPCR was used to inspect BeadArray data. We selected genes given the criteria that detec-
tion p-value of <.01, M-value {M=log2(condition)-log2(reference)} to >1.0, and DiffScore to >30.

RESULTS: The expression of 20 genes significantly increased 4 weeks after resistance exercise compared to L-RT4, and the expression 
of four genes decreased, including genes with unknown functions. At 8 weeks, the expression of one gene significantly increased com-
pared to L-RT8 and that of one decreased. These genes involved in acute phase response (Hp, Ahsg), anti-inflammatory response 
(Ambp), C21-steroid hormone biosynthesis (Timp1), heme oxidation (Hmox1), muscle development (Myh6), regulation of cell growth 
(Igfbp1), vitamin D metabolism (Gc), calcium-mediated signaling (Dscr1), gluconeogenesis (Atf3), regulation of transcription (Nr4a3), 
and learning and memory (Egr1).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study to use BeadArray to examine the global mRNA expression in rat skeletal muscle after resistance 
ladder training. We found expression genes of rat skeletal muscle based on the resistance exercise performance level using BeadArray. 
These results may help to explain previously reported physiological changes of skeletal muscle and suggest new avenues for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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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ise”저널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The Human Gene Map for 

Performance and Health-Related Fitness Phenotypes”, 2010년부터 현재

까지 “Advances in Exercise, Fitness, and Performance Genomics”이란 

주제로 운동, 건강, 체력, 수행력 관련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개 이상의 가장 일반적인 

DNA 염기서열변이인 유전자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s)이 운동수행력(performance), 체력(fitness), 특성(trait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 Ahmetov와 Fedotovskaya [2]은 적어도 

120개의 유전적 마커(genetic markers)들 중 77개 유전자가 지구성 수

행력과 관련이 있고, 43개가 유전자가 근력과 파워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다형성과 유전

자의 유전형(genotype)을 기초로 단순히 운동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거나 특정 운동수행 후 관련 표현형(phenotype)과 비교한 연

구들이거나 특정 유전자에 대한 정량 분석을 통하여 발현 여부를 확

인한 연구들이다. 아직까지 microarray 기술과 같은 대규모 유전자 발

현양상 분석 툴을 이용한 운동수행능력 관련 후보 유전자군 발굴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Microarray 기술은 DNA probe를 이용한 hybridization 방법을 통해

서 대규모(large-scale)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연

구 툴로서 제안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array 기술이 소개된 이후 

많은 연구 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3]. 그

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DNA chip을 이용한 microarray 연구는 인간

의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기능, 조절 및 작용 기전을 밝힘으

로써 생명현상의 규명과 난치병 치료에 응용하려는 시도로써 이루어

지고 있다[4]. 그리고 최근 전장유전체연관성 분석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또한 노화[5], 당뇨[6], 비만[7] 등과 같은 질환

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운동수행능력 후보 유전자 도출을 위

한 일부 연구[8-10]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 그 결과는 보고되어지

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스포츠과학 분야에서의 microarray 연

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정 운동에 대한 관련 유전자의 표현형을 밝히

기 위한 일부 연구결과[11-16]와 특정 종목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코호트 중심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을 뿐[17], 운동수행능

력 차이에 따른 대규모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을 통한 우수한 운동수

행력 관련 유전자군 발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관련 후보 유전자군을 도

출하기 위하여 흰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운동을 실시

한 후 BeadChip을 이용한 BeadArray로 대규모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

을 통해서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관련 후보 유전자군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실험동물은(주)샘타코에서 10주령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 

96두를 분양받은 후 통제군(control group, CON, n =16)과 저항성 운동

군(resistance exercise training group, RT, n = 80)으로 구분하였다. 통제

군은 다시 4주차 통제군(CON4, n = 8)과 8주차 통제군(CON8, n = 8)으

로 분류하였고, 운동군은 주차별로 기록된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검사 

결과를 기초로 순위를 정한 후, 상위와 하위 20%에 해당하는 동물을 

선정하여 각각 운동 우수군(high performance group, H-RT, 391.36 ±

13.93 g, n =16)과 운동 열세군(low performance group, L-RT, 395.69 ±

10.86 g, n =16)으로 분류하였다. 운동군은 다시 4주차군(H-RT4, n = 8; 

