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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엽염은 말의 발굽을 지지하는 결합조직인 제엽의 기저막에 문

제가 생겨 골과 발굽 사이의 견고한 연속성이 소실되는 증상을 보인다. 

제엽염을 유발하는 특이적인 분자 인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식이, 위

장관계 문제, 제왕절개수술 후유증,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전신병(systemic disease)이 이차적으로 발

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엽염의 진단을 위한 생체지표 후보를 

발굴하고자 질량분석법을 통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과 정상 

말의 혈장 내 단백질을 동정한 후, 단백질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실험적으로 유발된 제엽염에 대한 연구를 위해 small RNA sequencing을 

적용하여 올리고당 투여를 통한 급성 제엽염 전, 후 혈장 내 존재하는 

miRNA와 piRNA를 동정하고, 그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

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만 발현되는 단백질 중 가장 

높은 발현량을 나타낸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와 정

상 말에 비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량이 

높은 alpha-1-antiproteinase 2를 선별 할 수 있었고, 올리고당 투여에 따

른 실험적 제엽염 유발 유무에 따라 miRNA와 piRNA fraction 내 small 

RNA의 크기별 발현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제엽염 유발 전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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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후 혈장에서 더 높은 발현량을 나타내는 3 종의 miRNA 

(eca-miR-451, -miR-27a, -miR-143)와 1 종의 piRNA (piR-61646)를 확인 

및 선별 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자연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진단을 

위한 생체 지표 후보 단백질 및 miRNA 및 piRNA를 발굴할 수 있었으

며, 이를 임상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엽염을 조기 진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제엽염, 생체 지표, 혈장, 단백질분석, miRNA, piRNA

학  번 : 2014-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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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엽염은 말의 발굽을 지지하는 결합조직인 제엽의 기저막에 문

제가 생겨 골과 발굽 사이의 견고한 연속성이 소실되는 질병으로, 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32, 37]. 제엽염의 발생 원인과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만, 대사증후군, 탄수화물 과식증, 독혈증, 

패혈증, 발굽의 과도한 충격 등에 의해서 유발 될 수 있다 [14, 17, 21]. 

미국에서는 연 2%의 제엽염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고, 제엽염 발병률의 

반 정도는 목초지에서 방목되는 개체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15, 32, 47]. 발병 단계에 따라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제엽과 기

저막의 분리가 시작되는 발생기(developmental phase), 제엽의 붕괴와 심

각한 파행이 나타나고, 제3지골이 발굽 내에서 변위를 일으키는 급성기

(acute phase), 제3지골이 심한 변위를 일으켜 발바닥을 뚫고 나오는 회

복이 불가능한 만성기(chronic phase)로 나누어진다 [38]. 발생기와 급성

기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성기

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안락사에 이르게 된다 [38].

이러한 제엽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적합한 실험 모델을 개발하

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녹말, 귀리, 목분 등을 이용하

여 실험적 제엽염 유발하였다 [17]. 또한 올리고프럭토즈(oligofructose)를 

주입하여 실험적 제엽염 연구에 사용하였다 [4, 14]. 이러한 실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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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함께 제엽염의 임상적 진단을 위한 생체지표(biomarker)를 발굴

하기 위해 제엽염에 걸린 말의 혈장, 혈청, 조직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28, 30, 31, 32].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 MS)은 시료로부터 이온화된 분자

나 원자들의 질량 대 전하 비(m/z)에 따라 분리하여 측정하는 분석법으

로써, 혈액과 혈장, 혈청 등과 같은 시료 내 펩타이드의 질량 정보를 기

존에 알려진 단백질 정보과 비교함으로써 단백질 동정(protein 

identification) 연구에 흔히 사용 된다 [5, 49]. 특히, 질량분석법 중의 하

나인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를 적

용하여 다발성 경화증 [16], 간 질환 [19, 33] 그리고 다양한 암 [13, 18, 

41] 등 수많은 인간 관련 질병과 소 제엽염 [12], 말 재발성 포도막염 

[52] 등 가축 동물 관련 질병에 대한 생체 지표를 발굴하고자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 올리고당 투여에 의해 유발된 

말의 실험적 제엽염을 진단하고자 LC-MS/MS를 적용하여 생체 지표 후

보 단백질인 myosin-9를 발굴하였다 [2].

Noncoding RNA (ncRNA)는 단백질을 인코딩(encoding)하지는 않

지만, 유전자 조절(gene regulation)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RNA 

분자이다 [50]. 그 중, 마이크로알엔에이(miRNA)는 19~25 nt 길이를 가진 

small RNA로써,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표적 메신저알엔에이(mRNA)

에 결합하여 표적 mRNA들을 분해하거나 단백질 번역을 억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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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miRNA는 다른 RNA와 비교하였을 때, 

온도와 pH의 변화 및 RNase에 의한 분해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내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그리고 여러 장기 조직과 더불어 

소변, 혈청, 혈장, 눈물, 침, 뇌척수액, 모유 등의 비 침습적(non-invasive) 

샘플에서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51]. 따라서 최근 많은 연구에서 각

종 질환 및 생리학적 조건에 있어 생체지표(biomarker)로써 miRNA 역할

이 입증되었다 [43].

