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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Various factors-based properties of the skeletal muscle are determined by mechanical stress, 
chemical stimuli, neuromuscular stimuli, different protein isoforms etc. The properties of the muscle are 
formed in the process of the balance between anabolism and catabolism. Especially, the anabolism on the 
way of the cell proliferation to its differentiation is accompanied by various controlling signal pathway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mTOR/S6K system, Myosin, and Myocilin among these 
signaling pathways, especially on previously reported studies on the contribution of Myocilin to the skeletal 
muscle fiber type transformation.

METHODS To identify the molecular pathways related to muscle development, the KEGG Mapper was used 
to present the mTOR-related signaling system that has not been identified so far.

RESULTS Consequently, it suggests that it affects the myogenic process, through the path of PI3K->AKT-
>MEF2->MyoC->mTOR->p70S6K->S6.

CONCLUSIONS It also suggests that Myocilin serves as a potential effector to control skeletal muscle cell type. 
Furthermore, more detailed study on the potential target-oriented (to the fast or slow fiber type change) 
role of Myocilin for enhancing the health state by adjusted exercise programs developed by its optimal 
type, intensity, frequency, and time is awa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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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든 진핵세포는 액틴미오신 중합체를 가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근육세포는 다른 세포와 다

르게 액틴미오신 교차결합과 액틴필라멘트의 슬라이딩

으로 특이적인 수축능력을 갖는다. 근육세포는 골격근

세포(skeletal muscle cell), 심근세포(cardiac muscle 

cell), 평활근세포(smooth muscle cell), 그리고 근상피

세포(myoepithelial cell) 4개의 범주로 나눠진다. 중배

엽에서 유래되는 근육세포(골격근세포, 심근세포, 평활

근세포)는 근육의 기능과 구조 및 발달과정이 모두 상

이하다. 골격근 세포는 세포융합으로 다핵 구조를 형성

하고 그 외 근육세포는 단핵 구조이다. 골격근세포와 심

근세포는 근절이라 불리는 수축 단위가 규칙적으로 배

열되어 있어 줄무늬가 나타나고, 내장조직에 주로 분포

되어 있는 평활근 세포는 근절의 불규칙한 배열로 줄무

늬는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외배엽에서 유래된 

근상피 세포는 섬유형태로 발달되지 않고, 상피에 결합

조직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젖샘, 침샘, 유선의 상피에

서 액체를 방출하도록 돕거나 홍채의 확장근으로 수축

활동을 한다[1].

Myocilin (MyoC)은 이와 같은 상피세포, 신경세포, 

유선, 고환 등 동물 조직에서 폭넓게 발현되고 골격근 성

장을 유도하는 세포 경로와 관련이 있으며[2], 안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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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심장, 골격근, 위, 갑상선, 골수, 흉선, 전립선, 소

장 및 결장, 폐, 췌장, 고환, 난소, 척수, 림프절 및 부신

에서 낮은 발현양을 보였으며, 뇌, 태반, 간, 신장, 비장 

및 백혈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건강한 골격근의 형성을 위해

서는 최적의 신체 활동에 의한 세포레벨에서의 신호 전

달체계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리

뷰의 목적은 생체에 있어서 골격근의 건강 활성도를 높

이기 위해 흔히 알려져 있는 세포레벨에서의 기전에 대

해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골격근의 건강 활

성도에 있어서 특히 속근 발현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MyoC의 역할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골격근의 양적 및 

질적 향상과 연관된 인자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있다. 본 리뷰는 특히 오랫동안 안구에서 녹내장

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보고된 MyoC가 골격근세

포 분화와 근섬유 타입을 조절하는 잠재적 인자로서 근

절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MyoC 

작용 경로에 대해 조사보고자 한다. 

근육세포 분화와 관련된 인자와 MyoC 

골격근은 움직임, 자세유지, 호흡 등에 있어 필수적

이다[4]. 골격근 분화는 여러 전사인자의 상호작용으

로 이루어지며, 근아세포(myoblast)의 증식이 줄어들면

서 세포모양이 확장되고 융합하여 여러 개의 핵을 보유

한 근섬유로 발달하며 성숙과정을 거쳐 비로서 근수축 

능력을 갖는다[5]. 지금까지 알려진 근세포 분화 인자

로는 Myogenic regulatory factor (MRF)와 Myocyte 

enhancer binding factor (MEF)가 있다. 근육 전구세

포에서 MyoD, Myogenin (MyoG), Myf5, Mef2와 같

은 전사인자들은 p38/MAPK, Wnt, Sonic hedgehog 

(Shh) 경로로 발현되고,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와 Notch/Delta 경로가 억제되면서 근섬유 분화

가 조절된다[6]. 

