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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질 단백질 리파제 (lipoprotein lipase; LPL) 유전자는 지방산 합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알려

져 있다. 특히, 한우의 LPL 유전자 내의 지방산 합성과 단일염기다형성 (SNP) 사이의 유전적 연

관성이 밝혔진 바 있다. 최근에는 LPL 유전자 내의 3가지 SNP 즉, c.322G>A, c.329A>T 그리

고 c.1591G>A는 한우의 불포화 지방산 조성과 도체형질과 관련된 새로운 유전자로 밝혀진 바 있다

(Oh 등; 2013). 본 논문은 최근 밝혀진 3개의 새로운 LPL 유전자를 활용 한우의 도체경제형질은 물

론 맛과 향이 좋은 여러 경제형질에 영향을 주는 우수 유전자 조합을 선별하려 하였다. 우수 유전자

선별 조합을 선별하기 위해 유전자 조합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다중인자 차원 축소 방법을 이용하였

다. 순수 유전자 효과만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의 환경요인을 보정한 후 분석

을시도하였다 (Matsuhashi 등, 2011).

주요용어: 경제형질, 다중인자차원축소방법,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

1. 서론

지방산은 소고기의 등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산은 지방산 합성에 의해 결정되

어 왔고 지질 단백질 리파제 (lipoprotein lipase; LPL) 유전자는 지방산 합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알

려져 있다. 그 중 단일불포화지방산 (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은 소고기의 맛과 부드러

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Melton 등, 1982), 올레인산 (oleic acid; C18:1)은 소고기 지방에 있

어 주로 MUFA의 중심의 역할로 요리된 소고기 향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 (Melton 등, 1982;

Mandell 등, 1998; Matsusushi 등, 2011). 이 외에도 소고기의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S), 도

체중량 (carcass weight; CWT),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T) 등이 소고기 품질에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 때 소고기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형모형과 같은 통계적 모형

을 사용해왔으나 유전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모형의 복잡도가 증가되거나 해석이 어려워져 사실

상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제안된 방법이 다중인자 차원 축소 (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 MDR; Richie 등, 2001)방법이다. 하지만 MDR 방법은 사례군-대조군으로

이루어진 이분형 데이터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연속형 데이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연속형 데이터에도 MDR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방법을 활

용한 확장된 다중인자 차원 축소 (expanded 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 E-MDR; Lee 등,

2008)방법,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다중인자 차원 축소 (support vecto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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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 SVM-MDR; Lee 등, 2010a)방법, 유전자 행렬 맵핑을 활용한

우수 유전자 조합 선별 (Lee 등, 2010b)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MDR 방법은 인간의 질병중의 하나

인 섬망의 위험인자를 규명 (Lee 등, 2011)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MDR 방법을 적용하여 가축의 경

제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 유전자를 규명하려 한다. 또한 한우의 경제형질에 영향을 주는 유

전적인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적인 요인을 보정하고 유전적인 요인들

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SNP는 한우의 맛과 육질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지방산합성효

소 (Oh 등, 2011)에 영향을 미치는 LPL의 SNP 3개를 이용하였고, 경제형질은 올레인산 (oleic acid;

C18:1), 단일불포화지방산 (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S),

도체중량 (carcass weight; CWT),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T)이다. 본 연구는 이들 6개의

경제형질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우수 유전자를 찾아낸 후, 이들을 한우의 경제형질에 영향을 주는 우

수 유전자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선별된 우수 유전자 중에서 우수 유전자형 (genotype)도 찾아 분

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절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보정한 우수 유전자 조합 선별을

위해 일반선형모형 및 MDR 방법과 그 절차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우수 유전자 조합을 선별하기 위한

MDR 방법을한우데이터에적용한결과를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3절에서선별된우수유전자조합에

서우수유전자형을선별한결과를소개하고 5절에서는연구의결과를요약한다.

