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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olymorphism on exostosin-1 (EXT1) gene and to associate with economic traits in 
Hanwoo (Korean cattle). We sequenced for detection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with 24 unrelated individuals and 
identified four SNPs (T272196A, C272359T, G290964A and A302092G). Relationship between the genotypes of 583 Hanwoo 
individuals by PCR-RFLP and economic traits were analyzed by general linear model. In EXT1 gene, there were four SNPs 
associated with economic traits such as eye muscle area breeding value, marbling score breeding value, backfat and thickness 
breeding value (p<0.05 to p<0.01).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an important role of EXT1 gene in determining the meat 
quality or economic characteristics in Hanwoo. 
(Key words : Hanwoo, EXT1, SNP, PCR-RFLP)

서    론

가축의 개량에 있어서 경제 형질과 관련된 양적형질유전자좌위

(QTL)를 검출 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며, 유전적 표

지인자 (DNA marker)를 이용하여 이를 통한 가축의 육종가 추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동물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의 구조를 파악한 후 유전자변이와 표현형간의 연관분

석을 통해 각 유전자 변이가 갖는 유전값 (genetic value) 및 통계

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형질과 관련한 DNA 마커를 선발 하고, 이

를 통한 표지인자 도움선발 (Marker-Assisted Selection; MAS)에
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Lande와 Thompson, 1990; Darvasi
와 Soller, 1994). 경제형질과 관련된 DNA 표지인자의 개발에 기

초가 되는 후보 유전자의 선택은 유전자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과 다른 종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유전체 방법을 이용

한 위치 접근방법, 소 genome 전체에 존재하는 microsatellite 혹

은 이미 얻어진 bovine genome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형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QTL 분석 방법들이 주로 이

용 되고 있다 (유 등, 2006).
Exostosin-1 (EXT1) 유전자는 소 염색체 14 (BTA14) 46.3cM 

영역에 위치하며 (http://www.livestockgenoics.csiro.au/cow/), 이

영역은 QTL 연구를 통해 근내지방도 (31-86cM) 및 도체중

(43-79cM)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나 (Casas 등, 2003; 
Kim 등, 2003), 현재까지 EXT1 유전자와 경제형질과의 관련성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EXT1 유전자는 인간의 경우 8번 염색체

에 위치하며 다발성 외골증 환자에서 암 억제 유전자로 작용한다고

최초로 보고되었고 746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 하며 (Ahn 등, 
1995), 11개의 exon 영역을 가지고 있다 (Ludecke 등, 1997). 또

한 각 종간 염색체의 위치는 다르지만 cDNA을 비교하였을 때 모

두 99% 이상의 높은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 EXT1 단백질은 세포

내 기질과 표면에서 proteoglycans의 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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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proteoglycans은 뼈, 연골, 인대, 피부 등에서 구성

물질 혹은 세포나 조직의 보호물질이나 재생에 관여한다 (Hecht 
등, 1995; Raskind 등, 1995). 또한 EXT1은 N-deacetylase/ 
N-sulfotransferase (NDST)의 발현에 영향을 주며, NDST의 발현

은 heparan sulfate (HS) sulfation을 조절하여 proteoglycans과 같

은 단백질과의 결합으로 인한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

다 (Presto 등, 2008).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EXT1 유전자

가 세포나 조직의 형성 및 생리적 반응에 관여함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기능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소 QTL 
연구 및 유전자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EXT1 유전자가 가축형

질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내지방도 및 도체중 관련 QTL 영역 내에

위치하는 EXT1 유전자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발굴하고, 각 SNP와

경제형질과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genomic DNA 추출

한우 후대검정을 통하여 혈통기록과 도체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 32차~35차 후대검정우 집단 총 583두를 공시축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공시축의 genomic DNA는 개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genomic DNA의 분리 및 정제는 Miller 등 (1988)의
salting out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분리 정제하였으며 spectro- 
photometer를 이용하여 DNA 농도를 측정한 후 TE buffer (10 
mM Tris-HCl, pH 7.4; 1 mM EDTA)에 용해하여 냉동고에 보

