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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exchanges between countries become more active, new threats such as drugs, illegal 

imports of food and medicines, and terrorism are present all over the world. From this, increased 

border security that protects people’s safety is becoming a new issue. The activities of 

special purpose dogs that detect these threats in advance are becoming very important. One 

of the obstacles in securing superior individuals is musculoskeletal disorders which interfere 

with the work of special purpose dogs. In order to search for genes associated with these 

genetic disorders, we conducted genomic analysis using linkage disequilibrium information 

and investigated genetic characteristics to know heterozygosity and inbreeding status in the 

population. In this study, two breeds (Malinois, Shepherd) of army dogs and three breeds 

(Malinois, Shepherd, Retriever) from public databases were used for comparison. The 

170K SNP marker panel was used for this study. I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clusters were formed for each breed. The number of effective populations 

differed for each cultivar, but this was due to the difference in numbers of individuals for 

each breed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heterozygosity decay analysis showed that 

heterozygous alleles decreased with each generation. In the army dog group, if the population 

number is maintained properly, the frequency of allele genotype will not decrease significantly.

Keywords: genetic diversity, linkage disequilibrium, effective population size, heterozygosity 

decay

Introduction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류 및 불법 식품 및 의약품의 국내 반입과 테러와 같은 새

로운 위협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경 안보가 

새롭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탐지하는 특수 목적용 반려견의 활

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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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검역 탐지견, 관세청에서는 마약 탐지견을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인명 구조

견을 각각 양성하고 운용 중에 있다. 특수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반려견을 양성하고 생산하는데 일반견을 이용할 

경우 양성율은 20 -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은 연간 약 1억 3천 만원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첨단기술인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하여 특수목적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개체를 복제하여, 보급하는 기술

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우수한 개체를 확보하여 단기간에 특수목적 업무를 하는 반려견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특수 업무를 방해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유전적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유전적으로 질병 소인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전적 

장애요인과 연관된 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전장유전체 연관분석(Genome wide association)이라는 기술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적 장애요인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causal mutation)와 연관불평형(linkage disequilibrium)

관계에 있는 유전 마커를 탐색하는 기술로 개체의 유전 질환과 연관된 표현형과 유전자형 간 통계적인 연관성을 

탐색한다(Vonholdt et al., 2010). 

연관불평형(linkage disequilibrium, LD)은 종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러한 상이한 유전체의 연관불평형이 개

(dog), 고양이(cat), 양(sheep), 그리고 소(cattle)에서 보고 되었다(Pritchard and Przeworski, 2001; Khatkar et al., 

2008; Gray et al., 2009; Vonholdt et al., 2010; García-Gámez et al., 2012; Alhaddad et al., 2013). 최근 순계품종 반려

견(purebreed dog)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연관불평형 정보는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Sutter et al., 2004; Vonholdt et al, 2010). Parker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순계 품종 반려견 집단에서 집단의 유전

적 bottleneck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통선조효과(founder effect)에 의해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큰 연관불평형구조

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 특히 반려견의 골격계 질병 중에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관절 이형성증

(Canine Hip Dysplasia, CHD)질환은 70년 전에 처음 보고 되었으며, 이는 혈통 내에서 교배하는 근친 교배에 의하

여 발생하며, 유전적으로는 여러 개의 유전자에 의한 다인성으로 보고 되고 있다(Schnelle, 193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대형종 반려견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세퍼드, 말리노이즈, 그리고 리트리버 품종의 연관불평형 및 유효집단크기 및 다른 품종과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함으로 국내 특수목적견의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 재료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방부 육군 군견대의 동물복지위원회(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표본을 추출 하였다. 국방부 육군 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 임무를 

위하여 훈련중인 세퍼드(n = 57) 및 말리노이즈(n = 12)로부터 경정맥 채혈을 통하여 시료를 확보 하였다. 이와 함

께 두 품종과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보한 리트리버(n = 723) 말리노이즈(n = 6) 그리고 세퍼

드(n = 284)를 이용하였다.

gDNA 추출 및 유전자형 결정

경정맥 채혈을 통해 확보한 전혈로부터 genomic DNA는 표준 프로토콜(Meurs et al., 2010)을 이용하여 추출 하

였다. 세 품종에 대한 대용량 유전자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Illumina CanineHD BeadChip (Illumina,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유전자형을 결정하여 총 170,000개의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를 유

