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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etic diversity of Korean native chicken is important for conservation of native chicken breeds and 
developing economically valuable traits in Korea. In this review, various types of genetic markers using Korean native 
chickens were investigated, which are mtDNA variations, microsatellite markers, markers in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and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These genetic markers are suitable for breed discrimination and diversity 
studies because of their high polymorphism statu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mmarize the genetic markers 
developed in the Korean native chickens and diversity studies using these breeds. Ultimately, these markers can be used for 
the future studies for understanding of genet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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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특정품종이가지고있는유전적다양성은자연환경변화

에대한종의적응과생존에 중요한역할을하며, 진화의 원
천이기도 하다(Reed and Frankham, 2003). 특히, 최근 대두
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

를줄 수있는 잠재력을가지고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가축
의 개량은 원하는 형질을중심으로 강선발을 통해 다양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량이 되어왔기 때문에 특정질병에 취

약할 수있는단점을가지고 있고, 이는품종의멸종을 가속
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Notter, 1999). 따라서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후대로 유지하고, 전달하는 일은 유전자 급원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에 잠재된 경제적으로 유용
한 형질의 개발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하고, 유전정보를 이
용하여 품종을구분하는 연구는품종의 유지와 우수형질 개

발의 기초 연구로써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에서는 DAD-IS 

(http://dad.fao.org/)를 통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품종의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데이터베이스에보고된닭의품종은전세계
에 2,629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 등록된 닭 품종은 519 품종으로 소 567 품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한국에서 보고
된닭품종은 22종이보고되어있으며, 돼지 26 품종에이어
역시 두 번째로 다양한 품종이 보고되었으며, 등록되어 있
는 품종은 재래닭 순종계와 오계를 비롯하여 레그혼, 코니
시 등의 한국 풍토 적응 품종들과 지역 특정 품종들이 보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한 정보들은 충분히 제공되
지 않은 상태이며, 품종을 구분하는 모색 특징과 기원에 대
한정보가제시되어있지만, 품종간의관계를정확하게알기
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된 한국에
서 보존하고 있는 재래닭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조사와 품

종 구분의 특징을 파악하여 구분 및 보전전략 수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은 외형의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하

는 전통방식으로 현재까지 많은 품종들이 구분되어 왔지만,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품종과 같은 품종임에도 각기 다

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 적응성을 가진 품종의 경우, 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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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품종 구분의 기준점이 모호하기때문에 유전정보

를 이용한 정확한 품종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전정보
를이용하는구분방법에는첫번째로모계유전의특성과후

대로 전달되는 과정에 유전자의 변화가 제한적인 미토콘드

리아 염기서열 변이를 이용한 분류방법이 있다(Komiyama 
et al., 2003; Wang et al., 2007). 이 방법에는 D-loop control 
region, Cytochrome Oxidase I(COI) 등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Komiyama et al., 2003; Liu et al., 2006; Hebert et al., 
2003). 두 번째는 유전체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단순
한 염기가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형성이 매우 높

은 microsatellite(MS) 마커를 이용한 분류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현재 미국의 FBI에서 Combined DNA Index System 
(CODIS)에성별분석이가능한마커를포함한 13개MS(STR) 
마커를 이용하여 법의학적 개인식별에도 활용되고 있는 방

법이다(Kaya and Yildiz, 2008; Hares, 2012). 세번째분류방
법은 동물의 면역반응에 관여하여 다형성이 매우높은 구조

를 가지고 있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MHC) 영
역의변이를이용한방법이다(Chazara et al., 2013). 근래에는 
chicken genome sequencing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HD-SNP 
chip 데이터를이용하여 다형성이높고, 품종 특이성을가진
마커를 선발하여 품종 구분에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며, 이방법의경우전자동화된분석기술과낮아지고 
있는분석비용으로 MS 마커를대체할수있는수단이될수 
있다(Muir et al., 2008). 또한 최근에는 많은 수의 genomic 
data 및 후성유전학적 분석 등이 개발되면서 copy number 
variation(CNV), methylation 변이까지도 개발 가능성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Yi et al., 2014; Venetsky et al., 2015).
따라서본연구에서는문헌조사를통해현재까지진행되

어온 재래닭을 이용한 유전적 다양성 분석과 품종 구분 및

개체식별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와 재래닭보존전략과 품종

구분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론

1. 미토콘드리아 DNA의 다양성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내 핵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으로써

