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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문초록 (Abstract in Korean) 

성체 마우스의 골격근에서 근지구력과 혈당 항상성 유지에  

작용하는 Srg3의 역할 연구 

 

이 원 욱 

생명과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SWI/SNF 복합체는 6가지의 핵심 소단위체와 20가지의 보조 소단위

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SWI/SNF 복합체는 

세포주기 조절 인자인 Cyclin D1과 근육 분화 조절 인자인 Myog의 발

현을 조절하여 세포 주기를 벗어나 분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며, 근육 

분화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근육 세포 분화 기작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

구와는 달리 SWI/SNF 핵심 소단위체에 의한 분화를 마친 성체 근육에

서의 생리학적인 역할은 알려진 바가 없다.  Srg3는 SWI/SNF 크로마

틴 재조합 복합체의 핵심 소단위체로서, 세포 수준의 연구에서 Srg3는 

다른 SWI/SNF 복합체의 proteasomal degradation을 억제하여 

SWI/SNF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rg3는 면역세

포, 생식세포 등의 다른 장기에서의 그 역할이 잘 알려졌지만, 근육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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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능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성체마우스의 근육 발달 및 기능에 작용하는 Srg3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근육 특이적 Srg3 적중 마우스인 MCK;Srg3f/f 

마우스를 이용하였다. 성체 마우스의 체중, 근육의 무게, 근섬유의 크기

를 비교한 결과 근육의 발달은 대조군 마우스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조직학 및 면역염색을 통한 분석에서도 병리학적인 표현형을 보이지 

않았고, 근육의 Fiber type 구성 또한 마찬가지로 대조군과의 차이를 발

견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근육의 기능에서 근지구력이 현저

히 증가한 것을 근지구력 측정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와 더불어, 

글루코스 저항성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Srg3는 근육에서 운동능력과 글루코스의 항

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핵심어: Srg3, SWI/SNF 크로마틴 재조합 복합체, 운동능력,  

근지구력, 혈당 항상성 유지 

 

학번 : 2014-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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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 문 (Introduction) 

 

근육의 해부학적인 구조, 공간적 배열, 특정 인대와 뼈와의 연결은 개

체의 발달 단계부터 전문화되어 비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지속적

으로 신체를 움직이고 골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칙적

이고 체계적이며 완고한 구조를 갖고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근육은 

가변성(Plasticity) 또한 가지는데, 근육 손상, 운동 등의 외부적 자극 

뿐만 아니라 근육 세포 내 다양한 전사 인자에 의한 전사 조절에 의하여 

근섬유의 특성이 변하거나 적응하는 등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나

타내게 된다. 마우스 연구에서, TypeⅠ 근섬유와 TypeⅡb 근섬유에서 

약 30,000개의 유전자의 유전체 분석 결과, 약 1000개의 유전자가 상

반되게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전자들의 일부는 미토

콘드리아, 근육 수축, 당 분해 대사 등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암호화 

하였다(Chemello et al., 2011). 또한, 전사 보조활성인자인 Pgc-1α는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근섬유 Type결정에 역할을 하는데(Gali 

Ramamoorthy et al., 2015), 운동, 칼슘 신호 전달, ROS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고(Olesen et al., 2010), AMPK 신호전달 경로 하위에 존재함이 

알려졌다(Canto et al., 2009). Pgc-1α가 과발현된 마우스에서는 운동

능력이 증가함을 보였고(Calvo et al., 2008), 미토콘드리아의 증가로 인

한 지방대사(β-oxidation)의 활성화에 의해 글루코스 대사가 저해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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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Choi et al., 2008). 근육 특이적 Pgc-1α 적중 마우스 모델

에서는 대다수의 근 섬유가 fast type으로 발달함을 확인하였고, 운동능

력의 감소를 보였다(Handschin et al., 2007).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는 

마우스의 횡문근에서 RNA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크로마틴 재조합 복합

체인 NuRD가 골격근에서 심장근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심장근에서는 반대로 골격근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

제함이 확인되었다(Gomez-Del Arco et al., 2016). 

