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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rse is relatively earlier domesticated animal species. Domesticated horses have been selected 
for their ability of racing, robustness, and disease-resistance. As a result, the thoroughbred horse ge-
nome has been condensed many genotypes related to exercise ability. In recent years, with the advent 
of NGS technologies, many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finding superior genetic species in the horse 
genome in terms of genomics. Consequently, 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is applied to 
horse genome, then genetic marker is revealed for superior racing ability. In addition, RNA-Seq is uti-
lized as a method for analyze of whole transcript profiling in specific samples. By using this approach, 
specific gene expression patterns and transcript sequences can be revealed in various samples such 
as each individual, before and after exercise state, and each tissue. DNA methylation, a strong factor 
that regulate gene expression without the change of DNA sequence, have got a lot of attention. In 
horse genome, exercise- or individual-specific DNA methylation patterns were detected, and could be 
useful to develop selective marker of superior horses. MicroRNAs inhibit gene expression, and trans-
posable elements accounted for half of the mammalian genome. These two elements are the crucial 
factors in functional genomics, and could be applied to the selection of superior horses. As the func-
tional genomics and epigenomics advance, then these technologies introduced in this paper were ap-
plied to select superior horses. In this paper, the studies for selection of superior horses through ge-
netic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of thes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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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은 이동, 농경 및 식용의 목적으로 인류에 의해 가축화되

었다. 특히 경주마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러브레드종

의 경우, 16세기 이후 뛰어난 경주능력을 가진 말을 선별하기 

위한 선택적 교배로 인해 생긴 품종이다[8, 84]. 현재에도 말

의 혈통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우수한 운동능력을 가

진 말을 선별하기 위한 유전자 마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이에 고전적으로 우수 능력을 가진 말에 대한 

RFLP 및 AFLP와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SNP를 발굴하거나

[18, 85], 이들 특이적인 유전체 내의 VNTR이나 microsatellite

와 같은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우수 말 특이적인 인자를 동정

해 내었다[25, 37].

2001년 인간 게놈 초안이 공개된 이후[48], 말[87]을 비롯한 

소[93], 돼지[75], 닭[41] 등의 경제동물에 대한 게놈이 공개되

었다. 또한 NGS 기술의 대중화로 인한 많은 염기서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 및 생쥐에서는 각 게놈 상 위치에 대한 기능을 확인하는 

기능유전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ENCODE project

가 발표되었다[26]. 이에 현재의 경제동물 형질 연구 방향은 

기능 유전체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말 게놈은 

2007년 초안이 공개되었고, 현재 equCab2 assembly가 공개

되어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87]. 날로 발전하고 있는 NGS 기

술을 바탕으로 하여, 개체의 여러 특성(질병감수성, 강건성, 

운동 능력 등)에 대한 유전적 요인을 전장게놈 단계에서 탐색

하는 기법인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를 적

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33, 81, 89]. 말 게놈 초안이 공개

된 이후, 말의 전장게놈 단계에서 GWAS를 활용한 실험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1, 45, 49].

최근 DNA methylation을 포함한 후성유전학 연구가 다양

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성유전학이란 DNA

의 염기서열 변화 없이 일어나는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

문으로써, 그 중 DNA methylation은 시토신의 메틸화에 의

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기작이다[7]. 유전자의 프로모

터 영역에 위치한 시토신의 과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저

하시킴으로써,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나타낸다[54].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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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NA methylation 양상은 암을 비롯한 질병을 유도하기도 

하기에,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DMR (differ-

ently methylated region)을 발굴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고, 이러한 DMR은 암 진단 마커로 활용 가능하다[22, 

42]. 또한 우수 개체 특이적 DNA methylation 양상은 말을 

비롯한 경제동물에 대한 우수한 특성을 유도하기도 하기에, 

우수 개체에 있어서의 DMR 발굴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8, 43]. 이는 경주마의 경제능력 향상 및 질병 저항성 

경주마 육종에 있어서 효율적 적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 경제

형질과 관련된 유용한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DNA 

methylation 양상 및 이에 의한 유전자 발현 여부의 변화와 

같은 후성유전학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말의 운동능력을 제

시하는 새로운 기작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유전자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작 중 하나로 microRNA 

(miRNA)가 주목받고 있다. MiRNA는 작은 비번역 RNA 

(non-coding RNA) 중에 하나로써, 유전자 발현을 전사 후 과

정(post-transcriptional level)에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miRNA는 꼬마선충 발생 과정에 있어서 lin-14를 억

제시키는 lin-4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비번역 RNA로써 처음 

발견되었다[50]. 이후 이러한 RNA들이 21-23 뉴클레오타이

드의 길이를 가지며, 그들의 전사 및 생성 과정이 아래와 같이 

밝혀지면서 miRNA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핵에서 

miRNA는 게놈 상에 유전자처럼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

우 RNA polymerase II (pol II)에 의해[51], 그리고 몇몇은 pol 

III에 의해[27], primary miRNA (pri-miRNA)로써 전사된다. 

