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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토콘드리아 는 모계유전에 의DNA(mtDNA)
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염기치환 속도가 단,
일사본 핵 유전자에 비해 배 정도 빠르기 때10
문에 등 등(Brown , 1979; Giles , 1980; Wilson

등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한 분자유전학, 1985),
및 진화학 연구에 매우 유용한 분자 마커로써
이용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가축종인 돼지. , (Sus
scrofa 의 경우 계통 형성과정 및 잡종화 모계) ,
혈통의 유입과 분산 경로 등을 추적하기 위해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mtDNA .

제주재래돼지 집단에서 집단특이적 과mtDNA Haplotype
유전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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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PCR-RFLP haplotyping for the mitochondrial DNA(mtDNA) fragment containing the NADH de-
hydrogenase 2 gene(ND2) and three tRNA genes(tRNA-Met, tRNA-Trp and tRNA-Ala), we characterized the
genetic diversity of five pig breeds including Jeju native pigs. mtDNA polymorphisms showing distinct cleav-
age patterns were found in the pig breeds. Two digestion patterns were detected when HaeIII- and
HinfI-RFLP, and four in the Tsp509I-RFLP analyses. Combining the three restriction enzyme digestion patterns
found in five different pig breeds, four mtDNA haplotypes were observed and the haplotype frequenc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pig breeds. A monomorphic haplotype, mtWB, was observed in both Korean wild
boars and Large White pigs. Both Duroc and Landrace pigs contained two haplotypes suggesting their multiple
maternal lineages. Jeju native pig has two haplotypes(mtJN and mtJD). Of these, mtJN is identified as a Jeju
native pig specific haplotype. This study suggested that more than two progenitor populations have been taken
part in the domestication process of the Jeju native pig population, and/or probably subsequent crossing with
other pig breeds from near east Asia. Unlike with our prediction,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under molecular
levels on the maternal introgression of Korean wild boar in the domestication of Jeju native pigs. In con-
clusion, specificity of mtDNA haplotypes related to pig breeds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the maternal line-
age as well as constructing the genealogical pedigree in pigs.
(Key words : Haplotype, Jeju native pig, Maternal origin, mtDNA, PCR-RFLP)

Corresponding author : M. S. Ko, National Institute of Subtropical Agriculture, R.D.A., Jeju, Jeju, 690-150,
Korea. Tel : 064-741-2550, E-mail : koms21c@rda.go.kr



Han et al. ; Specific mtDNA Haplotypes for Jeju Native Pig

－ －918

돼지 전체 유전체와 조절mtDNA 부위인 control
과 리보솜 유전자region 12S RNA , cytochrome

B(CYTB 유전자 등의 다형성과 에 관한) haplotype
연구들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과 등 등(Ursing Arnason, 1998; Lin , 1999; Giuffra ,
와 등2000; Kijas Andersson, 2001; Okumura , 2001;

등 등 등Yang , 2003; Kim , 2002; Alves , 2003;
등 돼지의 가축화는 약Watanobe , 2004). 6,000 ~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10,000 ,
유럽에서도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기 이후 아시아 돼지들이 유럽으로, 18
전파되어 육종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등(Bökönyi, 1974; Watanabe 1985; Jones, 1998),
유럽돼지 계통에서 발견되어지는 아시아계열 특
이적 서열은 이 같은 가설을 입증하는mtDNA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등(Huang , 1999;

등 등Giuffra , 2000; Alves , 2003).
한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제주도에는 소

(Bos taurus 말), (Equus caballus을 비롯한 여러)
종의 재래가축들이 사육되어 왔다 제주도에서.
가축사육의 역사는 적어도 년 이상이며2,000 ,
돼지 사육 역시 AD 0 ~ 년경에 시작되었을400
것이며 아마도 야생멧돼지를 사육하거나 외부
에서 가축화된 돼지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다 제주도의 다양한 고대 유적지에서 다수의.
돼지 유존체들이 발굴되었다신 등 제주( , 1996;
대학교박물관 이들이 야생멧돼, 1997a; 1997b).
지인지 가축돼지인지는 아직 명확히 제시된 바
없지만 두 가지 모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야생멧돼지는 절멸된 상태이고 흑모색의,
재래돼지들은 민간에서 사육하고 있다 제주.
재래돼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
이 있으나 체계적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야생동물을 비롯한 재래가축 유전자원
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물유전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지만 혈통의 정립과 진화의 추적 계통유, ,
연관계의 재조명 등 다양한 면에서 분자생물학
적 기초 자료들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재래.
가축 중에서 재래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 다형성에 근거한 계통유전학적 유연mtDNA
관계와 집단의 모계에 유전적 특성들이 보고되