파이알엔에이(piRNA)는 miRNA 보다 더 긴 26~32 nt 길이를 가진 

small RNA로써, Piwi 단백질(protein)과 상호작용하여 트랜스포존

(transposon)과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7]. 

piRNA는 게놈(genome) 내 유전자간 반복적인 부분(intergenic repetitive 

element)과 piRNA 집단(cluster)로부터 발현되고, miRNA와 같이 여러 장

기 조직과 혈청, 혈액 등의 체액에도 존재 한다고 알려져 있다 [24, 43]. 

그리고 miRNA와 더불어 체액 내 piRNA는 이미 몇몇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생체지표로써 제안되고 있다 [44].

이와 같은 miRNA와 piRNA의 동정 및 분석을 위해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적용한 small RNA 

sequencing이 사용되고 있다 [44]. 이는 새로운 miRNA 종 발굴과 낮은 

발현량을 가진 piRNA 분석에 있어서 기존 분석법인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ray) 및 RT-qPCR과 달리 제한성이 없다 [4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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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과 정상말의 혈장 내 단백질을 동정한 후, 단백질 발현량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small RNA sequencing을 적용하여 올리고당 투여를 통해 실험

적으로 급성 제엽염이 유발된 말에서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 존재

하는 miRNA와 piRNA를 동정하고, 그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엽염의 임상적 진단을 위한 생체지표 후보 단백질과 miRNA 및 

piRNA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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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시약

재료 및 방법에서 출처가 기술된 재료를 제외한 모든 시약은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1. 자연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말의 혈장 

내 단백질을 이용한 생물지표 발굴

1.1. 실험동물 및 혈장 채취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약 600 kg의 말(Equus caballus)로써, 

정상 말 1두와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 2두를 사용하였다. 제엽

염 유발 여부는 전문적인 수의사에 의해 미국 말 수의사협회에서 제시한 

파행 등급 시스템에 따라 평가 및 진단되었다 [46]. 혈액은 경정맥으로부

터 채혈하여 BD vacutainer EDTA-K2 10.8 mg (6 ml)에 넣은 후, 원심분

리기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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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백질 절편화

말의 혈장 단백질은 SDS-PAGE 전기영동법을 사용하여 크기순으

로 분리하였으며, 단백질이 분리된 젤은 동일한 크기로 5등분하였다. 각

각의 젤에 50% 아세토나이트릴(acetonitrile, ACN)이 포함된 50 mM 탄산

수소암모늄 (NH4HCO3)을 첨가하여 쿠마시브릴리언트블루(coomassie 

Brilliant Blue, CBB)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vortexing으로 혼합하였다. 

그리고 100% 아세토나이트릴로 탈수(dehydration)한 후, SpeedVac을 사

용하여 20분 동안 진공 건조하였다. 젤을 분해 (Digestion)하기 위해서 젤 

조각들을 10 mM DTT가 포함된 50 mM 탄산수소암모늄에 56℃에서 45

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55 mM 요오드아세트아미드(iodoacetamide)가 

포함된 50 mM 탄산수소암모늄을 첨가하여 암실에서 30분 동안 시스테

인 알킬화(cysteine alkylation)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2.5 ng/µl 
sequencing grade modified trypsin (Promega, Madison, WI)이 포함된 50 

mM 탄산수소암모늄 (pH 7.8)에 젤 조각들을 넣은 후, 37℃에서 오버나이

트(overnight)하였다. 젤이 완전히 분해된 후, 트립신펩티트(tryptic 

peptide)를 추출하기 위해서 5% 포름산(formic acid)이 포함된 50% 아세

토나이트릴 용액을 첨가하여 2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상층액을 

모아 SpeedVac으로 건조한 후, 0.1% 포름산으로 재부유하여 정제하였으

며, MS 분석 전 C18 ZipTips (Millipore, MA)를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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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ano-LC-ESI-MS/MS 분석

정제된 트립신펩티드는 C18 역상 수지 (5 µm, 200 Å)로 구성된 

용융실리카 마이크로인젝션 컬럼 (12 cm x 75 µm)에 넣어 분리하였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는 다음과 같은 선형 그레디언트(linear 

gradient) 하에 60분 동안 250 nL/min의 유량으로 수행하였다: 3-40% 용

매 B (0.1% 포름산이 포함된 ACN), 옹매 A (0.1% 포름산이 포함된 증류

수). 컬럼은 nano-electrospray ion source가 장착된 LTQ linear ion-trap 

mass spectrometer (Finnigan, CA)에 곧바로 연결하였다. 전기 분무 전압

(electrospary voltage)은 1.95 kV이고, MS에서 MS/MS로 전환하기 위한 

역치 값은 500이었다. MS/MS에 대한 정규화된 충돌에너지는 main radio 

frequency amplitude (RF)의 35%, 지속 시간은 30 ms 이었다. 모든 스펙

트라는 data-dependent scan mode에서 얻었다 [22]. 각 전체 MS 스캔은 

가장 강한 피크(peak)부터 전체 MS에서 다섯 번째로 강한 피크까지에 해

당하는 5개의 MS/MS 스캔에 기인하였다. 동적 배제(dynamic exclusion)에 

대한 피크의 반복 횟수는 1이었고, 그 반복 시간은 30 s 이었다. 동적 제

외 시간은 180 s로 설정하였고, 배제 질량의 폭은 ±1.5 Da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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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확인

생산된 LC-ESI-MS/MS fragment 스펙트라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http://www.ncbi.nlm.nih.gov/)의 SEQUEST 검

색 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BioWorkBrowser™ (Version Rev. 3.3.1 SP1,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CA)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조건은 

trypsin enzyme specificity와 2개의 missed cleavage에 대한 permissible 

level, peptide tolerance 등 이었다. 