L-RT4, n = 8)과 8주차군(H-RT8, n = 8; L-RT8, n = 8)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동물에게 일주일간의 환경 적응기간과 운동군은 추가로 일주일

간의 운동 적응기간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실험동물은 추

후 실험에 연구대상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상 모든 실험과정은 H대학

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2. 실험동물 처치 

실험동물은 H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실험실에서 스틸 케이지(steel 

cage)를 이용하여 3마리씩 사육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2 ±1℃, 습도

는 상대습도의 50 ± 2%로 일정하도록 조절하였으며, 12시간(08:00-

20:00)을 주기로 명암을 조절하였다. 실험동물은 시판되는 고형사료

(단백질 22.5%, 지방 3.5%, 저섬유 7.0%, 회분 9.0%, 칼슘 0.7%, 인 0.5%; 

삼양사)와 고압 증기로 멸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실험 시료로써의 조직 채취는 운동 4주 후(16주령)와 8주 후(20주

령) 2회 실시하였으며, 저항성 운동과 고형사료는 조직 채취 하루 전에 

중단하고 물만 공급하였다. 조직 채취는 zoletil (50 mg/kg)과 rompun 

(5-10 mg/kg)을 5:1 비율로 혼합하여 복강 내 주입시켜 마취시킨 후 사

다리 운동에서 주동근[18]으로 작용하는 장무지굴근(f lexor hallucis 

longus, FHL)의 양측 동일한 부위를 적출하였다.

3.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저항성 운동은 동물 꼬리에 부하를 달고 자체 제작한 동물용 사다리

(100 ×12 cm, 2 cm grid, 85° incline)를 오르는 저항성 사다리 운동[18-20]

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최초 부하 없이 사다리를 오르는 운동을 일주

일간 실시하여 운동에 대한 적응기간을 가진 후, 꼬리에 부하를 달고 

사다리를 오르는 운동을 주당 3일, 10회/일, 총 8주간 점증적 과부하하

에서 실시하였다. 저항성 부하는 최대중량의 50% (최초 체중의 50%)부

터 시작하여 매회 처음 지정된 무게에서 15%씩 부하를 증가시켰으며, 

반복 간 2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만약 세트가 끝나기 전에 증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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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로 사다리를 오르는 운동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전 시점의 

성공했던 중량으로 세트를 완료하였으며,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

기 전 시점의 중량을 최대중량으로 기록하였다.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평가는 주차별로 기록된 최대중량 무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모든 집단 간 운동 전후에 따른 저항성 운동수행능력의 변화에 대

한 분석은 SPSS Ver.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정치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저항성 운동집

단 간(우수군, 열세군) 주차별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변화에 대한 차이 

검증은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법(ANOVA with repeated measure-

ments)을 적용하였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이용하여 집단 간 변화를 비교 검

정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 = 0.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5. 분자 생화학적 분석방법 

1) Total RNA 분리

액화질소로 동결된 골격근을 최대한 분쇄시킨 후, Tri Reagent (Mo-

lecular Research Center, Inc.)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균질화 시켰으며, 

chloroform (Sigma)과 isopropanol (Sigma), ethanol을 이용하여 RNA의 

추출과 침전, 세척 과정을 거쳐 RNA pellet을 얻었다. 건조된 pellet에 

nuclease-free water를 첨가하여 total RNA를 분리한 후 spectrophotome-

ter (NanoDrop)를 이용하여 흡광도와 정제도를 측정하였다. 정제된 to-

tal RNA는 Chip 분석과 qPCR에 쓰일 때까지 -70℃에 냉동 보관하였다.

