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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토종개란 그 지역의 기후 풍토에 응하여 오랫동안 살아남은 개 집단을 총칭할

수 있는 바,한반도에서 살아온 온갖 형태의 개는 모두가 한국의 토종개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일제강 시기와 해방 후 서양문물의 도입기를 통해 다양하던

우리 토종개의 모양과 유 자 구성들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우리 개에 한 통념

한 바 게 되었다.해방 후 서양개들이 들어오면서 개를 품종에 따라 구분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으며 순종,견종 기 이란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한 때는

잡종견이 토종개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했다.이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잡종화되지 않고 고유품종으로 보존된 토종개 집단이 있는데 진돗개,풍산개,삽살

개,제주개가 그것이다(하 등,1999).일반 으로 섬 지방에는 육지에 비해 고유품종

의 개가 많다.이것은 지리 요건으로 교잡의 향을 게 받는 탓인데 그 표

인 가 진돗개지만 제주개도 역시 섬이라는 지리 인 특수한 환경과 여건으로 제

주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제주개의 조상 유래에 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몇 가지 가설이 해져온다.그

하나가 고려 충렬왕 3년(1277년)몽고가 침입하 을 때 말 30마리와 함께 목마견

으로 개 150마리를 제주도에 들여왔다는 고려사 권 28에 근거한 ‘목마견설’이다.

하나의 주장은 일본의 명한 고고학자인 일본 게이오 학의 에사카(江坂輝彌)교

수가 주장하는 ‘강견 래설’이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 강성 산지에는 부

터 제주도 개와 유사한 형의 다갈색 개가 멧돼지,사슴,꿩 등의 수렵용으로 사육

되었는데 이 개가 약 8천여년 에 한국에 하여 졌다는 것이다.이런 학설을 뒷

받침하는 고고학 증거가 패총에서 찾아낸 개의 가 그 증거라고 주장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종류의 유골이 일본의 도치쿠보 유 과 만의 지산암 패총에서 발견

되는 것으로 미루어 서해를 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이 개들이 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제주재래가축편람,2005).

삼국지 지한 (三國志魏志韓傳)과 신당서(新唐書)에 탐라에서는 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擔羅衣犬豖皮)고 한 기사로 보아 이미 300년경에 개는 제주에 흔한

축양동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동시에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1343년)3월 세종

임 이 제주에 교지를 내려 진상하는 마모장을 마피,우피,구피 등으로 장식하여

진상하라(濟州進上毛馬粧......今後勿論腆皮馬牛皮狗皮隨宜粧飾以進)고 한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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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2년(1671년)제주에 기근이 들어 닭과 개를 다 잡아먹어 닭과 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本道飢民死亡之數多......食鷄犬殆盡......不聞鷄犬之聲)고 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 개는 닭과 함께 구황식품으로서 구실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제주재

래가축편람,2005).

제주에서 하는 제주개와 련된 설은 애월읍 공 왓에서 술 취한 주인을 해

불을 끄다 개는 그만 불에 타죽었다는 맹그드로 설과 함께 죽은 주인을 좋은

자리에 모시려고 상제의 옷을 물고 끌어당기고 가 명당을 잡게 하 다는 자리

설은 제주에서 회자되는 설로 제주개의 특함을 잘 말해 주고 있다(제주역사기

록물).요즘 애견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개의 상이 동반자의 계로까지 발 하면

서 개의 품성에 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사육자가 자신의 환경에 맞는 가장

한 품종과 품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하기 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이

품성과 행동학 특성에 한 자료는 매우 요하나 이러한 품성과 행동학 특

성을 객 자료로 표 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한 연구보고

도 드문 편이다.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다루는 문가를 상으로 개의 행동학

특성을 품종별로 순 를 부여하게 하여 통계 처리함으로써 객 인 자료로 활용하

고자 시도하 던 몇 건의 보고 (HartandMiller,1985;Bradshaw etal.1996,

Bradshaw andGoodwin,1999)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개가 인간의 동반자로서 사

람과 더불어 살기 해서는 인명에 을 주는 공격성이 없어야 한다.이런 이유

에서 공격성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odberscek and Serpell,

Hunthausen,1997).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행동

학 특성에 한 반 인 연구 뿐 만 아니라 부분 인 연구마 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개의 천염기념물 등록

을 추진하 으나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류가 되어졌다.학술 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이 천연기념물인데 제주개의

보호와 홍보를 해서는 필연 인 것이다.이를 하여 제주개의 역사 의의에

하여 역사 고증과 책자를 통하여 알아보고 외형 품종의 표 정립을 하여

두장,두폭,이장,이폭,체 ,체장,체고,흉 흉폭을 측정하고 성격에 한 평

가를 성격테스트를 통하여 알아보았다.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개의 기원과 품