 전사 활성화 기작의 크로마틴 재배열은 SWI/SNF 복합체에 의하여 수

행되는데, SWI/SNF는 크로마틴 재배열을 수행하는 6개의 핵심 소단위

체인 Brg1, Brm1, Srg3, Snf5, Baf60a, Baf170와 프로모터 지역에서 

SWI/SNF를 유도하는 다양한 소단위체로 구성되어있다. 소단위체가 전

사 인자와 함께 전사를 활성화 할 프로모터에 결합하게 되면, SWI/SNF 

핵심 소단위체가 유도되어 크로마틴의 재배열을 수행하게 된다. 근육에

서 보고된 SWI/SNF 복합체의 역할은 MyoD에의한 분화 유발 기작 에

서 근육 분화 과정에 필요한 Myog 유전자의 프로모터지역에 MyoD와 

SWI/SNF 소단위체인 Baf60c가 결합하고 SWI/SNF 복합체를 유도하여 

크로마틴 재배열을 하여 Myog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이 알려졌고

(Ohkawa et al., 2007), MyoD에의한 분화 유발에 의해 형성된 p38 신

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면, Baf60c가 인산화 되면서 Myog의 프로모터 

지역에 SWI/SNF 복합체를 유도함이 보고되었다(Forcales et al., 2012). 

또한, SWI/SNF의 효소 활성을 가진 Brm이 근육세포에서 세포 증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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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하고 분화를 억제하는 CyclinD1의 발현을 억제하며, Brm이 

Knock down된 근육세포에서는 근육이 세포 주기를 빠져나와 분화 상태

로 들어가게 되지만, 최종분화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였고, Brm 유전자 적중 마우스에서는 근육 손상에 의한 재생이 지체되

었다(Albini et al., 2015). SWI/SNF 복합체의 소단위체인 Baf60c는 

Deptor의 발현을 조절하여 Akt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근

섬유의 해당과정을 촉진하고, 당 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밝혀졌다. 근육 

특이적으로 Baf60c가 과발현된 마우스에서는 근섬유의 구성이 Fast 

fiber를 형성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근지구력 운동능력의 저하를 

보였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감소하였다(Meng et al., 2013). 

 Srg3는 6개의 핵심 소단위체 중 하나로서, 다른 핵심 소단위체의 유비

퀴틴화를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SWI/SNF 복합체의 안정성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ohn et al., 2007), 흉선세포에서 Notch 신호

에 의하여 전사가 억제됨이 알려졌다(Choi et al., 2001). 또한 암 억제 

유전자로서도 작용을 하는데 Srg3의 발현이 억제되면, 그 결과 p21의 

mRNA안정성이 증가되어 세포 주기를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가 

DNA손상 등 유전적 불안정성이 증가되면 Srg3의 발현을 감소시켜 세

포 주기를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Ahn et al., 2011). 지

방세포에서는 인슐린에 의하여 지방을 합성하고 글루코스를 획득하게 되

는데, SREBP1c가 인슐린에의한 신호 전달 체계의 조절인자로 알려졌다

(Commerford et al., 2004), 여기서 Srg3는 SREBP1c, PEPCK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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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슐린 신호전달체계의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이 밝혀졌다

(Lee et al., 2007). 

근 섬유 내에서의 다양한 전사 조절 메커니즘이 밝혀져 왔지만, 근 섬

유의 가변성, 항상성 유지를 위한 SWI/SNF의 핵심 소단위체의 역할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I/SNF 복합체의 

핵심 소단위체인 Srg3가 근육의 발달 및 항상성 유지에 작용하는 역할

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근육 특이적 Srg3 적중 마우스인 MCK;Srg3f/f 

마우스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근육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근섬유

의 Fiber type 구성을 확인하고 운동능력 실험을 통하여 근육의 기능 차

이 유무를 관찰하였다. 또한, 글루코스 저항성 실험을 통하여 근육내 에

너지 대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MCK;Srg3f/f 마우스는 정상적인 근육 발달 형태를 

보이며, Fiber type 구성도 야생형 마우스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흥미롭게도, 운동능력 실험을 통하여 근 지구력이 증가함을 관

찰하였고, 7개월령 마우스에서 글루코스 저항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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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Ⅳ-1. 마우스 (Mice) 

실험에 사용된 C57BL/6 background의 Srg3f/f 마우스는 성노현 교

수님 연구실에서 제작되었으며(Choi et al., 2012), 본 연구를 위하여 제

공받았다. C57BL/6 background의 MCK-Cre 마우스는 The Jackson 

Laboratory(Bar Harbor, Maine, USA)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실험에 

2.5-3개월령 성체 수컷마우스가 사용되었으며, 글루코스 저항성 실험에

서는 7개월령 성체 수컷마우스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마우스는 

서울대학교의 동물 관리시설의 무균동물관리실에서 사육되었다. 