근관으로의 발달 과정은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친다 

<Figure 1>. 일차 근관(primary myotube)은 초기 근

아세포가 융합하면서 근건(muscle tendon)사이에 배

열하고, 일차 근관 표면에서 증식하는 후기단계의 근아

세포가 융합되면서 이차 근관(second myotube)이 형

성된다. 이 시기에 운동 뉴런의 축삭(motor-neuronal 

axon)이 신경 지배를 하면 비로서 근육으로서의 특징

적인 수축 기능을 갖는다[7].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타입의 미오신 중

쇄가 생성된다; 지근(slow-twitch type I)과 속근(fast-

twitch type II). 일차 근관 형성 시기에는 대부분 Type I 

섬유가 생성되고[9] 근발생과정 후기인 이차 근관 형성 

시기에는 Type II 섬유가 발달한다[10]. Rat유래의 근

육세포인 L6 근아세포와 근관 분화 실험에서 시기별 발

현되는 1170개의 단백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중 379개의 단백질이 근아세포에서 근관으로 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근육의 기능을 결정하는 근섬유 타입 구성비는 일반

적으로 배아 근발생(embryonic myogenesis)시기에 유

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나 후생학적으로 행해

지는 운동의 형태 또는 질병 유무에 의해 섬유 타입 구

성비가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섬유 타입 구성

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근세포 발달이 시작되면서 분비되는 MyoC가 근세포 

분화에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본 연구가 있는데, MyoC

는 세포 증식과 생존을 조절하고[12] MyoG, myosin 

heavy chain2 (MYH2)와 함께 분화 초기에 발현됨이 

확인되었다[13]. 근비대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에서 Rat골격근세포에 IL8을 처리했을 때 근

세포 분화에 있어서 MyoC 발현이 강화되었다[14]. 이

는 근세포 증식보다는 근 분화에 MyoC가 연관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MyoC가 근세포 발달에 있

어 정확한 경로와 특히 섬유 타입 발달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의 진행

중에 얻은 일부 결과에 따르면, MyoC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knock-down) Fast-twitch type II 유

전자(MYH1, MYH2, MYH4) 발현이 줄어들었고, 반대

로 과발현(overexpression) 시켰을 때 Slow-twitch 

type I (MYH7) 유전자와 Fast-twitch type II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미오신 형성과정에 MyoC가 관여하고 있음을 시

사하며, 현재는 그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의 연

구에 의하면 MyoC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신호 경로에 영향을 주는 종양억제 단백질 

CAV1 (Caveolin-1) 결합하여 C2C12 cell (mouse 

myoblast) 분화에 관여함이 보고되었다 [13]. 근세포 

분화는 Mammalian target of raphamycin (mTOR)

[15], TGF-β[16], Notch[17] 등 다양한 신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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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고에 근거하

여 MyoC는 근세포 분화에 관여하고 있으며 근세포 타

입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추정된다.

골격근의 적응적 변화에 있어서의 미오신 (Myosin)

액틴 기반 미오신 단백질 복합체는 모든 근육세포 

및 비근육세포에서 세포 움직임에 중요한 요소이며, 

Myosin heavy chain (MHC)는 근육의 기능, 성장, 발

달의 핵심 인자이다. 최근들어 골격근 형성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격근 분

화 시기별 발현되는 단백질 분석은 세포내-세포간 신호

전달 과정과 단백질 합성 및 분해, 단백질 접힘, 세포 부

착 및 세포외 기질, 세포 구조 및 운동성, 대사과정, 세

포소기관의 이동 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5], 이와 

관련하여 근육세포의 미오신 구조를 보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골격근은 Slow-twitch type I인 지근 미오신 

중쇄(MHC-I)와 Fast-twitch type II인 속근 미오신 중

쇄 (MHCs, MHC-IIa, -IId/IIx, IIb등)로 구분된다[18]. 