종에 한 기 이 확립됨으로써 체계 리가 가능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개

에 하여 알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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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사

우리나라에 개(犬)의 사육에 한 흔 에는 구석기 시 의 유 에서 발견된

개과에 속하는 여우,이리, 구리,등 가 있고,신석기 시 의 개 유 은 남한

의 경우 부산 동삼동 패총,토 상노 도,통 연 도,김해 수가리,삼천포 사천

늑도 유 과 연평도 까치산 유 이 있으며 북한 지역 청진 송평구역 농포,웅기 굴

포리 서포항과 무산 호곡동 유 등이 있다(하와 천,1993).

우리나라 토종개에 한 연구는 일제시 경성제 에 근무했던 일본인 생물학자 모

리 다메조가 일본개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필요한 연구를 해 1937년 2월에 진도를

방문하여 작성한 진돗개 특성 조사 보고서가 최 의 논문이다(최,2009).

모리 다메조는 진돗개 특성 조사 보고서를 조선 총독부 보물고 명승천연기념

원회에 제출하 고,조선총독부는 이 보고서를 기 로 하여 1938년 5월 3일자 조선

총독부 호외의 보에 진돗개는 조선특유의 축양동물로 소개하여 진돗개가 천연기

념물 53호로 지정되었다.해방 이후 재까지 우리나라는 재 2종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기록과 구 으로 해오는 제주개,경주개 동경이,거제개,오수개,복실

이와 바둑이 등 많은 종류가 있었지만 심과 체계 인 리를 하지 않아 부분

멸종 되었거나 멸종 기에 처해있다(김,1978).

구 되는 제주개의 특징은 다리는 가늘고 가슴이 넓으며 꼬리는 상향이며 꼬리털

은 길고 모색은 부분 황색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체구는 보통이나 모발이

굵고 귀가 서있으며,질병 항력이 강하고 청각,후각 시각이 잘 발달하여 행동

이 민첩하고 온순하며 야생동물 사냥능력이 우수하며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주도,1998).

제16회 한국진도개품평회에서 견주들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돗개

의 성격형질 연구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사교성에 한 10개의 성격문항을 통하여

모색에 따른 성격연구를 살펴 본 결과 황구가 백구에 비해서 사교성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홍,2008).



- 5 -

진돗개의 성장 골격 특성에 한 방사선학 연구를 살펴보며 진돗개의 성장은

4개월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7개월까지는 완만한 성장곡선을 나타냈고 10

개월까지는 미약한 성장을 보 다. 한 13개월 이상 성장이 완료된 성견에서 측정

한 사지의 모든 골격 의 길이는 암컷에 비하여 수컷에서 긴 것으로 나타났다(서,

2009).

사람에서 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개체의 형태 특징을 인식하기 하여 가장 일

반 으로 사용되는 신체구조 하나가 두상이며 두상은 개체의 품성을 악하는데

도 매우 요하게 사용된다(Migliorin,1985).진돗개에서 연령에 따른 두상의 변화

를 방사선 촬 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생후 5,6개월까지 일령이 증가할수록 두폭의

변화에 비해 두개골의 길이가 두드러지게 변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류,2009).

진돗개에서 195마리를 상으로 체형을 33개 부 에 한 조사한 결과 몸통부 에

서 체장,체고와 체고 체장 비는 수캐가 암캐보다 컸으며 모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머리부 는 두개,귀,코의 14개 부 를 측정하 는데 두개부 의 측정치와

두개지수는 암캐보다 수캐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색에 따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귀 부 의 측정치는 이간을 제외하고 성이나 모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코부 의 측정치는 비폭만 황구가 백구보다 그리구 수캐가 암캐보다 컸고 나머지

측정지수는 수캐가 암캐보다 컸다(오,2011).

국내 토종개의 염색체 조사에 한 연구에 따르면 삽살개,진돗개,경주개 동경이,

꼬리가 무미인 웰시코기를 상으로 실시하 고,염색체 분색법에 따라 4,6,8,11,

13,17번의 염색체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4,6,8,17번의 염색체는 동일한 밴딩양상

을 보 으나 11,13번 염색체에서는 외국종인 웰시코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2011).

양지방 토종개의 일반 인 특징을 알아보기 하여 44두를 상으로 하여 형태

학 특성 microsatelliteDNA형의 유 다양성의 출 빈도에 기 한 유

인 특징을 조사한 결과 체고는 43-55cm,체장은 45-60cm,가슴둘 는 51-64cm 이

으며,모색은 백색이 41두 이 으며,microsatelliteDNA다형의 유 자 빈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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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여 보면 립유 자는 2-14개로 나타났으며 PIC는 0.348-0.873으로 나타났다

(조,2006).

