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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ssociation between melanocortin-4-receptor (MC4R) genotypes 
and fatty acid (FA) composition in an F2 intercross between Duroc and Jeju (South Korea) Native pigs 
(JNP). Fourteen FA composition traits were measured in more than 290 F2 progeny population pro-
duced between Duroc and JNP. All experimental pigs were successfully genotyped for the MC4R 
c.1426A>G (p.Asp298Asn)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by using Taq Ⅰ PCR-RFLP methods. 
We detected three MC4R genotypes, AA, AG, and GG with 0.299, 0.542, and 0.159 genotype frequencies, 
respectively. The MC4R AA genotype animals showed higher levels in palmitic acid (C16:0, p<0.05), 
stearic acid (C18:0, p<0.01), eicosenoic acid (C20:1n9, p<0.05), saturated fatty acid (SFA, p<0.01) than 
GG homozygotes, respectively. Whereas MC4R GG genotype showed higher values in linoleic acid 
(C18:2n6, p<0.001), linolenic acid (C18:3n3, p<0.001), linolenic acid (C18:3n6, p<0.001), arachidonic acid 
(C20:4n6, p<0.001) and unsaturated fatty acid (USFA, p<0.01) than AA pigs, respectively. The MC4R 
GG genotype was associated with increasing USFA and decreasing SFA in the F2 progeny population 
produced between Duroc and JNP. Our finding suggests that the MC4R polymorphisms can be used 
as a valuable genetic marker for Duroc and JNP breeding programs to improve meat quality and to 
control FA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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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고기는 전세계 육류 소비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고기의 품질은 육색(color), 

다즙성(juiciness), 향미(flavor), 연도(tenderness) 등과 같은 특

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품종, 사양방법, 사료의 영양수준, 

도축방법 및 가공방법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 중 근내지방함량(intramuscular fat)과 근내지방내의 지방

산 조성은 연도, 다즙성, 향미, 지방의 녹는점과 부패 냄새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육질과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특히 고기내 지방산 조성은 이를 섭취

하는 사람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7, 18]. 최근의 육류 

소비 패턴 역시 양 위주에서 맛과 건강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돼지고기내의 지

방산 조성은 소비자들의 구매에 있어 중요한 선택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23]. 

Rhodopsin-like G-protein coupled membrane receptor의 

일종인 Melanocortin-4 receptor (MC4R) 유전자는 인간 및 척추 

동물에서 식욕 및 에너지 대사와 관련한 신호전달(signal 

transduction)을 조절하여 비만의 유전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신체 활동 및 기초대사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균형을 이루

도록 조절하는 leptin 호르몬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

져 있다[1]. MC4R 유전자는 Sus scrofa chromosome 1 (SSC1)

의 122.3M 위치에 존재하고, 이 영역에서 육색, pH, 근내지방 

축적 등 육질과 관련된 양적형질좌위(quantitative traits loci; 

QTL)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MC4R 유전자는 다형성은 고기의 

육질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후보 유전자로 보고되

고 있다[10-12, 15, 20]. 

MC4R 유전자의 p.298 (c.1426) aspartate (D)가 asparagine 

(N)으로 치환되는 염기변이는 돼지의 성장과 지방 침착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G (Asp) 대립유전자를 보유한 개

체는 성장율과 등지방 두께, 사료 효율이 낮은 반면, A (Asn) 

대립유전자를 보유한 개체는 성장률과 사료효율, 근내지방도

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2, 5, 10, 22]. 

국내의 양돈에서는 랜드레이스(Landrace), 요크셔(York-

shire), 듀록(Duroc) 품종을 교배하여 3원교잡종이나 다원교잡

종을 비육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듀록을 최종 종모돈

(terminal sire)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듀록 품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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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높은 성장율과 다른 타 품종에 비해 육색이 붉고, 

근내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4].

반면에 제주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육되어온 제주재래돼

지(Jeju Native pig)는 모색이 전신 흑모색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근내지방으로 인해 고기의 식감

이 좋으며, 육색이 진한 붉은색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다른 개량종에 비하여 산자수가 적고, 사료효율과 성

장율이 낮으며 등지방 두께가 두꺼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8]. 