Myosin II는 <Figur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개의 

구형 머리와 2개의 꼬리가 있고, 꼬리부분은 미오신 분

자의 이중꼬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9].

근아세포 초기 분화 마커인 MyoD가 slow type Ⅰ보

다 fast type Ⅱ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백질 기작 유무 실험에서 glycolytic fiber type이 더 

촉진됨을 확인하였다[20]. Type Ⅱ fiber는 glycolytic 

enzyme이 풍부하고 빠른 수축 특성을 가지고 지고 있

어 에너지 이용율이 빠르다[21]. 운동과 관련된 Glass 

외(2005)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동화작용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동물 성체에서의 근비대는 흥미롭게도 근

섬유의 수 증가라기 보다는 근섬유 크기 증가와 관련 있

다고 보고하였다[22].

 기계적 스트레칭 자극을 주었을 때 생성되는 

Phospholipase D (PLD)는 라파마이신(rapamycin)과 

경쟁적으로 mTOR를 활성화시켜 근육량 증가로 이어

짐을 보고하였으나[23], 유산소 운동으로 유도되는 근

육양 증가 및 대사 과정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특

히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근육 강화는 신진대사 및 질

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는 Trim63, Fos, 

Col1a1 and Six2 유전자가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4]. 고강도 운동으로 근절의 섬유타입 전환에 필수

적인 요소들이 <Figure 3>처럼 점점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25].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는 어떤 형태의 운동

이 에너지 이용율이 높은 Fast type fiber 발달에 효과

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Figure 1. skeletal muscle differentiation and fiber type specification. These myoblasts develop into myotubes as myogenin is gradually expressed. After these 
processes, cell fusion, MHC generation and arrangement are followed by fiber type specifica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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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섬유 타입형성에 있어 중요한 mTOR/S6K1 
Pathway

세포 성장과 분열은 단백질, 지질, 그리고 핵산 생산

을 위한 동화작용과 이를 분해시키는 이화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균형이 유지되야 대사 항상성이 이루어진다

[26]. 이러한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골격근

은 신체의 움직임과 성장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27]. 특히, 골격근에 있어서 생

성 과정은 mTOR, FoxO, NF-kB 및 β-catenin 신호경

로를 통하여 이루어짐이 알려져 있다[22]. 최근 mTOR 

신호전달 체계는 근비대 및 근손실을 조절함으로써 근

육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TOR은 성장인자와 영양소 등 외부 신호에 따라 단백

질 합성을 포함한 다양한 대사 과정을 제어하는 세포 성

장과 대사 조절자로 알려져 있다. mTOR는 mRNA 전사

과정, 핵산, 단백질, 지질 합성 및 분해에 관여하여 세포

Figure 2. Myosin Ⅱ. A myosin Ⅱ molecule is composed of two heavy chains(green) and four light chains(blue)[19].

Figure 3. A sarcomere within a myofibril. This figure shows the main components of the muscle sarcomere. The molecular components are various in the 
slow(green) and fast(red) muscle fiber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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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과 세포대사 및 질병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다

양하다[26]. mTOR는 PI3K-related kinase(PIKK) 그

룹에 속하며 세린/트레오닌 단백질 인산화효소(kinase)

로 mTOR Complex1 (mTORC1)과 mTOR Complex2 

(mTORC2) 복합체가 존재한다. mTORC1은 이 모든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인자이며 면역억제제인 라파마

이신과 그 유사체제가 mTOR을 억제시키는 잠재적 

항암 치료 작용제로 최근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28]. 

mTORC1 기질 중 p70S6 Kinase1 (S6K1)과 elF4E 

Binding Protein (4EBP)은 인산화 과정을 거쳐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물질인데[28], 근육은 mTOR, S6K1

와 4E-BP1 (eukaryotic initiation factor 4E-binding 

protein) 신호 전달로 조절된다[29]. S6K는 2개의 동

형체 p70/p85 S6K1, p54/p56 S6K2가 존재한다[30]. 