2. 우수 유전자 조합 선별을 위한 통계적 방법

2절에서는 우수 유전자 조합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적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방법의 특

징과절차를소개한다.

2.1. 보정된 일반선형모형

유전분석에서 어느 개체의 표현형은 그 개체의 유전적인 효과와 환경적인 효과에 의해 결정이 된다.

즉, 개체의표현형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P = E +G (2.1)

P는 개체의 표현형 (phenotype)이고 E는 환경적인 효과 (environmental effect), G는 유전적인 효과

(genetic effect)이다. 그래서 한우의 경제형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선형모형을 사용한

다 (Casas 등, 2005).

yijklm = µ+ farmi + βagej + sirek + SNPl + eijklm (2.2)

i = 1, ..., f, j = 1, ..., a, k = 1, ..., s, l = 1, ..., l,m = 1, ...n

여기서 yijklm는 한우의 표현형인 경제형질이고 farmi과 β는 환경적인 효과로 각각 고정효과인 장소

와 일령에 대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sirek와 SNPl는 유전적인 효과로 아비소의 효과와 SNP의 고정

효과를 나타내었고 eijklm는 랜덤오차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우의 경제형질

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인 효과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보정한 아래의 (2.3)의 모형

을연구에이용한다 (Matsuhashi 등, 2011).

yijklm − (farmi + βagej) = µ+ sirek + SNPl + eijklm (2.3)

i = 1, ..., f, j = 1, ..., a, k = 1, ..., s, l = 1, ..., l,m =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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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중인자 차원 축소 방법

인간의 질병 유무와 같은 이분형 자료에 대한 유전자의 상호작용 효과를 찾기 위해 다중인자 차원 축

소 (MDR; Richie 등, 2001)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이 방법은 일반화된 선형 모형의 전통적 통계기법과

는달리모수에대한추정과모형에대한가정이필요하지않은비모수적방법이다. 실험군-대조군의비

율을 통해 독립변수를 고위험군와 저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목표변수에 대한 오분류율을 비교하는 방법

이며아래는 MDR 방법의과정을나타내었다

단계 1. 데이터를 크기가 동일한 10개의 셋으로 나눈다. 그 중 9개를 학습용 자료, 나머지 하나를 검증

용자료로설정한다.

단계 2. 선택된 위험 요인 조합에서 요인의 각 수준을 기초로 한 개체들을 각 셀에 기술한다. 예를 들어

서 k=2인 경우, 위험 요인는 2개의 수준으로 되어있으므로 32=9개의 셀을 가진다. 각각 9개

의셀에실험군-대조군의도수를기술한다.

단계 3. 실험군-대조군의 비를 구하여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고위험군, 1보다 작으면 저위험군으로 정한

다. 예를들어실험군=3, 대조군=5 인경우그비는 0.6이므로그셀은저위험군으로정한다.

단계 4. 학습용 자료의 모든 셀에서 잘못 분류된 비율인 학습용 자료의 오분류율과 검증용 자료를 이용

하여잘못예측된분류비율인검증용자료의오분류율을구한다.

단계 5. 단계 1에서 정의한 10쌍의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서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용 자료의 오분

류율의평균과검증용자료의오분류율의평균을구한다.

단계 6. 구해진 학습용 자료의 오분류율의 평균과 검증용 자료의 오분류율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가장

낮은조합을우수위험요인조합으로선정한다.

이들 기법에 근거하여 한우의 경제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3개 SNP의 단일 및 조합을 확인하고 우수

유전자를선별하도록한다.

2.3. 순열검정

MDR 방법을 적용시킨 결과 선택된 최적 유전자 조합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t-검정과순열검정 (Good, 2000)을통한 p-값을계산한다. 순열검정의절차는다음과같다.

단계 1. 가설설정 - 각방법을통해선별된우수유전자형조합이특성치에영향력이있다.