현재 고유 재래종에 대한 유전자원의 복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재래종의 우수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찾아 선발에 활용하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으며, 높은 성장률과 산자수가 많은 다른 품종과의 교배와 분

자유전학적인 기법을 통한 재래돼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13, 23, 24].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재래돼지와 듀록의 교배조합에서 생

산된 참조축군 2세대(F2) 자손에서 지방산 조성과 MC4R 유전

자형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MC4R 유전자형을 이용한 마커

도움선발(marker-assisted selection, MAS)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공시동물 

연구를 위한 공시동물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

축산연구소에서 제주재래돼지(JNP)와 Duroc 품종간 교배에

서 생산된 F2 집단을 이용하였다. 최초 부모 세대(F0)인 종빈돈

과 종모돈은 제주재래돼지(암 4, 수 3), 듀록(암 7, 수 3)을 상호

교차 교배하여 F1 세대 130 두(암 69, 수 61)를 생산하였다. 

이 중 F2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F1 번식돈으로 암컷 30 두, 

수컷 6 두를 선발하여 F2 438 두(암컷 251 두, 수컷 187 두)를 

생산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 실험은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수행

하였다(No. 2017-241).

DNA 분리

출생 후 선천성 기형이나 허약으로 도태된 개체들을 제외하

고, F1 124 두(암 66, 수 58), F2 395 두(암 222, 수 173)의 경정맥

에서 전혈을 채혈하여 항응고제(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가 포함된 튜브에 보관하여 genomic DNA 분리

에 이용하였다. DNA 분리는 sucrose-proteinase K 방법을 변

형하여 수행하였다[21]. 분리된 DNA는 NanoDrop ND-1000 

spectrophotometer (NanoDrop Technologies, USA)으로 흡광

도를 측정한 후 A260/A280 비율이 1.8 이상인 genomic DNA를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의 주형

으로 이용하였다. 

MC4R 유 자형 결정

돼지 MC4R 유전자의 c.1426A>G 다형성에 대한 유전자형 

결정을 위하여 사용된 primer 서열은 5'-TACCCTGACCATC 

TTGATTG-3' (Forward primer)와 5'-ATAGCAACAGATGAT 

CTCTTTG-3 '(Reverse primer)를 이용하여 PCR 증폭하였다

[10]. PCR 반응은 50 ng의 DNA, 10 pmole primer, 10ⅹ buffer 

2 ul, dNTP 5 mM, 2.5 units의 i-Taq DNA polymerase (Intron 

Biotechnology, South Korea)를 포함하여 20 ul가 되게 첨가하

고 Nexus (Eppendorf, Germany)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

였다. PCR 반응 조건은 95℃에서 3분 간 초기 변성한 후, 94℃ 

-30초, 62℃ -60초, 72℃ -60초의 반응을 35회 반복하고, 72℃에

서 5분간 최종 신장시켰다. 증폭된 PCR 산물은 1.5% agarose 

gel 상에서 확인 PCR 산물을 확인한 후, Taq Ⅰ (New England 

BioLabs, USA)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PCR-RFLP를 수행하였

고, 제한효소의 처리는 공급자의 메뉴얼에 따라 65℃에서 

over-night 처리한 후 3%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확인하

였다. MC4R 유전자형은 Taq Ⅰ 제한효소 처리 후 226- bp에 

절편이 확인된 경우에는 Allele 1 유전자형(AA)으로, 156-bp와 

70-bp에 절편이 확인된 경우는 Allele 2 유전자형(GG)으로 판

독하였고, Allele 1과 Allele 2가 동시에 확인될 때 이형접합 

유전자형으로 판독하였다.

지방산 측정  통계분석

평균 200일령에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후 좌도체 등심의 

일부를 절개하여 등심 내 지방산 함량(crude fat content, cFat) 

측정에 이용하였다[6]. 제주재래돼지, 듀록, F1, F2 축군의 MC4R

의 대립 유전자 A 와 G, 유전자형(AA, AG, GG)의 분포와 빈도, 

각각의 경제형질에 대한 MC4R 유전자형의 효과는 MINITAB 

version 14.0 (Minitab Inc, USA)의 General linear model 

(GLM)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모델은 Y = μ 

+ sex + sire + batch + genotype + e  (Y = 표현형, μ = 공통평균, 

sex = 성별의 효과, sire = F1 웅돈의 효과, batch = 배치효과, 

genotype = MC4R 유전자형의 효과, e = 임의 잔차값)를 이용하

였다. 유전자형별 최소자승 평균값들 간의 차이는 Tukey's si-

multaneous test로 유전자형별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제주재래돼지, 듀록, F1, F2 축군에서의 MC4R (c.1426 

A>G) 유 자형의 분포

본 연구에 이용한 제주재돼지, 듀록, F1, F2 축군에서 MC4R 

(c.1426A>G) 유전자의 대립유전자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Table 1). MC4R c.1426A>G 좌위에서 A, G 두 개의 대립유전