존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2. PCR primer 설계 및 증폭

EXT1 유전자로부터 SNP을 검출하기 위하여 한우 24두를 이용

하여 염기서열 결정을 하였다. 한우 EXT1 유전자의 증폭을 위한

primer는 NCBI GenBank에 등록된 염기서열 (GenBank Accession 
no. NC_007312)을 근거로 exon 영역 양쪽의 intron이 약 200 
bp 정도 포함 되도록 하여 Primer3 (http://fokker.wi.mit.edu/ 
primer3/input.ht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imer를 제작하였다

(Table 1). PCR 반응은 template DNA 1 ul (50 ng), 10 × PCR 
reaction buffer(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1.5 
mM MgCl2), 2.5 mM dNTPs, 10 pmol primer, 1 unit Taq 
polymerase (G&P, Korea)를 사용하여 총 반응액 15 ul로 보정 후

PTC-240 DNA Engine Tetrad 2 Cycler(MJ reserch, USA)를
이용하여 반응을 수행하였다. 합성 반응은 95℃에서 10분간 최초

변성 (pre-denaturation) 시킨 후, 95℃에서 40초 동안 변성

(denaturation), 61℃에서 40초간 접합 (annealing), 그리고 72℃
에서 1분간 합성 (extension) 반응의 3단계를 35회 반복한 후 72 

℃에서 마지막 합성 (final extension)을 10분간 수행하였다. PCR
이 끝난 후 3 ul의 PCR 산물을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실시하고 UV 상에서 증폭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염기서열 분석

증폭된 PCR 산물을 MultiScreenⓇ PCR 96-Well Plate kit
(Millipore, USA)을 사용하여 정제 후, PCR-direct sequencing 
방법으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제한 PCR 산물

2 ul에, Big-dye terminator (Applied Biosystems, USA) 0.5 ul, 5 
pmol의 primer 1 ul, 5X buffer (400 mM tris, 10 mM MgCl2) 
1.75 ul를 넣고, 총 반응액을 10 ul로 조정하였다. PCR 온도 조건

은 95℃에서 10초간 denaturation, 50℃에서 5초간 annealing, 60 
℃에서 4분간 extension의 3단계과정을 35회 반복 수행하였다. 
PCR 산물은 isopropanol 및 ethanol 정제 과정 후, 건조된 pellet
에 8 ul의 Hi-Di formamide를 넣고 95℃에서 2분간 변성

(denaturation) 과정을 거쳐, 50 cm의 capillary를 장착한 염기서열

분석기 (ABI 3730, Applied Biosystems, USA)로 염기서열을 결

정하였고 염기서열 변이 분석은 SeqMan 프로그램 (DNAstar,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4. PCR-RFLP을 이용한 유전자형 결정

PCR-direct sequencing을 통해 SNP를 확인하고, PCR-RFLP법

을 이용하여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SNP에 대한 제한효

소 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PCR-RFLP 분석은 PCR 반응물 5 ul에 제한효소 1~1.5 unit을

첨가하고 각 제한효소별 활성온도에서 3시간 이상 반응 시킨 후

절단된 DNA 단편의 크기를 고려하여 ethidium bromide가 포함

된 2~3%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후, 나타난 DNA band 양상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개체별 SNP 유전자형을 판정하였다. 

5. 경제형질과의 통계적 연관성 분석

도체 형질에 대한 육종가 추정치 (estimated breeding value)와
각 SNP의 유전자형간 연관성 분석은 R package의 회귀분석모형

(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p value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Yij = μ + Gi + eij

  위 식에서,
Yij = 육종가 추정치

μ = 각 육종가의 평균

Gi = i 번째 SNP 유전자형의 효과

eij = 임의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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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list for SNP discovery and genotyping of exostosin-1 (EXT1) gene