전자형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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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대용량 유전자형에 대한 표준화 정도 관리(quality control)는 PLINK1.7 (S. Purcell, http://pngu.mgh.harvard.edu/ 

purcell/plink/) 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Purcell et al., 2007). 먼저 missing genotype은 10% 미만을 제거 하였고, call 

rate 95%로 설정 하였다. 아울러, 유전자형의 minor allele frequency (MAF)는 0.05 미만으로 설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한 SNP는 제거 되었고,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은 0.00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연관불평형(Linkage disequilibrium) 분석 및 유효집단(effective population size) 크기 분석

세 개의 반려견 집단에서 연관불평형의 크기는 서로 다른 두 대립유전자가 서로 연관되어 유전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값으로 먼저 D값을 구한 후에 이를 표준화된 D’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대립유전자간의 상관을 보여주

는 통계량인 r2 값을 추정하였다(Lewontin et al., 1964; Hill et al., 1968; Lee et al., 2013). 두 개의 마커 간 연관 불평

형을 계산하기 위하여 Plink1.7의 --ld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마커 간 거리를 나타내는 distance bin은 0 - 

10; ＞ 10 - 20; ＞ 20 - 40에서 최대 ＞ 20,000 - 50,000로 계산 하였다. 동일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마커 좌위 A, B의 

연관불평형 크기(r2)는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


×


×







(1)

여기서 

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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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내며, D는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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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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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마커 간 일배체형의 빈도를 나타낸다. 

유효집단크기 추정에 있어서 연관불평형 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는 통계량으로 연관불평형은 재조합 및 

매 세대 선발에 의한 돌연변이의 누적 효과에 의해서 발생된다. 즉, 재조합의 경우 두 마커 간 거리가 먼 좌위에서

는 발생할 확률이 높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두 마커 간 거리와 연관불평형 

값(r2)을 추정한다면, 돌연변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Sved (1971)가 제한한 아래의 식에 의해 유효집단 크기를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효집단 크기는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Lee et al., 2015). 




 






(3)

여기서 는 이전 세대, 

는 유효집단 크기, 그리고 는 Morgan 단위로 표현되는 마커의 거리이며, 세대별, 


의 

추정은  



의 함수식으로 추정 하였다. 즉 두 마커 간 거리가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한 연관불평형 값은 보다 오

래 전 세대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유효집단 크기는 함수식을 적용한 자체 스크립트를 제작하

여 R package (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3.25; http://www.r-project.org)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형 유전자 감쇠(Decay of Heterozygosity) 분석

특수 목적견의 이형 유전자 감쇠를 분석하기 위하여 plink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효집단 크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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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보존 유전학의 목적을 위해 이형 유전자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자연 선발과 인위 선발을 통하여 이형 접

합 유전자가 감소하고 향후에 근친 교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집단간 이형 유전자 감소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추정 하였다.






 


 (4)

여기서 

와 


는 각각 시간 와 시간 0에서의 이형접합성이다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 분석

특수목적견의 유전적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link software의 Multi-Dimensional Scale (MDS) 분석을 이용하

여 집단간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상동염색체상의 SNP들을 이용하여 개체간의 identity-by-state 

(IBS) 거리를 측정한 후 IBS matrix를 R-Software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개체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계산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순종의 개에서 유전 질환은 품종 내에서 강한 선발, 근친 교배 및 매우 제한된 수의 부모간 교배에 의한 유전적 

격리로부터 발생한다(Mellersh, 2012). 이러한 형태의 개의 육종으로 전체 게놈영역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하

게 감소하여 열성 대립 형질에 대한 동형 접합이 높아져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짐으로 반려견의 건강과 복지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Rooney and Sargan, 2009). 반려견의 가축화 이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인위적인 선발이 진행

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위적 선발이 고립된 개체군 또는 번식 개체군으로 이어져 열성 질병이 매우 흔하며 많은 품

종이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Ostrander, 2012). 그러므로 이러한 유전질환의 대비한 반려견의 육종은 

소유주 및 육종가에게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현재 반려견의 유전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수가 증가하

고 있고,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군의 개체를 육종집단에서 제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해결책