었다 등 등 등(Oh , 1994; Jung , 2002; Han ,
20 제주 재래돼지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04).
에서 등 이 염기서열의Kim (2002) mtDNA D-loop
다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제주 재래돼지는 아시아
계열이며 중국 재래돼지들과 근연의 관계라고 제
시하였고 흑모색 형성에 관여하는, MC1R 유전자
에 대한 연구에서 이 등 과 조 등(2001) (2002, 2004)
은 제주 재래돼지에서 두 가지 유전자형을 보고
하였다 아직까지 돼지 육종에 있어 분자유전학.
적 실험기법을 통한 돼지 품종 간 구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주 재래돼
지 집단의 유전적 특성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재래돼지의 선별과 혈통 정립에서 핵,
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 특이적인 분자 마커
역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돼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서 고도로 보존
적인 부위로 알려진 tRNA-Met, tRNA-Trp,

유전자들과tRNA-Ala NADH dehydrogenase
2(ND2 유전자를 포함하는 절편에서) mtDNA

다형성을 기초한 분석을PCR-RFLP haplotype
통해 현재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제주 재
래돼지 집단의 모계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야생멧돼지. ,
집단을 포함한 여러 품종의 돼지 집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 재래돼지 집단 특이적

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모계의 기원haplotype ,
및 가축돼지의 유입경로를 추적하고 돼지품종,
들 사이에서 계통 유전학적 위치를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DNA PCR

제주도 농가에서 사육중인 재래돼지 두에(65 )
서 수집한 혈액을 분리에 이용하였다DNA .

두 두Duroc(47 ), Landrace(40 ), Large White(29
두에서 채혈한 혈액과 야생멧돼지 두 조직) (14 )
에서 를 추출하였다genomic DNA . Genomic

추출은 방법DNA sucrose-proteinase K (Birren
등 을 변형하여 수행하였고 추출한, 1997) , DNA
는 를 처리한 뒤RNase(Sigma, USA) phenol ex-

과 으로 정제하였고traction ethanol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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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도와 함량을 측정한 후 증폭에DNA , PCR
이용하였다 증폭을 위한 는 돼지. PCR primer

염기서열mtDNA (GenBank acc. No. NC_000845;
등 을 근거로 제작하였다Lin , 1999) : 5008HF

5’-ACA TTC TAC AgT AAg gTC Ag-3’,
6267LR 5’-gAC TTA gCT TAA TTA AAg

증폭은 등 의 방법을 일Tg-3’. PCR Han (2004)
부 변형하여 수행하였고 산물은, PCR 1% agar-

상에서 전기영동 확인한 후ose gel , QIAEX II
으로 정제하여Gel Extraction Kit(Qiagen, USA)

제한효소 절단과 에 이용하였다cloning .

2. DNA

산물은 종의 제한효소PCR 3 (HaeIII, HinfI,
Tsp 를 이용하여 절단하였으며 제한효소509I) ,
반응 조건은 공급자의 에 따라 효소별manual
최적조건에서 반응하였다overnight . 12 ~ 15%

상에서 전개한 후polyacrylamide gel , ethidium
염색법으로 확인하였다 제한절단 결과bromide .