Primer ID Length Primer sequences
(5'-3') Product size (bp) PCR stie

EXT1-1F 20 cattgtgcaacccaaagatg
732 Exon 1

EXT1-1R 20 tgaggtgacaactggtctcg

EXT1-2F 20 cacagcaaaaaggggagaaa
781 Exon 1

EXT1-2R 20 caactctgggtcctcagctc

EXT1-3F 20 ctgagcaagccaaaatgtca
574 Exon 2

(T272196A PCR-RFLP)EXT1-3R 20 gtccaaaggcagggtgtaaa

EXT1-4F 20 atggggttttcacattccaa
521 Exon 3

EXT1-4R 20 cctggatctgaggagactgc

EXT1-5F 20 tggcatctcattgttttcca
465 Exon 4

EXT1-5R 20 ggatgccatgagtgtgaatg

EXT1-6F 20 tttgaaaggagcacggactt
490 Exon 5

EXT1-6R 20 gggacttgagttccgaacaa

EXT1-7F 20 tggaaatgggccttaaactg
432 Exon 6

(G290964A PCR-RFLP)EXT1-7R 20 gtgtagcagggaaggagtgg

EXT1-8F 20 tcttgtcccctctctggttg
682 Exon 7

EXT1-8R 20 tgacctccatgggaaaagaa

EXT1-9F 20 ctctggccttcctttgactg
840 Exon 8

EXT1-9R 20 tggatcgtgtggtttcaaga

EXT1-10F 20 ggcaaaatgtcaagcagtca
514

Exon 9
(A302092G PCR-RFLP)EXT1-10R 20 taacgatgcaacaagccaag

EXT1-11F 20 ctgcatctgtggatgtctctg
497 Exon 10

EXT1-11R 20 gagcaaagcaaaggaggaga

EXT1-12F 20 gacctgtgcttgcatcttca
564 Exon 11

EXT1-12R 20 tggaacagtcctgtgcagtc

EXT1-E1F 20 ttcactccgcctccttctta
366 Exon 2

(C272359T PCR-RFLP)EXT1-E1R 20 gtccaaaggcagggtgtaaa

결과 및 고찰

1. EXT1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및 SNP 탐색

한우 EXT1 유전자의 염기서열 결정 결과, 11개의 exon 영역과

exon의 주변 100 bp 이상의 intron 영역을 포함하여 총 약 6.8 
kb 정도의 염기서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전자의 exon 영역을

확인한 이유는 유전자의 exon 영역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영역

으로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 아미노산의 변화를 초래하여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hasman과 Adams, 2001; Sunyaev 등, 2001). 결정된 염기서열

은 기존의 NCBI GenBank (GenBank Accession no. NC_ 
007312)에 보고 된 염기서열과 99%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냈다.

SNP는 염기서열의 변이 빈도가 0.01 이상이며 (Kruglyak와

Nickerson, 2001) homo형과 hetero형의 염기가 모두 나타난 좌위

를 SNP로 선정하였다.  SNP 탐색 결과 intron 1에서 T272196A, 
exon 2에서 C272359T, intron 6에서 G290964A 그리고 intron 
8에서 A302092G 총 4개의 SNPs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  
EXT1 유전자의 exon 2에서 발견된 C272359T SNP는 Arg (R)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코돈 (CG C→U)으로 아미노산에 변화를

주지 않는 synonymous SNP임을 확인하였다. 발굴된 4개의 SNPs
는 0.2~0.4 사이의 높은 변이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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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triction enzyme for PCR-RFLP of exostosin-1 (EXT1) gene in Hanwoo

SNP Restriction enzyme SNP genotype Fragment size(bp) Reaction temp.(℃)

T272196A
CviQⅠ

(5'...G▼TAC...3')

AA 574

25AT 574 414 160

TT 414 160

C272359T
Cac8I

(5'...GCN▼NCG...3')

TT 366

37CT 366 249 117

CC 249 117

G290964A
BstⅪ

(5'...CCANNNNN▼NTGG...3')

AA 432

37AG 432 348 84

GG 348 84

A302092G
BanⅡ

(5'...GRGCY▼C...3')

AA 541

37AG 541 362 179

GG 362 179

Fig. 1. The position of PCR region (soild line with arrows) and SNPs detected in Hanwoo exostosin-1 (EXT1) 
gene.

GenBank에서 보고 된 338개의 소 EXT1 유전자의 SNP 정보와

비교하여 볼 때 모두 새로운 SNPs인 것으로 나타났다. 

