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원지 : 46(2) 129~136, 2004 J. Anim. Sci. & Technol. (Kor.) 46(2) 129~136, 2004

－ －129

서 론.

더러브렛 말은 영국에서 경주말을 목적으로
개량된 경종마 품종중 하나로서 철저하게 개
량된 완전한 품종의 뜻을 지니고 있다 더러.
브렛은 년 초에 영국의 재래 씨암말과 동1700
양종의 씨수말을 배합시켜 만들었으며 년1793
사람의 족보와도 같은 혈통서 가 영(Stud book)
국에서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현(Bailey, 1998)
재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간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년 한국혈통서 제 권이 발간1998 1
된 바 있다 혈통서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축.
산법 및 더러브렛 등록규정에 근거하여 유전
자 감정 혹은 혈액형 감정과 모색유전의 법칙
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한다

(Bowling, 1996a).
더러브렛 말의 혈통등록을 위한 친자감정기
법은 국제혈통서위원회(International Stud Book

의 엄격한 조건을 준수하여Committee: ISBC)
야 한다 그래서 혈통서 등록기(Miura, 1994).
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각국의 친자감정기관은
국제동물유전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nimal
Genet 에 가입하여 와 가ics: ISAG) ISBC ISAG
공동으로 결정한 더러브렛 최소표준검사항목
을 검사해야 하고 와 가 공동 주최ISBC ISAG
하는 말 더러브렛 포함 국제비교동정시험에( )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한.
국의 더러브렛 감정기관인 한국마사회 유전자
검사실도 이러한 국제기준에 준하여 국내산
더러브렛 망아지의 친자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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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 , 2000).
기존의 혈액형 감정으로 대부분의 친자관계
를 확인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다
형현상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더욱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유전적 marker

을 찾기 위하여 년 더러브렛system 1990 ISAG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다형좌위를DNA
말의 친자판정에 적용 유용성 여부를 알아보,
고자 각국의 친자감정기관이 더러브렛 DNA

의marker 검색을 연구한 결과 년 말에1996
약 여 개가 보고된 바 있다130 (Natsuno, 1998).
그 후 년과 년 말 비교동정시험을1997 1999
통해 년 국제동물유전학회 더러브렛 분2000
과위원회에서 개9 (AHT4, AHT5, ASB2, HMS3,
HMS6, 의HMS7, HTG4, HTG10, VHL20)

다형좌위를 국제최소표준microsatellite DNA
검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친자판정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등 등(Hasegawa , 2001; Kakoi ,
2000).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년부터2001

더러브렛 말의 친자감정에 종전의 혈액형 감정
대신 유전자 감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한국마사회 유전자검사실도 국제기준에 준,
한 친자감정을 위해서 년부터 국내에서 사2003
육중인 모든 번식마와 혈통등록 대상마국내(
생산 망아지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정을 실시)

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내산.
말의 혈통등록을 위한 친자판정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더러브렛 말을
대상으로 형을 분석한 결과를microsatellite DNA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년 국내에서 생산되어 한국마사회 유전2003
자검사실로 의뢰된 더러브렛 망아지 두 씨993 ,
암말 두 씨수말 두 등 모두 두를 대993 , 43 2,029
상으로 하였다 재료는 말의 경정맥으로부터.

튜브 에 채혈한Heparin (Becton Dickinson, USA)
혈액에서 등 의 방법에 준하여Tozaki (2001)

를 분리하였다DNA .

2. DNA Marker PCR

유전자 감정을 위한 좌위는 국제최소표준
로서 등 의 방법을 약간marker Bozzini (1997)

수정하여 를 증폭하였으며 사용된DNA marker
는 모두 로서 의 염기dinucleotide repeats primer
서열은 에 나타내었다 은 총Table 1 . PCR 15
의 량으로 조정하여 GeneAmp PCR system

을 이용하여9600(Perkin-Elmer, USA) multiplex-

Table 1. Characteristics of 9 microsatellite markers used in this study

Marker Fluorescent dye Primer sequences(5' 3') Allele size
range(bp)