한국 토종개들의 형태 특징을 알아보면 진도개에 비해 삽살개는 키가 6cm,체

이 5kg더 컸으나,두 품종 모두 형견이며 진도개와 제주개의 주된 털색은 흰색

과 황색이었으나 삽살개는 흑색과 황색이었다. 부분 아시아 형견들은 선귀,들

린 꼬리,짧은 털이 특정이나,삽살개는 쳐진 귀에 장모종으로 진도개,제주개와도

형태 으로 달랐다(하,1998).

Lorella(2007)는 이태리에서 토종개 종류 49종에 하여 수의사 112명과 비수의사

인 58명에게 행동학 특성을 설문을 통하여 친화력과 반응성을 3종류로 나 어서

9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지어서 알아보았다.

Podberscek(1997)에 따르면 유럽에서 코카스페니얼을 기르는 285명의 견주들을

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이,기르는 나이,집안에 같이 생활하는 사

람들의 숫자,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견주와 교감 친화력의 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재래가축들이 래되어 왔으나 외국의 품종

과 교잡화로 인해 부분이 멸종되거나 멸종 기에 직면하고 있다. 재 제주지역

을 심으로 사육되고 있는 제주개는 2011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60두정도 보존되고 있으며,제주개의 체계 인 조사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제주개의 일반 인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

하고자 제주개의 형태학 특징을 조사하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제주개의 통보존을 한 기 인 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제주개에 많은 심 있는 사람들에게 리 소개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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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료 방법

(1)공시동물 실험방법

① 제주개의 체형조사

제주개의 일반 인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제주개의 형태

학 인 특징을 조사하기 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인 44두 생

후 18개월 이상의 임상 으로 건강한 34두를 상으로 체형을 조사하 다.체형조

사는 총 10개 부 를 특수제작된 Caliper,Tape형 자와 자 울로 측정하 다.

② 제주개 성견(2년∼5년)의 행동테스트에 의한 에소그램

제주개 성견의 행동평가를 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일반가정으로 분

양된 제주개 성견 10두를 12가지 행동 테스트(김 등,2009)에 노출 시켰다.수컷이

6마리,암컷이 4마리 으며,연령은 생후 2년에서 5년 사이 다.모든 제주개는 순

수 통이었으며,각각의 가정에서 한 마리씩 따로 사육되고 있었으며,모든 행동 테

스트는 각 제주개의 사육 장소에서 시각 으로 분리되어 치하고 있는 공터에서

이루어졌으며,이 공터는 모든 제주개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 다.행동 테스트에

는 제주개,개의 주인,두 명의 낯선 사람(낯선 사람Ⅰ,Ⅱ),실험 총 책임자만이 참

여할 수 있게 제한하 으며,주변에 다른 개나 사람이 없을 때에만 행동 테스트를

행하여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 다.행동 테스트 후

제주개의 정 한 행동분석을 해 한 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든 실험과

정을 녹화 하 다.

③ 제주개 강아지(6주∼7주)의 CampbellTest를 통한 행동테스트

제주개 강아지의 행동평가를 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인 44두

생후 6주에서 7주 사이의 제주개 강아지 10두를 CampbellTest(Campbell,1998

)를 통해 행동테스트를 하 으며,모든 행동 테스트는 각 제주개의 사육 장소에서

시각 으로 분리되어 치하고 있는 공터에서 이루어졌으며,이 공터는 모든 제주

개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 다.행동 테스트 후 제주개의 정 한 행동분석을 해

한 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든 실험과정을 녹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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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Physicalappearanceandbehavioraltests.

[A]PhysicalappearanceofJejudog

[B]Jejudogsethogram reuealedbybehavioraltest.

[C]Campbelltest.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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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C B

G

H

I

J

Fig.2.Bodymeasusementmethods.

[A]Markingofbodyregions.

[B]Measurementofchestdepth

[C]Measurementofbodyweight

(2)조사항목

① 제주개의 체형조사

체 (A),체고(B),배고(C),체장(D),흉폭(E),흉 (F),두장(G),두폭(H),이장(I),

이폭(J)10개 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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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주개 성견(2년∼5년)의 행동테스트에 의한 에소그램

12가지 행동 테스트(김 등,2009)는 다음과 같다.

ⓐ 테스트 1.낯선 장소에 노출

주인이 제주개를 실험장소로 데리고 와 1.5m의 목 을 이용하여 실험 장소에 묶은

후 즉시 실험견의 시야에서 벗어나 미리 정해둔 자리로 돌아온다.5분간 실험견을

혼자 있게 한다.