 

Ⅳ-2. 면역형광염색법 (Immunofluorescence) 

마우스의 Hindlimb을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CSA측정에 TA(Tibialis 

anterior), Fiber type composition관찰에 Soleus, Plantaris를 이용하였

다. 근육을 분리 후 OCT(Optimal cutting temperature compound, 

4583 Tissue-Tek®)에 담그고 액체질소에 15분간 얼린 후 –80℃에 보

관하였다. 모든 근육 section은 근섬유와 수직된 방향으로 잘랐고, 7μm

두께의 절편으로 제작하였다. CSA분석은 Leopard(ZOOTO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aminin과 MyHCⅠ, MyHCⅡa의 형광 염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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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80℃에 보관된 샘플을 PBS에 5분씩 2번 수세하고, 4% 

paraformaldehyde에 10분간 고정한다. 이후 5분씩 3번 PBS 수세를 

하고, 5% BSA, 0.4% Triton X100을 섞은 PBS로 10분간 투명화 한다. 

PBS로 5분간 2회 수세한 후, M.O.M blocking solution(FMK-2201, 

Vector Inc.)으로 1시간동안 blocking을 한다. PBS로 5분간 2회 수세하

고 Protein concentrated solution에 녹인 1차 항체 Laminin(1:1000, 

Abcam, ab11576), MyHCⅠ(1:100, DHSB, BA-D5), MyHCⅡa(1:100, 

DSHB, SC-71)를, 4℃에서 16시간동안 반응시킨다. PBS로 10분씩 3회 

수세를 한 후 PBS에 녹인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그 후 PBS로 10분간 3회 수세한 후, Vectashield(H-1200, Vector 

laboratories)를 이용하여 Mounting을 하였다. MyHCⅡb의 형광 염색의 

경우 -80℃에 보관된 샘플을 PBS에 5분씩 2번 수세하고 M.O.M 

blocking solution으로 1시간동안 blocking을 한다. 2분씩 2회 PBS로 

washing한 후, 0.5% BSA를 녹인 PBS에 MyHCⅡb(1:100), 

Laminin(1:1000) 1차항체를 37℃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5분씩 3

회 PBS로 수세한 후 0.5% BSA와 5% Goat serum을 섞은 PBS에 2차

항체(anti-Mouse 488(IgM), anti-Rat 594)를 반응 시킨다. 5분씩 3회 

수세한 후 Vectashield로 mounting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2차 항체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nti-Rat IgG 594 Alexa Fluor® A10680, Anti-Mouse IgG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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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 Fluor® A11029, Anti-Mouse IgM 488 Alexa Fluor® A10680) 

 

Ⅳ-3. 운동실험 (Exercise Test) 

모든 운동능력실험은 오후 1시, 조용한 환경의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

였다. Grip strength 측정은 Grip strength meter(Bioseb, GT3)를 이용

하여 whole limb grip strength를 측정하였으며, 마리 당 10회 측정 후 

상위 3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our limb haning test는 25cm x 

25cm 의 철망 (격자 당 가로1cm x 세로1cm)에 체중의 30%무게의 추

를 꼬리에 부착시킨 마우스를 올려놓은 뒤 서서히 뒤집어 40cm 높이에 

매달고, 마우스가 떨어지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마리 당 

3회 시행하여 떨어진 시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Running test는 실험 

전 3일간 0m/min 5분, 5m/min 5분, 10m/min 10분으로 treadmill에 적

응을 시켰다. 실험은 0m/min 5분, 5m/min 5분, 10m/min 30분으로 속력

을 올린 뒤 20분 간격으로 2m/min씩 속력을 증가시켰고, 마우스가 지

칠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고 달린 거리를 측정하였다. 

 

Ⅳ-4.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 

실험은 오후12-1시에 시작하였으며, Test전 16시간 금식을 하였고, 

금식 전, 금식 후 혈당을 측정하였다. Glucose는 2mg/g의 양을 투여하

였으며, 20% Glucose 용액을 만들어 10μl/g을 복강 내 주사하였다. 

Glucose 주입 후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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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Ⅳ-5. Quantitative real-time PCR 

Quantitative real-time PCR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우스의 TA 

muscle을 이용하였고, 분리한 조직을 TRIzol(Life technologies, 

15996018)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1μg의 RNA를 역전사 효

소(ImProm-ⅡTM,M314C)를 이용하여 cDNA로 합성하였고, SYBR 

green(Enzynomics, RT500)을 이용하여 mRNA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

다. β-actin을 normalize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사용한 primer의 염기서열 정보는 다음과 같다. 