원형의이중가닥 DNA를독립적으로보유하고있고, 이는수
정될 때 난자에 비해 정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미토

콘드리아 DNA(mtDNA)가 희석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
에서모계기원의특성을가지게된다(Cummins, 2000). 또한, 
mtDNA는후대로전달될때유전정보에희석에의한정보변
화가적어품종이가지고있는유전적특성을상염색체유전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다. 따라서 mtDNA
의 변이를 탐색하여 품종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

는 일은 유전적 정보를 기초로 품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품종의기원을밝히고, 진화배경의연구를수행하는데에도 
주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mtDNA를 이용한 품종 분류 연
구는 닭을 비롯한 다양한가축과 야생동물의 분류에 활용되

고 있으며, 한국재래닭 집단의 분류연구에는 D-loop control 
region과 cytochrome oxidation I(COI) 유전자의 변이가 이전
연구에서 조사된 바가 있다(Jin et al., 2009; Hoque et al., 
2013b). D-loop control region은 non-coding region으로 기능
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변이가 다른 영역보다 두드러지

기때문에많이활용되었고, COI 유전자는주로조류의품종 
구분 연구에주로 활용되어 왔다(Hebert et al., 2003). D-loop 
변이연구는 Lee 등(2007)이처음으로한국재래닭중오계를 
이용한 변이 연구에 처음 활용하였고, 31개체의 변이를 조
사한 결과, 18개의 염기변이를 이용하여 4개의 haplotype을
발견하였다(Table 1). 이러한 haplotype 특성에서 오계는 아
시아지역중에서일본과중국, 인도의재래품종과 haplotype
을 Lineage A, B, C로 공유하여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을 확
인하였고, Lineage D의 태국 품종과는 유전적 거리가 먼 것
을확인하였다. Hoque 등(2009)은한국재래닭 2계통(흑색, 갈
색)과 로드아일랜드레드, 코니시 총 41수의 DNA를 추출하
여 D-loop 변이를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총 23개의 염기변
이와 10개의 haplotype을확인하였다(Table 1). 또한, haplotype 
2의경우, 재래닭두계통에서모두확인이되었으며, 적색야
계(red jungle fowl)와도공유하고있는 haplotype임을발견하
였다. Cho 등(2011)은국립축산과학원에서보유한재래닭(황
갈색, 흑색, 적갈색) 오계, 코니시, 로드아일랜드레드, 백색레
그혼과 제주도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제주재래닭, 경기도 고
양시에서사육중인긴꼬리닭 A, B, D의 135수샘플을 채취

Table 1. The mtDNA variation studies of Korean native chicken 
population

No. of 
breed

No. of 
sample

Variable 
site Haplotype Publication

11 135 35 21 Cho et al., 2011

4 41 23 10 Hoque et al., 2009

1 272 17 6 Hoque et al., 2013a

18 802 35 28 Hoque et al., 2013b

1 98 26 12 Sultana et al., 2012

1 31 18 4 L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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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D-loop 변이를 분석한 결과, 총 35개 염기변이에서 21
개의 haplotype을 발견하였다(Table 1). 이 중에서 외래유입
집단인코니시, 로드아일랜드레드, 백색레그혼을제외한 8계
통의 haplotype은 19가지인것을확인하였다. 이중에서 A11, 
A12, B9, B10, B11, B12, B13, C9, D10은 NCBI GenBank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haplotype임을 확인한 바 있다. Sultana 
등(2012)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국재래닭을 상업용으로

