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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aracterize the DGAT1 gene in Korean Holstein dairy cattle 

population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of DGAT1 polymorphisms with milk yield and milk fat 

yield for the genetic improvement of Korean Holstein dairy cattle. Results indicated that the 411 

bp PCR products were successfully amplified by DGAT1 specific primers. Sequenc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DGTA1 Q allele had AUG (Lysine, K) nucleotide sequences in 216-218 bp 

and q allele had GCG (Alanine, A) sequences in the same position. Nucleotide sequence 

homology between the DGAT1 sequences generated in this study showed 100% homology with 

bovine DGAT1 sequences in the NCBI database. The genotype frequencies of DGAT1 QQ, Qq, 

and qq were 16.43, 36.43, and 47.14%, respectively, in Korean Holstein dairy cattl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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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served Q and q allele frequencies were 0.35 and 0.65, respectiv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results were identified for milk yield and milk fat yield for the DGAT1 genotypes. The 

Qq genotype Holsteins have significantly higher milk yield and milk fat yield than those of the 

QQ and qq genotype Holstein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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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축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국제 경쟁력 강

화를 한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이 시 한 실정

에 있으며 특히 국내 유우의 효율 인 선발과 능

력개량을 한 다각 인 연구와 노력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유우의 생산성 향상과 과학 인 유 능

력 개량을 해서는 보다 효율 인 선발과 능력

검정이 필요하며 최신의 유  통계학  기법에 

의한 종축의 평가로 보다 유 능력이 우수한 종

축을 선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가축의 주요경제형질의 발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표지 유 자(marker 

gene)를 개발하여 이들 유 자의 효과를 가축의 

선발모델에 포함시켜 가축의 유  능력개량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가축의 주요 경제형질을 지배하는 유

자의 유  다형 상과 련된 염색체 좌 의 

유 자형  유 자빈도의 추정에 의한 집단의 

유  구조분석과 염색체 좌 의 유  표지와 

주요 경제형질간의 연 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

구결과 유  표지를 가축의 유  능력개량을 

한 유용한 선발도구로써의 이용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Aleandri 등, 1990; Pedersen 등, 1991; 

Bovenhuis 등, 1992). 최근 Viitala 등(2003)의 연

구보고에 의하면 젖소의 유지율 련 유 자 좌는 

bovine chromosome의 3, 6, 14, 19, 26번에 치

해 있고, 유단백질율은 3, 6, 12, 14, 20, 23, 25번 

염색체상에 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Heyen 

등(1999)은 유지율은 3, 5  14번 염색체상에 

치해 있고, 유량은 3, 7, 14, 29번 염색체상에 

치한다고 발표하 다. 이와 같이 유우에서 경

제형질과 연 된 QTL  유지방에 여하는 염

색체상의 치에 한 연구는 부분 Bovine 

chromosome 14번(BTA 14)에 치해 있다는 연

구보고가 각기 다른 품종의 연구에 의해 발표되었

다(Coppieters 등, 1998; Heyen 등, 1999; Riquet 

등, 1999; Looft 등, 2001; Farnir 등, 2002; 

Biochard 등, 2000). 

  한편, QTL mapping을 통해 BTA 14의 염색체 

말단에 유지방과 련된 positional gene인 exon 

17개로 구성된 DGAT1(acylCoA: diacylglycerol 

acyltransferase 1) 유 자의 특성이 밝 졌다

(Farnir 등, 2002). DGAT1 유 자는 유지방의 

약 98%를 형성하는 triglyceride의 합성 마지막 

단계를 매하는 효소를 만들며(Cases 등, 1998; 

Cheng 등, 2001), DGAT1 유 자는 유선에서 

triglyceride 합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

었다(Winter 등, 2002; Smith 등, 2000). Grisart 

등(2001)은 DGAT1 유 자 Q 립유 자와 q 

립유 자의 분석 결과 DGAT1 유 자의 K2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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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lysine을 alanine 아미노산으로 치환)를 

