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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우 집단에서 Indel, Microsatellite 마커와 MC1R 유전자형을
이용한 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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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a molecular marker system for parentage test in Jeju Black cattle (JBC). 
Based on the preliminarily studies, we finally selected for construction of a novel genetic marker system for molecular 
traceability, identity test, breed certification, and parentage test in JBC and its related industrial populations. The 
genetic marker system had eight MS markers, five indel markers, and two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g.G299T and g.del310G) within MC1R gene which is critical to verify the breed specific genotypes for coat color 
of JBC differing from those of exotic black cattle breeds such as Holstein and Angus. The results showed lower level 
of a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second parent (NE-P2) of 4.1202×10-4 than those previously recomm- 
ended by International Society of Animal Genetics (ISAG) of 5.000×10-4 for parentage, and a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sib identity (NE-SI) of 2.679×10-5. Parentage analysis has been successfully identified the JBC offspring 
in the indigenous population and cattle farms used the certified AI semens for production using the JBC-derived 
offspring for commercial beef. This combined molecular marker system will be helpful to supply genetic information 
for parentage test and traceability and to develop the molecular breed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animal 
productivity in JBC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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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분자 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사회에서 단백질이나

DNA 등 생체 분자의 서열 정보는 계통 유전학, 진화학 등 학
문 분야뿐만 아니라, 범인의 식별이나 친자 확인 등 응용 영
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제 교역

의 증가와 더불어 식료품 원자재나 가공물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 
교잡우 등 국내산 소의 품종 구분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와
의 식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DNA 동일성 검
사가 생산 이력 추적의 필수 요소가 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제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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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1980년대의 멸종 위기를 벗어나 어느 정도 집단의 규모
가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주 흑우의 직접적인 산업
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신 소득원으로써 제주 흑우

에 대한 활용가치는 농가와 지방자치정부에는 매력적인 소재

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용화 산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품종의 기초등록이나 동일성 검사 등에 대한 정보는 한
우의 생산 이력제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으나, 비육우 생산을
위한 송아지 생산 체계가 기관과 농장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점과 제주 흑우와 외형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인 한우

×Holstein 교잡우인 먹우(일명 먹통, 먹우)에 의한 시장의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주 흑우와 실용화 집단에 대한 친

자 확인과 혈통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Han 등의 보고(2010)에서는 ISAG의 권장 11 MS 마커들이 포
함된 22종의 MS 마커와 제주 흑우의 모색 특성이 반영되어 있
는 두 가지 모색 관련 유전자(MC1R, ASIP) SNP 마커의 조합
을 기반으로 농가에보급된제주흑우유래수정란이식(Embryo 
Transfer, ET),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 송아지들
의 검출한 바 있다. 반면, 이 과정에서 MS 마커 분석에서 기
보고된 DNA polymerase의 slippage에 의한 miscounting allele
이나 판독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자의 삼자
간 불일치(trio-mismatch)를 허용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 돼지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해서 과거부터 혈액형이나

혈액 단백질의 동위효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DNA 분석기법, 특히 MS 마커의 반복 양상에 따른 유전자형
자료는 가축 품종들의 품종 및 혈통 증명, 집단 식별, 개체 추
적과 친자 확인 등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Mannen 등, 
1993; Arranz 등, 1996; Cho 등, 2003; Ji 등, 2007; Kim 등, 
2007; Oh 등, 2007). MS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 분석
체계는 다수의 시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전자의 다형성이

높은 유전자형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 효율성도 매우 뛰어나다.
반면, MS 마커에 대한 유전 정보 분석은 MS 자체가 핵