이 되지 않고 있다(Leroy and Abitbol, 2010). 그 이유는 유전질환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집단에서 하나의 유전자변이검사를 통하여 위험군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른 유전자가 질병을 또다시 일

으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략에 새로운 전략 즉, 현재 스크리닝 전략, 가계도 정보, EBV 또는 

gEBV를 통합하는 전략은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유전된 질병의 수와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Farrell et al., 2015). 결과적으로 반려견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근친 제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군견훈련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세퍼드와 말리노이즈를 대상으로 시료를 확보하였다. 이들 두 

품종은 역사적으로 품종 정립이 잘 되어 있는 품종이며, 특히 세퍼드와 말리노이즈는 특수목적견인 군견으로서 매

우 명성이 있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목적임무를 수행하는 군견을 중심으로 집단 유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에 shannon 등이 보고한 일반 집단으로부터 수집한 리트리버, 세퍼드 그리고 말리노이즈 품종을 더하

여 군견의 품종과 이들 일반 집단의 품종 간 집단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 및 집단 유전

학적 분석을 위하여 Canine 170 K chip을 이용하였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종 별, 그리고 염색체 별 유

전 변이의 수는 군견 세퍼드가 129,087개, 군견 말리노이즈가 115,861, 일반 집단 리트리버가 128,552, 일반 집단 

세퍼드가 128,828개 그리고 일반 집단 말리노이즈가 120,212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품종 간의 차이 또한 

확보한 시료에 따라서 SNP QC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단일염기변이(SNP)를 이용하여 총 5개 집

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체 별 유전적 유사도를 보여주는 identity-by-d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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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D)를 계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5개 집단의 유전적 유사도를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을 수행하였다. 군

견에서 운용하는 말리노이즈와 일반 집단의 말리노이즈는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존재하

고 있었고, 세퍼드의 경우도 일반 집단의 세퍼드와 군견 세퍼드가 같은 클러스터로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몇몇 군

견 세퍼드의 경우 유전적으로 세퍼드와 일반 집단의 리트리버와 중간 정도의 유전적 유사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커널 클럽의 리트리버는 유전적으로 매우 상이한 하나의 클러스터로 존재하고 있었다. 주성분 분석의 차원을 바꾸

어 가면서 분석한 결과, 차원 2 (Dimension 2)와 차원 3 (Dimension 3)의 경우, 리트리버, 세퍼드와 말리노이즈가 매

Table 1. Number of SNPs used in this analyses after SNP quality control.

Army Malinois Army Shepherd Retriever Malinois Shepherd

Total SNP 165929 165929 160432 160432 160432

Genox 444 284 20879 991 689

HWEy 0 139 4110 0 1138

MAFz 36398 49645 6891 39229 29777

After QC 129087 115861 128552 120212 128828

No. of Animal 12 57 723 6 284

xGenotyping call rate.
yHardy-Weinberg equilibrium.
zMinor allele frequency.

Fig. 1. Genetic diversity using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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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른 유전적 유사성을 보였다. 일반 세퍼드 중 일부의 개체 3마리가 군견 세퍼드와 클러스터링 되고 나머지 세

퍼드는 다른 군집으로 클러스터링 되는데 이는 일반 세퍼드와 군견 세퍼드에서의 유전적 차이를 나타내고 군견 세

퍼드 보다 일반 세퍼드의 개체 수가 많아 군집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차원 3과 4의 경우 군견

의 말리노이즈와 세퍼드의 경우, 커널 클럽의 말리노이즈 세퍼드와 상이한 유전적 유사성을 보였다. 

Fig.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5품종에 대한 연관불평형분석 결과 총 6마리로 구성된 일반 

말리노이즈가 마커와 마커 간 거리가 200 kb에서 약 0.3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군견 세퍼드(n 

= 57)가 0.25, 그리고 군견 말리노이즈(n = 12)가 0.2로 낮았고, 일반 집단 세퍼드(n = 284)가 200 kb를 기준으로 0.2

로 분석되었고, 마커 간 거리가 커짐으로 지속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보였다. 아울러 일반 집단 리트리버(n = 723)

는 200 kb기준으로 0.13으로 분석 되었다. 즉 품종 간 연관불평형의 차이는 품종이 개량 되어지는 육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집단유전학적 모수이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말리노이즈의 경우 군견과 일반 집단

에서의 연관불평형 차이가 0.1로 분석되었고 세퍼드의 경우 군견과 일반 집단에서의 연관 불평형 차이가 0.05로 

분석되어, 대체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석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일반 집단의 

말리노이즈(n = 6)와 군견 말리노이즈(n = 12)는 품종의 특성도 있지만, 사용된 개체의 수가 매우 작아서 연관불평

형 결과가 높게 나왔을 개연성도 있었다. 