발견하여 보고하 다. DGAT1 유 자의 K232A 

돌연변이 치는 exon 8에 치하는 핵산서열 

10433-10434 bp으로 단백질의 232번째 아미노산

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Holstein-Friesian 젖소 

집단에서 DGAT1 유 자의 유  다형과 산유

형질간의 연 성을 분석한 결과 유지량은 DGAT1 

KK(QQ)와 AA(qq) 두 립 유 자간에 31%의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으며(Grisart 등, 2001), 

Spelman 등(2002)도 뉴질랜드 유우집단에서 DGAT1 

유 자형과 산유형질간 연 성을 분석한 결과 

DGAT1 QQ 유 자형이 qq 유 자형에 비하여 

유지량이 유의 으로 높았다고 보고하 다. 한편 

Nasland 등(2008)은 Swedish Red와 Holstein종 

유우에서 DGAT1 K232A다형성의 빈도  효과

에 한 연구에서 DGAT1 K변이체가 유지율  

단백질율을 히 증가시키는 반면에 유량에 있

어서는 DGAT1 A변이체 보다도 낮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Schennink 등(2007)은 유우의 

DGAT1 변이체와  유지방조성분간의 연 성에 

한 연구에서 DGAT1 K232A 다형성은 유지방

조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치며 DGAT1 K 립

인자는 보다 높은 포화지방과 연 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한 Schopen 등(2009)은 Holstein

종의 유단백조성분과 양 형질간의 연 성 구명

을 한 Whole Genome Scan 연구에서 유조성

분에 향을 주는 QTL은 β-CN, Κ-CN과  

DGAT1 유 자들이라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Holstein종 유우집단의 

유  개량에 분자유 학  기법의 목을 해 

유우의 유지방 형성 효소 합성에 핵심 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DGAT1 유 자 

단편의 염기서열 결정에 의한 염기치환 치를 

확인하고, PCR-RFLP기법을 이용하여 DGAT1 

유 자의 다형성을 분석하여 이들 유 자형과 홀

스타인종의 산유형질 간의 연 성을 구명하여 유

우의 효율 인 유생산을 한 기   응용자료

를 얻고자 수행하 다.

Ⅱ. 재료  방법

1. 공시동물  재료

  본 연구는 한국 Holstein종 유우집단의 DGAT1 

유 자의 특성을 구명하기 해 후 검정우 140

두의 경정맥으로부터 액 10 ㎖을 진공채 에 

채취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Genomic DNA의 

추출은 Genomic DNA Purification Kit(Toyobo, 

Japan)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2. DGAT1 유 자의 증폭  확인

  DGAT1 유 자의 증폭을 해 사용된 primer는 

Winter 등(2002)에 의해 보고된  forward primer 

5'-GCACCATCCTCTTCCTCAAG-3'와 reverse 

primer 5'-GGAAGCGCTTTCGGATG-3'를 사용

하 다. DGAT1 유 자의 증폭반응을 해 사용

된 반응 혼합액의 조성은 1 ㎕ genomic DNA, 

0.4 pmol의 forward  reverse primer와 0.12 

mM dNTPs, 1X enzyme buffer, 2.5 unit Taq 

DNA polymerase(Bioneer, Korea)로 PCR을 실

시하 다. DGAT1 유 자의 증폭은 GeneAmp 

PCR System 9600(Perkin Elmer. Co. USA)을 

이용하 으며, PCR 반응조건은 DNA 변성을 9

4℃에서 5분간 1회 실시한 후, DNA변성은 94℃

에서 30 ,  primer 결합은 67℃에서 30 , DNA 

신장은 72℃에서 40 로 설정하여 37회 반복하

고, 최종 extension은 72℃에서 10분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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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반응으로 증폭한 DGAT1 유 자의 증폭산

물은 1.5% agarose gel상에서 100V로 약 30분간 

기 동한 후, EtBr(ethidium bromide)로 염색

하여, UV상에서 polaroid film(polaroid 667, UK)

에 노출시켜 PCR 증폭산물을 확인하 다. 

3.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 분석

  1) 재조합 벡터  형질 환 

  PCR 반응에 의해 증폭되어진 DGAT1 유 자

는 pGEM
®
-T Easy vector(Promega, USA)에 

ligation시켜 cloning하 다. ligation mixture의 조

성은 PCR product 3 ㎕에 1X rapid ligation 

buffer와 25 ng/ul vector, 0.3 unit T4 DNA 

ligase로 실온에서 3시간 방치하여 ligation하 다. 