이러한 Pri-miRNA는 drosha라는 효소에 의해 precursor 

miRNA (pre-miRNA)로 만들어지고, 이들이 hairpin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핵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핵 바깥의 세포질에

서 dicer라는 효소에 의해 mature miRNA가 형성된다. 이러

한 mature miRNA의 2-8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seed region

과 상보적인 타겟 유전자의 3‘ UTR (untranslated region)에 

Ago protein의 도움을 받아 달라붙어서, 타겟 유전자의 발현

을 저하시킨다. 이에 miRNA는 유전자 조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에서 나타나

는 miRNA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포유류 전체 게놈의 30-50% 정도를 차지하면서, 유전체 내

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성 유전인자(TE; trans-

posable element)가 NGS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시 한 번 주

목 받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 유전인자는 전사 후 재조합 형태

로 위치를 옮기고 class I으로 분류되는 레트로트랜스포존

(retrotransposon)과, 전사체 내에서 빠져나온 후 재조합 형태

로 위치를 옮기고 class II로 분류되는 DNA transposon으로 

나눌 수 있다[88]. 먼저 레트로트랜스포존은 세포 핵 내의 

DNA로부터 RNA로 전사된 후, 전사된 RNA는 역전사효소

에 의해 DNA로 전환된 후 integrase에 의해 게놈 상에 끼어

들어간다. 레트로트랜스포존의 활성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전사효소는 내생 레트로바이러스(ERV; en-

dogenous retrovirus) 및 LINE (long interspersed nuclear el-

ement)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SINE (short interspersed nu-

clear element)의 경우 역전사효소를 갖고 있지 않으며, RNA 

pol III에 의해 전사된다[20, 44]. Class II로 분류되는 DNA 

transposon의 경우 진화 과정에서 그들의 위치를 옮기는 방

법으로 게놈 상에 자리잡았고, 현재에는 화석화된 상태로 존

재하고 있다[64, 65]. 이러한 이동성 유전인자는 유전체 내에

서 프로모터[40, 55], 인핸서[31, 52], poly A 신호 제공[69, 83], 

액손화 현상[72, 77], miRNA 생성[3, 78]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유전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동성 

유전인자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기능 유전체 관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발 육종 연구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수한 개체의 마커가 

될 수 있는 이동성 유전인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하는 다양한 연구 방

법 및, 경주마의 진화와 선택적 육종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토의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주마 

및 타 축종에서 보다 우수한 개체를 선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유 학  유 체학 에서 말 연구 황

생명체는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거나 특정 상황에 직면하

였을 때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킴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 

질병에 저항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 이러한 원리를 선

발 육종에 적용시킨다면, 적절한 유전자를 특정 환경에 맞도

록 잘 발현시키는 개체가 우수한 개체가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운동 과정에서 세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

기에 운동 도중 또는 회복 과정에서 이를 해소하는 기작이 

필요하다. 이 때 우수한 말일수록 이러한 해소 기작이 적절히 

잘 일어나고, 이러한 기작을 유도하는 유전자에 대하여 우수 

개체 선발 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건성 또는 

피로회복과 관련된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고, 이러한 유전자들의 구조, 기능 및 특정 상황에서의 발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Table 1).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크랩스 회로에 관

련된 유전자들이 많은 연구의 타겟이 되고 있다(Fig. 1). 말을 

비롯한 포유류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이 때 포

도당을 적절히 분해하여 ATP를 얻는 기작을 얻어 내며 이 

때 크랩스 회로를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대사 경로가 관여한

다. 특히 운동 전후로 크랩스 회로에 관련된 유전자의 조절 

경로가 연구되었다. OXCT1 유전자가 운동 후 저발현되었고

[63], 또한 LDHA와 GYS1 유전자가 운동 후 저발현되는데, 이

는 이들을 타겟하는 miRNA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밝혀졌



Table 1. The gene list of exercise-or robustness-related genes in horse

Gene name Functions Roles in exercise or robustness References

ADAMTS4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inase with 
thrombospondin motifs 4)

It induces the degradation of aggrecan 
(major proteoglycan of cartilage) and 
brevican (brain-specific extracellular 
matrix).