개발한 우리맛닭 5계통(version1∼4, x) 98수의 D-loop 영역
을조사하여총 26개의염기변이와 12개의 haplotype 다양성
을 확인하였다(Table 1). 이 중에서 H_8 haplotype은 우리맛
닭 집단에서 73.47%의높은비율이나타난것을확인하였으
며, C199T, A239G, G242A, A291G, T330C, C391A의 6개 SNP
가품종구분에유효할수있는마커임을확인하였다. 2013년
에는 Hoque 등(2013a, 2013b)이두논문을통해서재래닭및 
상업용 닭의다양한집단의 염기다양성 및 haplotype 다양성
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Hoque 등(2013a)은 현인농장 재래닭
272 샘플에 대해서 17개의 염기 다양성과 6개의 haplotype 
다양성을확인하였다(Table 1). 이집단의 haplotype diversity 
(Hd)는 0.768로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고, 이전 연구를 통해
확보된재래닭염기서열정보와비교분석한결과, H10, H15
의 haplotype은 현인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haplotype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Hoque 등(2013b)은 로드아일랜드레
드(140), 코니시(83), 흑색재래닭(33), 적갈색재래닭(33), 황
갈색재래닭(36), 오계(32), 백색레그혼(1), 긴꼬리닭 A(1), 제
주재래닭(3), 현인재래닭(272), 5계통 우리맛닭(135), 부모세
대우리맛닭(26), 한협(40), 부모세대한협(19)으로이전에Hoque 
등(2009, 2011, 2013a)이연구한염기서열정보와, Sultana 등
(2012)이 연구한 염기서열 정보를 모아 총 802수의 염기변
이 및 haplotype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된 재래닭의 D-loop 염기서열이 대부분 포함된 연구로
총 35개의 염기변이와 28개의 haplotype 다양성을 확인하였
고, haplotype 다양성을 통해각 집단이 속하는계통군(Clade 
A∼E)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Table 1). 또한, 한국재래
닭 순종계 집단들은 유라시아 계통군 A, B, E에 95.78%가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 D에는 4.22%가 포함되어 다양
한 모계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래닭 COI 유전자에 관련한 연구는 Jin 등(2009)이 보고

하였는데, 재래닭 3수, 코니시 3수, 백색레그혼 7수로 3개의 
염기변이와 2개의 haplotype 다양성을확인하여재래닭이난
육겸용종으로 유추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개체수가
적어다양성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재래닭의 mtDNA 연구는 7편의 논문을 통해서 다양
한 재래닭 품종의 염기변이와 haplotype 다양성을 분석하였
지만, 각기 다른 연구의 타겟 증폭부위와 사이즈의 차이가
있어직접적인비교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사료된다. 또
한, 재래닭의 mtDNA 다양성을연구하면서비교집단으로레
그혼과코니시, 로드아일랜드레드등의외래품종을이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비교집단의 사이즈가 작고, 전 세
계에보고된 2,629종의다양한품종안에서한국재래닭을판
별할 수있는 고유한 유전자 마커를정립하기에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연구 수행으로 재래닭의 특수성을 알

수 있는 마커를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Microsatellite(MS) 마커의 다양성

MS 마커는 유전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1∼6개
의단순한염기서열이반복되는구조로, 각품종과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증폭산물의 사이즈차이를 이용한 유전자 마커

이다(Cheng and Crittenden, 1994; Kaya and Yildz, 2008). MS 
마커는 닭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 및 야생 품종들에 대해서

품종의 분류 및 다양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nterna- 
tional Society for Animal Genetics(ISAG)에 닭의 품종구분
을위한표준마커 30개가보고되어있다(ISAG/FAO Standing 
Committee, 2004). 현재까지재래닭을이용한다양성연구에
는총 94개의 MS 마커가사용되었으며, 이중에서 MCW0284
를 제외하고 29개의 ISAG 추천 마커의 유전자형 분석 결과
가 보고되어 있다.
한국재래닭의 MS 마커 다양성을 연구한 논문은 13개가

보고되어있으며, Lee 등(2011)이보고한재래닭 8품종, 외래
종 3품종에 대한 유전자형 및 다형성 조사결과에서는 Hexp 
및 PIC를 마커 기준이 아닌 집단을 기준으로보고하였기때
문에 비교에서 제외하였다(Table 2). Kong 등(2006)은 국립
축산과학원이 보유한 재래닭 3계통(적갈색, 황갈색, 흑색)과
오계 1계통, 흑색코니시 1계통, 레그혼 2계통, 로드아일랜드
레드 1계통으로 8계통 285샘플에대한 15종의 MS 마커유전
자형분석을수행하였고, 그결과평균 0.630의 Hexp와 0.552
의 PIC를 확인하였다(Table 2). 또한 유전적 거리 계산을 통
한계통도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재래닭계통 및오계는 하
나의 클러스터로 확인되고, 코니시와 로드아일랜드, 레그혼
2계통은 각기 다른 계통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Oh 등(2009)은재래닭 3계통(적갈색, 황갈색, 흑색)과오
계, 백색레그혼, 코니시, 로드아일랜드레드 각 1계통으로 총
317수의 7개 마커 유전자형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평
균 0.65의 Hexp와 0.59의 PIC 값을 확인하였다(Table 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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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유전적 거리 계산을통한 계통도 분석에서 백색레그혼