2) BeadArray 분석

BeadArray 분석을 위해서 Illumina사의 whole-genome expression인 

RatRef-12 Expression BeadChip을 사용하였다. Illumina Expression Di-

rect Hybridization 실험방법은 reverse transcription step을 통해 first와 

second strand를 합성하고 그것을 주형으로 하여 in vitro transcription 

(IVT) amplification을 통해 nucleotide에 biotin을 incorporate 시킨후, 

만들어진 probe를 array에 hybridization한 뒤 washing과 streptavidin-

Cy3의 staining을 거쳐서 Beadstudio software를 통해서 측정된 값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RNA 증폭(amplification)과 표지(labeling), 혼성

(hybridization), 세척(washing) 과정을 위해서 Illumina Total Prep RNA 

Amplification Kit (Ambion), Illumina Gene Expression System Wash 

E1BC Buffer and Components, Illumina Gene Expression System High 

Temp Wash Buffer를 사용하였다.

 

3) 발현 데이터 분석

BeadArray data는 Illumina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Beadstudio 

software를 이용하여 normalization과 filtering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각 유전자의 signal value를 log2로 transformation한 후, 각 유전자별 

평균 발현 값[A={log2(control)+log2(condition)}/2]과 control과 condition

과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 값{M = log2(condition)-log2(reference)}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BeadArray data 중 해당 유전자가 유의하게 발현된 

것으로 판별하는 기준은 Detection p-value가 .01 이하인 유전자들 중 

M-value가 1.0 이상이고 DiffScore가 30 이상인 유전자만을 선택하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hierarchical cluster와 tree view (Eisen; 

http://rana.lbl.gov/EisenSoftware.htm)를 이용하여 운동집단별과 운동

기간별로 나누어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군집분석하였다. 

4) Real-time quantitative PCR (qPCR)

BeadArray data 검증을 위해서 SYBR Green (Invitrogen)을 이용한 

qPCR을 실시하였다.  BeadArray data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저항성 운동 

후 발현의 증가를 보인 특정 유전자 3종(Ahsg, F2, Itih4)과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저항성 운동 관련 유전자 2종(Myf6, Ucp3), 총 5종의 유전자를 선

택하였다. qPCR에 사용되는 각 유전자의 최적의 primer set는 하버드 대

학의 primerBank에서 탐색하여 합성하였으며, 합성한 primer set와 cDNA 

샘플을 SYBR Geen supermix와 혼합하여 iCycler를 이용하여 qPCR을 실

시하였다. qPCR은 housekeeping gene인 Gapdh와 비교한 상대적인 수치

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qPCR 방법은 iQ SYBR Green Supermix (Bio 

Rad)를 이용하여 total volume이 50 μL가 되게 만들었다. 또한 qPCR 반응 

조건은 denaturation (95℃, 40 sec), annealing (58℃, 40 sec), extension (70℃, 

40 sec)으로 하였다. 유전자의 primer sequence는 Table 1과 같다.

연구 결과 

1.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저항성 사다리 운동 후 운동 우수군과 열세군의 주차별 저항성 운

동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Fig. 1에서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주차별로 증

Table 1. Primer sequences for amplification of qPCR   

Gene
Forward primer 

sequences
Reverse primer 

seuqences

Product 
size 
(bp)

Gapdh GGGTGAACCACGAGAAAT ATGGCATGGACTGTGGTCAT 146
Ahsq TTGTTCTGTGAGGCAACAGG CTGGTGTGGAATGACACTGG 113
F2 ATGGCAGGTGATGCTTTTTC AGGGTGGGTACAGAATGCAG 110
Itih4 TATGGCAGGCAAGAAAATCC GCTTCCCCACTGAACACAAT 105
Myf6 CTCAGAGGAACGCAAACTCC ACTTGAGGTGGGGAGAGGTT 191
Ucp3 ACCCTGTTTTGGTTGCAAAG GAGTCCATCCTGTCCTTCCA 176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Ahsg, alpha 2 HS 
glycoprotein; F2, coagulation factor 2; Itih4, inter alpha 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4; Myf6, myogenic foctor 6; Ucp3, uncoupling prote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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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4주차군(H-RT4, L-RT4)과 8주차

군(H-RT8, L-RT8)은 4주차까지 서로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4 weeks groups vs. 8 weeks groups: p >.05). 

