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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 데이터를 이용한 품종 조성 분석
- 혈액, 모근으로 돼지의 품종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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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돼지를 보면서 이 돼지가 순종인지, F1인지, 비육돈인지를 구분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겉모습이 모두 비슷하니 돼지고기 품종을 속여 판

매하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예시로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둔갑한
일반 수입 돼지고기, 흑돼지로 속인 백색돼지 등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종돈에서 유색이 나타날 경우, 품종
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품종 확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대의 흐름은 소비자에게 투명한 판매과정과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최근 양돈산업에서도 기존 돼지의 외형적인 모습과 더불어 DNA를 활용
한 돼지에 대한 품종 조성(BC, Breed composition)을 좀 더 정확하게 밝혀내는 방
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돼지들의 DNA 내 A, T, G, C와 같은 염기서열의 차이
(SNP)가 개체 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분자적인 수준에서의 명확한 품종 조성 확
인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분자적인 수준의 품종 조성 확인 방법은 국가기관인 국립
축산과학원에서 염소를 이용한 품종 조성 확인 연구,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육
우, 젖소의 품종 확인 연구가 진행되었던 만큼 신빙성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주)다비육종은 국내 최다 종돈·액상 유전자 판매와 브랜드육 판매를 하고 있는
종돈회사로서 고객농장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품종관리가 필수이
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품종 조성 관리를 위해 SNP 데이터(data)
를 이용한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제 (주)다비육종의 품종 조성
분석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분석 재료
BC 분석에는 버크셔 12두, 두록 53두, 랜드레이스 56두, 요크셔 56두, YBD 20
두가 사용되었다. BC 분석을 하기에 앞서 유전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① 연간 GGP 순종돈의 품종 모니터링 혹은 농장에서 품종 의심되는 개체 분석
(그림 1-가) 진행
② 농장 직원 혹은 선발자가 해당 개체 모근 또는 혈액 채취 후 유전체 분석기관
으로 발송
③ 분석기관에서 모근 또는 혈액 속 DNA 추출→앞서 언급한 염기서열 차이(SNP)
를 확인하기 위해 Illumina사의 Porcine 80 Bead chip(그림 1-나)을 이용하여 SNP의
유전자형 정보를 얻음(그림 1-다)→(주)다비육종 육종연구소로 유전체 데이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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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나)

(다)

(그림 1) (가) 품종이 의심되는 순종돈, (나) Illumina사의 Beadchip과
그 내부의 prove 형태, (다) 염기서열 차이(SNP) 도식화

2. 유전자형 정보 품질관리
BC 분석에 앞서 신뢰성이 낮은 유전자형 데이터(data) 및 개체들을 제외하는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단계가 진행된다. 이 단계는 이후 BC 분석에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
정이라 볼 수 있다. 이 결과, 처음 사용되었던 197두의 돼지 중 품질이 낮은 5두가
제외되어 총 192두가 이후 BC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C 분석 중 하나인 PCA는 앞서 얻은
유전자형의 빈도 계산을 통하여 개체 간,
품종 간 유전적 거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본 분석의 결과(그림 2)를
보면 왼쪽부터 YY, LL, BB, YBD, DD
개체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점은 분석에 이용된 (주)다비육종의 돼지
한 마리씩을 나타낸다.
(그림 2) 속 점들이 뭉치는 경향을 보
면, 순종 돼지인 YY, LL, BB와 DD 품
종의 개체들은 모두 확연한 차이를 보이
(그림 2) 5개 품종 192개체에 대한 PCA plot

며, 각 품종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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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삼원교잡종인 YBD의 경우 YY, BB와 DD 중간에 위치
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삼원교잡을 통해 생산된 돼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혼합도 분석(Admixture)
또 다른 품종 조성 확인 분석으로 Admixture를 진행했다. 이 분석 방법은 유전적
혈통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추정 혈통의 비율을 통해 품종의 혼합도를 알아볼 수 있다.
Admixture 결과로 개체별 추정 품종 개수(K값)에 따른 유전적 조성 비율(0~1)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이를 토대로 K=4일 때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BB 9두, DD 51두, 55두, YY 56두이며, YBD 19두는 삼원
교잡으로 세 가지 주된 품종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PCA와 동일한 결과이다.

▲ K =2

▲ K =3

▲ K =4

(그림 3) 혼합도 분석에 의해 생성된 개체별 품종 조성 비율 데이터(K =2~4일 때)

(그림 4) K =4일 때 5개 품종 192개체에 대한 Admixtur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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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비육종에서는 순종돈을 비롯한 교잡종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철저한 혈통, 품종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점검하였다. 제조공정 확인이 어려운 종돈,
비육돈의 품종 조성을 최신 기법인 유전체 육종을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품종이 발생하면 이를 개선하는 데 객관적인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품종 조성 분석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하여
(주)다비육종에서는 순종돈을
비롯한 교잡종의 품종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철
저한 혈통, 품종관리가 이루어
지는 것을 점검하였다. 제조공
정 확인이 어려운 종돈, 비육돈
의 품종 조성을 최신 기법인 유전체 육종을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고, 혹시라도 잘못
된 품종이 발생하면 이를 개선하는 데 객관적인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품종 조성 분석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
라 양돈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주)다비육종은 기존의
외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분자 수준에서의 품종 조성 확인을 통하여 순종돈 및 교잡
종의 품종 조성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방법으로 관리·유지할 것이다.

이 원고는 2021년도 GSP 종축사업 1-3 프로젝트, ‘우수유전자원 공유를 통한
참여 종돈장 간 혈연 연결’의 연구사업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darby196@darby.co.kr(손다혜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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