S6K 동형체는 구조적 상동성이 높아서 일반적으로 비

슷한 기능을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뚜렷하게 반대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31]. 고강도 저항성 운동 후 

AMPK, S6K1 인산화가 증가하고 4E-BP1인산화는 감

소 후 증가하며, mTOR 하위 단계에 있는 S6K1이 고강

도 저항성 운동 후 Type I보다 Type II에서 인산화가 

더욱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32]. 근섬유 타입이 섞여 

있는 근육은 운동 후 발현되는 AMPK 활성에 의해 섬유 

유형이 전환되며 근육의 질 또한 달라 질 수 있다[33]. 

KEGG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데이터베이스는 알려지지 않은 세포나 유기

체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관심있는 유전자 나 대규모 분

자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근단백질 발현과 관

련된 분자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KEGG Mapper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mTOR관련 신호전달체계를 

제시하였다<Figure 4>[34]. 

골격근의 가소성과 MyoC 

MyoC는 딕토스테륨 디스코디움(D. discoideum) 

MHC와 77.6% 상동성을 가지며, 심장 β-MHC와 25% 

상동성이 있다고 알려졌다[35]. 이후 MyoC에 관한 연

구는 결합조직안에서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 신호전달 물질로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

지 않았다. 미오신과 상호작용하는 MyoC는 세안그물

세포(trabecular meshwork cell)의 미오신 조절 경쇄

(myosin regulatory light chain, RLC)와 상호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6], Dystrophin associated 

protein complex (DAPC)와 결합하여 근세포 분화를 

Figure 4. mTOR Signal Pathway. As shown in this diagram, MEF2c and myocilin that are related in the muscle development stage (yellow circle), is expected to 
react along the PI3K/AKT signal pathway(arrow) before activating mTOR pathway.



24  |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Asian J Kinesiol 2023; 25(1): 19-26 · DOI: https://doi.org/10.15758/ajk.2023.25.1.19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MyoC를 과발현시킨 유전자 

변이 쥐에서 Akt, mTOR, FoxO3 전사인자 인산화가 

증가되고 근비대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37]. 근육비

대 조절자인 MyoC는 세부적으로 Dystrophin subunit

인 알파-신드로핀(α-syntrophin)과 결합함을 확인하

였다 [38]. Lynch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변이 마

우스에서 MyoC는 15배 과발현되었고 대략 40%의 비

복근 비대를 보고하였다. 게다가 변이 마우스의 근절에

서 M band 형태가 MyoC 결합으로 그 구조가 강화되

었음을 확인하였다[39]. 이것은 한번 형성된 비복근 섬

유가 쉽게 분해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최근에 들어서야 

MyoC가 생체내에 Tetramer, Octamer, Cleaved or 

Dimer 등 ~20/30에서 >300kDa 크기까지 다양한 분

자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40]. 또한 MyoC는 전

사인자 MEF2c-Dependent 하위단계 인자로서 암발

생 유래 근육 손실과 악액질(Cachexia) 환자의 근육에

서 MyoC 발현양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41]. 이 가운

데 Myocyte enhancer-binding factor 2c (MEF2c)는 

근육 장애, 암, 신경계 질병, 심장병에서는 골격근 비대

과정에 작동하는 전사인자로 PI3K/AKT, p38 MAPK, 

Wnt signaling에 관여한다[42].

결론

근섬유특성은 미오신 구성과 이에 따른 섬유타입, 대

사 메커니즘, 칼슘 항상성 등 세포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

적인 면 등 복합적이다. 그러나 근섬유 타입에 관한 유

전자 발현 패턴 및 전사인자와 전이 관련 요소들은 아직

까지도 그 역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

다. 본 리뷰는 첫째, 과거 보고된 연구를 통하여 MyoC

가 골격근 세포 분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확인하고, 

MyoC Tg 실험에서 비복근 세포 근절의 M band 형태

를 강화시켜 fast type 섬유에서 그 함유량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39]. 둘째, 근 비대 과정 중 근세포 타입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MyoC 작용과정을 통해 

PI3K/AKT/MEF2c/MyoC/mTOR/p70S6K/S6의 경로

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었다<Figure 5>. 셋째, 운

동은 근육생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근비대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의 형태, 강도, 빈도, 시간 등에 따

른 MyoC 발현여부, 그리고 잉여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

은 fast type fiber 형성 유도,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생체 반응의 세부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

어져야 할 새로운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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