저항성 운동 4주차군(1195.71± 63.47 g vs. 998.57±43.75 g, p <.01)과 8

주차군(1464 ±46.5 g vs. 1286 ±82.64 g, p <.05) 모두에서 우수군이 열세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중량을 들어 올렸으며, 집단 간과 집단 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4주차군(p <.001)과 8주차군(p <.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관련 유전자 발현양상 변화

4주차(CON4)와 8주차 통제군(CON8)을 기준으로 4주차 저항성 운

동군(A: H-RT4, L-RT4)과 8주차 운동군(B: H-RT8, L-RT8)의 BeadAr-

ray data에서 M-value를 이용하여 filtering 단계를 거쳐 hierarchical 

cluster와 tree view를 통하여 전체 유전자(Detection p-value .01 이하)와 

집단별 발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M-value 1.0 이상, Diff-

score 30 이상)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4주차 운동집단을 살펴보면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군이 

감소한 유전자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저항성 운동 우수군에서 뚜렷한 발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반면

에 8주차 운동군에서는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군이 증가한 

유전자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항성 운동군 간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4주차와 

8주차 통제군을 기준으로 각각 4주차(H-RT4, L-RT4)와 8주차 운동군

(H-RT8, L-RT8)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주차군에서 통제군을 기준으로 저항성 운동 우수군(35개 유전자 

증가, 6개 유전자 감소)과 열세군(19개 유전자 증가, 7개 유전자 감소) 

모두에서 2배 이상(M ≥1.0 or M ≤-1)의 발현 증가를 보인 유전자는 17

개였으며, 감소를 보인 유전자는 4개였다(데이터 미제시). 그리고 24개

의 유전자가 열세군에 비하여 우수군에서 2배 이상 발현의 차이가 나

타났으며, 이 중 Hp, Ahsg, Ambp, Timp1, Hmox1, Myh6, Mt1a, Igfbp1, 

Gc, LOC259246, LOC298109, LOC259244, Apoh, MGC72973, Fetub, 

Itih3, Mup4, Mup5, Slpi, Serpina1 유전자는 발현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Dscr1, Atf3, Nr4a3, Tnfrsf12a 유전자는 발현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에 8

주차군에서는 통제군을 기준으로 저항성 운동 우수군(7개 유전자 증

가, 14개 감소)과 열세군(2개 유전자 증가, 13개 감소) 모두에서 2개 유

전자의 발현 증가와 9개 유전자의 발현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열세

군에 비해 우수군에서 2배 이상의 Ankrd1 유전자 발현 증가와 Egr1 

유전자 발현 감소가 나타났다.

3. qPCR 분석 결과

qPCR data는 Gapdh와 비교한 상대적인 수치(dCt= gene-Gapdh)를 

이용하여 normalization한 Gapdh 대비 상대적인 유전자 발현의 차이 

값(2n-dCt)을 이용하였으며, BeadArray data는 각 유전자 prob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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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the maximum lifting weight. Groups, H-RT, L-RT; Condi-
tions, 1 week to 8 weeks. Values are mean±SD. H, high performance group; 
L, low performance group. *p<.05 H-RT4 vs. L-RT4; †p<.05 H-RT8 vs. L-R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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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erarchical clustering: whole data vs. significant data of resistance 
training groups. Expressed genes of resistance trained groups in contrast 
with control group; hierarchical clustering data of 4 weeks groups (A) and 
8 weeks groups (B). BeadArray data represents the relative difference in 
gene expression of resistance training groups compared to control groups. 
Increased genes are shown in progressively brighter shades of red, and 
decreased genes are shown in progressively brighter shades of green. Val-
ues unit are expressed as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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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verage signal 값을 이용하였다. 두 data 모두 4주차와 8주차 통제군

에 대한 4주차와 8주차 저항성 운동 우수군과 열세군에서의 발현 변

화를 확인함으로써 BeadArray data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 3과 같다. 