자가 검출되었고, 이들의 조합인 AA, GG 동형접합체와 AG 

이형접합체가 관찰되었다. F2 축군 조성에 이용된 부모세대

(F0) 중 제주재래돼지 축군에서는 AA 유전자형이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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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otype distribution of MC4R gene in founder, F1 and F2 populations

Population
No. of animals 

tested

MC4R genotype
χ2

Allele Diversity parameter*

GG AG AA G A Ho He PIC

JBP

Duroc

F1

F2

Total

5

9

123

345

482

0.600

0.000

0.000

0.159

0.185

0.400

0.000

0.748

0.542

0.582

0.000

1.000

0.252

0.299

0.232

0.62n.s

n.d.

43.89
***

3.84n.s

17.21***

0.800

0.000

0.374

0.430

0.476

0.200

1.000

0.626

0.570

0.523

0.429

0.000

0.748

0.542

0.582

0.320

0.000

0.468

0.490

0.490

0.269

0.000

0.359

0.370

0.370

*, Ho, He, and PIC indicate the values of observed heterozygosity, expected heterozygosity, and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respectively.

Table 2. Association of MC4R genotypes with fatty acid (%) of longissimus dorsi muscle in Duroc ⅹ JNP population

Trait
MC4R genotypes†

Significance
GG (n=134) AG (n=281) AA (n=67)

C14_0

C16_0

C16_1n7

C18_0

C18_1n9

C18_2n6

C18_3n3

C18_3n6

C20_1n9

C20_4n6

SFA

USFA

  1.70±0.03

 26.71±0.42
a

  3.64±0.16

11.096±0.36a

 42.34±0.63

 11.00±0.45
a

  0.37±0.01a

  0.05±0.002a

  0.57±0.02a

  1.51±0.17a

 39.85±0.73a

 60.15±0.73a

 1.70±0.02

27.61±0.27
ab

 3.77±0.10

12.08±0.22b

43.68±0.39

 9.21±0.28
b

 0.34±0.01b

 0.04±0.001b

 0.63±0.02b

 0.78±0.10b

41.29±0.46ab

58.71±0.46ab

 1.68±0.03

28.22±0.32
b

 3.87±0.12

12.32±0.27b

43.58±0.48

 8.46±0.35
b

 0.32±0.01b

 0.04±0.001b

 0.66±0.02b

 0.57±0.13b

42.59±0.55b

57.41±0.55b

n.s.

*

n.s.

**

n.s.

***

***

***

*

***

**

**

†Represents Least Square Means (LSM) ±  Standard Error (SE).

SFA, saturated fatty acid; USFA, unsaturated fatty acid.
a~c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p<0.05, **p<0.01, ***
*p<0.001.

n.s : indicates not significant (p>0.05).

않았고, GG 유전자형과 AG 유전자형만 확인되었고, A 대립 

유전자와 G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각각 0.20와 0.80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듀록 축군에서는 AA 유전자형만 확인되었고, GG, 

AG 유전자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주재래돼지와 듀록의 상

호-교차교배로 생산된 F1 세대에서는 GG 유전자형이 나타나

지 않았으며, A 대립유전자와 G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각각 

0.626과 0.374로 나타났다. F1 세대끼리의 상호-교차교배를 통

해 생산된 F2 세대에서는 AA, AG, GG 유전자형이 모두 검출되

었고, A 대립유전자와 G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각각 0.570과 

0.430으로 확인되었다. F1 집단은 기대이형접합율(expected 

heterozygosity, He)와 관찰이형접합율(observed heterozygo-

sity, Ho)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나(χ2=43.89, p<0.05), F2 집단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 = 3.84, p>0.05). 

이 결과는 F2 세대에서 MC4R의 유전자형 빈도 분포가 평형을 

이루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제주재래돼지 ⅹ 듀록 F2 축군의 지방산 조성과 MC4R 

c.1426A>G 련성

제주재래돼지 ⅹ 듀록 F2 축군의 등심의 지방산 조성과 

MC4R c.1426A>G 유전자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Table 

2),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 SFA)인 myristic acid 

(C14_0) 함량은 MC4R 유전자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p>0.05). 반면에 palmitic acid (C16_0)와 stearic 

acid (C18_0)의 함량은 AA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GG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p<0.05, p<0.01). 불포화지방산(unsaturated fatty acid, 

USFA)에서 단가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의 경우에는 oleic acid (C18_1n9)의 함량은 유의적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p>0.05), eicosenoic acid (C20_1n9)는 