It regulates the state of cartilage after 
exercise.

[60]

ALAS1 (aminolevulinic acid 
synthase 1)

It catalyzes the synthesis of 
D-Aminolevulinic acid as the first 
common precursor in the biosynthesis of 
all tetrapyrroles.

It controls the heme biosynthetic 
process in the cytoplasm or some in 
the mitochondrion.

[24]

ATF4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4)

It is a transcription factor, and involved 
in protein–protein interactions.

It is known to play role in osteoblast 
differentiation.

[58]

CALM3 (calmodulin 3) As a calcium-binding messenger, it 
transduces calcium signals by binding 
calcium ions and then modifying its 
interactions with various target in the 
organism.

It mediates the process of smooth 
muscle contraction

[58]

CEBPB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beta)

It is a bZIP transcription factor, which can 
bind as a homodimer to certain DNA 
regulatory regions.

It is capable of increasing the 
expression of several target genes, 
and have roles in the nervous system

[12]

CKM (creatine kinase, muscle) It controls phosphocreatine biosynthetic 
process, and helps effective consuming 
ATP in the organism. 

It is involved in muscle energy 
homeostasis by transferring creatine 
and phosphocreatine. 

[23]

COMP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

As a matrix protein, it is involved to 
maintain the mature collagen network.

It keeps the strength cartilage, and 
used as a cartilage turnover.

[59, 62]

COX4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4)

It is the terminal enzyme in the 
mitochondrial respiratory chain, and 
involved in oxidative phosphorylation.

It is involved in the exercise-induced 
mitochondrial adaptation by 
responding to exercise.

[23, 34]

GYS1 (glycogen synthase 1) It converts glucose to glycogen in the 
organism.

In order to use effective energy 
pathway, the organism regulate this 
gene, and keeps homeostasis.

[30]

HSP (heat shock protein) It responses to stress to keep homeostasis. It regulates the state of hypoxia 
(oxygen deprivation).

[14, 58]

LDHA (lactate dehydrogenase 
A)

It catalyzes the conversion of L-lactate 
and pyruvate, and vice versa.

It roles the recovery in the muscle, or 
blood, and is involved in glucose 
metabolism pathway.

[23, 30]

MEF2A (myocyte-specific 
enhancer factor 2A)

A family of transcription factors, it 
regulates to cellular differentiation, or 
embryonic development.

As a transcription factor, it induces 
muscle gene expression, or mediate 
the stress response.

[24]

MSTN (myostatin) As a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it 
inhibits muscle differentiation, or 
myogenesis.

The mutation of this gene improves 
the exercise ablility.

[6, 36, 58]

NRF1 (nuclear respiratory factor 
1)

It induces to express genes related to 
respiration, heme biosynthesis. It also 
activates mitochondrial DNA 
transcription.

It keeps homeostasis by respiration 
metabolism or mitochondrial 
biogenesis in the organism.

[24]

OXCT1 (3-ketoacid-coenzyme A 
transferase 1)

It controls extrahepatic ketone body 
catabolism.

It is involved in the Krebs cycle as 
glucose metabolism, then it keeps 
homeostasis.

[63]

PALLD (paladin) It is a component of microfilaments 
containing actin, and regulates cell shape, 
contraction, and cell adhesion.

As a cytoskeletal associated factors, it 
regulates cell functions and structures 
by manipulating actin cytoskeleton.

[58]

Journal of Life Science 2016, Vol. 26. No. 7 857



858 생명과학회지 2016, Vol. 26. No. 7

Table 1. Continued

Gene name Functions Roles in exercise or robustness References

PDK4 (pyruvate dehydrogenase 
lipoamide kinase isozyme 4)

In mitochondria matrix, it phosphorylate 
itself, then inhibits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Depend on the body state, it controls 
glucose metabolism by reducing the 
conversion of pyruvate.

[23, 24, 34]

PPARGC1A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1 alpha)

It is involved in energy metabolism, by 
regulating mitochondrial biogenesis.

It regulates oxidative energy 
metabolism, blood pressure, and 
cellular cholesterol homeostasis.

[23, 24, 34]

GLUT4 (glucose transporter 
type 4)

In adipose tissues or muscle, it regulates 
glucose transport.