ⓑ 테스트 2.주인에 의한 호의 근

주인이 호의 인 몸짓을 보이며 정상 보행 속도로 개에게 근한 후 실험견과 2m

떨어진 치에 30 간 앉아 있는다.

그리고 실험견과 2.5m의 거리를 유지하고 제주개의 이름을 부르며 제주개의 좌우를

3회 왔다 갔다 한 후 정상보행 속도로 제주개의 시야에서 사라져 미리 정해둔 자리

로 돌아온다.

ⓒ 테스트 3.주인에 의한 근

주인이 60cm 길이의 막 를 들고 아무런 말없이 개에게 근한다.다음 20 간 개

를 한 다음 제주개를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그리고 제주개와 2.5m 거리

를 유지하고 제주개의 을 응시하며 제주개의 좌우를 5회 왔다 갔다 한 후 정상보

행 속도로 제주개의 시야에서 사라져 미리 정해둔 자리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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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A).Photographshowingthebehavioraltest1,'Exposuretotheunfamili

artestsite'.

Fig.3(B).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2,'Friendlyappro

achwithowner'.

Fig.3(C).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3,'Threateningap

proachtoowner'.

Fig.3.Photographshowingthedifferentbehavioraltests.

[A]Test-1:“Exposuretotheunfamiliartestsite”.

[B]Test-2:“friendlyapproachwithowner”.

[C]Test-3:“Threateningapproachto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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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D).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4,'Friendlyapproa

chwithstrangerⅠ'.

Fig.3(E).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5,'Threateningap

proachtostrangerⅠ'.

ⓓ 테스트 4.낯선 사람Ⅰ에 의한 호의 근

테스트 2와 같은 방식으로 낯선 사람Ⅰ이 호의 모습으로 근한다.

ⓔ 테스트 5.낯선 사람Ⅰ에 의한 근

테스트 3과 같은 방식으로 낯선 사람Ⅰ이 인 모습으로 근한다.

ⓕ 테스트 6.낯선 사람Ⅱ에 의한 호의 근

테스트 2와 같은 방식으로 낯선 사람Ⅱ가 호의 모습으로 근한다.

ⓖ 테스트 7.낯선 사람Ⅱ에 의한 근

테스트 3과 같은 방식으로 낯선 사람Ⅱ가 인 모습으로 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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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F).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8,'Approachinga

doll'.

Fig.3(G).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9,'Openinganumb

rella'.

ⓗ 테스트 8.인형의 근

크기와 옷 모양이 2-3세 어린이와 유사한 인형을 긴 막 에 연결하여 실험견 앞으

로 서서히 근시킨 후 실험견의 바로 앞에서 멈추게 하여 30 간 유지한다.

ⓘ 테스트 9.우산 펼침

제주개의 자세변화와 시선의 방향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 실험견 앞에서 훈채

색 자동우산을 빠른 속도로 펼치는 것을 20 간격으로 3회 행한다.

ⓙ 테스트 10.주인이 낯선 개와 함께 근

주인이 목 에 매인 낯선 수캐와 함께 실험견에게 근한 후 실험견과 0.5m 거리

에서 멈춰서 30 간 서 있는다.

ⓚ 테스트 11.낯선 사람Ⅰ이 낯선 개와 함께 근

테스트 10과 같은 방식으로 낯선 사람Ⅰ이 낯선 개와 함께 근한다.

ⓛ 테스트 12.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

테스트 10과 같은 방식으로 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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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H).Photographshowingthebehavioraltest10,'Approachwith

astrangedog'.

Fig.3(I).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11,'Stranger Ⅰ

approachwithastrangedog'.

Fig.3(J).Photographshowingthebeha

vioraltest12,'Stranger Ⅱ

approachwithastrange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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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주개 강아지(6주∼7주)의 CampbellTest를 통한 행동테스트

CampbellTest(Campbell,1998)는 다음과 같다

ⓐ Attractiontest(유인테스트)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둔 후,몇 미터 뒤로 걸어가서,부드럽게 손벽을

치며 강아지의 행동을 찰한다.

1)강아지는 꼬리를 높이 세우면서 찰자에게 달려가며 한 후 손을 핥는다.

2)강아지는 꼬리를 높이 세우면서 찰자에게 달려가며 손을 할퀸다.

3)강아지는 찰자에게 즉시 달려가서 꼬리를 흔든다.

4)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고 주 하며 찰자에게 온다.

5)강아지가 오지 않는다.

ⓑ Testtoseehow wellthepuppyacceptsdomination(순응테스트)

강아지가 스핑크스 자세로 워있는 상태로,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목과 등 쪽에

힘을 가하며 강아지의 행동을 찰한다.