발견된 절편 유형은 등 에 의해 보고Lin (1999)
된 서열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형태를 각각
의 제한효소에 대한 제한절편 유형 A로 선정하
였다 다형성의 확인을 위해 염기서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제한 산물을. PCR TOPO

의TA Cloning Kit(Invitrogen, USA) pCR2.1 plasmid
vector에 연결한 후 E. coli 에 형질competent cell
전환 시켰다 형질전환체인 는. plasmid WizardPlus

를 이용하여 분리SV Minipreps(Promega, USA)
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하였
다 염기서열의 분석은. ALFTMCy5TMAutoCycle
DNA Sequencing Kit(Pharmacia Biotech, Sweden)
를 이용하여 결정하였고 분석 결과를 돼지,

유전체 서열인mtDNA GenBank accession No.
등 와 비교 검토하였다NC_000845(Lin , 1999) .

3. mtDNA haplotype tRNA

조사된 모든 개체에서 발견된 제한절편 유형들
을 조합하여 절편의 을 결정하였mtDNA haplotype
다 유전자 서열의 변이에 따. tRNA 른 구tRNA
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tRNAscan-SE web

와program(Lowe Eddy, 1997; http://www.genetics.

wustl.edu/eddy/tRNAscan-SE/으로 차 구조를) 2 예
측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PCR-RFLP

제주 재래돼지를 포함한 품종의 돼지 집단5
에서 세 종류의 유전자들tRNA (tRNA-Met, tRNA-

과Trp, tRNA-Ala) ND2 유전자가 포함된 mtDNA
절편은 종의 제한효소 에서 다형현3 PCR-RFLP
상을 나타내었다 이중. Tsp 은 돼지 종 내에서509I
가지 제한절편 유형들을 나타내었고 다른4 , 2

종에 의한 제한절편들은 각각 가지2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흥미로운 점은(Fig. 1). Tsp 에509I
의한 다형현상을 제외한 두 가지 제한효소
(HaeIII, Hin 다형현상의 출현 양상이 동일 개fI)
체 내에서는 완전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
주 재래돼지 집단에서는 종의 제한효소 모두에3
서 절편 길이의 다형현상이 관찰되었고, Tsp509I
제한절편 유형 중에서는 TsB와 TsD가 관찰되었
다 은 종의 제한효소 모두에서 다형현상. Duroc 3
이 관찰되었으나 는, Landrace Tsp 에서만 다형509I
현상이 관찰되었다 한반도 야생멧돼지와. Large

집단에서는 제한효소에 의한 집단 내 다형White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2. tRNA-Met ND2

제한효소 Tsp 인지부위에 대한 다형현상509I
중 는T5089A ND2 유전자 개시코돈의 염기치환
을 나타내는 선택적 개시코돈(alternative initiation

형태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러 돼codon, AIC) .
지 품종들의 유전체 서열에서 두 가지mtDNA
개시코돈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보고들을 지지
해주는 결과이다 과 은 돼. Ursing Arnason(1998)
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 해독과정에서 개
시 아미노산 에 대한 코돈서열로methionine
가 대부분이지만 가 출현하기도 하고ATG ATA ,

ND2에서는 ATT(isoleucine), ND4L에서는 GTG
등이 개시코돈의 위치에서 발견된다고(valine)

기술하였다. ND2 유전자의 개시코돈은 가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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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돼지인 와Landrace 에서 확인되었고Duroc
야생멧돼지의 서열에서도 확인Sweden mtDNA

되었다 등 과(Lin , 1999; Ursing Arnason, 1998;
와 기존의 연구에서는Kijas Andersson, 2001).

단지 ND2 유전자 서열상에서 가 출현한다AIC
는 언급만 있을 뿐이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양상이 집단 내 일정한 빈도를 나타내는AIC
다형현상의 일종으로 관찰되었다(Table 1). AIC
양상과 관련되어 매우 흥미로운 점은 현재까지
보고된 돼지 서열들에서 의mtDNA tRNA-Met
안티코돈 서열은 매우 보존적이며 만 나타CAU
내며 이 같은 양상은 기존에 보고된 포유동물,
의 안티코돈 서열에 대한 비교분석tRNA-Met
에서도 염기변이는 관찰되지 않았다(data not

본 연구에서 염기서열 분석 결과shown). tRNA-
유전자 서열의 다형현상은 만이Met T5039C
과 한반도 야생멧돼지 집단에서 관찰되었Duroc

고 으로 의 차 구, tRNA-scanSE program tRNA 2

조를 예측했을 때 의 과 의 연, tRNA stem D loop
결부위에서 는 수소결합이 형성되T5039C A-U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 2).