재조합 vector의 장균 형질 환은 ligation 반응

이 완료된 mixture에 DH5α competent cell을 100 

㎕첨가한 후 형질 환시켜 장균에 넣고 shaking 

incubator(37℃, 150rpm)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

다.

  2) Clone의 선별과 Plasmid의 추출

  Clone의 선별은 형질 환된 sample에 X-gal(1.9 

㎎/㎖)과 IPTG(1.52 ㎎/㎖)을 첨가하고 plate에 도

포한 후, 37℃의 incubator에서 18시간 넣어 두어 

장균  하얀색의 colony만을 선별하여, colony를 

넣어 shaking incubator에서 12시간 배양하 다. 

Plasmid의 추출은 배양된 장균을 centrifuge 

(1300rpm, 4℃, 15분)하여 pellet만을 남겨두고, 

상층액을 제거한 후, cell resuspension solution 

250 ㎕를 넣었다. 여기에 10 ㎕의 alkaline protease 

solution을 첨가하고, 350 ㎕의 neutralization(4.09 

M guanidine hydrochloride, 0.759 M potassium 

acetate, 2.12 M glacial acetic acid)을 혼합했다. 

이를 centrifuge한 후, 상층액을 column에 옮겨 

다시 centrifuge하여 column에 DNA를 결합시켰

다. Column wash solution을 750 ㎕를 넣었고, 

centrifuge하여 DNA를 세정하고, 100 ㎕의 

nuclease-free water를 첨가하여 centrifuge를 1분 

한 후 plasmid DNA를 추출하 다.

  3) 염기서열의 결정  비교분석

  각 clone들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기 하여 재조

합된 plasmid DNA 200 ng을 Bigdye terminator 

(PE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여 cycle 

sequencing reaction을 실시하 다. PCR 반응은 

PE 9600(PE Applied Biosystems, USA)을 이용

하여 96℃에서 1 , 50℃에서 5 , 60℃에서 4분

간의 조건으로 25회 실시하 고, 반응이 끝난 

PCR산물은 ethanol로 정제한 후, ABI 377 자동염

기서열 분석장치(PE Applied Biosystems, USA)

를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분석하 다. 

결정된 염기서열을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http://www.ncbi. 

nlm.nih.gov/gorf/gorf.html)의 bovine의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과 비교분석하 다. 

4. DGAT1 유 자의 다형성 분석

  1) 제한효소 처리  확인

  DGAT1 유 자의 다형성을 분석하기 한 제한 

효소의 처리는, Grisort 등(2001)이 보고한 PCR 

product에 EaeI(NEB, USA)을 넣고, 37℃의 

incubator에서 5시간 동안 digestion하 으며, 이

때의 조성물은 PCR product 12 ㎕, 1X buffer와 

4 unit EaeI(NEB, USA), 증류수 5.6 ㎕로 총 용

량이 20 ㎕되게 하 다. DGAT1 유 자의 증폭산

물을 제한효소로 처리한 후 얻어진 단편들의 다

형성의 확인은 3% agarose gel(Hoefer Scientific 

Instruments, USA)에서 100V로 약 20분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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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기 동이 끝난 gel은 EtBr(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UV상에서 polaroid film 

(polaroid 667, UK)에 노출시켜 다형성을 확인하

다. 

2) DGAT1 유 자빈도의 추정

  DGAT1 유 자빈도의 추정은 이들 유  변

이체는 공우성 립유 자에 의해 지배되어지며, 

이들 유 자형에 의거 Pirchner(1983)의 유 자

빈도추정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PA = (2AA+AB)/2N

여기서, PA = A 유 자빈도, 

       AA = AA 유 자형 빈도수

       AB = AB 유 자형 빈도수, 

       N = 총 측치 수

5. 통계분석  

  DGAT1 유 자의 다형성이 유우의 생산 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하여 총 140두에 

한 기록을 이용하 다. 모든 산유능력은 USDA- 

DHIA의 보정 계수에 의하여 305일, 2회 착유, 성

우 동등 기 으로 보정하 으며, 본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liner model)을 

설정하여 Harvey(1975)의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에 의하여 분석하 다.