DNA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돌연변이율을 보여 DNA 
돌연변이에 대한 분자 수선 기능과 관련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체세포 수준의 돌연변이나 불안정성(instability), 이
형접합성의 획득/상실(gain/loss of heterogeneity)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ollins 등, 1987; Warren 등, 1987; Ostertag과
Kazazian, 2001; Garay 등, 2004; Chen 등, 2012a, 2012b; Huang 
등, 2012; Kim 등, 2012;). 특히 현재 생산 이력제 등에 중점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2-염기 반복(di-nucleotide repeat)인 MS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증폭 시
주형 DNA의 단순반복 때문에 효소의 slippage에 의해 stutter 
band의 형성과 이에 따른 유전자형 판독 오류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또한 다수 유전자를 동시에 증폭하는 multiplex PCR
과정에서 차등 증폭된 PCR 산물은 data의 일부가 소실되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Levinson과 Gutman, 
1987; Wolff 등, 1989; Demers 등, 1995; Brinkmann 등, 1998; 
Poetsch 등, 2006).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해 tri-, 
tetra-, oligo-nucleotide repeat MS, 다형성의 규모가 상대적으
로 큰 minisatellite,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VNTR), 
SNP, indel marker 등에 의한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Da- 
niels 등, 1998; Kersbergen 등, 2007; Pereira 등, 2009; Phillips 
등, 2008; Borsting과 Morling, 2011; Pinto 등, 2013).

Han 등의 보고들(2008, 2010, 2012)에서 채택되었던 22종
의 MS 마커와 9종의 indel marker에 대한 예비 조사에서 최종
선발한 MS 8종과 indel 마커 5종, 제주 흑우의 모색 관련 핵
심 유전자인 MC1R 유전자형의 조합을 이용하여 제주 흑우
원종집단 및 실용화 축군에서 친자 확인에 대한 효율성을 시

험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과 DNA 추출

본 연구에 이용한 제주 흑우 원종 집단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Subtropical Animal Experiment Station, Nati- 
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SAES)과 제주도축산
진흥원(Livestock Promotion Institute, Jeju-do; LPI)에서 보관
중인 genomic DNA를 제공받거나, 말초 혈액에서 분리한 총
155두의 DNA를 이용하였다. 친자 확인을 위한 시험은 SAES
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제주 흑우 원종의 후손
24두, SAES와 LPI의 인공 수정 정액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가
후손집단(A, 8두; B, 8두; C, 8두)을 이용하였다. 인공 수정용
정액을 공급받은 농가에서 제주 흑우 실용화 축군과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한우 후손을 대조실험을 위한 시료로 이용하

였다. DNA 분리는 Sambrook 등(1989)의 방법을 변형하여 수
행하였으며, 분리한 DNA는 NanoDrop ND-1000 spectropho- 
tometer(NanoDrop Technology, USA)로 흡광도를 측정한 후
A260/A280와 A230/A280이 모두 1.8 이상인 DNA들을 40∼60 
ng/ul로 희석하여 PCR 반응의 주형으로 이용하였다. 

2. Microsatellite 유전자형의 결정

분석에 이용한 MS 마커는 Han 등(2010)의 보고에서 제시
된 22종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해 8종(TGLA53, TGLA126, 
TGLA122, INRA23, ETH3, DIK4460, DIK3027, BL1134)을
선정하였다(Table 1). MS primer 쌍 중 하나를 FAM, HEX, 
NED, TAMRA 등으로 5‘-형광 표지하여 multiplex PCR 조합
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PCR 반응은 50 ng의 genomic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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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tic markers examined for parentage test in the JBC population

Marker Locus K N Ho He PIC
HWE

χ2 value P-value Significance1

Indel

HW_G01 2 155 0.606 0.492 0.37  7.6714 0.0056 ns

HW_G04 2 155 0.568 0.494 0.371  3.0266 0.0819 ns

Indel_16 2 154 0.526 0.469 0.358  1.8716 0.1713 ns

Indel_29 2 154 0.526 0.481 0.365  1.0586 0.3035 ns

Indel_32 2 155 0.458 0.483 0.365  0.2658 0.6062 ns

MS

ETH3 7 155 0.729 0.745 0.708  3.0791 0.3796 ns

INRA23 6 155 0.832 0.803 0.772  0.0658 0.7975 ns

TGLA122 9 155 0.786 0.799 0.774  0.0042 0.9485 ns

TGLA126 5 154 0.819 0.737 0.695  7.62 0.0546 ns

TGLA53 14 149 0.916 0.84 0.82 11.3222 0.0008 *

DIK4460 8 155 0.667 0.722 0.676  5.7398 0.125 ns

DIK3027 5 155 0.721 0.696 0.646  2.1871 0.5345 ns

BL1134 5 155 0.673 0.716 0.670  3.3349 0.3428 ns

Mean 5.31 0.679 0.652 0.584

K, number of alleles found; N, number of individuals genotyped; Ho, observed heterozigosity; He, expected heterozigosity; PIC,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HWE, Hardy-Weinberg equilibrium.
1* indicates p<0.05; ns, not significant.