Fig. 2. Plot of Linkage Disequilibrium (LD) decay among Dog population.

각 품종에서 분석된 연관불평형정보를 이용하여 개체의 유효 집단 크기를 분석하였다. 유효 집단의 크기

(number of effective population size; Ne)는 “세대가 거듭되어도 집단내의 대립유전자의빈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

되는 최소 개체 수”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Hartl, 2000). 따라서 유효 집단의 크기는 근친을 제어하면서 지속 

가능한 집단의 개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 Fig. 3과 Table 2에서 보여주는것과 같이, 약 11세대에 군

견 말리노이즈의 유효 집단의 크기는 35두, 그리고 군견 세퍼드는 62두, 일반 집단 말리노이즈는 18두, 그러나 일

반 집단 리트리버는 179두 그리고 일반 집단 세퍼드는 117두로 분석되었다. Choi et al. (2017) 에서 한국 개 품종과 

여러 해외 개 품종을 이용하여 유효집단 크기 및 다양성에 대하여 수행된 결과에 따르면 17 개의 서로 다른 품종에

서 평균 19개체의 샘플을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 유효집단 크기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리트리버의 결과와는 유사하

나 다른 품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말리노이즈와 군견 품종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적어 많은 

수의 샘플 사이즈를 이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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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 of Effective population size (Ne) of military and general Dog population.

Table 2. Effective population size (Ne) of Army and general dog breeds.

Fragment Size 200 600 800 1000 1500 2000 2250 2500 2750 3000 3500 4000 5000

Army Malinois

Ne 612 285 177 143 109 81 69 62 57 53 47 42 36

Generations 333 126 72 56 41 29 24 22 20 18 16 14 12

Army Shepherd

Ne 487 240 162 138 113 94 86 81 78 75 71 67 63

Generations 333 126 72 56 41 29 24 22 20 18 16 14 12

Malinois

Ne 374 164 100 80 59 44 37 33 31 28 25 22 19

Generations 333 126 72 56 41 29 24 22 20 18 16 14 12

Retriever

Ne 950 526 381 330 278 237 219 209 203 197 190 183 180

Generations 333 126 72 56 41 29 24 22 20 18 16 14 12

Shepherd

Ne 585 299 211 183 154 136 128 124 122 119 119 118 118

Generations 333 126 72 56 41 29 24 22 20 18 16 14 12

Linkage 

distance (cM)
0.15 0.40 0.70 0.90 1.25 1.75 2.12 2.37 2.62 2.87 3.25 3.75 4.50

Ne indicates effective population size, and Generation means generation ago.

세계자연보존연맹(IUCN.org)에서는 약 50개체 미만의 유효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은 종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몇몇 종은 심각한 종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이형 유전자 감소(Heterozygosity Decay)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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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 집단의 크기가 18마리였던 일반 집단의 말리노이즈는 약 50세대가 지나서 이형

질 대립유전자가 0.1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 50세대가 지나서 이 집단은 근친으로 

더 이상 집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견 말리노이즈는 유효 집단의 크기가 35두 였는데, 이는 약 

50세대가 지나서 이형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0.18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세대에 이형질 대립유전자가 0.38로 

분석되었지만 집단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으로 이형대립유전자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작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리트리버와 세퍼드는 세대가 지속적으로 지나도 이형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 집단의 리트리버는 이형대립유전자의 빈도가 0.35에서 0.33

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반 집단 세퍼드의 경우는 현재 이형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0.31이었으나 50세

대 이후에 0.27로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군견 집단에 있어서 말리노이즈와 세퍼드

는 집단의 수를 적절히 잘 유지한다면 크게 이형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군견 말리노이즈의 집단이 12마리여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가 아닐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 Decay of Heterozygosity and inbreeding for 5 Do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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