It is induced by insulin, and activates 
the glucose transport or absorption in 
the cell. It is important to insulin 
metabolism.

[23]

TNC (tenascin-C) As one of extracellular matrix 
glycoproteins, it activates cell adhesion, 
signal transduction.

It is abundantly detected in bone, 
cartilage specially developing 
tendons. Therefore, it is crucial factor 
of sturdiness.

[59]

TNNT3 (troponin T type 3) As a part of the troponin complex, it 
binds to tropomyosin and helps to actin 
by presenting position.

It is crucial to muscle contraction. [58]

VEGFA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

It activates the growth of blood vessels. It is involved in wound healing, or 
angiogenesis.

[24]

Fig. 1. The glucose metabolism pathway and related gene list. Economical trait-related genes also contained. Targeted miRNAs 

are indicated.

다[30].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강건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MSTN 유전자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바, 인간[76]을 비

롯한 각 경제형질을 필요로 하는 쥐[82], 개[61], 소[32]와 같은 

동물에서의 MSTN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서러브레드 시퀀

스에 대한 다형성이 GWAS로 확인되었으며[36], 최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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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MSTN의 SNP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6]. 연

골을 이루는 aggrecans의 구조를 끊음으로써 관절에 관련된 

질병을 유발하는 ADAMTS4 유전자에 대한 구조 분석, 서열 

분석, 조직별 발현 확인 및 운동 전후 발현량 비교와 같은 실

험이 수행되었다. 이 유전자는 근육을 재생하는 TIMP3 유전

자는 이 유전자와 반대되는 발현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

고, 경주마의 운동 후 발현양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전자는 경주마의 운동생리학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운동 능력에 관련된 분자마커로 활용될 

것이다[60]. 특히 운동 후 열충격에 의하여 세포가 스트레스

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열충격 단백질이 발

현되게 된다. 이에 서러브레드 경주마의 각 조직별로 열충격 

단백질의 전사체들을 확인하였고, 120분의 운동 후 발현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말의 걸음걸이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모든 

말들은 걷기, 종종걸음, 달음박질, 전속력으로 달리기의 총 네 

가지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저자들은 아이스랜딕 종의 경우 

측대속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걸음을 걷는 것에 착안하

여, GWAS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DMRT3이라고 불리는 

유전자의 특이적 돌연변이가 말의 걸음걸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 이와 같이 최근 NGS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개체군 및 전장게놈과 같은 방대한 범위 내에서 연구

자로 하여금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실험 타겟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우수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건강하고 잘 달리는 말을 선별하기 위한 요구가 

예전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우수마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10여년 동안 NGS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연구는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에 NGS 

기술과 함께 발전할 기존 유전체학 관점에서의 새로운 기작 

발견 및, 우수 개체를 선발할 수 있는 마커 개발에 대한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의 장유 체  사체 분석

현재 유전체 기반의 선발 육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DNA chip은 현재 공개된 말 게놈 assembly인 equCab2를 

기반으로 한 Equine SNP50 BeadChip이 있다. 이 SNP chip의 

경우 총 54,602개의 genomic varia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체에 있어서 말의 참조게놈과 실험대상종의 SNP를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말 

질병과 관련된 SNP가 발굴되고 있는데, Egyptian Arabian 종

에 있어서 LFS (lavender foal syndrome)와 Myosin VA 유전

자 변이와의 관련성이 연구된 바 있으며[9], 근육의 강건성과 

관련된 유전자인 MSTN의 SNP 양상과 서러브레드마의 최적 

경주거리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6]. 이

러한 SNP 분석 기법을 다양한 품종의 전장게놈에서 적용함

으로써, 가축화된 말 품종 특이적인 영역이 발굴되고 있다. 

그 중 흥미로운 연구로는, 서러브레드종, 파인트종 그리고 쿼

터종을 비롯한 33품종 744개체에서 Illumina SNP50 Beadchip

을 이용하여 SNP genotyping을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각 품종 특이적인 골격근 근섬유 형식이 선택적 

교배에 의해 일어났고, 이에 따라 달리는 능력이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력한 선택 신호를 활용하여 우

수 말 선발에 있어서 선별 마커로 활용 가능하고, 특히 제주마

를 비롯한 새로운 말 품종의 우수 개체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마커가 될 것을 시사한다[71].