Yijkl = µ+ Si + Pj + Ck + Dl + eijkl

여기서, Yijkl = i번째 종모우. j번째 산차, k번째 

분만 계 , l번째 DGAT1 유

자 좌 의 유 자형에 속하는 

l번째 개체의 각 형질 측치

         µ = 체 평균 

         Si = i번째 종모우의 효과  

         Pj = j번째 산차의 효과

         Ck = k번째 분만 계 의 효과 

         Dl = l번째 DGAT1 유 자형의 효과

         eijkl = 각 개체에 한 임의 오차

Ⅲ. 결과  고찰

1. DGAT1 유 자의 증폭  형질 환체의 

clone 확인

  DGAT1 유 자를 한국 홀스타인종에서 specific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한 결과 411 bp로 Winter 

등(2002)이 보고한 DGAT1 유 자의 증폭 결과

와 일치하 고, 이 DGAT1 유 자의 형질 환체 

clone을 만들기 하여 PCR product를 

pGEM®-T Easy vector(Promega, USA)내에 

ligation하 고 장균에 형질 환한 후, 흰색 

colony로부터 추출해낸 재조합 plasmid를 EcoRI

로 처리한 산물과 추출된 재조합 plasmid를 PCR 

반응에 의해 DGAT1 유 자를 증폭한 산물을 

1.5% agarose gel에 기 동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Fig. 1. Electrophoregram of cloned PCR prodcts 

ran on a 1.5 % agarose gel.

       M1: DNA ladder marker (1 kb DNA 

ladder; ELPIS, Korea), Lane 1-3: DGAT1 

clone products digested with EcoRI 

restriction enzyme. M2: DNA ladder marker 

(100 bp DNA ladder; ELPIS, Korea), Lane 

1'-3': 411 bp DGAT1 clone products, Lane 

4: 411 bp DGAT1 PC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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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의 좌측 lane 1, 2  3은 형질 환체로

부터 추출된 plasmid 재조합 vector를 제한효소 

EcoRI로 단하여 400 bp정도의 DGAT1 유 자 

삽입 편과 EcoRI으로 단되지 않은 supercoil 

재조합 vector(약 2800 bp)와 EcoRI로 단은 되

었으나, linear 상태인 plasmid 재조합 vector(약 

3500 bp)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GAT1 

유 자 단편을 삽입한 재조합 vector를 만들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형질 환된 

DGAT1 삽입 vector들을 염기서열 분석용으로 

이용하 다. 

Fig. 2. Polymorphisms found in the DGAT1 gene in Korean Holstein dairy cattle. (a) the Q 

allele having lysine (K) residue. (b) the q allele having alanine (A) residue.

Fig. 3. Polymorphisms found in the DGAT1 gene in Korean cattle (Hanwoo). (a) the Q allele 

having lysine (K) residue. (b) the q allele having alanine (A) residue.

2.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 결정  비교분석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기 하

여 재조합된 plasmid DNA의 삽입된 DGAT1의 

유 자에 하여 ABI 377 상동염기서열 분석장

치를 이용하여 한국 홀스타인종과 한우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Fig. 2 

 3과 같다.

  한국 Holstein종과 한우의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립유 자 Q(그림 a)

는 216-218 bp의 염기서열이 AAG (lysine, K)

이었으나, 동 치에서 립유 자 q(그림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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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은 GCG (alanine, A)로 치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Grisart 등(2001), 

Winter 등(2002)  Spelman 등(2002)이 몇몇 소 

품종의 DGAT1 유 자의 특성분석에서 10433- 

10434 bp의 핵산서열에서 염기치환에 의해 아미

노산 lysine(K)이 alanine(A)으로 치환되어 있음

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 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홀스타인종 DGAT1 유 자의 coding sequence의 

염기서열과 이미 NCBI에 보고되어 있는 bovine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AY065621)을 비교

한 결과 양 품종간의 염기서열은 100%의 상동성

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isart 등(2001)이 

소 품종과 다른 종간의 DGAT1 coding sequence

의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소 품종간에는 염기

서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3. DGAT1 유 자의 다형성 분석

  1) DGAT1 유 자 증폭산물의 제한효소처리  

확인

  DGAT1 유 자의 다형성을 분석하기 하여 

PCR 반응에 의해 증폭되어진 411 bp의 DGAT1 

  

Fig. 4. Electrophotograph of DGAT1 PCR products digested with EaeI restriction enzyme. 