Fig. 3에서와 같이 저항성 운동에 대한 유전자 발현의 증가와 감소

의 패턴이 qPCR data와 BeadArray data 간 모든 유전자에서 서로 유사

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  

Microarray 기술은 대규모 유전자 발현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추

후 연구를 위한 잠재적인 표적과 신호전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용

한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왔다[21].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다양한 손상

과 저항성 운동과 같은 근비대 유도를 위한 자극 후 골격근에서 근 손

상, 염증, 단백질 합성과 세포수준에서의 기전연구를 위해 관련된 유전

자 발현양상을 microarray 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1-16]. 그러나 이와 같이 대규모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에 효과적인 분

석 툴로 알려진 microarray 기술을 활용한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관련 

유전자 도출을 위한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whole-genome expression인 RatRet-12 Expression 

BeadChip (Illumina)을 활용하여 8주간의 저항성 운동 후 저항성 운

동 수행 수준 차이에 따른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을 통하여 저항성 운

동수행능력 관련 유전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

용한 BeadChip은 NCBI RefSeq database (Release 16)를 기초로 하여 50 

Table 2. Expressed genes of resistance trained group in contrasts with 4- and 8-weeks control groups      

Accession
 number

Symbol Definition Class/Function
Expression ratio

H4/C4 L4/C4 Diff. H8/C8 L8/C8 Diff.

NM 012582 Hp Haptoglobin Acute-phase response 2.28 1.20 1.08 0.24 0.13 0.11
NM 012898 Ahsg Alpha-2-HS-glycoprotein Acute-phase response 2.65 1.41 1.24 - - -
NM 012901 Ambp Alpha 1 microglobulin/bikunin Anti-inflammatory response 3.01 1.55 1.46 0.35 - -
NM 053819 Timp1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1 C21-steroid hormone biosynthesis 1.53 0.18 1.35 -0.01 -0.01 0.00
NM 153724 Dscr1 Down syndrome critical region 

 homolog 1 
Calcium-mediated signaling -0.61 0.75 1.36 -1.09 -1.44 0.35

NM 012912 Atf3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1 Gluconeogenesis -0.94 0.48 1.42 -1.79 -2.26 0.47
NM 012580 Hmox1 DnaJ-like protein Heme oxidation 1.45 0.08 1.37 -0.70 -0.54 0.16
NM 012551 Egr1 Prostaglandin-endoperoxide 

 synthase 2
Learning and/or memory -0.39 -0.57 0.18 -2.72 -1.21 1.51

NM 017239 Myh6 Myosin binding protein H Muscle development 1.08 0.07 1.01 -0.28 -0.19 0.09
NM 138826 Mt1a Nuclear receptor subfamily 4, group A, 

 member 3 (Nr4a3), transcript variant 1
Nitric oxide mediated signal 
 transduction

1.01 0.00 1.01 -0.35 -0.23 0.12

NM 013144 Igfbp1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1

Regulation of cell growth 1.87 0.30 1.57 0.12 - -

NM 031628 Nr4a3 Nuclear receptor subfamily 4, group A, 
 member 3 (Nr4a3), transcript variant 1