Srg3-Forward : 5’-ATTGGTACAGAACAACTGTC-3’ 

Srg3-Reverse : 5’-TCAGCCACTCCTCATCCTCT-3’ 

β-actin-Forward : 5’-TCATGAAGTGTGACGTTGAC-3’ 

β-actin-Reverse : 5’-CCTAGAAGCACTTGCGGTGC-3’ 

 

Ⅳ-6. 통계적 분석 (Statistical analysis) 

 통계적 유의미성 검정은 최소 3회 이상의 실험에 대한 raw-data를 기

반으로 student t-test를 적용하였다. 데이터의 모든 오차 막대는 

S.E.M 값을 나타내며, p value가 0.05이하인 경우에 95%의 신뢰수준으

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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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과 (Results) 

 

Ⅴ-1. MCK;Srg3f/f 마우스의 근육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성체 마우스의 근육발달에 Srg3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근육 특

이적으로 Cre recombinase가 발현되는 MCK-Cre 마우스와 Srg3유전

자에 loxP site를 가진 Srg3f/f 마우스를 교배하여, 근육 특이적 Srg3 

적중 마우스인 MCK;Srg3f/f 마우스를 제작하였다. 

 3개월령 MCK;Srg3f/f 마우스의 TA(Tibialis Anterior) muscle에서 

qRT-PCR을 통하여 Srg3 유전자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

인하였다(Fig. 1A). MCK;Srg3f/f 마우스의 근육 발달 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우스의 체중과 Hindlimb muscle인 TA(Tibialis 

Anterior), GA(Gastrocnemius), Q(Quadriceps)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마우스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B, C). 개별적인 근 섬

유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근섬유의 

CSA(Cross Sectional Are)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근섬유 크기의 분포

도 대조군 마우스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 1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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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CK;Srg3f/f 마우스의 근육의 발달은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12주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TA를 이용한 Srg3유전자

발현 비교.  

(B) 12주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체중 비교. 

(C) 12주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TA(Tibialis anterior), 

GA(Gastrocnemius), Q(Quadriceps)의 무게 비교.  

(Scale bar : 1cm) 

(D) 12주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TA조직 절편에서 

IF(Immunofluorescence)를 이용한 Laminin 염색.  

(Scale bar : 100μm) 

(E) 10-12주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TA에서의 근섬유 넓

이 분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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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근섬유에서의 Srg3결실은 Fiber type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사조절인자들에 의한 영향으로 근육의 기능과 더불어 Fiber type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전사보조인자인 

PGC-1α가 과발현된 마우스에서 Slow muscle이 형성되고(Lin et al., 

2002), SWI/SNF 복합체소단위체인 Baf60c의 과발현 마우스에서는 

Fast muscle이 발달한다(Meng et al., 2013). 따라서 Srg3가 Fiber 

type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CK;Srg3f/f 

마우스의 2종류의 Hindlimb (Soleus, Plantaris)을 이용하여 Fiber type

의 구성비를 확인하였다. Slow muscle의 비율이 높은 Soleus와, 반대로 

Fast muscle의 비율이 높은 Plantaris를 이용하여 IHC를 수행하였다

(Fig. 2A, B). MCK;Srg3f/f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 모두 Soleus 에서는 

Slow muscle인 MyHCⅠ과 MyHCⅡa의 비율이 많았으며 MyHCⅡb는 

적었다(Fig. 2A, C), Plantaris에서는 MyHCⅠ과 MyHCⅡa의 비율이 현

저히 적었고, 절반이상의 근육 섬유가 MyHCⅡb를 발현하였다(Fig. 2B, 

D). 그 결과, MCK;Srg3f/f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의 근섬유 구성비율에

는 차이가 없는 것을 관찰하였고, Srg3는 근섬유에서 Fiber type의 변화

를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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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CK;Srg3f/f 마우스 근육에서 Fiber type의 구성비는 대조군 

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한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Soleus

에서의 MyHCⅠ, MyHCⅡa, MyHCⅡb 의 발현 확인 및 비교. (Scale 

bar : 1mm) 

(B)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한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Plantaris에서의 MyHCⅠ, MyHCⅡa, MyHCⅡb 의 발현 확인 및 비교. 

(Scale bar : 1mm) 

(C)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 Soleus에서의 각 Fiber type 별 구

성 비율 비교 

(D)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 Plantaris에서의 각 Fiber type 별 

구성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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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MCK;Srg3f/f 마우스는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에서 향상된 근지구력

을 보인다. 