용액에 1 × PCR buffer, 125 mM dNTP, 0.3 Unit HotStart Taq 
DNA polymerase(Bioneer, Korea), MS marker에 대한 primer
들을 첨가하고, 멸균 증류수를 첨가하여 최종 10 ul로 하였다. 
준비된 반응액에 대한 PCR 증폭은 PTC-200 thermal cycler 
(Bio-Rad, USA) 상에서 95℃에서 5분간 초기 변성, 94℃ 45
초-annealing 온도에서 75초-72℃ 90초로 구성된 cycle을 35회
반복 수행하고, 72℃에서 10분간 최종 신장하였다. 증폭산물
은 5배 또는 10배 희석 후 ET-400R size standard(Amersham 
Biosciences, USA)와 혼합하여 Megabase 1000 automated DNA 
Sequencer(Amersham Biosciences, USA) 상에서 전개하고, 
Genetic Profiler(Amersham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유
전자형을 결정하였다. 실험과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종모우, 수정란 생산용 공란우들의 유전자형은 3회 이상 반복
하여 결정하였다.

3. Indel Marker의 선정 유전자형의 결정

연구에 이용한 Indel 마커는 Han 등(2012)이 제안한 9종의
마커 중 다형정보량이 0.3 이상인 5종(HW_G01, HW_G04, 
Indel_16, Indel_29, Indel_32)을 선발하였다(Table 1). 유전자
형 결정을 위한 PCR 반응은 50 ng의 genomic DNA 용액에

1 × PCR buffer, 125 mM dNTP, 0.3 Unit Taq DNA polyme- 
rase(iNtRON Biotechnology, Korea)에 각각의 primer와 멸균
증류수를 첨가하여 최종 20 ul가 되게 준비하였다. 준비된 반
응액에 대한 PCR 증폭은 PTC-200 thermal cycler(Bio-Rad, 
USA) 상에서 95℃에서 3분간 초기변성, 94℃ 45초-primer 
annealing 온도에서 45초-72℃ 45초로 구성된 cycle을 40회 반
복 수행하고, 72℃에서 5분간 최종 신장하였다. PCR 증폭 산
물은 ethidium bromide가 함유된 3.0% agarose 겔 상에서 전
기영동하여 결정하였다.

4. MC1R 유전자형의 결정

연구에 이용한 MC1R 유전자형의 결정은 Han 등(2008)의
보고를 따랐다. PCR로 증폭한 MC1R 유전자 절편에 대한

PCR 산물은 Alu I과 Msp 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37℃에서
overnight 반응한 후, 2% agarose gel 상에서 전개하여 유전자
형을 판독하였다.

5. 대립 인자형의 결정 및 친자 검정

MS, Indel 마커들과 MC1R 유전자형 분석에서 산출된 모든
유전자 좌위에 대한 대립인자 빈도와 이형 접합성(heteroz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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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ies obtained from the analyses

Molecular marker NE-1P NE-2P NE-PP NE-I NE-SI

5 indel markers 0.5385288 0.36396456 0.1993177 0.00838453 0.08094537

8 MS markers 0.02319201 0.00157938 0.00001843 4.56×10－9 0.0005992

Combined indel + MS markers 0.01248957 5.74×10－4 3.67×10－6 3.82×10－11 4.85×10－5

Combined indel + MS + MC1R markers 0.01070323 4.12×10－4 2.09×10－6 1.05×10－11 2.68×10－5

NE-1P :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one candidate parent.
NE-2P :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one candidate parent given the genotype of a known parent of the opposite sex.
NE-PP :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a candidate parent pair.
NE-I :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identity of two unrelated individuals.
NE-SI :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identity of two siblings.