단계 2. 통계량과기각역설정 - 분석에사용할통계량으로 F-측정치를선택한다. - 특정유전자형조합

을 가진 그룹과 그 외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간 데이터를 서로 바꾸었을 때 특정 유전자 조합

을가진그룹의통계량이높다면, 특성치에영향력이있다고판단한다.

단계 3. 선별된 유전자형 조합에 대한 통계량 계산 - 각 방법을 통해 선별된 우수 유전자형 조합의 F-측

정치를계산한다.

단계 4. 관측치의재배열과재배열후의통계량계산 - 두그룹의데이터를 n개만큼랜덤추출하여서로

교환한후그룹의 F-측정치를구한다. 이과정을 10,000번반복한다.

단계 5. 결론 (p-값계산) - 각 F-측정치를내림차순으로정렬한후기존의 F-측정치와비교하여 p-값을

구한다.

위의 순열검정을 통해서 각각의 우수 유전자 조합에 대해 p-값을 나타내고, 그 결과를 통해 한우의 경

제형질에영향을미치는우수유전자조합을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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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DR 방법 적용 및 결과

3.1. 실험자료

이 데이터는 경북지역에서 자란 18 아비로부터 얻어진 612두의 한우로 구성되었다. 한우의 맛과 향

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올레인산 (oleic acid; C18:1)과 단일불포화지방산 (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 한우의 육질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S), 도체중

량 (caress weight; CWT),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T),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s;

SFA)을 분석에 사용 (Oh 등, 2013)하였다. 환경적인 요인을 보정한 각 경제형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3.1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SNP는 한우의 맛과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산 합성을 조절하는 유

전자로알려진 LPL 중에서 c.322G>A, c.329A>T 그리고 c.1591G>A이다.

Table 3.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adjusted traits

Traits Prescription N Mean S.D.

CWT Carcass weight (Kg) 612 427.25 43.89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612 52.98 3.30

BFT Backfat thickness (cm) 612 13.18 5.20

C18:1 Oleic acid (%) 612 44.20 2.65

SFA Saturated fatty aicd (%) 612 40.46 2.87

MS Marbling score 612 5.39 1.93

S.D.; standard deviation, CWT; carcass weight,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BFT; backfat thickness, C18:1; oleic acid, SFA; saturated fatty acid, MS; marbling score

3.2. MDR 방법을 활용한 유전자 조합 선별 결과

다음은 한우 데이터에 MDR 방법을 적용시킨 결과이다. MDR 과정에서 필요한 그룹 변수로는 한우

의 경제형질인 올레인산, 단일불포화지방산, 근내지방도, 도체중량 등을 각각 고려한 값으로써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의 하나인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이분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3.2와 Table

3.3은 한우의 지방산 및 도체경제형질에 영향을 주는 경제형질별로 각각 단일 SNP와 SNP조합의 학

습용 자료의 오분류율과 검증용 자료의 오분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일 SNP와 SNP조합의 각각에

서 경제형질별로 가장 높은 검증용 자료의 정확도 (Testing Bal. Acc.; %)를 가지는 것을 진하게 나타

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일 SNP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1에서 근내지방도와 도

체중량에서 가장 높은 검증용 자료의 정확도값을 가지는 SNP로 c.322G>A가, 등지방두께형질에서는

g.1591G>A가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Table 3.3에서 SNP조합의 결과를 살펴보면, 올레인산과 포화지

방산에서 (c.322G>A, c.329A>T)조합이 가장 높은 검증용 자료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불포화지방산과 도체중량에서는 (c.322G>A, g.1591G>A)조합이 가장 우수한 조합으로 선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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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ccuracy summary of gene single results for each traits