2. 실험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말의 혈장 

내 소형 리보핵산을 이용한 생물지표 발굴

2.1. 실험동물과 제엽염의 실험적 유발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웜블러드(warm-blood)종의 말(Equus 

caballus) 1마리로 연령은 20세, 체중은 약 600 kg 이었다. 실험 전까지 3 

개월 동안 마방에서 관리되었다. 제엽염 유발을 위해 프락토올리고당 

(썬 올리고 P2℗, ㈜큐원, 한국)을 사용하였다. 최초 3일간은 1 g/kg의 유

도 용량을 투여한 후, 10 g/kg의 유발 용량을 1일 2 회에 걸쳐 비위강

(nasogastric)튜브로 추가 투여하였다. 유발 용량 투여 후 체온, 발굽열감, 

심박수, 파행등급, 기타 임상증상 등을 2 일 동안 측정 및 평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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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는 안락사 후 실시하였다 

[1].

2.2. 혈장 채취와 RNA 추출

제엽염 유발 전 혈장은 유도용량 투여 전에 경정맥으로부터 채

혈하여 BD vacutainer EDTA-K2 10.8 mg (6 ml)에 넣은 후 원심분리기로 

3,000 rpm에서 10분 원심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그리고 제엽염 유발 후 

혈장은 안락사 전에 경정맥으로부터 채혈한 후 BD vacutainer EDTA-K2 

10.8 mg (6 ml)에 넣은 후 원심분리기로 3,000 rpm에서 10분 원심 분리

하여 채취하였다 [2].

혈장 내 전체 RNA를 추출하기 위해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50~70 ml을 사용하였다. 30 ml teflon 튜브에 혈장과 trizol 용액의 비율

이 3:1이 되도록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혼합하였다. 혼합된 샘플을 4℃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Trizol 용액 0.75 ml 당 클로로포름

(chloroform) 0.2 ml을 넣고 15초 동안 흔들어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4℃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에서 14,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

였다. 이 후 상층액을 확보하여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ohol)과 1:1

로 혼합한 후 4℃에서 15분 반응시켰다. 그리고 4℃에서 1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고, 상층액을 모두 제거하였다. Washing 과정으로 

RNA 침전물에 70% EtOH 20 ml을 넣은 후 4℃에서 8,000 rpm으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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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모두 제거한 후 RNA 침전물에 250 µl의 

HPLC water를 넣어 RNA를 1차 추출하였다. 혈장 내 다량 존재하는 단

백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추출된 RNA 샘플에 0.75 ml trizol 

용액을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혼합하였다. 혼합된 샘플은 1차 RNA 추

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washing 과정 후 상층액이 모두 제

거된 튜브는 상온에서 RNA 침전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치하였다. 

이 후, HPLC water 100 µl을 넣어서 elution을 한 후, DNase I을 상온에

서 15분 처리하여 순수한 전체 RNA를 추출하였다.

2.3. 라이브러리 제작 및 시퀀싱

전체 RNA의 상태는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를 사용하여 RIN (RNA integrity number) 값

으로 평가되었다. 7 이상의 RIN 값을 가진 전체 RNA는 15%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polyacrylamide gel)로 크기순으로 분리한 후, 18~32 nt 크기

의 small RNA를 젤로부터 순수 분리하였다. Small RNA 라이브러리는 

TruSeq Small RNA Sample Prep Kit (Illumina, San Diego, CA)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제작되었다. 순수 분리된 small RNA의 양 끝 말단에 5’

어댑터 (5’-GUUCAGAGUUCUACAGUCCGACGAUC-3’)와 3’어댑터 

(5’-UCGUAUGCCGUCUUCUGCUUGUidT-3’)를 각각 결합하였다. 그리

고 외가닥의 상보적(single-stranded) cDNA를 만들기 위해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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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AAGCAGAAGACGGCATACGA-3’)를 사용하여 역전사 반응

(reverse-transcription reaction)을 수행하였다. 그 후, cDNA는 

5’-AATGATACGGCGACCACCGACAGGTTCAGAGTTCTACAGTCCGA-3’

와 5’-CAAGCAGAAGACGGCATACGA-3’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 증

폭되었다. 증폭된 cDNA는 다시 젤을 사용하여 순수 분리한 후, 시퀀싱 

프라이머 (5’-CGACAGGTTCAGAGTTCTACAGTCCGACGATC-3’)를 사

용하여 HiSeq2000 (Illumina) 장비로 시퀀싱하였다 [23].