1)강아지는 할퀴려고 노력하고,등을 뒤집어서 으르 거리고 문다.

2)강아지는 찰자를 할퀴려고 등을 뒤집으려고 노력한다.

3)처음에는 노력하나 조 있다가 조용해지고, 찰자의 손을 핥는다.

4)강아지는 등을 뒤집고 찰자의 손을 핥는다.

5)강아지가 멀리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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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ingpositiontest(차렷자세 테스트)

손을 강아지 가슴 아래에다가 놓고 강아지를 서 있게 한다.이 상태로 30 간 유지

한다.

1)강아지는 단호하게 으르 거리고 물려고 노력한다.

2)강아지는 단호하게 몸부림친다.

3)강아지는 처음에는 단호하나 나 에는 조용해지고 찰자의 손을 핥는다.

4)강아지는 단호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찰자의 손을 핥는다.

5)강아지는 몸부림치지 않는다.

ⓓ Testforabilitytofollow (따라가는 능력에 한 테스트)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10 안에 잘 따라오는지 테스트한다.일어서서 천천히 멀

리 간다.그리고 강아지의 시야 내에서 머무르며 찰한다.

1)강아지는 꼬리를 높게 세우고 즉시 따라가서 찰자의 발을 문다.

2)강아지는 꼬리를 높게 세우고 즉시 따라가나 물지는 않는다.

3)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고 찰자를 즉시 따라간다.

4)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고 찰자를 따라가는 것을 주 한다.

5)강아지는 찰자를 따르지 않고 멀리 가버린다.

ⓔ Testtoseehow wellthepuppyacceptsconstraint(억제라는 것을 강아지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에 한 테스트)

강아지의 등을 바닥에 눕히고,손을 강아지의 가슴에 놓은 상태로 30 간 이 자세

를 유지시킨 후 찰한다.

1)강아지는 단호하게 몸부림치고 문다.

2)강아지는 이 자세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까지 몸부림친다.

3)강아지는 처음에는 몸부림을 치나 좀 지나서 조용해진다.

4)강아지는 몸부림치지 않고 찰자의 손을 핥는다.

5)강아지는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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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Attractiontest Fig.5.Standingpositiontest

Fig.6.Testforabilitytofollow Fig.7.Testtoseehow wellthepuppy

acceptsconstraint

Fig.8.Acceptsconstrain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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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방법

① 제주개의 체형조사

체형조사는 총 10개 부 를 특수제작된 Caliper,Tape형 자와 자 울로 정 측

정하여 기록하 다.

② 제주개 성견(2년∼5년)의 행동테스트에 의한 에소그램

 각 행동 테스트에서 표 된 제주개의 행동을 분석하기 해 촬 된 모든 상을

재분석하 다.모든 행동 분석은 한 명의 찰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먼 , 찰자

는 각 행동 테스트에 의해 표 되는 제주개의 발성과 몸의 움직임에 을 맞추어

행동변수들을 객 방법으로 기록하 다.그런 다음 행동 테스트에 반응하여 가

장 활동 인 몸의 움직임이 찰될 때의 상을 반복 재생하여 머리,귀, ,입술,

꼬리 방향의 변화에 을 맞추어 표 되는 행동변수들을 객 방법으로 기록하

다.행동 테스트에서 표 되는 모든 행동변수를 수집한 후 개의 기질 카테고리에

한 기존의 연구(김 등,2009)에 기 하여,행동테스트에 의해 표 되는 제주개의

에소그램을 7가지 항목 즉,움직임,머리,귀, ,입,꼬리,발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하 다.

③ 제주개 강아지(6주∼7주)의 CampbellTest를 통한 행동테스트

행동 테스트에서 표 되는 모든 행동변수를 수집한 후 행동테스트에 의해 표 되

는 제주개의 에소그램을 다음 항목에 맞게 정리하 다.

ⓐ Majorityofanswersare1:(1번 답이 다수 일 경우)

지배 인 공격성,반려동물로서 합하지 않다.만약 하게 훈련되어 진다면,사

역견 는 경비견으로 길러질 수 있다.

ⓑ Majorityofanswersare2:(2번 답이 다수 일 경우)

고집불통, 한 훈련이 필요한 사역견

ⓒ Majorityofanswersare3:(3번 답이 다수 일 경우)

안정 이고 합하다.

ⓓ Majorityofanswersare4:(4번 답이 다수 일 경우)

순종 임.사역견 으로서는 합하지 않음

ⓔ Majorityofanswersare5:(5번 답이 다수 일 경우)

지되어진다.사회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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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MeasurementsofthebodytypeJejudog.

(Unit:kg,cm)

Section Male Female

Weight 16.72±0.45 13.58±0.65

Withersheight 46.5±2.14 45.8±1.56

Backheight 45.3±0.57 42.9±0.38

Bodylength 57.2±4.37 50.1±4.26

Chestwidth 16.42±2.98 16.10±2.87

Chestgirth 56.64±5.78 60.28±5.07

Headlength 18.3±0.54 16.43±0.37

Headwidth 12.1±0.65 9.56±0.45

Earlength 7.8±0.31 7.6±0.27

Earwidth 5.5±0.21 5.1±0.19

Average±SE.

Ⅳ.결과 고찰

(1)제주개의 체형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인 제주개 44두 생후 18개월 이상의 임상

으로 건강한 34두를 상으로 체형을 측정한 결과는 Table1에서 보는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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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의 체 은 수컷은 16.72±0.45kg,암컷은 13.58±0.65kg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

해서 체 이 많이 나갔으며,체고 한 수컷이 46.5±2.14cm,암컷이 45.8±1.56cm으

로 역시 수컷이 크게 나타났다.

삽살개와 진도개 체형은 모두 형견이나,체고와 체 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삽살개가 진돗개보다 체고는 약 6cm,체 은 5kg이 더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1971).

1978년에 백구 62두,황구 68두를 상으로 조사하여,체측 평균치를 발표하 는

데,진도 수캐의 경우 체고는 48.8cm,체 은 15.8kg,암캐의 경우는 체고 45.6cm,

체 은 14.8kg으로 나와 있다(문 등,1978).

배고는 수컷이 45.3±0.57cm,암컷이 42.9±0.38cm로 나타났다.체장은 수컷이 57.2±

4.37cm,암컷이 50.1±4.26cm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체장이 길다.흉심은 수컷이

16.42±2.98cm,암컷이 16.10±2.87cm으로 체 ,체고,배고,체장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더욱 크게 측정된 것에 비해서 성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에 흉 는 수컷이 56.64±5.78cm,암컷이 60.28±5.07cm으로 오히려 암컷이 수컷에 비

해서 크게 측정이 되었다.제주개의 몸통 부분을 측정한 결과에서 측정치가 부분

수컷이 암컷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양토종개 44두를 상으로 체형을 측정한 결과 양 토종개의 체고는 43-55cm

(평균 49.5cm)로서 수캐는 44-55cm(평균 50.3cm),암캐는 43-52cm(평균 48.1cm)로

나타났고,체장은 45-60cm(평균 54.3cm)로서 수캐는 45-60cm(평균 55.9cm),암캐는

45-57cm(평균 52.6cm) 다. 한 가슴둘 는 수캐가 51-64cm(평균 59.2cm),암캐는

50-62cm(평균 56.3cm)로 측정되었다(조 등,2006).

제주개의 체형에서 두상부분을 측정했을 때 두장의 길이는 수컷이 18.3±0.54cm,

암컷이 16.43±0.37cm으로 수컷의 두장이 암컷의 두장보다 크게 나타났다.두폭 측

정 결과 한 수컷이 12.1±0.65cm,암컷이 9.56±0.45cm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크

게 나타났다.

양토종개 44두를 상으로 체형을 측정한 결과 머리의 형태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44두 모두에서 역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 모양은 삼각형 형태가

40두(90.9%) 고 승달 모양이 4두(9.1%)로 찰되었다(조 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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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이마로부터 코로 내려오는 두개골 모양을 따라 꺾이는 각도가 다른데,각도

가 큰 경우 액단이 깊다고 하고,깊을수록 가축화 진행정도가 큰 것으로 간주하며,

개의 진화 유연 계 추정에 쓰이는 요한 수단이 된다.삽살개와 진도개는 모두

깊은 액단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의 일본개들도 한국개들처럼 액단이 깊다.그러

나 일본 남쪽 끝의 유구(琉球)지방과 북쪽 끝단의 북해도에서 얕은 액단의 개가 많

이 발견되는데,유구견의 경우 50%가 액단이 얕은 개이고,북해도견의 경우는 18%

가 간정도의 액단을 가지고 있다.인도개와 동남아 개들은 95% 정도가 얕은 액단

의 개들인데 유구견,북해도견들은 남방개의 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하

등,1998).

이장은 수컷이 7.8±0.31cm,암컷이 7.6±0.27cm으로 성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

았으며,이폭은 수컷이 5.5±0.21cm,암컷이 5.1±0.19cm로 측정되었다.