Samples were run on a 3% agarose gel. Panel a: PCR product, Panel b: PCR-RFLP. 

유 자좌 단편을 제한효소 EaeI으로 단한 후, 

3% agarose gel에 기 동 다(Fig. 4).

  Fig. 4와 같이 DGAT1 유 자 좌  단편(411 

bp)을 제한효소 EaeI로 단한 결과 단되지 

않는 411 bp의 Q 립유 자와 EaeI 처리시 단

되어 208 bp와 203 bp의 두 단편을 나타내는 q

립유 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에서 lane 

8, 9  10은 DGAT1 QQ유 자형으로 EaeI으로 

단되지 않은 411 bp의 단편을 보 고, lane 1, 

2, 5, 6, 7, 11  15는 DGAT1 Qq형으로 EaeI으

로 단되지 않는 411 bp의 Q유 자형과 EaeI으

로 단되는 q유 자로 208 bp와 203 bp의 유

자단편이 서로 비슷한 크기로 복된 단편을 보

다. 한편 lane 3, 4, 12, 13  14는 EaeI으로 

단되는 q형으로 208 bp  203 bp의 비슷한 

크기의 단편으로 200 bp에서 복되어 하나의 

밴드로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isart 등

(2001)이 제한효소 EaeI으로 DGAT1 유 자의 

단편을 단시 DGAT1 Q 립유 자는 단되

지 않는 411 bp의 단편만을 보이나 q 립유

자는 EaeI으로 단되어 208 bp와 203 bp의 두 

단편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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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 자형  유 자빈도 분포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한국 Holstein종 유우집단

의 DGAT1 유 자좌의 유 자형의 분포  유

자빈도는 Table 1과 같다. 

Item
Genotypes

Gene 

Frequencies    

Q/Q Q/q q/q Q q

140 23 51 66 0.35 0.65

Ratio(%) 16.43 36.43 47.14 34.65 65.35

Table 1. Gene and genotype frequencies of 

the DGAT1 gene in Korean Holstein 

dairy cattle population

  한국 Holstein종 유우집단의 DGAT1 유 자형

의 분포는 총 140두  DGAT1 QQ, Qq  qq

가 각각 23두, 51두  66두로 16.43, 36.43  

47.14%의 분포를 보 으며, DGAT1 qq 열성호

모가 47.14%로 QQ 우성호모의 분포 16.43%에 

비하여 높은 분포를 보 다. 이들 결과를 다른 

연구보고와 비교하여 보면 Spelman 등(2002)은 

1527두의 Holstein종과 1,053두의 Jersey종에서 

DGAT1 QQ 유 자형의 분포가 각각 38.17  

79.20%로 qq 유 자형의 분포보다 아주 높다고 

보고하 는 바, 이는 본 연구와는 상이한 DGAT1 

유 자형의 분포를 보 다. 그러나 133두의 

Ayrshire종에서는 DGAT1 QQ 유 자형의 분포

보다 qq 유 자형의 분포가 높다고 보고한 결과

와는 유사한 분포를 보 다. 