2.4. 시퀀싱 데이터 분석

Small RNA 시퀀싱으로부터 생성된 FASTA 파일은 CLC 

Genomics Workbench version 6.5.1 (CLC bio, Aarhus, Denmark)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Small RNA 시퀀스 read들은 데이터 품질(quality)과 

15~55 nt 크기 기준으로 필터링 되어졌다. 필터링 후, 어댑터 시퀀스가 

제거된 clean read들은 miRBase release 21 (http://www.mirbase.org/)로부

터 다운받은 말의 miRNA 시퀀스에 매핑(mapping) 하였다. miRNA와 

ncRNA에 매핑되지 않은(unannotated) read들은 piRNApredictor software 

(http://59.79.168.90/piRNA/analysis.php)를 사용하여 piRNA 후보자

(candidate)를 선별 한 후, RNAdb2.0 (http://research.imb.uq.edu.au/rnadb/)

로 부터 다운받은 기존에 알려진 사람, 마우스, 렛트의 piRNA에 매핑하

여 보존된(conserved) piRNA를 발굴하였다 [29]. 모든 매핑 옵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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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tch와 gap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perfect match)한 것만 

선택하였다. 매핑된 read들은 전체 read에 대해 RPM (Reads Per Million) 

값으로 표준화(normalization)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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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상 말과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 단

백질 분석

Nano-LC-ESI-MS/MS 분석을 통해서 정상 말의 혈장과 자연적으

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종류를 비교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정상 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종류는 총 

49 종으로 그 중 35 종은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발현되었다. 그리고 14 종의 단백질이 정상 말의 혈장 내에

서만 발현되었다.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종류는 총 46 종으로 정상 말의 혈장 내 발현되는 단백질과 비

교하였을 때 11 종의 단백질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만 발현되었다(그림 1).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이 

높은 단백질

정상 말의 혈장과 비교하였을 때,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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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혈장에서만 발현되는 단백질 11 종은 표 1에 나타내었으며, 그 중 

peptide ratio (각각의 단백질 peptide 수/전체 단백질 peptide 수)가 가장 

높은 단백질은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 (ITH4)이었

다. 그리고 정상 말의 혈장과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

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 35 종 가운데, 정상 말의 혈장에 비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이 높은 단백질을 

fold change > 2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정상 말

의 혈장에 비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alpha-1-antiproteinase 2 (SPI2), beta-2-glycoprotein 1 (ApoH)-like, 

fibrinogen beta chain (FGB) isoform 2가 각각 5.24, 2.59, 2.18 배 높은 

발현량을 나타내었다.

정상 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이 높은 단백질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과 비교하였을 때, 정상 

말의 혈장에서만 발현되는 단백질 14 종은 표 2에 나타내었으며, 그 중 

peptide ratio가 가장 높은 단백질은 Semaphorin-4F (SEMA4F)이었다. 그

리고 정상 말의 혈장과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모두 발현되는 단백질 35 종 가운데,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에 비해 정상말의 혈장 내에서 발현이 높은 단백질을 fold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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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에 비해 정상 말의 혈장 내에서 lactotransferrin (LTF)

가 2.21 배 높은 발현량을 나타내었다.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 small RNA 분석

Small RNA 시퀀싱을 통해서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에 존재

하는 small RNA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에서 발현되는 small RNA는 크게 20~25 nt 크기를 가지는 miRNA 

fraction과 26~33 nt 크기를 가진 piRNA fraction으로 나누어졌다(그림 

4A). 제엽염 유발 전 혈장 내 miRNA fraction에서는 23 nt small RNA가 

가장 많이 발현되었으나, 제엽염 유발 후 혈장에서는 22 nt small RNA가 

가장 많이 발현되었다. piRNA fraction에서는 32 nt small RNA가 제엽염 

유발 전, 후 모두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었다. 전체 small RNA 가운데, 

miRNA와 piRNA fraction에 각각 속하는 miRNA와 piRNA, 그리고 그 외 

ncRNA 등의 발현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miRNA의 발현 비율은 제

엽염 유발 전, 후 각각 14.36%였으나, 제엽염 유발 후에는 3.98%로 감소

하였다. 또한 그 외 ncRNA도 제엽염 유발 전 7.10%에서 제엽염 유발 후 

1.43%로 발현 비율이 감소하였다(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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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 miRNA 분석

전체 miRNA 중 제엽염 유발 전, 후 모두에서 RPM 값이 1 이상

인 miRNA에 대해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엽염 유발 전 혈장과 비

교하여 제엽염 유발 후 혈장에서 발현량이 더 높은 miRNA 상위 10 종

은 eca-miR-451, -miR-29b, -miR-27a, -miR592, -miR-7, -miR-899, 

-miR-143, -miR-19a, -miR-101, -miR-660 이었다(표 3). 그 중 

eca-mir-451, -miR-27a, -miR-143은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제엽염 유발 

후 각각 29.92배, 22.05배, 14.64배 발현량이 높았으며, 더불어 다른 상위 

10 종의 miRNA에 비해 제엽염 유발 후 RPM 값이 각각 848.95, 4297.37, 

1103.98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5).