야생의 늑 는 선귀를 가진다.외부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며 의사표 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에 선귀가 편리하다.가축화의 정도가 진행되면서 귀가 쳐지고 커지는데,

진도개,제주개와는 조 으로,거의 모든 삽살개들은 쳐진 귀를 가지고 있으며,

몽고,재래개와 북사할린 개에서 쳐진 귀의 개를 볼 수 있을 뿐,아시아 역의

부분 형개들은 진돗개처럼 선귀들인데,유독 삽살개만이 외 인 것은 삽살개가

북방개들과 연 유 가 깊다는 것을 암시한다.그러나 아시아권 개이면서 소형

애완견 에는 쳐진 귀를 가진 품종들이 다수 있는데,일본의 , 국의 퍼그 등

이다(하 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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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TypesoftailsoftheJejudog.

(Unit:% )

Section Male Female

pole-shapedtail 45 50

sickle-shapedtail 45 45

rolledtail 10 5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인 제주개 44두 생후 18개월 이상의 임

상 으로 건강한 34두를 상으로 꼬리의 형태를 측정한 결과는 Table1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9.Differentshapesoftail.

[A]Pole-shapedtail

[B]Sickle-shapedtail

[C]Rolledtail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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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 꼬리의 형태는 선꼬리(장 꼬리),반말린꼬리(낫꼬리),말린꼬리( 아리꼬리)

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으며,그 에서 선꼬리(장 꼬리)가 수컷(45%),암컷(50%)로

가장 많았고 5cm∼10cm 정도의 꼬리털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털이 굵고 거칠었다.

반말린꼬리(낫꼬리)는 수컷(45%),암컷(45%)로 성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꼬리의

가장자리는 다소 짧아보 다.말린꼬리( 아리꼬리)는 수컷(10%)암컷(5%)로 선꼬

리(장 꼬리),반말린꼬리(낫꼬리)보다 히 었으며 선꼬리(장 꼬리),반말린꼬

리(낫꼬리)의 형태보다 꼬리털도 거의 없고 꼬리의 길이도 짧아보 다. 부분의 제

주개에서 꼬리의 모양 선꼬리(장 꼬리)와 반말린꼬리(낫꼬리)가 가장 많이 찰

되었으며 말린꼬리( 아리꼬리)는 가장 게 찰되었다. 한 꼬리털의 색상은 검

은 색이 포함된 꼬리털이 약 40%정도로 찰되었다.

진도개의 경우 말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쳐진 꼬리를 가진 개는 없었으며,모두

가 로 향한 꼬리 었다.삽살개는 말린 꼬리와 선 꼬리의 비율이 진도개와 비슷

한 양상을 보 으나,8.5%에 해당하는 개들이 쳐진 꼬리를 하고 있었으며,제주개는

부분 선꼬리를 하고 있었다.개의 가축화는 쳐진 꼬리에서 선 꼬리로 진행하는데,

몽고 재래개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부분 아시아 개들의 꼬리는 로 들려있다(하

등,1998).

양토종개 44두를 상으로 체형을 측정한 결과 꼬리의 형태는 반말린 꼬리가 25

두(56.8%)로 가장 많았고 선꼬리(장 꼬리)가 15두(34.1%),말린 꼬리가 4두(9.1%)

로 나타났다.(조 등,2006).

⑵ 제주개 성견(2년∼5년)의 행동테스트에 의한 에소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일반가정으로 분양된 제주개 성견은 12가지 행동

테스트에 의해 여러 가지의 행동 변수가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제주개의 행동변수들

을 4가지 기질 카테고리,즉,‘사회성’,‘공격성’,‘두려움’,‘복종성’으로 분류 하 다.

동물의 행동 양상은 여러 가지 행동변수들의 조합으로 표 되고 있으며 개의 감정

상태는 귀,입,얼굴 표정,꼬리,털, 체 자세를 통해 측할 수 있다.그래서 기

질 카테고리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행동변수는 체 행동양상 일부분에 지나

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행동카테고리 평가를 해서는 하나 이상의 행동변수

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MurphyJA,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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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Ethogram of'sociability'

Items Behavioralvariables

Movement

Animate,exaggerated,bouncingmovement.

Repetitivecircling.

Followingthestimuluscontinuously.

Approachingtothestimuluswithouthesitation.

Attemptingtoplaceoneofitsforelimbtothestimulus.

Head
Raisedorhorizontaltobody.

raisedtobody.

Ear

Dartingbackandforward.

pinnaeflatagainsthead.

erect.

Eye Movingnotfixedtothestimulus

Mouth Panting

Tail Wagginghorizontallyorhigh,broad,fast.

Vocal Whining

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사회성’의 에소그램은 Table3과 같으며 ‘사회성’에 포

함된 행동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 ‘주인에 의한 호의 근’,‘낯선 사람Ⅰ

에 의한 호의 근’,‘낯선 사람Ⅱ에 의한 호의 근’,‘주인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Ⅰ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하

는 행동 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다.