근육의 Fiber type의 구성비에 차이가 없더라도 근육 수축과 관련된 신

호전달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면 운동능력이 저하된다. 근육특이적으로 

FAS(Fatty Acid Synthase)가 적중된 마우스는 근육 수축에 필요한 

SR(Sarcoplasmic Reticulum)내부의 Ca2+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지속적

인 근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고 근 지구력이 떨어지는 표현형을 보인다

(Funai et al., 2013). 따라서, Srg3가 근 수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지 

MCK;Srg3f/f 마우스를 이용하여 운동 능력을 확인하였다. 순간적인 근

육의 수축력을 측정하는 Whole limb grip strength test에서는 대조군과 

수치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A). 하지만 흥미롭게도, 뒤집힌 

철망에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Four limb hanging test에서는 MCK;Srg3f/f 마우스가 대조군에 비하여 

월등히 긴 시간을 매달리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3B). 또한, Treadmill 

running test에서도 유의미한 거리 차이를 나타내며 더 오래 달렸다(Fig.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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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CK;Srg3f/f 마우스의 근지구력이 강화됨을 보인다. 

(A) Four limb grip strength 측정을 통한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

의 근수축력 비교 

(B) Four limb hanging test를 통한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근

지구력 비교. 

(C) Treadmill running test의 실험 개요, 모든 마우스는 24m/min의 속

력 이내에서 체력 고갈을 보였다. 

(D) Treadmill running test를 통한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근

지구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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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MCK;Srg3f/f 마우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글루코스 저항성이 

생긴다. 

근육특이적으로 Baf60c가 과발현된 마우스에서 글루코스 저항성이 대

조군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었고(Meng et al., 2013), Fiber 

type 구성비의 변화 없이 운동능력이 감소한 근육 특이적 FAS 유전자 

적중 마우스에서 글루코스 저항성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Funai et al., 

2013).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Srg3가 SWI/SNF 복합체의 주요 소단위

체이자 Fiber type의 변화없이 근지구력이 증가하는 표현형을 나타냈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이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

각하였고, Glucose Tolerance Test를 수행하였다. 먼저 실험 전 자유롭

게 식사를 할 때와, 16시간 금식을 하고 난 후의 혈당을 측정한 결과 대

조군과의 혈당량 차이는 없었다(Fig. 4A, B). 하지만 3개월령의 마우스

에서 Glucose tolerance test를 하였을 때는 관찰할 수 없던 글루코스 

저항성이(Fig. 4B, C), 7개월령 마우스에서는 증가하였고, 혈액 내 존재

하는 글루코스의 제거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4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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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7개월령 성체 MCK;Srg3f/f 마우스에서 글루코스 저항성이 발생

하였다. 

(A) 3개월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자유급식 상태와 식이

제한 상태에서의 혈당량 비교. (ND : Normal diet) 

(B) 7개월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의 자유급식 상태와 식이

제한 상태에서의 혈당량 비교. 

(C-D) 3개월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에서의 글루코스 저항성 

비교. 

(E-F) 7개월령 MCK;Srg3f/f와 Srg3f/f 마우스에서의 글루코스 저항성 

비교. 

 

 

 

 

 

 

 

 

 

 

 



21 

 

Ⅵ. 고 찰 (Discussion) 

 

근육세포의 발달과정에서 SWI/SNF 복합체는 근육분화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성체 근육에서 근육의 

기능 및 항상성에 관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SWI/SNF 복합체의 핵심소단위체인 Srg3가 근육의 발달 

및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육 특이적 Srg3 적중마우스인 

MCK;Srg3f/f  마우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성체 MCK;Srg3f/f  마우스

의 체중, 근육무게, 근섬유의 크기 등 발달상의 지표를 확인한 결과 대

조군 마우스와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다양한 전사조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근육의 Fiber type 별 비율도 Plantaris, 

Soleus muscle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으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 결과, MCK;Srg3f/f  

마우스에서 근지구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Four limb hanging test와 Treadmill running test

를 통하여 복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두 실험에서 모두 근지구력이 증가 

되어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MCK;Srg3f/f 마우

스 근육에서의 에너지 대사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글루코스 저

항성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3개월령 마우스에서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

었지만, 7개월령의 MCK;Srg3f/f 마우스에서 글루코스 저항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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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를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Fiber type의 차이 없이 

근지구력이 향상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이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Pgc-1β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 특이적 Pgc-1β 유전자 