VHL20

HTG4

AHT4

HMS7

AHT5

HMS6

ASB2

HTG10

HMS3

(FAM)-CAAGTCCTCTTACTTGAAGACTAG, AACTCAGGGAGAATCTTCCTCAG

(FAM)-CTATCTCAGTCTTGATTGCAGGAC, CTCCCTCCCTCCCTCTGTTCTC

(FAM)-AACCGCCTGAGCAAGGAAGT, GCTCCCAGAGAGTTTACCCT

(FAM)-CAGGAAACTCATGTTGATACCATC, TGTTGTTGAAACATACCTTGACTGT

(JOE)-ACGGACACATCCCTGCCTGC, GCAGGCTAAGGGGGCTCAGC

(JOE)-GAAGCTGCCAGTATTCAACCATTG, CTCCATCTTGTGAAGTGTAACTCA

(JOE)-CCACTAAGTGTCGTTTCAGAAGG, CACAACTGAGTTCTCTGATAGG

(TAMRA)-CAATTCCCGCCCCACCCCCGGCA, TTTTTATTCTGATCTGTCACATTT

(TAMRA)-CCAACTCTTTGTCACATAACAAGA,CCATCCTCACTTTTTCACTTTGTT

89 107

127 141

138 170

167 189

128 152

153 171

222 256

89 117

15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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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였다 조건은 먼저 에서PCR . PCR 95
분간 가열하여 변성을 유도하고 에서10 95
초간 에서 분간의30 denaturation, 60 1 an-

그리고 에서 분간의 의nealing 72 1 extension
단계로 회 반복하였으며 에서 분간3 30 72 60

을 실시하였다 후 증폭산물은extension . PCR
에 전기영동하여 증폭산물을2.5% agarose gel

확인하였다.

3. Microsatellite DNA typing

은 산물Microsatellite DNA typing PCR 1μ ,
GeneScan 400HD[ROX] size standard 0.4μ ,
deionized formamide 12μ 을 혼합하여 에서95
분간 시킨 후 위에서 분간 침3 denaturation ice 3
지한 다음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
(Per 에 하여 전기영동하고kin-Elmer, USA) loading
검출된 각 유전자좌의 대립유전자는 GeneScan

으로 분석한 다음Ver.2.1(Perkin-Elmer) Geno-
를 이용하여 각typer Ver.2.5(Perkin-Elmer) mark-

별 대립유전자의 크기 를 결정한 후er (base pair)
친자관계 여부를 판정하였다.

4.

Microsatelli 의 대립유전자 출현빈te DNA marker

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heterozygosity(Het),
그리고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s(PIC) ex-

clu 를sion probability(PE) Cervus Ver.2.0 program
등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Marshall , 1998) .

결 과.

1. Microsatellite DNA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Perkin-Elmer,
를 이용하여 에USA) microsatellite marker AHT4

대한 대립유전자의 양상은 에 나타내었Fig. 1
고 더러브렛 말 두를 대상으로 개의, 2,029 9

에 대해서 각microsatellite DNA marker marker
별로 대립유전자의 크기와 출현빈도가 가장 높
은 순으로 나타낸 결과는 에서 보는 바Table 2
와 같다 대립유전자의 크기는. AHT4(142 158),
AHT5(130 144), ASB2(223 257), HMS3(153
171), HMS6(157 167), HMS7(171 181), HTG4

으(128 138), HTG10(88 110), VHL20(86 98)
로 관찰되었으며 출현빈도는 AHT4 J/O(17.94%),
AHT5 K/K(69.00%), ASB2 Q/R(9.51%), HMS3 I/I
(29.13%), HMS6 M/P(32.43%), HMS7 M/O(14.83%),
HTG4 K/M(43.37%), HTG10 I/M(10.94%), VHL20

의 대립유전자가 가장 높은 빈도를I/M(15.97%)
나타내었다.