3. mtDNA haplotype

조사된 모든 개체에 대한 제한절편 유형들을
조합한 결과 가지 들로 구분4 mtDNA haplotype
되었다 한반도 야생멧돼지와 집단. Large White
은 각각 하나의 haplotype mtWB만을 나타내었
고 제주 재래돼지 집단들을, Duroc, Landrace,
각각 두 가지 들로 구분되었다haplotype (Table
한반도 야생멧돼지와 에서 나타2). Large White

나는 공통의 haplotype mtWB는 이들 두 집단이
공통의 모계 선조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는 유럽을, Large White
원산으로 하고 있으나 품종 형성과정에서 아시
아중국 돼지를 도입하여 산자수 증( ) (litter size)

Fig. 1. Cleavage patterns obtained from restriction digestion. A, HaeIII; B, HinfI; C, Tsp509I.
Symbols of each restriction enzyme digestion patterns were described in Table 1. M1
is 25-bp DNA step ladder, and M2 is 50-bp DNA step ladder, respectively.

Table 1. Restriction enzyme digestion patterns and their frequencies from the five pig breeds

Enzyme Digestion
pattern

JNP*
(n = 65)

KWB**
(n = 14)

Duroc
(n = 47)

Landrace
(n = 40)

Large White
(n = 29)

Total (n = 195)
n %

HaeIII HaA 19 0 37 40 0 96 49.2
HaB 46 14 10 0 29 99 50.8

HinfI HiA 19 0 37 40 0 96 49.2
HiB 46 14 10 0 29 99 50.8

Tsp509I TsA 19 0 37 8 0 64 32.8
TsB 0 0 0 32 0 32 16.4
TsC 0 14 10 0 29 53 27.2
TsD 46 0 0 0 0 46 23.6

* Jeju native pig, ** Korean wild boar.

M1 M2
TsC TsA

TsB
TsA TsDM1

HaB
HaB

HaB
HaA

HaA
HaA

M2
HiB

HiB
HiB

HiA
HiA

HiAM2 M1

A B C

M1 M2
TsC TsA

TsB
TsA TsDM1

HaB
HaB

HaB
HaA

HaA
HaA

M2
HiB

HiB
HiB

HiA
HiA

HiAM2 M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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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목적으로 모돈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등 등 본(Huang , 1999; Giuffra , 2000).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한반도 야생멧돼지와
의 공통 은 품종이 아시haplotype Large White
아 유래라는 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 개량에 이용된 중국 돼지와 한Large White
반도 야생멧돼지가 공통의 모계에서 유래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 한편(Kim , 2002). , Duroc
과 품종 집단들은 각각 두 가지Landrace hap-

들로 구분되었고lotype mtJD는 공통으로 출현
하였다 이는 이들 품종들이 적어도 둘 이상.
의 모계를 기원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품종에서 나타난 결과는 조 등. Duroc

에(2003) 의해 보고된 mtDNA control region
의 출현 양상과 유사한 결과이duplication motif

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과, haplotype duplication
출현의 연관은 차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motif

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과 에. Duroc Landrace
서 발견되는 들과 염기서열의 다형성haplotype
은 과control region CYTB 유전자 분석에서 제
시된 의 다양성과 이들 품종의 모계haplotype
가 유럽을 원류로 하지만 육종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돼지집단들과 유전자원의 교
류가 있었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등 등 제주 재(Okumura , 2001; Alves , 2003).
래돼지 집단에서도 두 가지 들haplotype (mtJD,
mtJN 이 발견되었고 이 중) , mtJD는 Duroc,

와 공통이지만Landrace mtJN은 제주 재래돼지
집단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었다 발견된. hap-

중에서lotype mtJD는 두19 (29.2%) mtJN은
두 로 관찰되어 제주 재래돼지 집단46 (70.7%) ,

특이적인 의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haplotype
다(Table 2).

