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9 pp. 116-123,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9.11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16

Zygote arrest 1 자 변 (g.2540T>C)  록 액  운동학  

특성과  연 성 분석

미진1,3, 고준호1,3, 규호1, 태 1, 용민1, 신1, 진동 2, 1*, 남형3

1농 진흥청 립 산과학원 양돈과, 2충남대학  농업생 과학대학 동물 원과학 , 
3충 대학  농업생 환경대학 산학과  

Association with Kinetic Characteristics of sperm in Duroc Boar 

and the Zygote Arrest 1 gene Polymorphism (g.2540T>C)

Mi Jin Lee1,3, Jun Ho Ko1,3, Kyu Ho Cho1, Tae Jeong Choi1, Yong Min Kim1,

Young Sin Kim1, Dong Il Jin2, Eun seok Cho1*, Nam Hyung Kim3

1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Cheonan-si, 31000,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Animal Science & Bio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3College of Animal Resource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약  정액의 품질은 정자의운동학 특성 첨체의 온 성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연구들에서 정액 품질 검사는
미경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오차가 컸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법을 보완하고자 분자생물학
방법을 통한 검사 방법이 새로이 두되고 있다. ZAR1 유 자는 척추동물의 기 배아 발달에 향을 미치는 유 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액과 연 성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ZAR1 유 자의 SNP을 탐색하고 정액의 운동학
특성과의 연 성을규명하 다. SNP을 탐색 연 성 분석을 하고자 두록 수퇘지 105두의 액으로부터 추출한 DNA로
부터 ZAR1 유 자의 체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 고, 105두의 정액의 운동학 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ZAR1의
염색체 2540번째 T 서열이 C로 변환되는 것을확인하 고, ZAR1 SNP의 유 자형을 분석한 결과 major allel은 T 서열이
며 minor allele은 C로 확인되었다. ZAR1의 유 자형과 정액의 운동학 특성과의 연 성 분석 결과 MOT (Motility) 
(p<0.01)와 VSL (Straight-line Velocity) (p<0.05)에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한, 운동학 특성과 ZAR1 SNP을
비교하 을 때, T allele을 가진 유 자형이 C allele에 비해 MOT와 VSL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C 
allele을 가진돼지가 정액의 MOT와 VSL에서 더 좋은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우수한 정액을생산하는 돼지를
별하는 유 자 진단 기법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sperm quality is determined by the kinetic characteristics and acrosome integrity of the sperm. In the 
previous studies, analysis of semen quality had large errors because those experiments by using microscope had been 
conducted by people. In recent years, the molecular biological methods have been newly developed to complement 
the previous techniques. The ZAR1 gene is known to be a gene that affects early embryonic development in 
vertebrates, but there is no study of the association with seme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kinetic characteristics and ZAR1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genotype. To detect the SNPs, we 
performed sequencing using genomic DNA from the whole bloods of Duroc pigs. We identified an SNP in the ZAR1 
gene g.2540T>C. ZAR1 SNP genotypeing in 105 pigs revealed that the major and minor alleles were T and C, 
respectively. After we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kinetic characteristics of sperm and the ZAR1 SNP 
genotype, we found a significant association in MOT (p<0.01), VSL (p<0.05) of the kinetic characteristics in the 
Duroc boars. It was confirmed that the boars with T allele were lower in MOT and VSL than C allele. Therefore, 
pigs with C allele are judged to be better at the MOT and VSL of semen. Based on these results, ZAR1 SNP 
genotyping may be a useful molecular biomarker to improve semen quality by applying molecular bree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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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양돈 산업에서 돼지의 인공수정에 따른 경제 수익

성은 정액의 양과 품질 특성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1]. 이러한 인공수정은 자연교배와 달리 수퇘지 능력을

후 에 손쉽게 달할 수 있고, 외부 질병으로부터 자연

교배보다는안정 이라는 장 이있으며[2] 우수한 수퇘

지 확보와 사육유지비 감 등과 같은 효율 인 번식

리를 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 주의 교배

발달로 수퇘지의 사육 두수가 암퇘지에 비해 히 감

소되었으며이로 인하여 암퇘지보다수퇘지의 한연구

가더 미비한실정이다. 이것은수퇘지 두수를충분히 확

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세계 으로 돼지의 정액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 돼지 정액에 한 연구들은