과 코니시, 로드아일랜드레드 계통은 분류가 잘 이루어졌지
만, 재래닭계통간은구분이잘되지않는것을확인할수있
었다. Lee 등(2010a)은 재래닭 실용계인 우리맛닭, 한협3호
의 총 302수의 10개 MS 마커 유전자형 분석을 수행하여 우
리맛닭에서는 평균 0.64의 Hexp와 PIC를 확인하였고, 한협3
호에 대해서는 평균 0.66의 Hexp와 0.67의 PIC를 확인하였
다(Table 2). 또한, 두 집단은 계통도를 분석하였을 때 두 개
의 집단으로 클러스터링되어 10개 MS 마커로 집단이 구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등(2010b)은 재래닭 3계통(적갈
색, 황갈색, 흑색)과 오계 총 195수의 10개 마커 유전자형을
분석하였고, 그결과평균 0.58의 Hexp와 0.52의 PIC를확인
했으며, 네 집단의다형성결과는 큰차이가 없는것으로 확
인되었다(Table 2). 하지만 네 집단의 유전적 거리를 계산하
였을 때 재래닭 순계통 3집단은 하나의 집단으로 클러스터
링 되는 반면, 오계는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등(2012)는 재래닭 5계통(회갈색, 흑색, 적
갈색, 황갈색, 백색)의총 83수의 28개 ISAG-recommended 마
커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였으며, 그결과 0.62의 Hexp와 0.55
의 PIC 값을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ISAG-recommended 
마커는 품종 및 개체식별의 표준으로 추천된 마커들이지만

이중에서 MCW0248, LEI0166, MCW0103, MCW0098, MCW- 
0078, MCW0081, ADL0112, MCW0216의 8개 마커는 재래닭
에서 낮은 Hexp와 PIC값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8개 마커를 이용하여 개체단위로 재래닭 5계통을 분류하
였을 때 모든 계통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h 
등(2013)은 우리맛닭, 한협3호, 백색레그혼, 로드아일랜드레
드총 320수의(ISAG/FAO Standing Committee, 2004)에서권
고한 상염색체 13 MS 마커와 문헌검색을 통해 다형성이 높
은 13개 마커로 총 26개 마커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였으며, 
그결과 0.68의 Hexp와 0.63의 PIC 값을확인하였으며, 집단
의 유전적 거리를 확인하였을 때 재래닭 품종인 우리맛닭과

한협3호는집단의유사도가높은집단으로확인하였다(Table 
2). Seo 등(2013)은재래닭 5계통(적갈색, 황갈색, 흑색, 백색, 
회갈색) 86수의 150개MS 마커를테스트하였으며, 이중에서 
Hexp와 PIC값이높고, 다양한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15
개의 마커를 선별하여 평균 0.80의 Hexp와 0.77의 PIC 값을
확인하였다(Table 2). 또한 확보된 마커를 이용하여 재래닭
5개 순계통을 분류하였을 때도 모든 계통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Park 등(2013)은우리맛닭 96수의 12개마
커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평균 0.56의 Hexp와 0.48의 PIC 값
을 확인하였다(Table 2). Suh 등(2014)은 재래닭 5계통(적갈

색, 황갈색, 회갈색, 흑색, 백색)과 오계, 백색레그혼, 로드아
일랜드레드, 코니시의 9계통 450수의 30개 마커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0.70의 Hexp와 0.65의 PIC 값을 확인하였으며, 계
통분석 결과, 재래닭 5계통이 클러스터링되어 다른 계통과
구분되는것을확인하였다(Table 2). Choi 등(2015)은우리맛
닭 1호, 2호, 한협3호, 현인재래닭, 로드아일랜드레드, 흑색코
니시, 적색코니시, 오계, 브로일러의 9계통 302수의 30개 MS 
마커유전자형을분석하였으며, 그결과평균 0.72의 Hexp와 
0.68의 PIC 값과 모든 계통이 분류가잘 될수 있는마커 12
개 마커 조합을 확립하기도 하였다(Table 2). Seo 등(2015b)
은한협 8계통실용계집단과국립축산과학원이보유하고있
는 순계통 재래닭 5계통과 오계, 레그혼 2계통, 코니시 2계
통, 로드아일랜드 2계통의 총 20계통 469수에 Seo 등(2013) 
및 Choi 등(2015)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된 27개 마커를
적용하여 평균 0.80의 Hexp와 0.77의 PIC로 높은 마커 다형
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Table 2).
전체연구를통해확보한다형성정보들을비교해보았을