A B

C

A BA B

C

Fig. 2. Secondary structures of the tRNA-Met predicted by tRNA-scanSE. A, a tRNA-Met
sequence 1; B, a tRNA-Met sequence 2 containing the nucleotide substitution
T5039C. The capital letter in the rectangle indicates the nucleotide substitution
T5039C.

Table 2. The mtDNA haplotypes obtained from combining the three restriction enzyme diges-
tion patterns

Haplotype
Enzyme digestion pattern JNP

(n = 65)
KWB

(n = 14)
Duroc

(n = 47)
Landrace
(n = 40)

Large White
(n = 29)

Total(n=195)

HaeIII HinfI Tsp509I n %
mtJD HaA HiA TsA 19 0 37 8 0 64 32.8
mtLR HaA HiA TsB 0 0 0 32 0 32 16.4
mtWB HaB HiB TsC 0 14 10 0 29 53 27.2
mtJN HaB HiB TsD 46 0 0 0 0 46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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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계 유전의 특성과 빠른 진화속도를 나타내
는 에 대한 과 유전적 변이를mtDNA haplotype
조사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 재래돼,
지 집단의 모계 기원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먼저 제주 재래돼지 집. ,
단에서 두 가지 haplotype mtJN와 mtJD가 발견
되어 이들 들이 제주 재래돼지 집단의haplotype
모계 선조인 두 가지 큰 지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의 예상과는 달리 제주.
돼지 집단에서 발견된 두 들이 한국haplotype
야생멧돼지 집단에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제
주 돼지 집단의 형성과정에서 한반도에 서식하
는 야생멧돼지들은 모계 선조로써 이용되지는
않았다고 사료된다 제주 재래돼지 집단에서 발.
견된 중에서haplotype mtJD는 과Duroc Landrace
집단에서 공통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이,
들 집단들 사이의 인위적인 교배에 의한 것으
로 의심할 만 하다 조 등 의 연구에서 흑. (2002)
모색 형성에 관여하는 MC1R 유전자의 대립인
자형에 조사에서 백색 계열인 품종에Landrace
의한 모계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추정되나 적,
색인 의 유전자형은 흑모색에 대한 열성Duroc
을 나타내고 육성과정에서 열성형질을 나타내
는 개체들을 도태할 경우 흑모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품종에 의한 모계 유입 가Duroc
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할 중요한 사실은
제주 재래돼지 집단에서 품종 가축돼지 집단3
들 과 한반도 야생(Duroc, Landrace, Large White)
멧돼지 집단에서도 전혀 관찰되지 않는 hap-
lotype mtJN이 특이적으로 출현하며 높은 빈도

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높은 빈도의(70.7%) .
haplotype mtJN이 나타내는 제주 재래돼지 집단
특이성은 대다수의 개체들이 품종의 가축3 돼지
및 한반도 야생멧돼지들과는 별개의 모계 선조
에서 유래된 것임을 시사한다 비록 비교 집단.
의 수와 개체군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결
과만으로 haplotype mtJN을 나타내는 개체들이
제주 재래돼지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나Duroc Landrace, Large

품종뿐만 아니라 한반도 야생멧돼지에White

의한 모계 유입이 배제된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 은 제. Kim (2002)
주 재래돼지 두의 서열이 중국3 control region
재래돼지들과 함께 아시아 고유의 에서cluster
발견되고 한국과 일본의 돼지들이 중국의 돼,
지들과 근연의 관계임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국과 일본의 돼지들에 대한 조사가
없어 이들 집단들과의 비교가 뒷받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소 말 돼지를 비롯한, ,
여러 종의 재래가축들이 사육되어 왔다 현재.
까지 제주 재래가축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자
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돼지를 비롯한 가,
축사육의 역사는 매우 오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서 기록과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존체에 대
한 분석을 보면 기원전부터 많은 수의 포유동,
물들이 서식했을 것이고 이들 중 대다수가 소와
돼지의 유존체로 확인되고 있다신 등( , 1996;
제주대학교박물관 현재까지의, 1997a; 1997b).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추측해 볼 때 가축 사육
의 역사도 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것으로A.D. 0
보이며 제주도에서 돼지의 가축화는 두 가지,
경로로 추정된다 첫째 고대에 서식하고 있던. ,
어린 멧돼지를 제사의식과 섭식을 위한 사육에
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둘째 가축화된 돼지는, ,
A.D. 200 ~ 년 이후 아시아 인근 지역으로부400
터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유적.
지에서 출토된 돼지 또는 멧돼지 유존체에 대
한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모,
계 선조로써 고대 돼지 유전자원의 유입은 충
분히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래가축.
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현생 제주 재래
마와 고대 유존체 에 대한 연구에서 여mtDNA
타 다른 계통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적인