통 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통 인 방법에는 정

자의 육안 인 평가 방법[3]과 Hypo-osmotic swelling 

test (HOST)[4], 첨체 온 성 검사[5]등이 있다. 최근에

는 분자유 학 기술의 발 에 따라 돼지의 정액을 분

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정액을 가진 개

체를 선발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동물 육종개

량에 있어 세계 인 추세는 가축개량 체계의 문제 한

계 을 극복하고 개량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하여

통 인 방법과 분자유 학 기법을 목하여 동물자

원의 육종개량 효율을 극 화하는 것이다[6]. 이러한 추

세에 따라 세계 으로 수퇘지의 번식 형질과 연 된

DNA marker 개발에 한 연구결과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8-11]. 본 연구에서는 정자의 운동

학 특성과 연 이 있다고 추측되는 유 자의 변이를

발굴하고 운동학 특성 형질과의 연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그리고 유 자 변이의 유 자형을확인함으로써

정액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조기 진단기술을 확립하

고자 하 다. 기존의 방법은 돼지가 성장이 다 이루어지

고 나서 단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에서 설명한 유

자 변이 조기진단 기술은 성장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

에서 좋은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 개체를 단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ZAR1 (Zygote arrest 1) 유 자

는 Maternal effect genes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기

배아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ZAR1은 돼지의 8번 염색체 상에 치하고 있으며

[13], 돼지[13], 쥐[14], 소[15] 닭[16] 등과 같은 척추동

물의 배아 발달 단계에서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 보고된 바 있다. 한 ZAR1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정소, 난모세포에서 발 이 되었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12]. 따라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

르몬(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과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 그리고 정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에

의해 정자가 형성되기 때문에[17] ZAR1 유 자에 의해

정액의 형성 운동학 특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된다. 지 까지 돼지에서 ZAR1과 정액의 운동학

특성과의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ZAR1 유 자의 SNP을발견하고 돼지정액의 운동학

특성과의 연 성을 규명하 다.

2. 재료  

2.1 공시동물

한국 농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균등한 먹이

취 조건들에서 사육된 두록(Duroc, n=105)의 정액을

수압법을 이용하여 채취하 다. 채취된 정액은 여과지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38℃ Beltsville thawing 

solution (BTS)와 1:1 비율로 희석을 실시하 다.

2.2 액상 액   운동학  특  

희석된 정액은 BTS를 이용하여 정자 농도가 30×106 

cells/ml 되도록 희석을 통해 액상정액을 제조하 다. 제

조된 액상정액은 38℃ Water bath를 이용하여 20분 동

안 가온하 다. 가온 된 정액에서 5㎕ 표본을 makler 

chamber (Sefi-Medical Instruments, Israel)와 자동 정자

분석 로그램(Computer aided sperm analysis, CASA)

을 사용하여 샘 당 최소 100마리의 정자를 평가하기

하여 38℃에서 약 5번 이상 분석하 다. 각각의 정자

는 운동학 특성인 정자의 운동성(Motility, MOT), 직

선운동 속도(Straight-line Velocity, VSL), 곡선운동 속

도(Curvilinear Velocity, VCL), 평균운동 속도(Average 

Path Velocity,  VAP), 직진성(Linearity, LIN), 선형성

(Straightness, STR), 측두 이동거리(Amplitude of lateral 

head displacement, ALH), 머리 진동수(Beat cross 

Frequency, BCF)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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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enomic DNA 리

Genomic DNA는 두록 105두의 액에서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Promega, Madison, 

WI, USA)의 cell lysis solution, nucleotide lysis 

solution, protein precipitation solution, isopropanol, 

DNA rehydration solution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제조

방법으로 분리하 다.

2.4 PCR  형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혼합액은 distilled 

water 13.3㎕, 10X buffer 2㎕, 5pmol primer 2㎕, 

2.5mmol dNTP 1.5㎕, 1.25 U DNA polymerase (Genet 

Bio, Chungnam, Korea) 0.2㎕, 100μg DNA를 사용하여

총 20㎕로 제조하 다. PCR 조건은 95℃ 5분 이후 95℃

30 , 제작된 primer (Table 1)의 각각의 온도 30 , 7

2℃에서 30 를 반복하여 총 40번 실시하 고 이후 7

2℃ 5분, 마지막으로 4℃에 보 하 다. 염기서열 분석

을 하여 Big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V3.0 (Life Technologies Corp., 

Carlsbad, CA, USA)와 ABI PRISM® 3730 Genetic 

Analyzer (Life Technologies Corp.)를 이용하여 염기서

열 분석을 하 고, SeqMan program (DNASTAR Inc.,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비교하고 유 자형을 결정하 다.