제엽염 유발 후 혈장과 비교하여 제엽염 유발 전 혈장에서 발현

량이 더 높은 miRNA 상위 10종은 eca-miR-92b, -miR-423-5p, 

-miR-9178, -miR-9177, -miR-7177b, -miR-423-3p, -miR-149, -let-7a, 

-miR-1301, -miR-328 이었다(표 4). 그 중 제엽염 유발 전 eca-miR-92와 

–miR-423-5p의 발현량은 제엽염 유발 후에 비해 각각 8.25배, 6.40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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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 piRNA 분석

전체 piRNA 중 제엽염 유발 전, 후 모두에서 RPM 값이 1 이상

인 piRNA에 대해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엽염 유발 전 혈장과 비

교하여 제엽염 유발 후 혈장에서 발현량이 더 높은 piRNA는 piR-61646, 

piR-72416와 piR-72415 이었다(표 5). 그 중 piR-61646는 제엽염 유발 전

에 비해 제엽염 유발 후에 발현량이 9.41배로 가장 높았다(그림 6). 그리

고 piR-72416와 piR-72415의 발현량은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제엽염 유

발 후 각각 1.89배, 1.53배 더 높았다. 

제엽염 유발 후 혈장과 비교하여 제엽염 유발 전 혈장에서 발현

량이 더 높은 piRNA는 piR-64143, piR-43771, piR-72414, piR-72193, 

piR-72417 이었다(표 6). 그 중 piR-64143은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제엽

염 유발 후에 발현량이 2.91배로 가장 높았으며, piR-43771, piR-72414, 

piR-72193, piR-72417은 각각 2.66배, 2.08배, 1.78배, 1.12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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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no-LC-ESI-MS/MS 분석을 이용한 정상 말과 자연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말의 혈장 내 단백질 종류.



그림 2. 정상 말과 자연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말의 혈장 내 alpha-1-antiproteinase 2과 

beta-2-glycoprotein-1-like 그리고 fibrinogen beta chain isoform 2 단백질 발현량 비교. Fold change > 

2 기준으로 선별. Peptide ratio, 각각의 단백질 peptide 수 / 전체 단백질 peptid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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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 말과 자연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말의 

혈장 내 lactotransferrin 단백질 발현량 비교. Fold change > 2 기

준으로 선별. Peptide ratio, 각각의 단백질 peptide 수 / 전체 단백

질 peptid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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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적인 제엽염 유발 전, 후 웜블러드 말 혈장 내에 존재

하는 소형 리보핵산의 분포.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A) 소형 리보핵산 길이에 따른 분포 (B) 검출된 소

형 리보핵산의 종류와 빈도.



그림 5. 실험적인 제엽염 유발 전, 후 웜블러드 말 혈장 내 존재하는 eca-miR-451과 –miR-27a 그리고 

–miR-143 발현량 비교.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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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적인 제엽염 유발 전, 후 웜블러드 말 혈장 내 존재하

는 piR-61646 발현량 비교.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GI

number
Proteins

M.W

(kDa)

Peptide ratio in blood 

plasma of healthy horse

Peptide ratio in blood plasma 

of horses with 

naturally-acquired laminitis 

(Mean±S.D)

338714655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 91.5 0 0.00676 ± 0.00335

194206059 Angiotensinogen-like 70.1 0 0.00517 ± 0.00014

149701611 Afamin 68.9 0 0.00416 ± 0.00157

338716176 Carboxypeptidase N subunit 2-like 60.4 0 0.00196 ± 0.00153

194208524 Complement factor I 64.4 0 0.00145 ± 0.00081

338714396 Zinc finger protein 512 isoform 2 61.3 0 0.00145 ± 0.00081

194209993 Anionic trypsin-like 26.4 0 0.00139 ± 0.00052

338719856 Serpin A3-8-like 52.6 0 0.00095 ± 0.00010

194216244 Probable arginyl-tRNA synthetase, mitochondrial 65.5 0 0.00095 ± 0.00010

126352550 Complement component C9 precursor 62.0 0 0.00095 ± 0.00010

149708028 C4b-binding protein alpha chain 66.5 0 0.00095 ± 0.00010

표 1. 자연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말의 혈장에서만 발견된 11가지 단백질. Peptide ratio, 

각각의 단백질 peptide 수 / 전체 단백질 peptid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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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number
Proteins

M.W

(kDa)

Peptide ratio in blood 

plasma of healthy 

horse

Peptide ratio in blood plasma of 

horses with naturally-acquired 

laminitis (Mean ± S.D)

194220558 Semaphorin-4F 83.5 0.00214 0

338726265 Keratin, type II cytoskeletal 5 57.4 0.00107 0

338712528 Transformation/transcription  domain-associated 
protein isoform 1 432.8 0.00107 0

194212030 Keratin, type II cytoskeletal 1-like 63.4 0.00107 0

149724778 Pre-mRNA-processing-splicing factor 8 273.6 0.00107 0

149704638 Brorin-like 35.2 0.00107 0

149724389 Membrane primary amine oxidase-like 84.7 0.00107 0

338715608 Fibrous sheath-interacting protein 2-like 788.0 0.00107 0

338722983 Liver carboxylesterase-like isoform 2 62.1 0.00107 0

149738520 Protein AMBP-like 39.0 0.00107 0

149692474 Protein CASC5 257.8 0.00107 0

194225464 Talin-1 269.8 0.00107 0

149759787 Apolipoprotein A-II-like 11.3 0.00107 0

149727266 UDP-glucuronic  acid decarboxylase 1 49.5 0.00107 0

표 2. 정상 말의 혈장에서만 발견된 14가지 단백질. Peptide ratio, 각각의 단백질 peptide 수 / 전체 단

백질 peptid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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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Base ID Sequence
RPM in blood plasma before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RPM in blood plasma after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eca-miR-451 AAACCGUUACCAUUACUGUGUU 28.38 848.95