많은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NGS 기술의 장점을 기반으로, 

개체군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GWAS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다양한 말의 품종에 대한 개체군 연구를 비롯하여, 각종 

운동 관련 유전자에 대한 GWAS가 이루어졌다. 2010년 

Cieslak 등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 DNA를 마커로 삼아 전 

세계의 다양한 말 품종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가축화된 

말이 언제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5]. 특히 서러브레드마의 경우 운동 능력을 위하여 인위적

으로 선택된 개체이기에, 운동 능력과 관련된 유전자 서열 양

상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전장게놈을 분석하여 서러브레드마 게놈 특이적으로 

positive selection이 된 부분을 찾고 이러한 영역에 운동 관련 

유전자들이 많이 위치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34]. 또한 서

러브레드마와 제주마 상호 게놈 분석을 통하여, 각각 진화적

으로 분리되기 시작된 시점에 운동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

전자(CHMP4C, EIF4A3, FOXO3)가 서러브레드마 특이적으

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는 제주마와 구별되는 

서러브레드마 특이 형질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마커가 될 

것이고, 이러한 기법은 타 품종과 구별되는 서러브레드마 또

는 제주마 특이적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는 데 활용 될 

것이다[67].

한편 몽고마와 몽고야생마에 대한 전장게놈 시퀀싱 후, de 

novo assembly를 수행하였다. 그 중 진화의 중요한 지표가 되

는 Y 염색체의 scaffold에 대하여 상호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에, 몽고마에서 103개, 그리고 몽고야생마에서 87개의 특이적 

마커를 Y 염색체에서 발굴하였다. 또한, 염색체 5번의 신터니

(synteny)를 몽고마와 몽고야생마 염색체 23번과 24번에서 확

인하였다. 또한 몽고마와 몽고야생마 게놈에서 재조합된 영

역에 대하여 이동성 유전인자를 확인해 본 결과, LINE의 L1, 

그리고 LTR의 ERV1이 가장 많이 발굴되는 바, 염색체 재조

합이 진화에 있어서 중요함을 밝혔다[39].

RNA-Seq은 특정 샘플의 전장 전사체를 NGS 기법으로 분

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써, normalization을 통한 전사체 발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전사체의 서열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말에 있어서 우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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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열등마 각 3두에 대한 운동전후 혈액과 근육에서 RNA- 

Seq이 진행된 바 있다[66]. 그리고 말 8개의 조직 각각에서 

RNA-Seq이 진행되었고[17], 이들 데이터는 NCBI GEO data-

base에 발현정보가 등록되었다. 위의 database를 바탕으로 생

물정보학적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428개의 전사체가 동정되

었다. 각 전사체에 대한 다른 종에서의 상동 영역을 제시하였

고, 말 특이적인 전사체를 확인하였다. 근연종인 소와 개, 그

리고 사람에서 각각의 상동성을 조사하였고 RT-PCR을 통한 

발현 확인 및 sanger sequencing을 수행하였다[16]. 후속 연구

를 통하여, 여기서 얻어진 말 특이적 전사체의 기능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말 특이적 전사체의 발현에 영향을 미

치는 프로모터 영역의 DNA methylation과, 이러한 전사체를 

조절하는 miRNA의 발현 양상 등을 파악함으로써 후성유전

학적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우수마 선별 마커 개발에 활

용할 수 있다.

말에서의 유 자 발  연구

유전자 발현 연구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housekeeping 유

전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말의 품종 

유래의 다양한 조직 및, 운동 전후 유전자 발현 연구에 있어서 

적절한 housekeeping 유전자 선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13]. 특히 서러브레드종과 한국 고유종인 제주마의 각 14

개의 조직에서의 상호 비교 연구에 있어서[2], 가장 안정적인 

housekeeping 유전자를 찾기 위해 geNorm과 NormFi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총 9가지의 housekeeping 유전자 중 

UBB 유전자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다. 정량적

인 유전자 발현 연구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housekeeping 

gene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위에서 선정

된 유전자들이 추후 다양한 말 품종과, 말 조직별 발현 양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된 housekeeping gene을 이용하여 전문 조련사의 체

계적인 훈련 이후 면역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 변화 연구

가 이루어졌다[12]. 비록 순간적인 운동은 그 자체로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영향이 있으나, 적당한 양의 꾸준한 운동은 

개체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면역력을 올려주고 항상성 유지

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유

류들은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면역력, 항병성 및 강건성을 유

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때문에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극

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74]. 