2.5 통계

본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은 SAS 9.4 Package/PC를 이

용하여 수행하 다. GLM 분석 결과 제공되는 TYPE Ⅲ

제곱합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을 하 다. 유의수 은 5%

로 검정을 하 다.

3. 결과  고찰

3.1 SNP 탐색  형 

두록의 에서 genomic DNA를 추출하여 시 싱

분석을 수행한 결과, ZAR1 유 자의 5'UTR, Exon 1, 

Exon 2, Exon 3, Exon 4, 3'UTR 내 SNP을 탐색하 다. 

그 결과 exon 3번 역에서 g.2540T>C SNP을 1개 검

출하 다. 이 SNP은 두록 돼지에서 발굴된 SNP로서

coding 역에 포함되어 이었다. 두록 수퇘지 105두

상으로 ZAR1 유 자의 유 자형 분석 결과, 유 자형

빈도와 립유 자 빈도는 Table 2에 제시하 다. ZAR1

의 유 자형의 g.2540T>C SNP에 한 유 자형 빈도

는 TT형 14%(15두), TC형 32%(34두) CC형 54%(56

두)로 CC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T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립유 자의 빈도는 T 립유 자가 3%, C 

유 자가 7%로 C 립유 자가 T 립유 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Genotype and allele frequencies of 

          polymorphisms in Duroc

SNP marker
Frequency 

SNP genotype (n, %) SNP allele (%)

g.2540 T>C 
TT

(15, 14) 

TC

(34, 32) 

CC

(56, 54) 
T(30) C(70)

3.2 SNP 탐색  형 

두록 수퇘지 105 두를 상으로수행한 ZAR1 유 자

의 SNP들에 한 유 자형확인 결과와 두록의 정액운

동학 특성 측정치와의 연 성 통계 분석을 통해 유

자형이정액의운동학 특성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

Table 1. List of primers used for ZAR1 gene sequencing

Region Primer Tm (℃) Size (bp) 

5'UTR 
F 5'-AACAGCCAACGTTTTTCTGG-3'

58.1 545
R 3'-AGCAGGATTCCAGCAAGAGA-5'

Exon1 
F 5'-GCCGACTACCTCCACAGCTA-3'

54 370
R 3'-CTTCCTGGAGGGTGTCGAG-5'

Exon2

Exon3

F 5'-CCAAGCTTCTGAGGTGAAGG-3'
60.3 383

R 3'-TGGTCAGAAGGTTTGGGGTA-5'

Exon4

3'UTR

F 5'-TGGTCAGAAGGTTTGGGGTA-3'
59 635

R 3'-AGAAGAGAGTCTGGAGGGGC-5'

Abbreviations : Tm; Temperature, F; Foward, R; R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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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porcine ZAR1 gene of 

g.2540 T>C and liquid semen traits

Traits
TT

(n=56)

TC

(n=34)

CC

(n=15)
p-value

MOT

(%)

76.85

±8.99

78.86

±7.56

87.26

±3.85
0.0001**

VCL

(um/s)

58.85

±16.48

59.99

±17.42

69.79

±16.24
0.0816 

VSL

(um/s)

24.74

±4.71

27.03

±7.44

29.43

±6.14
0.0172*

VAP

(um/s)

40.79

±10.03

43.11

±11.62

48.22

±11.79
0.0637 

LIN

(VSL/VCL)

47.81

±8.75

50.14

±10.75

46.76

±8.70
0.4109 

STR

(VSL/VAP)

62.22

±8.83

63.51

±8.96

62.10

±8.31
0.775 

BCF

(Hz)

5.23

±1.54

5.06

±1.50

5.89

±1.43
0.2154 

ALH

(um)

2.44

±0.82

2.44

±0.87

2.92

±0.77
0.1246 

Abbreviations : MOT; Motility, VCL; Curvilinear velocity, VSL; 

Straight-line velocity, VAP, Average path velocity, LIN; Linearity, 

STR; Straightness, BCF; Beat cross frequency, ALH; Amplitude of 

lateral head displacement 

**p<0.01, *p<0.05 

다. 액상정액의 운동학 특성과 ZAR1 유 자의 SNP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g.2540 

T>C SNP은 MOT (p<0.01) VSL (p<0.05)에서 유의

연 성이 확인되었다. 즉 CC 유 자형을 가진 개체

들이 TT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에 비해 정액의 MOT

가 약 10.41% 정도 유의 으로 높고, VSL이 약 4.69 정

도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돼지에서 ZAR1의 SNP과

운동학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유 자형 빈도와 비교할 수는 없었지

만 CC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이 TT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 보다 정액의 운동학 특성 련 유 능력이 우