eca-miR-29b UAGCACCAUUUGAAAUCAGUGUU 0.41 10.51

eca-miR-27a UUCACAGUGGCUAAGUUCCGC 194.87 4297.37

eca-miR-592 UUGUGUCAAUAUGCGAUGAUGU 0.07 1.24

eca-miR-7 UGGAAGACUAGUGAUUUUGUUGU 0.07 1.22

eca-miR-889 UUAAUAUCGGACAACCAUUGU 0.07 1.15

eca-miR-143 UGAGAUGAAGCACUGUAGCUC 75.42 1103.98

eca-miR-19a UGUGCAAAUCUAUGCAAAACUGA 1.20 17.30

eca-miR-101 UACAGUACUGUGAUAACUGAA 11.38 163.00

eca-miR-660 UACCCAUUGCAUAUCGGAGUUG 10.76 153.32

표 3. 실험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웜블러드 말의 혈장 내 발현량이 증가한 10가지 대표

적인 miRNA.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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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Base ID Sequence
RPM in blood plasma before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RPM in blood plasma after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eca-miR-92b UAUUGCACUCGUCCCGGCCUCC 629.51 76.28

eca-miR-423-5p UGAGGGGCAGAGAGCGAGACUUU 1899.35 296.90

eca-miR-9178 UAGGCUGUGGGCUGCAUUUGGC 1.17 0.27

eca-miR-9177 GAGCAGUGGGUGCAGACAGGC 11.34 2.66

eca-miR-7177b AAAUGGUCCCCUAGUGCUCUGG 27.37 6.73

eca-miR-423-3p AGCUCGGUCUGAGGCCCCUCAGU 2827.38 762.64

eca-miR-149 UCUGGCUCCGUGUCUUCACUCCC 2.11 0.59

eca-let-7a UGAGGUAGUAGGUUGUAUAGUU 7627.82 2380.93

eca-miR-1301 UUGCAGCUGCCUGGGAGUGAUUUC 9.20 2.91

eca-miR-328 CUGGCCCUCUCUGCCCUUCCGU 2597.26 847.08

표 4. 실험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웜블러드 말의 혈장 내 발현량이 감소한 10가지 대표

적인 miRNA.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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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quence
RPM in blood plasma before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RPM in blood plasma after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piR-61646 UUGGUGGUUCAGUGGUAGAAUUCUCGCCU 0.41 3.83

piR-72416 UCCCUGGUGGUCUAGUGGUUAGGAUUCG 1.17 2.22

piR-72415 UCCCUGGUGGUCUAGUGGUUAGGAUUC 1.13 1.72

표 5. 실험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웜블러드 말의 혈장 내 발현량이 증가한 3가지 

piRNA.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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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quence
RPM in blood plasma before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RPM in blood plasma after  

experimentally induced laminitis

piR-72414 UCCCUGGUGGUCUAGUGGUUAGGAUU 18.65 8.98

piR-64143 GCAUGGGUGGUUCAGUGGUAGAAUUCUCGC 82.49 28.36

piR-43771 UCCCUGGUGGUCUAGUGGUUAGGAUUCGGC 175.33 65.84

piR-72193 UCCCAUAUGGUCUAGCGGUUAGGAUUCCUG 4.15 2.32

piR-72417 UCCCUGGUGGUCUAGUGGUUAGGAUUCGGCG 112.54 100.40

표 6. 실험적으로 유발된 제엽염 증상을 가지는 웜블러드 말의 혈장 내 발현량이 감소한 5가지 

piRNA. RPM, Reads assigned Per Million mapped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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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제엽염은 패혈증과 내피독성을 일으키는 흉막폐렴 등과 같은 증

상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나, 주된 유발원인은 탄수화물 과식증에 의한 

위장관계 문제이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 포유동물은 탄

수화물 섭취시, 위에서 소화하지 못한 탄수화물이 맹장으로 이동하게 되

고, 정상세균총에 의해 발효되게 된다. 이때 장내 환경은 산성화가 됨에 

따라 균은 사멸하게 되고, 사멸된 균으로부터 생성된 내독소는 장벽을 

통해 혈관내로 흡수되어 기저막 효소인 metalloproteinase에 의한 분해 

촉진과 염증반응을 일으킴에 따라 제엽염이 발생하게 된다 [38].

