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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돼지 포유능력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견
- 특정 유전자에 따른 유두수 변화 확인…개량 적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주흑돼지의 유두(젖꼭지)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돼지의 유두 수는 포유(젖으로 새끼를 먹여 기름)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형질 중 하나이며, 어미의 산자 수(한배 새끼 수)와
관련이 있어 양돈 산업에서 선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선행 연구로 제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교배집단
에서 유두 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BRMS1L임을 확인했다.
○ BRMS1L은 돼지의 7번 염색체에 존재하며, 특정 영역의 염기가
G 또는 A인 단일염기다형성(SNP1))에 따라 유두수가 변화됐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Livestock Science2)’에 게재됐다.
1)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염기서열 중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로 발생되는 개체 간 차이
2) Joint linkage and linkage disequilibrium mapping reveals association of BRMS1L with total teat

□ 제주흑돼지의 포유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추가 연구에서 재래흑돼지와
랜드레이스의 BRMS1L 유전자형(A/A, A/G, G/G)에 따른 유두수를
비교했다.
○ 제주흑돼지의 BRMS1L 유전자형은 G/G형이 가장 많았다.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 수는 각각 G/G형 13개, A/G형 13.9개, A/A형이 15개
로 나타났다.
○ 반면,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는 대부분 BRMS1L 유전자형이 A/A
형이었으며, 유두 수는 14.5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제주흑돼지 개량에 BRMS1L 유전자형이 A/A형인 마커를
적용하면 유두 수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철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흑돼지의 유두 수를 늘리게 되면 포유능력이
개선되어 새끼를 더 건강하게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제주흑돼지는 2015년 3월 17일 천
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어 올해로 5
주년을 맞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흑돼지의 고기 맛에
관여하는 육질유전자(변이-MYH3)를 가진
‘난축맛돈’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제주흑돼지(암컷)

【참고자료】제주흑돼지 특정 유전자에 따른 유두수 변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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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in a large intercross between Landrace and Korean native pigs(Livestock Scienc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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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주흑돼지 특정 유전자에 따른 유두수 변화

□ 제주흑돼지의 유두수 관련 유전자 BRMS1L
○ 제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교배 참조축군에서 유두수 형질에 대한
유전자 좌위 분석 결과 7번 염색체 16.6Mb부터 134.0Mb 위치에서
원인 유전자 확인.

○ 여기서 발견된 후보유전자들을 평가한 결과 BRMS1L 유전자의
특정 영역에서 염기가 G 또는 A인 단일염기다형성에 따른 유두
수의 변화를 확인함.
×

표 1. 제주흑돼지 랜드레이스 교배 참조축군에서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수 표현형

형질
유두수

유두수 연관 유전자형(BRMS1L g. −1087 G / A)
P-value
G/G (170마리) G/A (577마리) AA (346마리)
1.10×10−8
12.99±0.16
13.63±0.13
13.66±0.14

□ 제주흑돼지 및 개량종의 BRMS1L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수 비교
표 1. 제주흑돼지 및 개량종 유두수 표현형 조사

품종
마릿수
제주흑돼지 28
랜드레이스 72

유두수
우
6.61±0.63
7.31±0.64

좌
6.71±0.60
7.21±0.58

계
13.32±0.98
14.51±1.03

표 2. 제주흑돼지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수 조사
그림1. 유두수 관련 후보유전자 대상으로 작성한 미세지도

형질
유두수

유두수 연관 유전자형(BRMS1L)
총 유두수
평균
GG (19) GA (8)
AA (1)
13.87±1.75 13.00±0.85 13.87±0.78
15.00

표 2. 랜드레이스 유전자형에 따른 유두수 조사

형질
유두수

총 유두수
평균
14.51±1.03

유두수 연관 유전자형(BRMS1L) P-value
GG (0)
GA (2)
AA (70)
13.50±0.50 14.54±1.02 0.010

그림2. 7번 염색체 68.4Mb부터 69.6Mb 위치 내 후보유전자

○ 7번 염색체 내 미세지도를 통해 24개의 후보유전자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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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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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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