Model C18:1 MUFA MS

SNP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Acc. (%) Acc. (%) Acc. (%) Acc. (%) Acc. (%) Acc. (%)

c.322G>A 0.5502 0.5502 0.5418 0.5022 0.5326 0.5326

c.329A>T 0.5638 0.5638 0.5381 0.4942 0.5224 0.5224

g.1591G>A 0.5233 0.4925 0.5245 0.5076 0.5185 0.5114

Model CWT BFT SFA

SNP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Acc. (%) Acc. (%) Acc. (%) Acc. (%) Acc. (%) Acc. (%)

c.322G>A 0.5363 0.5263 0.5350 0.5350 0.5334 0.5334

c.329A>T 0.5086 0.4473 0.5208 0.5300 0.5415 0.5415

g.1591G>A 0.5247 0.5129 0.5754 0.5387 0.5247 0.4973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raining Bal. Acc.; training balanced accuracy, Testing Bal. Acc.;

testing balanced accuracy, C18:1; oleic acid,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MS; marbling score, CWT;

carcass weight, BFT; backfat thickness, SFA; saturated fatty acid

Table 3.3 Accuracy summary of gene combination results for each traits

Model C18:1 MUFA MS

SNP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combination Acc. (%) Acc. (%) Acc. (%) Acc. (%) Acc. (%) Acc. (%)

(c.322G>A
0.5888 0.5888 0.5514 0.4954 0.5399 0.5245

c.329A>T)

(c.322G>A
0.5636 0.5439 0.5591 0.5174 0.5459 0.4986

g.1591G>A)

(c.329A>T
0.5769 0.5384 0.5514 0.4954 0.5356 0.4404

g.1591G>A)

Model CWT BFT SFA

SNP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Training Bal. Testing Bal.

combination Acc. (%) Acc. (%) Acc. (%) Acc. (%) Acc. (%) Acc. (%)

(c.322G>A
0.5432 0.4965 0.5645 0.4236 0.5165 0.5558

c.329A>T)

(c.322G>A
0.5488 0.5368 0.6157 0.5239 0.5583 0.5517

g.1591G>A)

(c.329A>T
0.5405 0.4864 0.5899 0.4154 0.5485 0.5188

g.1591G>A)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raining Bal. Acc.; training balanced accuracy, Testing Bal. Acc.;

testing balanced accuracy, C18:1; oleic acid,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MS; marbling score, CWT;

carcass weight, BFT; backfat thickness, SFA; saturated fatty acid

4. 우수 유전자형 선별 결과

3절에서는 각 경제형질별로 경제형질에 영향을 주는 우수한 단일 SNP와 SNP조합을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각 경제형질별로 선별된 우수 SNP 내의 어떤 유전자형이 경제형질의 가치를 높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우수 유전자형을 선별하고 순열 검정을 실시하여 선별된 유전자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다. Table 4.1은 선별된 유전자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순열검정

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단일 SNP의 경우 c.322G>A가 우수한 SNP라고 확인된 도체중량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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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방도에서는 AA, GG 유전자형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더 높은 평균을 가지는 것으로 이들 유전자

형이 우수 유전자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c.1591G>A가 우수 SNP로 나타난 등지방두께에서는 AA,

AG 유전자형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높은 평균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올레인산과 포

화지방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별된 우수 조합 (c.322G>A, c.329A>T)에서는 올레인산의 평균이

44.71인 AAAT, AATT, GAAT, GATT, GGTT를우수유전자형으로, 40.83의평균을가지는 GAAA,

GGAA, GGAT 유전자형을 포화지방산의 우수 유전자형으로 선별하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에 영향을

주는 (c.329A>T, c.1591G>A)조합에서는평균이 53.33인 ATAG, TTAG, TTGG 유전자형을우수유

전자형으로선별하였다. 이들선별된우수유전자형들모두 t-검정과순열검정 (Good, 2000) 결과매우

유의한 p-값을나타내어경제형질에유의한영향을주는유전자형임을확인하였다.