발생기 및 급성기 제엽염이 만성이 제엽염으로 악화될 경우, 심

각한 증상이 동반됨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그에 

따라 발생기 및 급성기 제엽염의 원인과 기전 규명, 진단을 위한 생체 

지표 발굴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27, 48]. 인슐린, 

올리고당, 검은 호두, 목분 등의 투여를 통한 실험적 제엽염 유발 모델

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1, 28, 30, 31, 32], 각 모델 간의 병

인 기전 및 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상적 진단을 위한 생

체 지표의 발굴과 활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3].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 제

엽염이 유발된 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정상 말과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과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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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백질 발현 비교를 통해 생체 지표 발굴과 관련된 다음 두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Johnson et al. [20]은 말의 혈

청 내 collagen IV 단백질의 발현 분석을 통해 collagen IV를 제엽염에 

대한 생체 지표로써 제시하였다. 그리고 Steelman and Chowdhary [47]는 

말의 혈장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통해 apolipoprotein A-IV를 제엽염에 대

한 생체 지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말과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

장 내 단백질 발현량을 Nano-ESI-MS/MS 분석법을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

써 임상적 진단을 위한 생체 지표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

상 말과 비교하였을 때,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만 발현되는 11 종의 단백질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감염 등에 의한 염증 

변화에 따라 혈중에서 증가한다고 보고된 급성기 단백질(acute phase 

protein) 중의 하나인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 (ITH4)

의 발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6]. 앞선 연구에서 ITH4 발현량은 앞

선 연구에서 올리고당 투여를 통한 제엽염 유발 후 1.5배 증가되었다. 

또한, serpin A3-8-like와 c4b-binding protein alpha chain은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유발 후에 각각 3.2배, 1.6배 발현량이 증가되었다 [2].

정상 말의 혈장과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

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은 35 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정

상 말의 혈장에 비해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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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이 더 높은 단백질은 5 종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급성 염증(acute 

inflammation) 시 혈중 농동가 증가된다고 보고된 SPI2의 발현량이 5.24

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 그리고 앞선 연구에서 

alpha-1-antiproteinase 2 발현량은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유발 후에 

1.04배로 소폭 증가되었다. 또한, fibrinogen beta chain isoform 2는 제엽

염 유발 전에 비해 유발 후에 3.7배 발현량이 증가되었다 [2].

이는 자연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됨에 따라 제엽 조직에 분포하는 

혈관에 영향을 주어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4], 그에 따라 염증반응

에 영향을 받는 ITH4와 SPI2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그리고 올리고당 투여를 통한 제엽염 유발 연구에서 위의 두 단백질 

발현 변화가 적었던 것은 보다 가벼운 염증 반응이 동반되어 단백질 발

현에 적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1].

제엽염 조기 진단을 위한 생체지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혈청 또는 혈장 내 존재하는 단백질의 발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나 혈청 또는 혈장 내에는 알부민(albumin), 글로불린(globulin)과 

같은 단백질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현량이 

적은 단백질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제한성이 있다 [40].

최근 개발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은 RNA sequencing, 

small RNA sequencing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 microarray와 

RT-qPCR 방법에 비해서 민감도가(sensitivity)가 높으며, 새로운 RNA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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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현량이 적거나, 새로운 mRNA 및 small 

RNA의 동정과 발현량을 비교분석하는데 적합하다 [35, 39]. 그 중, small 

RNA sequencing은 전사 후 조절자인 miRNA와 piRNA의 혈장 내 동정과 

생체지표 발굴 등의 연구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암 등 여러 질병 진단을 위한 잠재적 생체 지표로써 조

사 및 연구 되고 있다 [8, 9]. 그리고 소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혈장 

내 miRNA 및 piRNA의 동정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어있다 [43, 

44]. 하지만, 현재 말의 혈장 내 miRNA 및 piRNA의 동정과 질병 관련 

생체지표 발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말의 근질환(myopathic), 연골증

(osteochondrosis)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각각의 조직 내에서 miRNA의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만 보고되었을 뿐이다 [6,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리고당 투여를 통한 실험적 제엽염 유

발 전, 후 혈장 내에서 small RNA sequencing을 사용하여 miRNA와 

piRNA를 동정하고, 그 발현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엽염의 조기 진단

을 위한 새로운 생체 지표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다. Small RNA 

sequencing 결과, 그림 4A와 같이 말의 혈장 내 발현되는 small RNA는 

이전 연구들과 같이 miRNA 및 piRNA 2 개의 fraction으로 나누어졌다 

[11, 43]. 사람 혈장 내 2 개 fraction을 비교하였을 때, miRNA fraction에 

비해 piRNA fraction의 발현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11]. 또한, 소의 혈장 

내 2개 fraction에서도 사람 혈장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3].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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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연구의 말 혈장 내 2 개의 fraction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piRNA 

fraction에 비해 miRNA fraction의 발현량이 더 높았다. 이는 말 혈장 내 

전체 miRNA 발현량이 사람과 소 혈장 내 전체 miRNA 발현량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반대로 말 혈장 내 전체 piRNA 발현량은 사람과 

소 혈장 내 전체 piRNA 발현량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iRNA와 piRNA fraction 내 small RNA의 크기별 발현량을 

비교하였을 때, 사람과 소의 혈장 내 miRNA fraction에서 각각 22 nt와 

21 nt small RNA들이 가장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고, piRNA 

fraction은 사람과 소의 혈장 내에서 각각 32 nt와 31 nt small RNA들이 

가장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11, 43]. 본 연구의 말 혈장 내 

miRNA fraction에서는 22 nt small RNA들이 가장 많이 발현되었으며, 

piRNA fraction에서는 32 nt small RNA들이 가장 많이 발현되었다. 이는 

사람 혈장 내 small RNA의 크기별 발현량과 유사하였다.