Table 2. Allele size range and frequencies of the highest allele in each microsatellite DNA
marker on 2,029 Thoroughbred horses

Loci Allele size range(bp) Allele No.(%) of horse

AHT4

AHT5

ASB2

HMS3

HMS6

HMS7

HTG4

HTG10

VHL20

142 158

130 144

223 257

153 171

157 167

171 181

128 138

88 110

86 98

J/O* 364(17.94)

K/K 477(69.00)

Q/R 193( 9.51)

I/I 591(29.13)

M/P 658(32.43)

M/O 301(14.83)

K/M 880(43.37)

I/M 222(10.94)

I/M 324(15.97)

H/O 348(17.15)

K/M 404(23.51)

K/Q 154( 7.59)

I/P 368(18.14)

P/P 557(27.45)

N/O 241(11.88)

K/K 589(29.03)

I/I 203(10.00)

L/M 318(15.67)

K/O 319(15.72)

J/K 338(19.91)

Q/Q 119( 5.86)

I/M 285(14.05)

M/M 240(11.83)

M/N 225(11.09)

M/M 348(17.15)

I/R 151( 7.44)

M/N 244(12.03)
*Alphabetical allele codes for all loci are identical to the assignment on 2000 ISAG hors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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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satellite DNA

Micro 다형의 유전자 빈도를satellite DNA
조사한 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Table 3
관찰된 대립유전자의 수는 개로서5 11 AHT4
O(0.3943), AHT5 K(0.4916), ASB2 Q(0.2348),
HMS3 I(0.5328), HMS6 P(0.5106), HMS7
O(0.2905), HTG4 K(0.5355), HTG10 I(0.2859),

의 대립유전자가 높은 빈도로VHL20 M(0.3199)

관찰되었다.

3. Heterozygosity, PIC, PE

M 형의 유전자 빈도에 기초icrosatellite DNA
하여 그리고 를 분석한heterozygosity, PIC, PE
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Table 4 . Expected

와 는 각각 평균heterozygosity PIC 0.544 0.837(
평균 으로 나타났고0.709), 0.446 0.816( 0.662)

Fig. 1. Electropherogram of AHT4 microsatellite marker in the Thoroughbred horse using the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



Cho. ; DNA Typing in Thoroughbred Horse

－ －133

ASB2, 의 는 이상HMS7, HTG10 marker PIC 0.70
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는 으로서. , PE 0.252 0.673
개 를 조합시 로 관찰되었다9 marker 0.9978 .

4. Microsatellite DNA

년도 국내에서 태어나 혈통등록을 위한2003

친자감정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 유전자검사실
에 의뢰된 가계 가계당 평균 두 출생43 (1 23.1 )
두에서 태어난 더러브렛 망아지 두를 대993 993

상으로 개의 에 대해9 microsatellite DNA marker
서 형을 분석하여 친자감정을 실시한 결과DNA
전두수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부합되어 친자
관계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3. Gene frequencies of microsatellite DNA polymorphism in Thoroughbred horse

Marker Allele (gene frequency)

AHT4
AHT5
ASB2

HMS3
HMS6
HMS7
HTG4
HTG10

VHL20

G(0.0002) H(0.2008) I (0.0002) J (0.2178) K(0.1861) N(0.0005) O(0.3943)
J (0.1602) K(0.4916) L (0.0002) M(0.2063) N(0.1094) O(0.0320) Q(0.0002)
B(0.0355) K(0.1530) L (0.0002) M(0.1259) N(0.1419) O(0.0981) P (0.0170)
Q(0.2348) R (0.1932) S (0.0002)
I (0.5328) M(0.1451) N (0.0350) O(0.1097) P (0.1688) Q(0.0005) R(0.0081)
K(0.1067) L (0.0362) M(0.3351) O(0.0113) P (0.5106)
J (0.0941) K(0.0012) L (0.1582) M(0.2440) N(0.2119) O(0.2905)
K(0.5355) L (0.0010) M(0.4098) N(0.0202) O(0.0005) P (0.0330)
H(0.0002) I (0.2859) J (0.0007) K(0.1313) L(0.1427) M(0.1821) N(0.0015)
O(0.1069) P (0.0002) R (0.1442) S (0.0042)
I (0.2597) J (0.0012) K (0.0010) L (0.2319) M(0.3199) N(0.1821) O(0.0042)