실제로 휴양 그룹과 적절한 훈련을 거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세포신호에 관련된 인터루킨, 염증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과 관련된 toll-like receptor 및 세포반응을 조절하는 CEBP 

beta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 적절한 운동이 개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킨

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훈련을 거친 후 우

수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는 것은 개체 선별

에 있어서 중요한 마커가 될 것이다[12]. 특히 CEBP beta의 

경우 암유발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miR-155 [57]와 miR-191 

[35]에 의하여 타깃된다는 것이 말에서 예측되는데, 추후 다

양한 질병과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더 나아가서, 경주마의 운동 강도를 다르게 한 후 최

적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찾음으로써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말에서의 DNA methylation 연구

DNA methylation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

로써, 다양한 조건의 샘플에서 유전체 내 여러 중요한 영역들

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격한 운동으로 인하

여 인간의 운동과 관련된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DNA methylation 양상이 변하고 이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달라짐으로써[5], 운동이 DNA methylation 양상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말에서도 역시 운동 전

후, 노화 샘플, 그리고 다양한 품종에 있어서 DNA methyl-

ation 양상의 파악이 필요하다.

어린 말과 나이든 말에서 반복서열에 대한 DNA methyl-

ation 양상이 분석되었다[90]. 그 결과 텔로미어 및 pericen-

tromeric 영역에 있어서 DNA methylation 양상이 저하됨을 

확인되었고, 이에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genomic instability

가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또한, 바이

러스 감염에 따라 interferon이 분비될 때 발현이 촉진되는 

OAS 유전자에 대한 DNA methylation 양상이 분석되었다

[91]. 총 2개의 품종에서 각각 13마리의 1세 이하의 어린 말과 

10세 이상의 늙은 말을 대상으로 하여 OAS의 CpG island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품종 특이적 그리고 연령 특이적 

DNA methylation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ovine papillomavirus (BPV)는 말의 근육에 침입하

여 근육질환의 원인이 되기에, 말에 있어서의 BPV에 의한 질

병 유도 기작이 연구되었고, DNA methylation 양상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BPV는 조직에 침투하

여 DNA methylation 양상을 저하시키고, 세포 내 산화를 촉

진시킴으로써 유전체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근육질환을 일으

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73]. 또한 BPV가 유도한 근육종양에 

있어서 암억제유전자로 알려진 FHIT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

역이 비정상적으로 메틸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FHIT

가 적게 발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80]. 이러한 연구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DNA methylation은 말의 노화 및 질병에 

있어서 중요한 마커로 작용하는 바 말의 항병성과 강건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NGS 기술은 DNA methylation 양상을 전장게놈에서 분석

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bisulfite 처리 한 전장게

놈 DNA에 대한 서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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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장게놈 분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에, 비

록 해상도는 낮지만 전장게놈의 DNA methylation 양상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MBD-Seq 및 MeDIP-Seq 기법이 도입되었

다.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포유동물에

서 전장게놈 양상이 분석되었고, 최초로 말 전장유전체에서

의 DNA methylation 연구가 경주마와 제주마의 대뇌, 골격

근, 폐, 심장의 각 조직에서 진행되었다[49]. 인간을 비롯한 다

양한 동물의 methylation peak 양상과 같이, 프로모터 영역의 

methylation density는 낮은데 비하여 유전자 영역은 높게 관

찰되었고, 이동성 유전인자 중 LINE element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총 8개의 샘플에서 분석이 진행되었고, 각

각의 특이적 메틸화 영역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조직 특이적

인 메틸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경주마와 

제주마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품종 특이적인 메틸화 양상

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DNA methylation 기작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강력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고,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형질 유전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우수 개체 선정을 위한 마커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아래에서 설명할 

endogenous retrovirus의 LTR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

된다면, 유전자 조절에 대한 강력한 두 가지 인자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 유전인자와 DNA meth-

ylation 간 상호 pathway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에서의 miRNA 연구

MicroRNA는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말 게

놈에서 이들을 발굴하고 기능을 확인하는 연구는 필수적이

다. 이에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통하여 407개의 novel miRNA

를 발굴하고 그 중 354개의 mature한 miRNA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miRNA는 3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고, 이들이 실제

로 타겟 유전자에 작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seed region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92]. 또한 NGS 기술을 활용하여 

골격근, 대장, 간 각각에서 292개의 identified miRNA와 329

개의 novel miRNA를 발굴하였고, 조직 특이적 발현이 있음

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polycistronic miRNA 분포 양상이 밝