Figure 4.1 The best single and combination SNP between c.322G>A, c.329A>T and g.1591G>A for LPL genes

of Korean c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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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he superior genotype results of each trait and permutation

Traits SNP Superior genotypes N Mean ±S.D.
t-test permutation

(p-value) (p-value)

CWT c.322G>A
AA, GG 543 429.25 ± 43.71

0.002 < 0.001
Other 69 411.52 ± 42.36

BFT c.1591G>A
AA, GG 344 13.76 ± 5.41

0.002 < 0.001
Other 268 12.43 ± 4.84

MS c.322G>A
AA, GG 109 5.79 ± 1.98

0.018 < 0.001
Other 503 5.31 ± 1.91

C18:1
(c.322G>A AAAT, AATT, GAAT, GATT, GGTT 282 44.71 ± 2.86

< 0.001 < 0.001
c.329A>T) Others 330 43.76 ± 2.37

SFA
(c.322G>A GAAA, GGAA, GGAT 329 40.83 ± 2.64

< 0.001 < 0.001
c.329A>T) Others 283 40.03 ± 3.08

MUFA
(c.329A>T ATAG, TTAG, TTGG 335 53.33 ± 3.35

0.004 < 0.001
c.1591G>A) Others 277 52.33 ± 3.20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D.; standard deviation, C18:1; oleic acid,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MS; marbling score, CWT; carcass weight, BFT; backfat thickness, SFA; saturated fatty acid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고품질의 소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우의 맛과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산합성효소 (FASN)에 영향을 주는 지질 단백질 리파제 (LPL)의 3개 SNP를 이용

하여 한우의 경제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 유전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환경적인 요인을 보정

하여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한우 경제형질에 연관된 우수 유전자를 선별하였고, 그 결과 도체중량과 근

내지방도에 영향을 주는 SNP는 c.322G>A가 선별되었고, 등지방두께에 영향을 주는 우수 SNP로는

c.1591G>A가 선별되었다. 올레인산과 포화지방산은 (c.322G>A, c.329G>A)조합이 좋은 영향을 미

치는 SNP조합으로 선별되었으며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c.329A>T, c.1591G>A)조합이 우수 SNP조

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우수 유전자 중에서도 경제형질을 높이는 우수 유전자형을 선별한 결과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에서는 각각 유전자의 AA, GG 유전자가 우수 유전자형으로 선별되었으며 근

내지방도에서는 AA, AG 유전자형이 선별되었다. 올레인산에서는 AAAT, AATT, GAAT, GATT,

GGAA가, 포화지방산에서는 GAAA, GGAA, GGAT, 불포화지방산에서는 ATAG, TTAG, TTGG

유전자형이 각각 우수 유전자형으로 선별되었다. 선별된 우수 유전자형들이 한우의 경제형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순열검정을 적용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

로확인할수있었다. 한편 Table 3.3에나타난학습용자료의오분류율과검증용자료의오분류율의값

이 절반가량 동일하거나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학습용 자료의 오분류율과 검증

용 자료의 오분류율은 각각 학습용 자료의 정확도와 검증용 자료의 정확도를 토대로 구해지는 값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가 균등하지 않아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균등화된 정확도 (Velez 등, 2007)를 사용하였다. 이 균등화된 정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학

습용자료의정확도와검증용자료의정확도가같게나타나거나근소한차이를보여학습용자료의오분

류율과 검증용 자료의 오분류율의 값도 같아지거나 근소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이러

한 문제가 균등화된 정확도를 이용함으로써 생겨난 결과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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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poprotein lipase (LPL) gene can be considered a functional candidate gene

that regulates fatty acid composition. Oh etc (2013)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

tween unsaturated fatty acids and five novel SNPs, and had confirmed that three poly-

morphic SNPs (c.322G>A, c.329A>T and c.1591G>A) were associated with fatty acid

composition. We have used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djusted environmental effects

and 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 (MDR) method to identify gene-gene interac-

tion effect of statistical model in general. We applied the MDR method on the identify

major interaction effects of exonic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the LPL

gene for economic traits in Korean cattles population.

Keywords: Gene interaction, genotype, mu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 single nu-

cleotide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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