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mtDNA haplotype ,
고대동물이 현존하는 재래마의 선조일 가능성
을 제기한 바 있다 등 등(Oh , 1994; Jung , 2002;
김 등 생물지리학적 관점에, 2003; Han , 2004).
서 대륙과 제주도 사이에서 육상동물의 자연적
인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역사적으로도 다
수의 가축들을 사육했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당
시 풍부했던 야생동물을 가축화했을 가능성 또
한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또한 단순히 야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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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축화하여 이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이후
아시아 인근 지역의 재래가축들과의 교류와 교
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이후 재래돼지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되
었고 년대 이후 재래돼지의 능력개량을, 1970
위해 외래 유전자원의 도입으로 현재 제주도에
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순수 토종집단 여부
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년 이후 재. 1980
래돼지의 혈통 유지와 개체군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
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순수 혈통을,
판독할 수 있는 분자유전학 기준의 부재는 향
후 재래돼지 집단 확보에 있어 의심할 여지없
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집단.
형성과 동시에 유전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해석,
상의 오류나 혈통 정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단편적이나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가 제주 재래돼지 집단의 기원과 혈통 규명뿐
만 아니라 계통간 교잡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
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
지만 분석에 이용한 집단의 수와 개체 수의,
한계는 명확한 계통 형성 과정을 추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 향후 재래돼지의 집단.
형성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집단의
폭을 과거에 서식했을 고대 돼지 유존체 한반,
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인근 아시아 지역 재, ,
래돼지 및 야생멧돼지 집단들까지 넓히고, SRY,
AMELX, AMELY 유전체 서열 등 모계, mtDNA
와 부계 선조를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분자
마커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 자료를 보
완한다면 제주 재래돼지를 포함한 아시아 돼,
지의 가축화와 진화과정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미토콘드리아 ND2 유전자와 세 가지 tRNA
들이 포함하는(tRNA-Met, tRNA-Trp, tRNA-Ala)

절편의 기법으로mtDNA PCR-RFLP haplotyping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한국 재래돼지를 포함하
는 개 품종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하였5

다 몇몇 돼지 품종에서 상의 제한절편. mtDNA
길이의 다형성이 관찰되었다. Hae 와III- HinfI-

에서는 두 가지 제한절편 유형RFLP , Tsp509I-
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었RFLP

다 발견된 제한절편 유형들을 조합하여. mtDNA
으로 구분했을 때 모두 네 가지haplotype , hap-

들이 발견되었고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lotype
빈도를 나타내었다 하나의 동일한. haplotype
mtWB가 한반도 야생멧돼지와 집Large White
단에서 관찰되었다 과 품종들은. Duroc Landrace
여러 모계 선조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두 가지의 들을 가지고 있었다 제haplotype .
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국재래돼지 집단에
서는 mtJD와 mtJN 들이 관찰되었는데haplotype ,
이 중 mtJN은 빈도가 높고 집단 특이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 돼지 집단의 형성에 적
어도 둘 이상의 모계 선조가 참여했으며 이후,
동아시아 인근 돼지 품종들과의 인위적인 교잡
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의 예.
상과는 달리 한반도 야생멧돼지가 제주 재래돼
지 집단의 모계 선조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
았다 과 돼지 계통간의 관계. MtDNA haplotype
에서의 특이성은 돼지 육종에 있어 모계 확인
과 계보 구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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