혀진 바 있다[46]. 그리고 4세 미만의 말과 15세 이상의 말 각 

4마리에 대한 RNA-Seq을 통한 전장전사체를 동정해 내면서, 

miRNA를 비롯한 짧은 크기의 noncoding 전사체의 발현 양

상을 연골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짧은 noncoding 전사체 

중 9개가 어린 그룹에서 과발현, 6개가 저발현되었고, miR-21

이 나이가 든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

되었다[68]. 이에 연령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전사체 중 miRNA

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말과 

골연골증에 걸린 말 각 3두의 연골을 채취하여 짧은 전사체들 

위주로 시퀀싱을 수행한 결과에서, 총 300여개의 새로운 

miRNA를 확인하였고, 기존의 miRNA 중 5개의 miRNA가 

건강한 그룹에서 과발현, 그리고 8개가 저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말의 강건성과 

질병에 miRN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

다.

말의 miRNA 연구에 있어서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서의 연

구와 달리, 개개의 유전자가 아닌 NGS 기술을 활용한 전장전

사체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 흥미

롭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에서 새로운 miRNA가 발굴되

고 기능이 확인되었으나,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에 비해 말

에서의 miRNA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바, 다양한 관점에

서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 예로 miRNA 데이터베이스

인 miRBase의 최신 버전이 2014년 6월 공개되었고, 여기에 

등록된 miRNA의 개수는 인간 4,523개, 레서스원숭이 1,526

개, 소 1,608개, 닭 1,731개에 비하여 말은 1,397개에 불과하다

[47].

ACTN 유전자는 근육활동 및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하기에 말의 운동형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유

전자이다. ACTN3 유전자가 miRNA에 의해 타겟받는 3‘ UTR 

영역에 대하여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간과 말 

사이 보존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간과 비슷한 

miRNA pathway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56]. 또한, 말의 

출주 후 휴양 및 피로회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휴식

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주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젖산

대사와 포도당 관련 경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 운동 전후

로 LDHA 유전자와 GYS1 유전자가 miR-33a, miR-17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30], 크랩스 회로에서의 관련 경

로를 확인하였다(Fig. 1). 이러한 miRNA 연구를 통하여 말의 

운동 및 회복과 관련된 후성유전학적 pathway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우수한 개체를 선별할 수 있는 마커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 간 보존된 miRNA의 

경우 말 뿐만 아니라 타 종에서도 위와 같은 조절 pathway가 

적용되기에, miRNA는 새로운 마커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에서의 이동성 유 인자 연구

이동성 유전인자는 유전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

어 기능유전체 관점에서 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동성 유전인자를 특정 서열 내에서 찾아주는 생물정보

학적 도구인 RepeatMasker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의 전장게

놈 내 이동성 유전인자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각 종 게놈의 새로운 assembly가 나오거나 RepeatMasker의 

library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다. 2014년 1

월 공개된 가장 최근의 library에 따르면 말 전체 게놈의 

45.2%가 이동성 유전인자를 비롯한 반복서열로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동성 유전인자가 유전자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영역에 들어가 액손화, poly A 서열 제공 및 전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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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cheme of promoter activity reporter system. The classI EqERV1 LTR region is inserted to pGL4.11 vector MCS (multiple 

cloning site). The scheme of EqERV1 adjacent genes in horse genome (A), and cloned pGL4.11 vector with EqERV LTR 

and its expect results are presented (B).

발현 양상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말의 유전자 영역 중 

코딩 서열에 포함된 이동성 유전인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그 결과 LINE이 전체 이동성 유전인자의 40%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어 들어감을 알 수 있었고, 그 외 MIR, ERVL과 

같은 인자들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

이동성 유전인자 중에서 RNA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인

자로는 endogenous retrovirus와 LINE element를 들 수 있

다. 이들은 이동성 유전인자가 게놈 상에서 발현되어 다른 영

역으로 들어갈 때 역전사효소를 활용한다. 이러한 바이러스 

유래 전사체들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

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28, 70]. 이러한 시도 결과 말에 있어서 최초로 endogenous 

retrovirus 동정 결과가 보고되었다[86]. 이후 EqERV의 re-

verse transcriptase 영역에 기반한 계통분류도를 바탕으로 하

여, 생물정보학적으로 15개의 family와 세 개의 class로 분석

된 EqERV가 동정되었다[29]. 또한, 말에 있어서의 EqERV 서

열을 분류하고, 총 5개의 조직에서 NGS 기법을 활용한 전장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발현을 확인하였다[10]. LINE element

에서의 발현양상 역시 운동 전후 샘플에서 확인되었다[11]. 