Table 4. Heterozygosity, PIC value and PE of microsatellite markers in Thoroughbred horse

Marker No. of allele OHet EHet PIC PE*
AHT4
AHT5
ASB2
HMS3
HMS6
HMS7
HTG4
HTG10
VHL20

7
7

10
7
5
6
6

11
7

0.744
0.672
0.830
0.643
0.595
0.780
0.535
0.810
0.750

0.722
0.677
0.837
0.653
0.614
0.777
0.544
0.815
0.743

0.674
0.634
0.816
0.615
0.546
0.741
0.446
0.790
0.696

0.475
0.442
0.673
0.428
0.346
0.561
0.252
0.634
0.498

* OHet : Observed heterozygosity, EHet : Expected heterozygosity, PIC :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s, PE :
Exclusion probability.

Table 5. A case of parentage testing by 9 microsatellite loci in Thoroughbred horse

Samples
Loci

AHT4 AHT5 ASB2 HMS3 HMS6 HMS7 HTG4 HTG10 VHL20
Sire
Dam
Foal

H/O
K/O
H/K

K/O
K/K
K/O

N/Q
K/R
N/R

I/I
M/O
I/M

P/P
K/M
M/P

L/O
J/O
O/O

K/M
K/M
K/M

K/L
K/O
K/O

I/L
I/I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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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근래에 들어 국내 말 생산산업의 괄목할 만
한 성장으로 인해 여 두 이상의 더러브5,000
렛 말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더욱더 우수한 혈통과 유전형질을.
가진 외국산 씨수말 및 씨암말의 도입과 경마
의 국제화에 따른 말의 국제간 이동 증가 목,
장내 생산마의 친자감정을 둘러싼 분쟁 등 종
래에 비해서 말의 개체식별이나 친자감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며
경제적인 감정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Bowl-

말의 친자감정 방법이 기존의 혈ing, 1996b).
액형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로 변경된 이유는
혈액형 검사에 의한 친자감정의 정확성은 약

내지 로서 대략 내지 의97% 99.5% 3% 0.05%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더욱더 검사결과의 효율
을 높이고 검사시료의 다양화 및 검사비용의
절약을 위한 것이다 혈액형 검사는 검사시료.
가 혈액에 국한되어 있고 검사를 위해서는 신
속하게 검사실로 수송되어야 하며 또한 채혈
시 수의사의 인건비 등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소모된다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전자 검사이고 또한 혈액뿐만 아니
라 모근이나 심지어는 타액까지 가능하기 때
문에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혈.
액대신 모근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에 이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년부터는 유전자. 2004
검사에 의한 친자감정기법에 모근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다.

198 년 영국의 등에 의해5 Jeffreys human
의 에서 고변이 유전자genome myoglobin gene

좌위를 제한효소처리와 Southern hybridization
에 의해 다형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에서 수준DNA
에서의 개체식별 및 친자확인이 가능하게 되
었다.
단백질의 다형은 유전자 상에 코드되어 있
지만 유전자내에서 단백질의 정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부위나 유전자 이외의 비코intron
드 영역에는 반복배열의 반복수가 다른 다형

이 존재하는 것이 알려진 이래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은DNA typing microsatellite

혹은 이DNA typing short tandem repeats(STRs)
다 말에 있어서는 년 개최된 더러브렛. 1986
국제혈통서위원회에서 형 감정에 관해서DNA
처음으로 거론된 이래 국제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된 결과 현재는 각국의 공통 DNA

사용 및 검사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marker
친자확인에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의 개.
체식별이나 친자판정을 목적으로 한 DNA
mark 는 의 수가 많고 가er allele heterozygosity
높으며 다형성을 보이는 염기수가 적은 것,
즉 증폭이 가능하며 정확한 염기수나 반PCR
복배열수가 용이하게 산출되는 범위의 것으로
서 돌연변이율이 낮은 것이어야 하고 또한,
더러브렛 말의 혈통등록은 초봄에 집중되어
단시일내에 많은 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경
제적이며 방법이 단순하고 시간이 절약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말의 다형. DNA mark-
를 지금까지 핵 의 유전자 비코드부위er DNA
에서의 반복배열수의 차이를 지표로 한 micro-

로서 염기의 반복되는 배열satellite DNA 2 4
로서 가 높고 의 수가 많은heterozygosity allele

중에서 국제간 를 통해marker comparison test
검사방법을 표준화 시킨 후 년 국제동물2000
유전학회 말 분과위원회에서 개의9 micro-

를 국제최소검사항목으로satellite DNA marker
지정한 이래 현재 각국의 친자감정 기관에서
더러브렛 말의 개체식별이나 친자판정에 이용
하고 있다 등(Tozaki , 2001).