sity : He), 다형 정보량(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s : 
PIC), χ2 value, P-value, Hardy-Weinberg Equilibrium(HWE), 
부권 부정율(Exclusion Probability, PE)을 산출하였다. χ2 value
는 Yates’ correction을 이용하였고, HWE의 유의성은 Bonfe- 
rroni correction을 이용하였다. 부권 부정율은 부모에 대한 정
보가 전혀 없는 경우(NE-1P), 한쪽 부모를 알고 있을 때 다른
한 쪽의 부권 부정율(NE-2P)의 경우, 양친과 자손을 모두 알
고 있는 경우(NE-PP)의 부권 부정율, 비혈연 집단 내에서 동
일 유전자형을 보유할 수 있는 동일 개체 출현율(NE-1)과 두
형매 사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을 보유할 수 있는 형매내 동

일개체 출현율(SI) 등을 산출하였다. 유전자형에 대한 정보의
산출과 친자 검정은 CERVUS 3.0.3(Kalinowski 등, 2007)을
이용하였다. 조사된 개체들 중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의 확
인은 CERVUS package 내 동일성 검사(Identity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제주 흑우 집단에서의 친자 확인을 위
해 SAES와 LPI에서 관리 중인 임신 가능 연령의 암컷들을 모
두 후보 모(candidate mother)로, 수정란 이식과 인공 수정을
위해 정액 채취에 이용된 모든 종모우를 후보 부(candidate 
father)로 선정하여 친자 검정(Parentage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검출되는 모든 후모 부모를 찾
아낸 후 수정란 이식 및 인공 수정의 판독에 이용하였다. 한
편, 농장에서 사육 중인 실용화 축군은 후보 모의 DNA를 확
보한 경우는 후보 모에 포함시켰으며, 후보 모의 DNA가 없는
개체는 인공 수정에 이용한 종모우를 검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선정된 MS, Indel 마커의 다형성

제주 흑우 원종인 SAES 집단과 LPI 집단에서 조사에 이용
된 MS 8종, indel 마커 5종의 다형성을 조사하였다(Table 1). 
유전자의 구조상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indel 마커의 경우는
조사된 모든 마커의 대립인자의 수가 2개로 삽입(insertion)형

과 결실(deletion)형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MS 마커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립인자들이 관찰되었고, 제주
흑우원종집단에서관찰된 MS 마커 8종의평균대립인자수는
7.38개로 확인되었다. 대립인자가 가장 많았던 마커는 TGLA 
53으로 총 14개의 대립인자가 출현하였고, TGLA126, DIK 
3027, BL1134 등 3종의 MS 마커는 5개의 대립인자를 나타내
었다. Indel-MS 마커들 전체의 평균 대립 인자의 수는 5.31개, 
관찰된 이형 접합자형은 평균 0.679, 예상된 이형 접합자형은
평균 0.652, 다형 정보량의 평균은 0.584로 확인되었다. 전체
13종의 마커 중 TGLA53은 Hardy-Weinberg 평형에서 유의적
으로 벗어남을 확인하였다(p<0.05).

2. Indel-MS, MC1R 마커 체계의 부권 부정율

Table 2는 indel 마커와 MS 마커, MC1R 유전자형의 대립
인자 분포에 따른 친자 감별 시의 부권 부정율과 동일 개체

출현율 등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 흑우와 제주 흑우를 이용한
실용화 축군의 집단 내 혈통 관리와 친자 확인, 동일성 검사
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원종집단뿐만 아니라, 
제주 흑우 실용화 축군의 생산을 위해 SAES와 LPI의 종모우
만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의 1차 목표
는 인공 수정 및 자연 종부에 이용된 중모우의 검출이며, 이
는 소수의 종모우만이 이용되는 범주에서 친자 확인과 혈통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3. 친자 확인 시험

유전자형을 기반으로 한 친자 확인 시험은 SAES 제주 흑
우 원종의 후손 24두, SAES와 LPI의 인공 수정 정액을 이용
한 농가 후손 집단에서 24두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MS 8종과 indel 5종, MC1R 유전자형을 이용하여 친자 확
인 시험을 수행한 결과 분석에 이용한 제주 흑우 원종 24두는
정확히 후보부집단과 후보 모집단에서 사용된 인공 수정용