적중 마우스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붕괴되어 있으며, Fiber type 

구성에 변화 없이 운동능력이 저하가 됨을 확인하였다(Gali 

Ramamoorthy et al., 2015).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

로 Fiber type에 변화없이 운동능력의 변화를 수반 하였으므로, 미토콘

드리아의 구조와 기능 또는 근육내 에너지원 대사에서 문제가 있음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운동능력의 향상과 글루코스 대사의 조절 장애가 어떻게 같

은 표현형으로 존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한 의

문은 기존 연구에서도 있어왔는데, 근육 특이적으로    Pgc-1α를 과

발현 시킨 마우스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산화적 인산화 관련 유전

자의 발현이 증가 됨과 동시에 근육에서 글루코스의 흡수는 오히려 감소 

하였다. 모순되어보이는 이러한 효과의 원인은 Pgc-1α에의한 지방산

화경로가 활성화 되었고, 그 결과 PKCθ가 활성화 되어, 인슐린 신호전

달체계가 저해되면서 글루코스의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졌다(Choi et al., 2008). 또다른 연구는 FAS(Fatty acid synthase)의 

근육에서의 역할을 보고하였는데, 근육 특이적으로 FAS 유전자 적중 마

우스에서 근지구력이 감소함을 보였고,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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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스 저항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AS가 SERCA와 결합하여 근육세포질에 존재하는 Ca2+을 

SR(Sarcoplasmic reticulum)으로 이동시키는데, FAS의 결손이 이러한 

과정에 장애를 유발하여 SR내로의 Ca2+ 이동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근 수축에 필요한 Ca2+을 SR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받을 수 없게 되어 

근지구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세포질에는 많은 양의 Ca2+이 존재하여 인

슐린 신호전달 체계에 존재하는 AMPK 신호를 강화시키게 되고, 글루코

스의 저항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Funai et al., 2013). 위의 두 

연구를 바탕으로 운동능력의 향상과 글루코스 대사의 조절 장애가 동반

하여 일어나는 기작을 확인하였고, Srg3의 SWI/SNF 복합체로서의 기능

으로 미루어보아, 근육세포 내에서의 미토콘드리아 대사, Ca2+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SWI/SNF 복합체의 핵심인자로서

의 Srg3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 역시 여러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결

과에 의하면, 전사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알려진 크로마틴 재조합 복합체 

NuRD가 골격근에서 심장근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있고, 반대

로 심장근에서는 골격근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NuRD 복합체의 소단위체인 Chd4가 결손되면 골격근과 심장근 각

각의 조직 특이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Gomez-Del Arco et al., 

2016). 이처럼 크로마틴 구조를 재조합하는 복합체는 다양한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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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MCK;Srg3f/f  마우

스 근육에서 유전체를 분석하고 발현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표현형

에 원인이 되는 표적 유전자를 찾아내고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추후

에 수행되어야 할 흥미로운 연구 주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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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영 문 초 록 (Abstract in English) 

Study on the role of Srg3 in muscular endurance and 

glucose homeostasis of adult skeletal muscle 

 

WonUk Lee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WI/SNF chromatin remodeling complex is composed of 6 major 

subunits and 20 other subunits. During muscle differentiation, 

SWI/SNF complex regulates gene expression of cell cycle regulatory 

factor CyclinD1 and muscle regulatory factor Myogenin, leading to 

cell cycle exit of muscle progenitor cells and promotion of muscle 

differentiation. Despite the role of SWI/SNF complex during muscle 

progenitor cell differentiation is well studied, the physiological role 

of skeletal muscle is poorly understood. Srg3, a core subunit of 

SWI/SNF complex, plays an essential role in stabilization of SWI/SNF 

core subunit by suppressing proteasomal degradation. Although 

well-studied in other organs, the role of Srg3 in skeletal muscl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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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yet been examined.  

In order to study the function of Srg3 on skeletal muscle 

development and physiological function, myofiber-specific Srg3 

knockout mouse model was utilized. The comparable body mass and 

skeletal muscle mass of Srg3 knockout mice showed normal muscle 

development. In addition, according to hist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Srg3 knockout mice showed no 

muscle pathology and normal muscle fiber type composition 

compared to control mice, respectively. However, interestingly, 

myofiber-specific Srg3 knockout mic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muscle function on muscle endurance test 

(treadmill test and hanging test). In addition, abnormal glucose 

tolerance occurred in Srg3 cKO mice with age. Consequently,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reveals that Srg3 in skeletal muscl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regulation of skeletal muscle function and 

glucose homeostasis. 

Key words : Srg3, SWI/SNF chromatin remodeling complex, skeletal 

muscle function, skeletal muscle endurance, glucose homeo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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