년도 국내에서 사육중인 씨암말로부터2003
태어나 혈통등록을 필요로 하는 망아지 두993
를 대상으로 친자감정을 실시한 본 연구 결과
대상 망아지 전두수에서 친자관계가 확인되었
다 이는 형을 이용하여 친자. microsatellite DNA
판정을 하면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보고한 등Kakoi (2000),

등 의 견해와 일치Bowling(1996b), Binns (1995)
하였다 조 등 은 제주말을 대상으로 국제. (2002)
기준 개 를 포함한 개 를 대상9 marker 16 marker
으로 형을 분석한 결과microsatellite DNA
AHT4, AHT5, ASB2, ASB17, HMS2, H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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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의HTG10, LEX33, TKY321, VHL20 10
에서 이상이었고 전체 개marker PIC 0.70 16
를 조합시 는 이었다고 보고한marker PE 0.9999

바 있다 국제최소검사항목 개 에 대한. 9 marker
형의 유전자 빈도에 기초하여 와 를DNA PIC PE

분석한 결과 의 는ASB2, HMS7, HTG10 marker
이상으로 관찰되어 말의 개체식별이PIC 0.70

나 친자감정을 위한 로서의 조건에 부합marker
되었으나 개 를 조합한 는 로9 marker PE 0.9978
관찰되어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에0.9995
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의 추가marker 가
요구되고 있어 년부터는 개2004 7 marker(ASB17,
ASB23, CA425, LEX3, LEX33, HMS1, TKY321)
를 추가하여 검사하면 국제기준을 충족할 것으
로 사료된다(Dimsoski, 2003).

형에 의한 말의 친자확인Microsatellite DNA
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립되지 않
은 상태이나 혈액형 감정처럼 국제최소표준검
사항목 개 중 개 이상에서 멘델9 marker 2 marker
의 유전법칙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모순으로
판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
구를 통해 에서 발생될 수microsatellite marker
있는 및 등의 문제점과 결null allele mutation
과 판독시 에 따른 특성 등을 연구하여marker
국내산 망아지의 친자감정 효율을 향상시켜 신
뢰성 및 공정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더러브렛 말 두를 대상으로 개의2,029 9 micro-
satel 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lite DNA
은 결론을 얻었다.
각 별로 대립유전자의 출현빈도는marker AHT4

J/O(17.94%), AHT5 K/K(69.00%), ASB2 Q/R
(9.51%), HMS3 I/I(29.13%), HMS6 M/P(32.43%),
HMS7 M/O(14.83%), HTG4 K/M(43.37%), HTG10

의 대립유전자I/M(10.94%), VHL20 I/M(15.97%)
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었다 대립유.
전자의 수는 개로서5 11 AHT4 O(0.3943),
AHT5 K(0.4916), ASB2 Q(0.2348), HMS3
I(0.5328), HMS6 P(0.5106), HMS7 O(0.2905),

HTG4 K(0.5355), HTG10 I(0.2859), VHL20
의 대립유전자가 높은 빈도로 관찰되M(0.3199)

었고 의 는ASB2, HMS7, HTG10 marker PIC
이상으로서 개 를 조합시 는0.70 9 marker PE
로 관찰되었다 년도 국내에서 태어0.9978 . 2003

나 혈통등록을 위한 더러브렛 망아지 두를993
대상으로 개의 에 대9 microsatellite DNA marker
한 형에 의한 친자감정 결과 전두수에서DNA
멘델의 유전법칙에 부합되어 친자관계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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