  한편, 한국 Holstein종 유우집단의 DGAT1 유

자빈도에 있어서는 DGAT1 Q  q 유 자빈

도가 각각 0.35  0.65로 Q유 자빈도가 q 유

자빈도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 다. 이들 결과

를 다른 연구 보고와 비교하여 보면, Spelman 등

(2002)은 Holstein종과 Jersey종의 DGAT1 Q 유

자빈도가 각각 0.60  0.88이고, q 유 자빈도

는 각각 0.40  0.12로 Q 유 자빈도가 q 유

자빈도에 비하여 아주 높다고 보고하 다. 그러

나 Ayrshire종에 있어서는 DGAT1 Q  q 유

자빈도가 각각 0.22  0.78로 본 연구의 DGAT1 

유 자빈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Holstein종 집단의 

DGAT1 유 자빈도의 분포와 Spelman 등(2002)이 

Holstein종과 Jersey종의 집단에 의한 DGAT1 유

자의 분포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Spelman 

등(2002)이 보고한 뉴질랜드의 유우집단은 방목

주로 유지율이 낮아 유지율 증  주의 개량

으로 유지율과 유지량이 높은 DGAT1 Q 유 자

의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나라는 

농후사료 주의 사양으로 유지율보다는 유량

주의 개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GAT1 q 유

자빈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4. DGAT1 유 자의 다형성과 경제형질간의 

연 성 

  한국 Holstein종의 DGAT1 유 자형과 산유형

질인 유량  유지량간의 연 성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량  유지량의 

최소자승평균 각각 7667.67  278.43 kg이었고, 

DGAT1 유 자형은 유량  유지량에 유의 인 

차이(P<0.05)의 향이 있음을 보 다. DGAT1

유 자형에 따른 유량은 DGAT1 QQ, Qq  qq

형에서 각각 7107.36, 8016.97  7878.67 kg으로 

Qq 유 자형이 QQ  qq 유 자형에 비하여 유

의 으로 유량이 높았다. 한편 DGAT1 유 자형

에 따른 유지량은 DGAT1 QQ, Qq  qq형에서 

각각 253.86, 297.95  283.49 kg으로 Qq 헤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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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types No. of cows
Milk yield (kg) Fat yield (kg)

LSM±SE LSM±SE

QQ 23 7107.36c±384.81 253.86c±15.99

Qq 51 8016.97a±317.59 297.95a±13.20

qq 66 7878.67b±332.68 283.49b±13.83

Overall Mean 140 7667.67±353.56 278.43±14.28

Table 2. Least 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s of milk yield and fat yield for DGAT1 

genotypes in Korean Holstein dairy cattle population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 (P<0.05).

형이 QQ  qq 호모형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

은 유지량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Spelman 

등(2002)  Winter 등(2002)이 뉴질랜드 유우

집단의 DGAT1 유 자형과 산유형질간의 연

분석에서 DGAT1 QQ 유 자형이 Qq  qq 유

자형보다 유량과 유지방량에서는 유의 으로 높

다고 보고한 성 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DGAT1 유 자는 유량과 유지방 생

산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되어 젖소

의 산유능력향상을 한 선발마커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

  본 연구는 한국형 Holstein종 젖소집단의 DGAT1 

유 자의 특성을 구명하고, DGAT1의 유  다

형과 산유형질인 유량  유지량 간의 연 성을 

구명하여 젖소집단의 유  개량을 한 분자유

학  목을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Holstein

종의 genomic DNA로부터 PCR기법을 이용하여 

DGAT1 유 자좌를 specific primers로 증폭한 

후, 1.5% agarose gel에 기 동한 결과 411 bp

의 단편이 양호하게 증폭되었음을 확인하 다. 

DGAT1 유 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DGAT1 Q 립유 자의 216-218 bp의 염기서열

이 AUG(lysine, K) 으나, 동 치의 립유 자 

q의 염기서열은 GCG(alanine, A)로 치환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Holstein종과 

NCBI에서 보고된 bovine DGAT1 유 자 단편의 

염기서열간에는 100% 상동성을 보 다. 한국 

Holstein종 유우집단의 DGAT1 유 자형의 분포

는 DGAT1 QQ, Qq  qq 유 자 분포가 각각 

16.43, 36.43  47.14%로 qq 유 자형빈도가 다

른 유 자형에 비하여 높았으며, 유 자빈도는 

DGAT1 Q  q 빈도가 각각 0.35  0.65로 q의 

빈도가 높았다. DGAT1 유 자형과 산유량인 유

량  유지량간의 연 성에 있어서는 DGAT1 

유 자형이 유량  유지량에서 유의 인 차이

(P<0.05)를 보 으며, DGAT1 Qq 유 자형이 

QQ  qq 유 자형에 비하여 유량과 유지량에서 

유의 인 차이(P<0.0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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