때, 9개의마커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마커가개체및품종
식별에 적용 가능한 다형성이 높은 마커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ISAG 추천 마커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권고되는 마
커이기 때문에그 중요성이 크다고볼 수있으며, 이마커들
의평균이형접합도(Hexp)와다형성(PIC)은각각 0.63과 0.57
로 전체연구에서 확인한마커의 0.71과 0.66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Botstein et al.(1980)에 따르면 Hexp>0.6, 
PIC>0.5 이상일 때 개체 및 품종 구분 마커로써의 효율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마커
정보를 검토하면 이 중에서 MCW0233을 제외한 8개 MS 마
커(MCW0248, LEI0166, MCW0103, MCW0098, MCW0078, 
MCW0081, ADL0112, MCW0216)가 ISAG 추천 마커에 속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자형을 확인
한 집단의 크기 및 랜덤 샘플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

올 수 있지만, MCW0103과 MCW0078의 경우 반복된 다른
집단의 연구에서 유사한 낮은 Hexp와 PIC 값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한국재래닭 집단 안에서는 다형성이 떨어지는 마

커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ISAG의 8개 마커를 제외한 21개
마커는 국제 표준을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MCW- 
0284의경우유전자형이확인된바없기때문에추가연구를 
통해 확인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개체및 품
종식별 연구에서 선택되는 마커는 Hexp와 PIC의 분포도 중
요하지만, 재래닭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립유전자가
많은 마커를 선택하는 것도 재래닭의 구분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형성이 확보된 마커들 중에서 재래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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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립유전자를 찾아 조합을 구성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면 한국재래닭의 다양성 연
구와 생산이력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유전자 마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MHC)의

다양성

MHC는질병저항성과관련유전자들의복합체로다양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유전자의 다양성을
연구하는일은품종의다양성연구뿐만아니라, 닭의질병저
항성 개선 혹은 백신의 반응을 개선하는데유용하게 활용될

수있다. 닭의 MHC는 16번염색체에존재하고, B complex로 
명명되고있으며, BG(Immunoglobulin superfamily)와 BF(class 
I), BL(class II beta)로 이루어져 있다(Zoorob and Briles, 
2004). MHC 영역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LEI- 0258의
MS 마커다양성을 확인하는방법(Chazara et al., 2013)과최
근 SNP panel을이용한방법이있다(Nguyen-Phuc et al., 2016; 
Fulton et al., 2016).
한국재래닭을 이용한 MHC 다양성 연구는 두 건이 확인

되며, 모두 LEI0258 MS 마커의 다양성을 확인한 결과로 확
인된다(Jung et al., 2009; Hoque et al., 2011). Jung 등(2009)
는국립축산과학원의재래닭 2계통(흑색, 갈색)과코니시, 로
드아일랜드레드의 총 177수의 샘플을 PCR 증폭 후 direct 
sequencing 방법으로염기서열을 확보하여 alignment 비교를
통해 SNP 및 indel, 반복서열을확인하였다. 그결과, 증폭산
물의사이즈가 193∼443 bp 사이의크기변이가다양한 13개
의 allele을 확인하였고, 23개의 서로 다른 haplotype을 확인
하였다(Table 3). Hoque 등(2011)은한국재래닭두집단의교
배로 확보된 CCP1, CCP2 총 392수의 샘플을 Jung 등(2009)
과같은방법으로 direct sequencing 후 alignment하여염기서
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11개 allele에서 22개의
haplotype을 확인하였다(Table 3). 두 연구를 GenBank acce- 
ssion number 및 allele로 정리하였을 때 재래닭(흑색, 갈색, 
CCP1, CCP2)만이 가지고 있는 allele은 193, 194, 241, 259, 
319, 345, 357 420, 443, 474의 10개 allele의 17개 haplotype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193 allele은 갈색
재래닭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241 allele은 흑색재래
닭이, 259, 319, 357 allele은 CCP2, 345, 474 allele은 CCP1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20 allele은 CCP1, 
CCP2가공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며, 194 allele은갈색재
래닭과 CCP1이 공유하고, 443 allele은 갈색재래닭과 CCP1, 
CCP2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The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alleles 
identified in the chicken breeds in Korea

