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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도 한국 토종개다!
- 토종개와 유전적 거리 가까워… 유전자형 다양성 확보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개가 한국 고유
토종개임을 뒷받침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 우리나라 토종개로 알려진 제주개의 유전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고유혈통 관리와 보존을 위해 유전자를 분석했다.
- 토종개는 7품종1)으로 진도개, 삽살개, 경주개 동
경이, 풍산개(북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제주개 등 3품종은 미지정 상태다.
□ 제주개는 품성이 온순하면서도 행동이 민첩하고
청각, 후각, 시각이 발달해 꿩 등 야생동물 사냥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개 순수 혈통 보존과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49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개

□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축산진흥원(원장 정봉훈)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제주개 20마리와 외국개 등 7품종을 대상으로 16개 유전자마
커(초위성체마커)를 활용해 품종 간 유전적 거리를 확인했다.
1) 진도개, 경주개동경이, 삽살개, 풍산개(북한), 제주개, 불개, 오수개

<제주개와 다른 개 품종 간의 유전적 거리>

○ 제주개는 한국 토종개와 유전적 거리가 가까웠으며 독립적인 품
종으로 보였다.
- 독일 셰퍼드 등 외국개와는 유전적 거리가 아주 멀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개가 한국 토종개로서 유전적 독창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 제주개의 유전자형 다양성(이형접합율)은 56%로 경주개 동경이
70%, 진도개 61% 보다 낮은 상태로 외래 유전자의 유입이 없는
상태의 소규모 집단으로 보존되었음을 보여준다.
○ 제주개는 다른 토종개보다 유전자형 다양성이 낮아 새로운 제주개
혈통을 이용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유전자 분
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개의 다양성 확보 등 관리‧보존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지역 명견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제주개의 유전학적 결과를 밝힌 해당 논문은 한국생명과학회지
(2019년 6월호)에 게재됐다.
<참고자료> 제주개 유전자 분석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최봉환 농업연구사(☎ 063-238-7304)에게
연락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주개 유전자 분석

□ 유전자형 다양성(이형접합율): 대립유전자가 이형접합체가 될 확률
○ 이형접합율이 높을수록 해당 품종의 유적적 다양성이 높고
이형접합율이 낮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
□ 유전적 거리 : 개체나 품종간 유전자형을 공유하는 정도
○ 품종 간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많이 갖을수록 유전적 거리가
멀어지고 혈연관계도 멀어지게 된다. 같은 유전자형을 더 많이
공유하면 유전적 거리가 가까워 진다.

<제주개와 다른 개 품종 간의 유전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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