2. EXT1 유전자형 분석

PCR-direct sequencing에 의해 발굴한 SNPs들은 모두 제한효

소 인식부위를 가지고 있어 PCR-RFLP법을 이용하여 유전자형 분

석을 실시하였다. 제한효소 인식부위가 1부위인 경우는 SNP 탐색

에 사용한 PCR primer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수 존재하는

C272359T 좌위의 경우는 PCR primer를 다시 설계하여 PCR 증

폭반응을 수행하고 PCR-RFLP법을 이용하여 유전자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Table 1). 총 583두의 공시축의 개체별 유전자형을 확인

하기 위해 각 SNP 부위에 대하여 PCR-RFLP 분석을 위한 제한

효소와 제한효소 최적반응온도 및 검출된 유전자형별 PCR-RFLP 

절편 크기를 결정하였다 (Table 2). 제한 효소 처리 후 전기영동은

각 단편의 크기를 고려하여 약 2~3%의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였으며, 검출된 DNA 절편 양상을 분석하여 각 유전자형을 결

정하였다 (Fig. 2). PCR-RFLP를 통해 검출된 총 583두의 공시축

에 대한 유전자형의 출현 빈도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

하였다.

3. 한우 경제형질과의 통계적 연관성 분석

PCR-RFLP를 통해 검출된 총 583두의 공시축에 대한 유전자형

과 도체형질의 육종가 추정치 (estimated breeding value)와 연관

성 분석결과 4개의 SNPs 중 T272196A, G290964A 및

A302092G SNPs에서 유의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었으나, 다른 1개

의 SNP C272359T SNP에서는 유의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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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CR-RFLP patterns and sequence chromatograms of 4 SNPs detected in Hanwoo exostosin-1 (EXT1) 
gene. The left lane on each electropherotic pattern is standard size marker of 100 bp DNA ladder.

Table 3. Genotype and allele frequencies of SNPs in Hanwoo exostosin-1 (EXT1) gene 

SNP 
position

Frequencies
Genotype Allele

T272196A
AA AT TT A T

0.1913 0.4734 0.3353 0.4280 0.5720

C272359T
CC CT TT C T

0.6842 0.2594 0.0564 0.8139 0.1861

G290964A
AA AG GG A G

0.0545 0.2538 0.6917 0.1814 0.8186

A302092G
AA AG GG A G

0.3501 0.3581 0.2918 0.5292 0.4708

다 (Table 4). 
T272196A SNP의 유전자형 효과는 근내지방도 육종가에서 유

의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p = 0.014). T272196A SNP의 A 대

립유전자는 근내지방도 육종가 (－0.101 ± 0.041)의 증가와 관련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12). G290964A SNP의 유전자형 효

과는 등지방두께 육종가에서 유의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p =
0.001). G290964A SNP의 G 대립유전자는 등지방두께 육종가

(－0.029 ± 0.009)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18). A302092G SNP는 등지방두께 육종가 (p<0.001) 및 등심

단면적 육종가 (p=0.020)에서 각각 유의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A302092G SNP의 G 대립유전자는 등지방두께 육종가 (－0.032 ±
0.006)와 등심단면적 육종가 (0.459 ± 0.197) 증가와 관련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302092G SNP의 G 대립유전자는 등지방두께 육

종가 변화를 4.6% (R2 = 0.046), 등심단면적 육종가 변화를 1.1%
(R2 = 0.011)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T1 유전자는 BTA14번의 근내지방도 및 도체중 관련 QTL 
영역 내 영역에서 검출된 후보유전자이다. 그러나 EXT1 유전자에

서 검출한 4개의 SNP을 이용한 연관분석실험에서는 근내지방도

및 도체중 보다는, 등지방두께형질에서 가장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우에 있어서 근내지방도와 등지

방두께는 서로 유전적으로 상관이 높은 형질이다 (유전상관

0.2~0.3). 따라서 등지방두께에서 가장 유의한 결과를 얻은 것은

두 형질의 유전상관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는 BTA14에서 검출된 QTL 영역 자체가 single QTL이 아니라, 
multiple QTL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내에서 검출된 SNP을 이

용하여 연관분석한 결과에서 기존 QTL에서 검출되지 않은 효과가

검출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에서 얻어진 intron 영역의 SNP의 경우 상대적으로 exon 