Regulation of transcription, 
 DNA-dependent

-1.16 0.39 1.55 -1.58 - -

NM 012564 Gc Group specific component Vitamin D metabolism 3.01 1.60 1.41 0.09 - -
NM 147214 LOC259246 Alpha-2u globulin PGCL1 Unknown 3.43 1.89 1.54 0.48 -0.39 0.87
NM 203512 LOC298109 Alpha-2u globulin PGCL2 Unknown 3.26 1.4 1.86 0.73 0.18 0.55
NM 147212 LOC259244 Alpha-2u globulin PGCL3 Unknown 2.54 1.00 1.54 0.30 0.08 0.22
NM 013220 Ankrd1 Ankyrin repeat domain 1 Unknown 0.84 -0.10 0.94 0.08 -1.67 1.75
NM 001009626 ApoH Apolipoprotein H Unknown 2.99 1.61 1.38 - - -
NM 198776 MGC72973 Beta-glo Unknown 0.41 1.41 1.00 -0.24 -0.20 0.04
NM 053348 Fetub Fetuin beta Unknown 1.64 0.51 1.13 - - -
NM 017351 Itih3 Inter-alpha trypsin Unknown 1.74 0.71 1.03 -0.09 -0.19 0.10
NM 198784 Mup4 Major urinary protein 4 Unknown 2.26 0.61 1.65 0.29 0.24 0.05
NM 203325 Mup5 Major urinary protein 5 Unknown 2.24 0.69 1.55 0.53 0.28 0.25
NM 053372 Slpi Secretory leukocyte peptidase inhibitor Unknown 1.22 0.21 1.01 -0.15 0.34 0.49
NM 022519 Serpina1 Serine (or cysteine) proteinase inhibitor, 

 clade A, member 1 
Unknown 2.82 1.23 1.59 0.14 - -

NM 181086 Tnfrsf12a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superfamily, member 12a

Unknown -0.30 0.71 1.01 -0.94 -1.63 0.69

Differential expression of genes in the rat skeletal muscle after 4- and 8-weeks of resistance ladder exercise as revealed by BeadArray analysis. An expres-
sion ratio (exercise group vs. control group) of ≥1 or ≤-1 was considered to reflec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old, statistically signifi-
cant (M>1 or M<-1 (fold >2)). Symbol, unigene symbol; H, high performance group; L, low performance group; C,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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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의 probe를 갖는 22,523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유전자

당 30개 이상의 bead를 가지고 있고, 각각 유전자의 발현강도를 사용

하는 대신 30개 이상의 유전자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오차 값을 이용

하여 data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3], 한 번 분석으로 각 sequence당 30

번 이상의 반복실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다 강

력한 툴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BeadArray 결과 4주간의 저항성 운동 후 저항성 운동 우수군과 열

세군에서 2배 이상의 발현의 증가를 보인 20개 유전자와 감소를 보인 

4개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이 유전자들 중 acute-phase response 관련된 Hp와 Ahsg 유전자는 

우수군에서 열세군에 비해 각각 2.11배와 2.36배 발현의 증가가 나타

났다. Hp는 antimicrobial, antioxidant, antibacterial activity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acute-phase response를 조절한다. 특히 Hp는 헤모글로빈

과 강력한 친화력이 있어 혈장에서 유리 헤모글로빈과 쉽게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복합체는 사구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장의 산화적 손상과 철분의 손실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

으며, 항산화제로써 Hp는 immunomodulatory 특성을 보이는 혈장에

서 positive acute-phase glycoprotein으로도 작용한다[22,23]. 또한 주로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Hp는 IL-6, IL-1β, TNF-α 분비에 의해 생성이 유

도 된다[24]. 그리고 Ahsg는 endocytosis, 뇌의 발생과 골 조직 형성 등

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골 성장과 재형성의 조절자로서

의 작용[25]과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로 보고되었다[26].

이 외에도 Anti-inflammatory response 관련 Ambp 유전자(2.75배)

는, C21-steroid hormone biosynthesis 관련 Timp1 유전자(2.55배), 

Heme oxidation 관련 Hmox1 유전자(2.58배), muscle development 관

련 Myh6 유전자(2.01배), Nitric oxide mediated signal transduction 관

련 Mt1a 유전자(2.01배), regulation of cell growth 관련 Igfbp1 유전자

(2.97배), Vitamin D metabolism 관련 Gc 유전자(2.66배)와 기능이 아

직 밝혀지지 않은 10개의 유전자가 우수군에서 열세군에 비해 유의하

게 발현의 증가가 나타났다.