일반적으로 LINE element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

현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었고[53], 이에 운동 후 말의 혈액

에서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이는 혈액 내 세

포들이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바, LINE ele-

ment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동성 유전인자 중 EqERV의 LTR은 promotor 및 

enhancer로써 작용하기에, EqERV의 바이러스 유래의 유전자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특히, 

인간에 있어서 이러한 LTR 영역의 DNA methylation 양상에 

따라 endogenous retrovirus의 발현 양상이 달라짐이 확인되

었다[79]. 말에 있어서도 EqERV의 LTR이 유전자 발현 조절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DNA methylation의 영향을 받

을 것이라 예상되는 바, Class I에 속하는 EqERV1의 LTR 영

역에 대해 Transfac을 구동함으로써 관련된 전사인자들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LTR 영역에 대하여 pGL4.11 및 pGL 

4.23과 같은 프로모터, 인핸서 활성을 확인하는 벡터에 클로

닝 해 넣음으로써 LTR 영역의 유전자 조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이를 통하여 EqERV 유래 LTR이 주변 유전자

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LTR 

영역에 대한 DNA methylation 양상을 BSP 등으로 확인함으

로써, DNA methylation 기작에 의한 LTR 프로모터 활성 조

절 양상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EqERV의 LTR에 

대한 프로모터 및 인핸서로서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이동

성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자 발현 양상을 확인하고, 다양한 말 

품종에서의 운동 능력과 관련된 마커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결   론

최근 다양한 연구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서러브레드마, 한

라마 및 제주마를 비롯한 우수 경주마 능력평가를 위한 과학

적 근거를 확립하고 제시할 수 있다. 특히 NGS 기술의 발달

에 따라 범람하고 있는 말의 유전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유전체 기반의 우수마 선발에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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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운동 관련 유전자의 발현 양상과 더불

어 이러한 유전자를 조절하는 DNA methylation, miRNA 및 

이동성 유전인자 등이 말의 운동능력과 경제형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경주마의 경주능력, 항병성 및 강건성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유전체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기전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경주마 경제수명 감소 완화 및 가축 복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산 경주마에 대한 종

축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험방

법을 통하여 우수한 특성을 찾아 내는 연구시스템을 제시함

으로써, 타 축종의 우수한 특성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우리 고유의 말 자원인 우수 제주마를 

선별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제주마의 경주능력, 승용능력 및 

육용품질과 같은 우수한 특성을 발굴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경마에 대해서 

100% 제주마로 시행하겠다는 한국마사회의 발표와 더불어, 

건강하게 잘 달리는 제주마에 대해 위에서 소개한 연구가 시

급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국내의 고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재고 및 우수성에 대한 과학화 및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말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경제동물 중 하나로, 우수 말 선발을 위한 마커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우수 말 선발을 위한 최신 

연구 동향 및 다양한 연구 기법을 소개하고 토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 재고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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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우수 마 선택을 한 최신 략

김정안1,2․김희수1,2*

(1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부산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말은 인류에 의해 상대적으로 일찍 가축화된 종 중 하나로써, 경주능력, 강건성 및 항병성 등과 같은 능력을 

위해 인공적으로 선택되었다. 그 결과, 현재 경주마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서러브레드의 게놈은 운동 능력에 특화된 

유전자형을 많이 갖고 있다. 최근 NGS 기술의 도래와 함께 전장게놈을 대상으로 경주마의 우수한 유전형질을 

찾는 연구가 유전체학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말의 게놈에 대해서도 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가 적용되고 있고, 우수 경주능력을 나타내는 유전자 마커가 발굴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샘플

의 전장 전사체를 NGS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RNA-Seq 기법 역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각 개체별, 

운동 전후, 한 개체의 조직별 특정 유전자의 발현 양상과 함께 전사체의 서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DNA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강력한 인자로써 DNA methylation이 주목받고 있다. 말의 게놈에 있어서도 

운동 특이적 또는 개체 특이적 DNA methylation 패턴을 보여 주었고, 이는 우수 개체 선정을 위한 마커 개발에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miRNA와, 포유동물의 유전체 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성 유전인자는 기능유전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들이다. 이들은 인간의 게놈에서 많이 연구가 되

어 왔으나, 말에서의 연구는 현재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말에서 되어 있는 위의 두 인자에 대한 연구 

현황을 알아보고, 차후 우수 마 선별 연구에 적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능유전체 및 후성유전체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말에서도 본 연구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적용되고,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우수한 경주마를 선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및, 말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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