영역의 SNP에 비하여 특정 위치의 염기 변이가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경우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에서



Kim et al. ; Polymorphisms of Exostosin-1 Gene in Hanwoo 

－   －12

Table 4. Association between three SNPs in EXT1 gene and marbling score breeding value (MSBV), backfat 
thickness breeding value (BFBV) and eye muscle area breeding value (EMABV) in Hanwoo cattle

Traits SNPs 1)1)1)N 2)Freq 3)b±SE F-value P-value R2

MSBV

T272196A 507 0.428 －0.101±0.041 5.995  0.014* 0.012

C272359T 532 0.186 0.105±0.062 2.849 0.092 0.005

G290964A 532 0.181 －0.003±0.049 0.004 0.947 0.004

A302092G 497 0.470 0.028±0.037 0.592 0.441 0.001

BFBV

T272196A 507 0.428 －0.010±0.007 1.864 0.172 0.004

C272359T 532 0.186 0.006±0.011 0.310 0.577 0.001

G290964A 532 0.181 －0.029±0.009 9.8921  0.001* 0.018

A302092G 497 0.470 －0.032±0.006 23.717 <0.0000001* 0.046

EMABV

T272196A 507 0.428 0.409±0.216 3.593 0.058 0.008

C272359T 532 0.186 0.182±0.328 0.306 0.579 0.001

G290964A 532 0.181 0.232±0.260 0.791 0.374 0.001

A302092G 497 0.470 0.459±0.197 5.391  0.020* 0.011

* Significant SNP after Bonferroni correction.
1) Number of animals with traits and genotype.
2) Frequency of minor allele respectively.
3) Allele substitution effect and standard error.

는 전사 (transcription)나 번역 (transl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Ajit 등, 2003). 그러므로 본 실험결과에서 경제형질

과 관련성이 있는 intron 영역의 SNP도 주목할 만 한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까지의 BTA14 QTL 영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육우의 경제형질과 연관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Wibowo 
등, 2008). 2,4-dienoyl CoA reductase 1 (DECR1)에 존재하는

SNP의 경우는 등지방두께 형질, core binding factor, runt 
domain, α subunit 2, translocated to 1 gene (CBFA2T1)에 존

재하는 SNP의 경우는 근내지방도 (Marques 등, 2008), fatty acid 
binding protein 4 (FABP4)에 존재하는 SNP는 도체중 및 근내지

방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Lee 등, 2010). 이외에도

BTA14 QTL 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유전자들의 SNP와 경제형질

들과의 관련성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EXT1 유전자 역시 경제형질

과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의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실험에서 나타난 EXT1 유전자의 SNP 변이로 인해 경제형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SNP
는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지 않는 SNP (intron 및 synomyous)으
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각 형질의 QTL과 연관된 LD marker 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BTA14 (48-58cM) 영역에 존재하는 한우

EXT1 유전자는 한우의 근내지방도 및 등심단면적 및 등지방두께

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내지방도의 경우 현재 소의

등급판정시 육질등급에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육량등급에 기

준으로 작용하여 소 도체의 등급에 중요한 영양을 주는 형질이다. 
따라서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 형질과 관련이 있는

EXT1 유전자를 이용하여 한우의 선발 및 개량에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의 경제형질 관련 유전적 표지인자 (DNA 
marker) 개발을 목적으로 EXT1 유전자의 다형성과 발현양상을

관찰하여 경제형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PCR- 
direct sequencing을 통하여 4개 (T272196A, C272359T, 
G290964A 및 A302092G)의 SNPs를 탐색 하였으며, 탐색된

SNPs를 통하여 PCR-RFLP 기법으로 유전자형을 결정한 후 경제

형질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272196A 좌위에서 근내지

방 육종가 (p=0.014), G290964A 좌위에서 등지방두께 육종가 추

정치 (p=0.001), A302092G 좌위에서는 등지방두께 육종가 (p <
0.001) 및 등심단면적 육종가 (p=0.020)에서 각각 유의적인 연관성

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SNP를 이용하여

한우의 선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한우, Exostosin-1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제한효소절편

길이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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