Allele
Genbank
accession
number

B
haplotype

Jung et al.
(2009)

Hoque et al.
(2011)

193 DQ239495 11 KNC brown -

193 DQ239512 15.1 KNC brown -

193 DQ239538 27 KNC brown -

193 DQ239547 61 KNC brown -

194 DQ239561 BW3 KNC brown CCP1

205 DQ239501 13 Cornish -

205 DQ239505 13.2 Cornish CCP1

205 DQ239514 17 Cornish CCP1

205 DQ239560 BW11 Cornish CCP1

241 DQ239513 15.2 KNC black -

241 DQ239531 22 KNC black -

241 DQ239551 73 KNC black -

249 DQ239513 15.2 RIR, KNC black CCP2

249 DQ239531 22 RIR, KNC black CCP2

249 DQ239551 73 RIR, KNC black CCP2

259 DQ239523 2 - CCP2

259 DQ239539 29 - CCP2

295 DQ239496 11.1 Cornish, RIR CCP1

295 DQ239541 5 Cornish, RIR CCP1, CCP2

309 DQ239494 10 Cornish, RIR, 
KNC black CCP1

309 DQ239533 24 Cornish, RIR, 
KNC black CCP1

309 DQ239537 26 Cornish, RIR, 
KNC black CCP1

309 DQ239554 76 Cornish, RIR, 
KNC black CCP1

319 DQ239552 74 - CCP2

345 DQ239508 14 - CCP1

357 DQ239506 130 - CCP2

357 DQ239507 131 - CCP2

381 DQ239504 13.1 Cornish -

420 DQ239548 62 - CCP1, CCP2

443 DQ239544 6 KNC brown CCP1, CCP2

474 DQ239499 12.2 - CCP1

KNC: Korean native chicken, RIR: Rhode Island Red, CCP: 
Korean native chicken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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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시 품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haplotype은 205 allele의
13(DQ239501), 381 allele의 13.1(DQ239504)로 확인되었다. 
205 allele의 나머지 haplotype은 코니시와 재래닭이 공유하
고 있으며, 249 allele은 로드아일랜드레드와 흑색재래닭 및
CCP1, CCP2 재래닭이공유하고있고, 295 allele은코니시와 
로드아일랜드레드, CCP2 재래닭이공유하고있는것을확인
하였으며, 309 allele은 코니시와 로드아일랜드레드, 흑색재
래닭 및 CCP2 재래닭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I0258은하나의MS마커임에도불구하고, 총 15개 allele 
및 28개 haplotype이확인되어단일유전자 마커임에도다형
성이매우높은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는 MS 마커뿐만아
니라 SNP마커조합에서도 다양한 haplotype이확인될 수있
기 때문에, 이전의 SNP panel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도 재래
닭의 다양한 haplotype 변이를확인하여유전자 마커로활용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SNP를 이용한 다양성

유전체영역에서유전자내부영역과외부영역에다양한

변이들이존재하고있고, 이는후대로전달된다. 따라서이러
한변이를확인하고, 유전자마커로사용하는것은품종의다
양성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 표현형에영향을 
주는 원인변이 탐색에도도움을줄수 있다. 재래닭연구에
서현재까지보고된 SNP 마커에대한연구는주로성장이나 
육질 등의 특정 유전자의변이와 표현형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는연구가주로이루어져왔고, 일부연구에서는재래닭
이실용계와다른피모색을가지고있는특징에착안하여피

모색과 관련된 GGA11의 Melanocortin 1 receptor(MC1R) 및
GGA1의 Tyrosinase(TYR) 유전자의 변이를 탐색해 표현형과
의비교분석을수행하기도하였다(Kim et al., 2004; Cahyadi 
et al., 2013). 특히, MC1R 유전자는 다양한 축종에서피모색
과관련된유전변이를찾고자연구가수행되어져왔다(Kerje 
et al., 2003; Maklund et al., 1996; Vage et al., 1999)

