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추리는 가금류 중에서 육류 및 알 생산용으로 인기가 많다.
 단백질이 풍부한 메추리 및 닭의 알은 인간의 필수 영양분인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경제 동물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메추리는 부화 후, 5~6주 안에 생식을 할 수 있다. 이는 반년 정도 걸리는 닭에 비
하면 매우 빠른편이다.

 세대 간의 간격이 짧고 기르는데 비용이 다른 조류에 비해서 비교적 적게 들기 때
문에, 생식능력의 원인을 밝혀내기에 적절한 종이다.

 생식능력의 원인을 밝혀낸다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식 능력의 발생기작을 파헤치기 위한 연구는 주로 분자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루
어지나, 메추리에서는 관련 연구가 포유류 등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함.

 관련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대두됨.

 메추리의 성별에 따른 차등 발현 유전자 찾기

 기존에 쓰여졌던 De-novo 기반의 접근 방법과 Reference 기반의 접근방법의 비교

 Reference 기반의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발현 패턴을 보이는 차등 발현 유전자들을

찾음

 다른 조류처럼 메추리에서도 Dosage compensation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메추리에서 MHM region의 존재 확인

 NCBI GEO database에서 메추리의 RNA-
seq 샘플 12개를 다운받음.

 FastQC(v0.11.9)를 이용하여 다운 받은 데
이터의 퀄리티를 확인함.

 Raw data 중 어댑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서 Trimmomatic(v0.39)를 이용하여 제거.

 HISAT2를 이용하여 Raw read들을 메추리
의 Reference genome에 맵핑.

 맵핑된 read들을 정량화 하기 위해서
FeatureCount(v2.0.0)을 이용하여 정량화함.

 R 언어의 edgeR 패키지를 이용하여 성별
에 따른 차등 발현 유전자를 찾음.

 Gonad에서 성별 간 차등 발현 유전자는 총 13,588개
이 중 53%는 Testis에서 더 많이 발현하며 47%는 Ovary에서 더 많이
발현함

이전 연구에서 차등 발현 유전자로 검증되었던 VIP, NIPBL, MPZ,
HOXC4, CHD1 역시 이번 연구에서도 차등 발현 유전자로 확인됨.

 Brain에서 성별 간 차등 발현 유전자는 총 68개
 68개 중 대부분의 유전자가 Z 염색체에서 발현됨.
 68개 중 MHM region에 속해 있는 유전자가 존재
 MHM region에 속해 있는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Reference guide 방식과 De novo guide

방식의 맵핑률 비교

 Reference guide 방식에서 더 높은 맵핑률

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됨.

 Brain에서는 암, 수간의 차이가 없다.

 Gonad에서는 암, 수 간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