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척추동물들의 정액 운동학 특성과의 연 된

후보 유 자의 SNP 발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Wiedmann 등(2018)은 돼지에서 Dynein, 

axonemal, light chain 4 (DNAL4) 유 자의 g.1007A>G

SNP이 운동성과 유의 으로 연 되어 있음을 보고하

으며[11]  Menegassi 등(2018)은 Hereford Braford 

수소의 번식 형질과 연 된 후보 유 자를 탐색 연

성을 분석하 다[18]. Bakhtiar 등(2017)은 양에서 leptin 

gene (Bcnl and Cail)의 SNP 2개(170G>A 332G>A)

를 탐색하 고 두 SNP과정액의 운동학 특성 고환

의 치수가 연 되어 있음을 보고하 다[19]. 염소의 경

우에는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beta (FSHβ) 

luteinizing hormone beta (LHβ) 유 자의 SNP과 정액

품질과의 연 성을 입증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20]  말

에서는 Phospholipase C zeta (PLCζ) 유 자의 SNP과

progressive motility (PMOT)가 정의 상 계가 보고되

는[21] 등 후보 유 자들의 특정 SNP과 척추동물들의

부계의 번식 형질 간의 연 성 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재까지 세계 으로 ZAR1 유 자의

SNP와 두록 돼지를 포함한다른 품종의 정액 품질 간의

연 성 분석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며, 주로 인간

의 난임 련한 유 분석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22]. ZAR1은 기 배아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하며[23] 

모계 효과 유 자라고 알려져 있다[9]. ZAR1 Knock-out 

(KO) 쥐에서 첫 번째 난할 과정의 성장을 억제시켰다는

보고 가 있었으며[24], silico sequences 분석으로부터

ZAR1이 인간, 쥐, 렛트, 개구리, 제 라피쉬 복어 등

척추동물 6종에서 발견되었다[25]. 한 ZAR1은 쥐의

난모세포와 인간의 난소 정소에서제한 으로 발 이

되었고 개구리에서는난소, 폐 근육을 포함하여 더큰

발 양상을 보 지만정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보

고되었다[25]. 소에서 ZAR1 cDNA를 복제하여 난모세

포 정소에서 사물을검출하 고 기 배아 발달 과

정에서 mRNA의 감소를 보 으나[26], ZAR1과의 유사

성을 나타내는 126bp fragment의 발 은 난소, 정소, 심

장 근육뿐만 아니라 착상 배아 발달에서도 확인했

다고 보고되었다.[15]. 한돼지와 소의 ZAR1 유 자는

인간과 매우 유사하며 돼지와 소에서 ZAR1 mRNA가

정소에서 발 이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이처럼

ZAR1은 기 배아 발달과정에 있어서 감수 분해 조

인자 하나로 간주될 수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

나 그 외의 기능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한 부

계에서 ZAR1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 지지 않았다. 이

는 세계 으로 인공수정 심의 교배로 모돈 보유 두수

가 많고 수퇘지 보유 두수가 기 때문에 모돈 심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들에

서 ZAR1 mRNA가 돼지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정소에

서 발 이 되었기 때문에[13] 돼지의 정자 형성 운동

학 특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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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ZAR1 유 자의 exon 3번 역 내 존

재하는 g.2540T>C SNP와 두록 돼지의 정액 운동학

특성과의 유의 연 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MOT 

(p<0.01)와 VSL (p<0.05)에서 유의 연 성을 지닌 것

으로 나타났으며, CC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이 TT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에 비해 MOT에서 상 으로 매

우 높게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VSL에서도 CC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이 TT 유 자형을 가진 개체들에

비해 비교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CC 

유 자형을 가진 개체가 TT 유 자형을 가진 개체보다

유 능력이더 우수한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연구

를 통해 발굴된 ZAR1 유 자의 g.2540T>C SNP은 두록

돼지의 정액 운동학 특성이 우수한 돼지 개체조기 선

발을 한 새로운 분자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국내의 돼지는 자연교배보다인공수

정을이용한교배를보편화되어 사용하기때문에수퇘지

의두수가많지 않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사용된 공시동

물의 두수 한 작고 품종이 한정되기 때문에 큰 돼지

집단에서 충분한 검증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돼지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의 분자육종 모델에 응용 가

능하도록 유 요인을 규명하는데이용될것이며향후

돼지의 정액 운동학 특성 련 분자 지표로서활용 가

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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