말 혈장 내 small RNA의 miRNA fraction을 제엽염 유발 전, 후

로 비교하였을 때,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유발 후 miRNA fraction은 발

현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림 4B와 같이 miRNA fraction 내 miRNA

의 발현 비율은 제엽염 유발 전, 후 차이가 없었다. piRNA fraction은 제

엽염 유발 전에 비해 유발 후 발현량이 감소하였으며, piRNA fraction 내 

piRNA 발현 비율 또한 제엽염 유발 전에 비해 유발 후에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제엽염 유발에 따른 miRNA fraction 내 small RNA의 발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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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miRNA 및 ncRNA의 발현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 miRNA 발현 비교 결과, 제엽염 유

발에 의해 발현량이 증가된 miRNA는 총 137 종이었으며, 표 3과 같이 

eca-miR-451, -miR-29b, -miR-27a, -miR-592, -miR-7, -miR-889, 

-miR-143, -miR-19a, -miR-101, -miR-660이 상위 10종의 miRNA였다. 그

리고 제엽염 유발에 의해 발현량이 감소된 miRNA는 총 54 종이었으며, 

표 4와 같이 eca-miR-92b, -miR-423-5p, -miR-9178, -miR-9177, 

-miR-7177b, -miR-423-3p, -miR-149, -let-7a, -miR-1301, -miR-328이 

상위 10종의 miRNA였다. 그 중, 혈장 내 발현량 (RPM 값 500 이상)이 

높으면서 제엽염 유발 전, 후 발현량 차이가 10 배 이상인 eca-mir-451, 

-miR-27a, -miR-143를 말의 제엽염 진단을 위한 생체 지표 miRNA로 선

별 및 제안하였다 (그림 5). 또한 이 3 종의 miRNA들은 target 단백질의 

mRNA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제엽염 유발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판단되어진다.

제엽염 유발 전, 후 혈장 내 piRNA 발현 비교 결과, 제엽염 유발

에 의해 발현량이 증가된 piRNA는 총 16 종이었으며, 그 중 RPM 값이 

1 이상인 piRNA는 piR-61646, piR-72416, piR-72415였다 (표 5).  반면에 

제엽염 유발에 의해 발현량이 감소된 piRNA는 총 11 종이었으며, 그 중 

RPM 값이 1 이상인 piRNA는 piR-64143, piR-43771, piR-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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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72193, piR-72417이었다 (표 6). 그 중, 제엽염 유발 전, 후 발현량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piR-61646를 말의 제엽염 진단을 위한 생체 지표 

piRNA로 선별 및 제안하였다 (그림 6). 더불어 이는 트랜스포존 유전자

의 발현을 조절하여 제엽염 유발 기전 및 현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

측되어진다.

이와 같은 제엽염 유발에 따른 miRNA와 piRNA의 혈장 내 발현 

변화는 제엽염 유발에 따른 제엽 조직의 파괴에 의해 방출되거나 혈액 

내 면역세포로부터 방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현 변화가 

궁극적으로 제엽염 유발 기전 및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선별된 eca-mir-451, -miR-27a, -miR-143, piR-61646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 제엽염에 대한 임상적 진단을 위

한 생체 지표 후보로써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와 

alpha-1-antiproteinase 2 단백질과 eca-mir-451, -miR-27a, -miR-143 및 

piR-61646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상 말과 비교하였을 때, 자연적 

또는 실험적으로 제엽염이 유발된 말의 혈장 내에서만 존재하거나 발현

량이 증가한 단백질 및 small RNA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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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sma biomarkers useful for

the diagnosis of equine laminitis

Da Young Oh

Laboratory of Environmental Health and Biomarkers

Veterinary Pathobiology and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aminitis is one of the most serious and devastating disease of 

horses, Early diagnosis of laminitis is essential for effective horse care. 

The protein abundance found in plasma may provide vital early 

indicator of disease. Small RNAs, including microRNAs (miRNAs) and 

Piwi-interacting RNAs (piRNAs), have emerged as possible plasma 

markers for animal disea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over a 

diagnostic biomarker for equine laminitis.

We found that 11 proteins were only expressed in plasm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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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s with naturally-acquired laminitis, in comparison with healthy 

horses plasma. Among the proteins,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 exhibited the highest expression level. In addition, among the 

common-expressed 35 proteins, alpha-1-antiproteinase 2 was found to 

be expressed highly in plasma horse with laminitis, in comparison with 

normal horse plasma.

Using small RNA sequencing, we identified 191 miRNA species 

and 27 piRNA species that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in the plasma 

of a warm-blood horse after induction of laminitis. The miRNA species, 

such as eca-mir-451, -miR-27a, and –miR-143, were found to be 

up-regulated in the plasma of the horse after induction of laminitis, 

while piR-61646 was up-regulat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xpression of 

inter-alpha-trypsin inhibitor heavy chain H4 and alpha-1-antiproteinase 

2 and the regulation of eca-miR-451, -miR-27a, -miR-143, and 

piR-61646 in plasma maybe useful for the diagnosis of equine laminitis.

Keywords : Equine laminitis, Biomarker, Plasma, Protein analysis, 

miRNA, piRNA

Student Number : 2014-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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