Heo 등(2011)은 적갈색 재래닭, 로드아일랜드레드, 흑색
코니시, 로스, 하바드, 아바에이커, 에이비안, 우리맛닭종계, 
우리맛닭 실용계, 한협3호, 브로일러의 11계통 100수에 대
해서는 TYR 유전자를, 흑색재래닭, 로드아일랜드레드, 흑색 
코니시, 오계의 4계통 221수에 대해서는 MC1R 유전변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YR 유전자에는 exon1 영역의 649C 
>T, 741C>T와 intron1 영역의 19A>G의 변이를 확인하여
haplotype을 분석한 결과, 적갈색 재래닭에서는 YYR, CCA, 
CYR, TYR의 네 가지 haplotype이 관찰되었지만, 품종이나
피모색을 구분하는데 특이적인 haplotype은 확인되지 않았

고, 유전자전체영역에대한 screening 연구가필요할것으로 
보인다(Table 4). 또한 MC1R 유전자 연구에서는 c.212C>T, 
c.274A>G, c.636G>A SNP를 조사하여 haplotype을 구성해
정강이색과 깃털색을 함께 비교하여 본 결과, 로드아일랜드
레드와오계의경우, 특정 haplotype이고정되어나타나는결
과를확인하였지만, 타품종의경우 haplotype과표현형의연
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Park 등(2013)은 국립축산과학원
의 육용형 재래닭 H계통 암탉과 수탉, 우리맛닭 실용계의 3
계통으로 총 308수의 MC1R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Table 4. The identified polymorphisms in MC1R and TYR 
genes in Korean native chicken.

Variation in MC1R

Nucleotide
position SNP type Publication

c.69T>C Synonymous Park et al. (2013), Hoque et al. (2013), 
Kim et al. (2014)

c.212C>T Non-
synonymous

Heo et al. (2011), Park et al. (2013), 
Jin et al. (2014)

c.274A>G Non-
synonymous

Heo et al. (2011), Park et al. (2013), 
Jin et al. (2014)

c.376A>G Non-
synonymous

Hoque et al. (2013), Park et al. (2013), 
Jin et al. (2014), Kim et al. (2014)

c.427A>G Non-
synonymous

Heo et al. (2011), Hoque et al. (2013), 
Park et al. (2013), Jin et al. (2014), 
Kim et al. (2014)

c.636G>A Synonymous Park et al. (2013)

c.637T>C Synonymous Park et al. (2013)

Variation in TYR

Nucleotide
position Region Publication

649C>T Exon1 Heo et al. (2011)

741C>T Exon1 Heo et al. (2011)

19A>G Intron1 Heo et al. (2011)

33A>G Exon4 Choi et al. (2014)

116G>A Exon4 Choi et al. (2014)

217T>C Exon4 Choi et al. (2014)

247T>C Exon4 Choi et al. (2014)

838G>A Intron4 Choi et al. (2014)

958G>A Intron4 Cho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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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nymous(c.69T>C, c.636G>A, c.637T>C) SNP와 3개의
non-synonymous(c.212C>T, c.274A>G, c.376A>G,) SNP 영
역을 확인하고, haplotype을 구성하여 유전변이와 표현형 변
이의상관성을확인했지만, 피모색과의연관성은확인되지않
았다. Hoque 등(2013c)은 재래닭 3계통(흑색, 황갈색, 적갈
색)과 오계, 백색레그혼의 5계통 150수의 MC1R 유전자의 1
개 synonymous(c.69T>C) SNP와 2개 non-synonymous(c.376A 
>G, c.427A>G)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haplotype 분석을수행
한결과, 흑색피모색을가진흑색재래닭과오계의 TGA ha- 
plotype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백색 피
모색을 가진 백색 레그혼 품종에서 CAA haplotype과 높은
연관성과갈색을가지고있는계통인황갈색, 적갈색재래닭
에서 CGG haplotype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
다(Table 4). Kim 등(2014)은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보유
하고 있는 오계, 적갈색재래닭, 백색레그혼, 아라카나 4품종
96수의 MC1R 3개 변이(c.69T>C, c.376A>G, c.427A>G)와
MITF 1개 변이(c.1484G>A), TYRP1 5개 변이(c.299C>T, 
g.2122C>T, g.2127T>A, g.8510C>T, g.8608G>T)와 표현형
과의 연관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MC1R 유전자 변
이의 CGG haplotype이 재래닭을 구분할 수 있는 변이로 확
인하여 Hoque 등(2013c)의결과와같이갈색품종에대한피
모색과유전자형의연관성을확인하기도하였다(Table 4). Jin 
등(2014)은한국재래닭 5계통(적갈색, 황갈색, 흑색, 백색, 회
갈색) 88수의부모세대와 597수의자손세대의 MC1R 유전자 
c.212C>T, c.274A>G, c.376A>G, c.427A>G의 4개 non-syno- 
nymous SNP에 대해서 닭의 정강이색 표현형을 Spectropho- 
tometer를 이용해 L*, a*, b*로 측정하여 유전자형과의 연관
성을확인하였다. 그결과, c.212C>T, c.427A>G 변이가정강
이색 b*(yellowness) 값에 대해 유의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이 결과는 MC1R 유전자가 깃털
색뿐만아니라, 정강이색과같은피부색에도영향을줄수있
음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로 재래닭의 연구범위를 넘어 실

