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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ditary myopathy is characterized by the weakness of skeletal muscles and is associated with various 
genetic defects. The efficiency of a genetic diagnosis has been archived with wide application of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recentl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diagnosis of 

hereditary myopathy is still challenging and sometimes requires other methods of genetic analysis besides 
NGS. Therefore, clinicians still have crucial roles in analyzing the causative genes. In this article, we 
introduced the genetic analysis approach in the clinical field. 

서 론

유전성 근육 질환은 다양한 유전적 원인에 의해 골격근

의 약화를 보이는 질환군이다. 유전성 근육 질환을 임상 특

징과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

trophy), 선천성 근디스트로피(congenital muscular dystrophy), 

선천성 근육병(congenital myopathy), 원위부 근육병(distal 

myopathy), 대사성 근육병(metabolic myopathy), 근긴장증후

군(myotonic syndrome), 이온통로 근육병(ion channel mus-

cle disease)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이에 따른 현재까지 알려

진 원인 유전자의 갯수는 180개가 넘는다.1 그러나 대부분

의 유전성 근육 질환은 사지근력저하라는 임상 양상을 공

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임상 표현이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임상 표현 범위에 따라 그 임상 표현이 모두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임상 양상 분석, 근전도 검사 소견, 병리 소견 

분석, 단백 발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성 근육 질

환을 진단한다. 2010년 이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의 발전으로 효율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진단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방법

론적인 단점으로 인해 분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석

에 주의가 요구되며, 필요 시 다른 방법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유전성 근육 질환의 진단 과정 중 필

요한 유전자 검사 접근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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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결찰의존탐색자증폭(multiplex ligation-
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MLPA)

MLPA의 탐색자(probe)는 2개의 단일가닥 DNA로 왼쪽 

탐색자와 오른쪽 탐색자로 나뉜다. 두 탐색자의 길이는 보

통 60에서 80개의 핵산을 가진다. 샘플 DNA에 탐색자와 

상보되는 염기서열이 있는 경우, 각각의 탐색자가 샘플 

DNA에 결합하면서 이웃하여 위치한다. 이후 두 탐색자는 

결찰(ligation)이 되고 증폭(amplifica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별을 위해 오른쪽 탐색자는 각자의 길이를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증폭된 탐색자를 식별함으로써 유전자 이

상을 확인할 수 있다.2 이 방법은 주로 엑손 결손 혹은 반복

의 확인에 쓰인다. 뒤센느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dystrophy)의 약 70%가 엑손 결손 혹은 반복으로 발생한다

고 알려져 있어, 임상적으로 뒤센느근디스트로피 혹은 베커

근디스트로피(Becker muscular dystrophy)가 의심되는 경우 

근생검 이전에 시도해 볼 수 있다.3 MLPA의 결과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한데, 한 개의 엑손 결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탐색자가 결합하는 위치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4,5

2. 표적 생거 염기서열(targeted Sanger 
sequencing)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500-600 base pair 이하의 분석하고자 하는 DNA를 증폭하

여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확인하고자 하는 부위가 

넓지 않으면서 임상 증상, 병리적 소견에 따라 이상 유전자

가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권장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중심코어병(central core disease)이나 뒤센느 혹은 베커

근디스트로프에서 엑손 결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시도

해 볼 수 있다.6 그러나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길이가 

길거나, 하나의 임상표현형에 따른 원인 유전자가 다양한 

경우에는 NGS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3. 서든 블롯(southern blot)

Kilo base pair 이상의 유전자 크기를 확인할 때 주로 쓰

인다. 즉, kb 단위의 유전자반복수를 확인하여 정상보다 늘

어나 있거나 줄어든 경우에 이용이 된다. 유전성 근육 질환

군에서는 안면견갑상완근이영양증(facioscapulohumoral mus-

cular dystrophy) 1형의 진단을 확인할 때 쓰인다. 4q35의 위

치한 D4Z4 하나가 3.3 kb로, 정상인의 경우 12회 이상 보존

되고 있어, 서든 블롯을 이용하지 않고는 진단이 쉽지 않다. 

다만, 유전자 분석 시 간헐영역겔전기영동(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이 필요하며, 처음 준비부터 최종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약 10일이라는 오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검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7 

4. 전엑솜 염기서열(whole exome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이

다. 수많은 100-300 bp의 앰프리콘(amplicon)을 대량으로 

염기서열 분석을 하여 표준게놈에 정렬하여 이어진 염기서

열을 얻는다. 이 결과물을 생물정보학(bioinformatic) 파이프

라인을 통해 변이의 정보가 더해진다. 흔히 유전자패널

(gene panel)로 불리는 유전자 분석과 전엑솜 염기서열은 기

본적으로 같다. 다만, 염기서열 분석기기(sequencer)의 성능

에 따라 효율적으로 검사를 위해 방법이 달라진다. 보통 유

전자패널은 MiSeq® (Illumina, San Diego, CA, USA)을 통해

서, 임상적 표현 및 질환에 맞추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수십개를 염기서열 분석을 하게 된다. HiSeq® (Illumina)을 

통한 염기서열 분석은 MiSeq® (Illumina)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주로 전엑솜 염기서열 분석에 이용

된다. 전엑솜 염기서열의 결과물로 변이 목록에서 의미 있

는 병리적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임상적 표현, 병리 소견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근디스로피, 선천성 

근육병, 원위성 근육병 등의 원인 유전자 확인에 이용되고 

있다. 근육디스트로피멘델유전법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발

단자(proband)에 부모를 포함하여 3명의 전엑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셋엑솜 염기서열(trio exome sequencing)을 하기도 

한다. 발단자만 전엑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mutationDistiller (www.mutationdistiller.org)라는 도구를 통

해서 병리적 변이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8 추가적

으로 전엑솜 염기서열 단계에서 생성되는 앰프리콘의 수의 

분석에 따라 유전자복제수변이(copy number variation)나 엑

손 결손 혹은 반복을 찾기도 한다.9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앰프리콘 크기로 인해 표준게놈에 

정렬할 때 지도화 에러(mapping error)가 발생하여 데이터

를 얻지 못하는 엑손도 있으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5. 긴읽음 염기서열 분석(long-read sequencing)

기존 200-300 bp의 앰프리콘 크기에 의한 단점을 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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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이다. 분석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앰프리콘 크기가 평

균 5 kb에서 35 kb까지 가능하다.10 최근 이를 이용하여 진

단에 이르는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11,12 그러나 분석비용이 

높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

인다.10 

결 론

최근 10년간 NGS의 발전으로 유전성 근육병의 원인 유

전자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더욱 빠르게 원인 유전

자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in-silico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원인 유전자와 그에 따른 임상적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가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며 임상적 표현, 

병리 소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유전자 검사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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