정액공여자인 종모우와 어미 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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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출생한 제주 흑우 후손 24두들은 인공 수정용 정액을
공급한 종모우는 모두 SAES와 LPI의 종모우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A 농장 송아지 2마리와 B 농장 1마리에서 신뢰도
99% 이상의 구간에서 어미 소로 추정할 수 있는 개체들이 발
견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농장주의 기록과 대조한 결과, 해
당 소들 중에서 A 농장 1두와 B 농장 1두는 모두 외부 다른
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들 2마리의 어미
소의 혈액을 채혈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친자 확인 시험
을 다시 수행한 결과는 이들 2마리의 송아지의 어미 소가 맞
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반면, A 농장의 또 다른 송아지 한 마
리의 경우는 송아지 출생 후 어미 소가 도축된 것으로 확인되

어 최종적인 어미 소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A 
농장에서 어미 소가 도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주 흑우 원종
집단과 실용화 축군 집단에서 시험된 48두는 모두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유전자 검사 체계만으로도 99% 이상의 신뢰성이
인정된 수준에서 인공 수정용 정액을 생산한 종모우와 종빈

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 흑우 순종 집단에서 종모우 1두를 이용한 두 가

계에서 Han 등(2010)이 제시한 22종의 MS 분석 과정에서

MS 1종의 stutter band의 출현에 의해 부-모-자 3자 불일치로
판정되어 이후 반복적인 실험 수행을 통해 재확인을 수행한

바 있다(data not shown). 하지만 해당 가계에 대한 본 연구의
친자 확인 체계에서는 stutter band를 나타내었던 MS를 제외
하면서 indel 마커를 추가하면서, 해당 종모우에서 유래한 2 
가계의 친자확인 시험에서도 오류 없이 정확한 후보부-후보
모를 찾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 MS-indel 마커 체계의 활용

본 연구의 목표는 제주 흑우 집단과 제주 흑우 유래의 쇠고

기 생산용 실용화 축군에 적용하기 적합한 유전자 마커의 조

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에 보고된 체계 중에서 논란의 소
지가 있는 MS 마커의 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유전자 정보
력이 충분한 마커 조합을 구축하기 위해 indel 마커의 활용 가
능성을 시험하는 데 있다. 소, 돼지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의
동일성 검사와 생산 이력 추적, 품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
석 체계는 MS 마커의 반복수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Mannen 등, 1993; Arranz 등, 1996; Cho 등, 
2003; Ji 등, 2007; Kim 등, 2007; Oh 등, 2007), 반면 MS 마커
가 나타낼 수 있는 체세포 돌연변이나 불안정성, 이형 접합성
의 획득․상실, 분석 과정에서 종종 오류를 유발하는 효소의
slippage에의해 stutter band의형성등(Collins 등, 1987; Warren 
등, 1989; Ostertag과 Kazazian, 2001; Garay 등, 2004; Chen 
등, 2012a, b; Huang 등, 2012; Kim 등, 2012)은 이상의 검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tri-, tetra-, oligo-nucleotide repeat MS, 
minisatellite, VNTR, SNP, indel 마커 등, 유전자 정보량이 다

소 적더라도 유전자형의 판독이 보다 명확한 진단 체계와의

혼합 이용이 제기되기도 하였다(Daniels 등, 1998; Kersbergen 
등, 2007; Pereira 등, 2009; Phillips 등, 2008; Borsting과
Morling, 2011; Pinto 등, 2013).
연구 결과에서 8종의 MS와 5종의 indel 마커의 조합만으로

도 ISAG의 권장 수준 이상의 정보력을 나타내는 조합을 선정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조합만으로도 제주 흑우와 실용화 축
군에 대한 혈통 관리, 친자 확인이 모두 가능한 수준임을 확
인하였다. 생산 이력 추적에 도입하는 부분은 현재의 국가 단
위 마커 체계와 비교 평가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나, 지역의 브랜드 육성을 위한 인증 체계로써는 충분히 장점
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MS와 indel을 동시에 판독할
수 있는 multiplex PCR 기법의 확립 등 실험적인 보완이 요구
되는 실정이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 흑우의 품종 인증, 친
자 확인, 관련 축산물의 브랜드화 등에 관리 체계 구축에 유
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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