용계 혹은 타 품종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있을 것으로사료된다. Choi 등(2014)은국립
축산과학원의 육용형 재래닭 H계통 암탉과 수탉, 우리맛닭
실용계, 흑색 재래닭과 백색 재래닭 5계통 407수에 대해서
TYR 유전자 exon 4의 33A>G, 116G>A, 217T>C, 247T>C와
intron 4의 838G>A, 958G>A의유전자형을분석하여흑색과 
백색과의연관성 확인을수행하였다(Table 4). 그결과, 우리
맛닭의 갈색 피모색에 대하여 33A>G, 116G>A, 247T>C, 
838G>A, 958G>A 5개변이가유의적인연관성이 있는것으
로 확인되었다.

피모색과 관련성이 높은 MC1R 유전자 및 TYR 유전자의
변이 연구 결과, TYR 유전자는 갈색 피모색에 대해서 5개
SNP가 유의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갈색과 백색, 흑색에 대한 표현형 차이에 대한 직접
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MC1R 유전자의 경우 Hoque 등(2013c)이 보고한 세 개
의 SNP(c.69T>C, c.376A>G, c.427A>G)가 특정 피모색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c.427A>G의 변이는
아미노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non-synonymous SNP로 Jin 
등(2014)이 보고한 정강이색의 yellowness와도 유의적인 연
관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표현형에 대한 유

전자형 연관성 분석 접근 방법을 통해 연관성 연구를 수행

한다면 피모색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변이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두 유전자의 변이는 표현형
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적인 외관비교와 더불어 유전자

형비교로더욱 정확한품종의구분이 가능할수 있다. 하지
만 유전자 내의 변이의 수와 연관성의 정보가 mtDNA 변이, 
MS 마커, MHC 변이보다 다형성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다
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발달된 sequencing 기술의 발달과 축적되는 유

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토대로 대량 SNP 플랫폼이 개발되면
서 많은 수의 SNP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닭의 유전체 연구 역시 draft genome sequencing이
2004년 최초로 발표된 이후 한국재래닭의 reference sequen- 
cing과 SNP annotation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Seo et al., 
2015a; Wallis et al., 2004). 또한 방대한 re-sequencing data
를 이용해서 60K, 600K 등의 high-density(HD) SNP chip이
개발되어 많은 유전자 마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

다(Groenen et al., 2011; Kranis et al., 2013). 따라서 현재까
지 재래닭에서는 다량의 품종 특이적 SNP를 이용한 품종
구분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품종구분에 효율
적인 SNP 마커를 탐색하여 조합을 완성하는 일은 자동화되
고 빠르고 정확한 분석의 장점을 가진 유전자 마커를 활용

하여 재래닭의품종 및 개체식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한국재래닭은 품종 다양성의 보존과 한국 가금산업의 가

치 있는 성장 및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고유의 유전자원이

며, 이러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품질 특성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재래닭이 가진 표현형 특성 및 유전적 특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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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언급한 mtDNA 변이, MS 마커, MHC, SNP 마커등은한
국재래닭의 유전특성및 다양성과 더불어 표현형특성의 원

인을밝힐수있는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

단되며, 이러한 유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
하기 위해서는 한국재래닭의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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