AA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GG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특히 GG 유전자형을 가지

는 개체들이 AA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들에 비하여 다가불

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인 linoleic 

acid (C18_2n6), α-linoleic acid (C18_3n3), arachidonic acid 

(C20_4n6)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전체

적인 지방산 함량을 비교할 때 MC4R c.1426A>G 변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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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들이 AA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

들보다 USFA 함량은 높고 SFA 함량은 낮았게 나타났다(p< 

0.01). 따라서 MC4R c.1426A>G의 효과가 USFA중에서도 주

로 PUFA의 함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듀록 축군에서는 G 대립유전자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terminal sire로 

사용되는 듀록 품종이 1980년대 중반부터 높은 성장률과 일당

증체량, 높은 근내지방도를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90 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를 기준

으로 선발교배 된 집단이 무작위 교배된 집단에 비하여 A 대

립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지는 실험결과로 뒷받침된다[4, 5, 9, 

17, 24]. 

반대로 제주재래돼지 축군에서는 G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알려진 한국재래돼지에

서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19].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돼

지의 경우 Meishan (0.944), Jinhua, Erhualian (0.992)과 같이 

G 대립유전자 빈도가 높은 품종과 Xiang (0.289), Luchuan 

(0.462), Neijiang (0.069)와 같이 낮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 품종

도 확인되고, 서양 돼지 품종인 Pietrain (0.742), Italian land-

race (0.812), Belgian Landrace (0.9) 또한 높은 G 대립유전자

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아시아계 재래종이 가지는 특성이기 

보다는 각 축군 별로 다른 기준으로 선발 · 분화 되었음을 예측

하여 할 수 있다[3, 5].

USFA의 함량증가는 고기를 무르게 하며 산화가 빠르게 일

어나 육가공품 생산에 있어 가공품의 품질을 떨어지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4]. 그러나 돼지고기 내 지방산 중에서 대표

적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는 linolenic acid (C18_ 

3n3) 등과 같은 USFA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동맥경화, 

심장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SFA는 

동맥경화, 혈중 지질 증가, 혈전장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USFA가 높은 돈육은 건강지향적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 일 수 있다[25]. MC4R c.1426A>G 변이에서 GG 유

전자형을 가진 개체는 AA 유전자형을 가지 개체에 비하여 

SFA 함량은 적고, USFA 함량은 많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MC4R c.1426A>G 변이에 대한 효과가 

SFA의 감소와 USFA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보고와 일치하였

다[4, 14]. 돼지고기는 필수아미노산과 인간의 생리적 기능 유

지에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많이 

소비되는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최근에는 고기내 지방 섭취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본 연구 결과 MC4R c.1426A>G 대립유전자형으로 돼지고

기내의 SFA 함량은 낮추고, USFA 함량은 높이는 돼지 유전자 

선발마커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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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제주재래돼지와 듀록 참조축군에서 Melanocortin 4 Receptor (MC4R) 유 자형과 지방산 조

성간의 련성 분석

강용 *․김상 ․김수연․신문철․우제훈․김남 ․신상민․최재 ․유지 ․박남건․양병철․조인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제주재래돼지와 듀록 품종 사이에서 생산된 F2 참조축군에서 melanocortin-4-receptor (MC4R) 유

전자형과 지방산 조성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전체 290 여두의 F2 자손을 이용하여 14개의 지방산 조성을 측정

하였다. Taq Ⅰ PCR-RFLP 방법을 이용하여 MC4R c.1426A>G (p.Asp298Asn)의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

tide polymorphism, SNP)을 확인하였다.  MC4R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이 모두 발견되었고, 그 빈도는 

각각 0.299, 0.542, 0.159로 확인되었다. AA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에서 palmitic acid (C16:0, p<0.05), stearic acid 

(C18:0, p<0.01), eicosenoic acid (C20:1n9, p<0.05), saturated fatty acid (SFA, p<0.01) 함량이 GG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GG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는 linoleic acid (C18:2n6, p<0.001), lino-

lenic acid (C18:3n3, p<0.001), linolenic acid (C18:3n6, p<0.001), arachidonic acid (C20:4n6, p<0.001)과 같은 불포

화지방산(unsaturated fatty acid) 함량이 AA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제주재래돼지

와 듀록 품종 사이에서 생산된 F2 참조축군에서 MC4R GG 유전자형이 포화지방산은 낮추고, 불포화지방산은 높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MC4R의 유전적 다형성이 듀록과 제주재래돼지 교배 프로그램에서 육질 

향상과, 고기내의 지방산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적 표지 인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