Ambp는 alpha-1 microglobulin과 bikunin을 분해하는 전구체와 혈

장에서 분비되는 복합 당단백을 암호화하고, trypsin inhibitor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Timp1은 금속단백분해효소 억제제(metallo-

proteinase inhibitor)로 작용하며, 성장인자로서 세포 분화(differentia-

tion), 세포 이동(migration), 세포사(cell death)를 조절하고 CD63과 

Itgb1을 통해서 세포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 한

편 Popovici et al. [28]은 Igfbp1 mRNA와 단백질 모두 저산소증 상황

에서 발현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Leu 와 George [29]는 Igfbp1을 세

포 사멸에서 p53/Bak-dependent pathway의 negative regulator로 보고하

였다. 그리고 Gc는 간에서 합성되고 혈장 내 주요 vitamin D-binding 

protein으로 체내 비타민 D 대사에 관여하며[30], 비타민 D와 혈장 대

사물과 결합되어 표적 조직으로 이들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또한 Gc 단백질은 손상과 염증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31]. 

그리고 Mehdi et al. [32]은 ApoH cDNA를 간암 세포 주에서 복제 분리

하여 염증성 메디아에서 배양시킨 후 ApoH mRNA의 발현의 감소를 

보고하고, ApoH를 negative acute-phase protein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ApoH는 지단백질 대사, 혈액응고(coagulation), 항인지질 자가항체(an-

tiphospholipid autoantibodies) [33]의 생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적 

pathways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Oh와 Oh [20]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저항성 운동 

후 Hp, Ahsg, Ambp, Timp1, Ifgbp1, Gc, ApoH, Mup4, Mup5, Serpina1 

유전자의 발현의 증가를 보고하고 이들 유전자를 저항성 운동 관련 

후보 유전자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4주간의 저항성 운동으로 우수군에서 열세군에 비해 Dscr1 

(calcium-mediated signaling), Atf3 (Gluconeogenesis), Nr4a3 (regulation of 

transcription), Tnfrsf12a 유전자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8주

간의 저항성 운동에서는 아직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Ankrd1 유전자만

이 열세군에 비해 우수군에서 3.36배 증가하였고, 학습/기억과 관련된 

Egr1 유전자에서 열세군에 비해 2.85배 감소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8주간의 저항성 사다리 운동 후 운동 수행 

수준 차이에 따라 발현의 증가를 보인 유전자 21개와 감소를 보인 유

전자 5개를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관련 유전자로 제안하며, 향후 이들 

유전자들을 표적으로 생물학적, 기능적 기전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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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qPCR data with BeadArray data. The mount of mRNA 
is shown relative to Gapdh expression. Both qPCR and BeadArray results 
showed concordant directional as well as proportional changes. Values are 
mean±SD (aPCR data). H, high performance group; L, low perform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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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array 분석 기술 툴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유전자 발현을 분석을 통

하여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군을 중심으로 gene ontology 분석

을 활용한 유전자들 간의 생물학적/기능학적 pathway를 밝히는 것이 

주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발현의 차이를 보인 후보 유전

자군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유전들 간의 생물학적, 기능학적 상

호관계를 분석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동물에게 적용된 저항

성 사다리 운동은 최초 점증적인 과부하하에서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을 계획하였으나, 운동 우수군과 열세군 간의 운동수행능력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4주차 이후 8주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과부하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eadArray data와 qPCR data 모두에서 운동 4주 후 유전자 발현의 증

가를 보였으나 4주 이후 8주차에서는 오히려 발현의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microarray 기술을 이용

하여 저항성 운동수행능력 관련 유전자를 도출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써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특정 수행능력 관련 유전자 기능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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