개의 사회성을 평가하기 한 행동 테스트로는 실험견을 낯선 사람이나 낯선 개와

만나게 하는 상황 설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동종간의 사회성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 자극물로는 개의 사진,거울,박제된 개 등을 사용하기도 하나 실제의

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한 이종간의 ‘사회성’평가에는 사

람 특히 실험견에게 낯선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험이 따르는 실험의 경

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인형,2-3세의 어린이를 닮은 기계인형,실제 사람 크기의

사진,마네킹,개의 을 바로 응시하는 사람 사진 등이 이용되었다(김 등,2009).

가장 형 인 제주개의 ‘사회성’행동은 ‘주인에 의한 호의 근’의 행동 테스트

에서 찰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찰된 행동은 부분 활발하게 움직이며 반복

으로 빙 빙 돌며 약간 안정된 모습이 찰되었으며 머리는 일어서거나,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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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Ethogram of'aggression'

Items Behavioralvariables

Movement

Leaningforward,weightshiftedtofront.

approachingathighspeedandcomingascloseaspossibleto

thevictim withattemptstobite.

raisingthehackles(hairsonneck,backandhindquarterrise)

lungingandsnappingthestimulus.

Head
Raisedorhorizontaltobody.

raisedtobody.

Ear

Dartingbackandforward.

pinnaeflatagainsthead.

erect.

Eye Fixed,largepalpebralfissurestaringatstimulus.

Mouth
lipsarepulledupitsupperlip,butteetharenotvisible.

baringtheteeth.

Tail Stiffandhighoverback,waggingslowly.

Vocal
Growling.

barking

평행을 만들었으며 귀는 앞,뒤로 움직이며 주변소리에 민감한 모습이 찰되었다.

은 자극제에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았으며,입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헐떡거렸

으며 꼬리는 수평으로 살랑살랑 흔들거나,높고,넓고,빠르게 좌우로 흔드는 모습

이 찰되었다.목소리는 징징거리고 짖으며 주인이 다가갔을 때에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 찰되었다.'낯선 사람Ⅰ에 의한 호의 근'과 ‘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에서는 반 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몸의 심이 앞으로 쏠리며 몸 뒤

쪽의 털을 곤두세우기도하고,물려는 의도행동을 보이기도 하 다.머리는 몸보다

높이 올리며 귀는 바로 세운다. 은 경계하며 고정되어 있으며 입은 이빨을 드

러내거나 입술을 들썩거리기도 하 다.꼬리는 등 로 뻣뻣하게 세우고,천천히 흔

들며 목소리는 으르 되면서 짖는다.이 행동테스트의 여러 가지 행동변수들을 조

합 했을 때는 ‘주인에 의한 호의 근’의 행동 테스트에서 가장 형 인 제주개

의 ‘사회성’행동에서 찰 할 수 있었다.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주개는 친근성

과 사교성,환경에 한 순응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견으

로 매우 합한 견종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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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공격성’의 에소그램은 Table4과 같으며 ‘공격성’에

포함된 행동 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 ‘낯선 사람Ⅰ에 의한 근’,

‘낯선 사람Ⅱ에 의한 근’에서는 ‘인형의 근’,‘우산 펼침’,‘주인이 낯선 개

와 근’,‘낯선 사람Ⅰ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의 행동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다.

개의 공격성은 행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 하나이며 실제 가정에

서 주인에 한 공격성,낯선 사람에 한 공격성,다른 동물에 한 공격성에 의해

많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공격성은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거나 으르 거리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두려움,자기방어를 해 나타나기도 하지

만 자극물에 한 우 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공격성을 나타낼 때 보이는

형 인 행동변수로는 달려들어 물기, 방으로 체 을 실어 경직된 자세유지,어

깨와 엉덩이 주변 털 세우기,입술 말아 올리기,견치들 보이기 등이 있다(김 등,

2009).

공격성을 알아보기 한 행동 테스트 가장 효과 인 것으로 알려진 방법은 낯

선 사람이 근하여 실험견을 하거나 실험견의 주인을 하는 방법이다(Jones

AC,GoslingSD,2005).

가장 형 인 제주개의 ‘공격성’행동은 ‘주인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

Ⅰ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하는 행동 테스트

에서 찰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찰된 행동은 앞으로 구부리고,몸의 심이

앞으로 쏠리며 물려는 의도행동을 보이며 머리는 몸보다 높이 올린다.귀는 바로

세우고 은 자극제에 고정시키고 노려보며 입은 이빨을 드러냈다.꼬리는 등 로

뻣뻣하고 높게 세우며 목소리는 으르 거리며 짖는다.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

주개는 충성심과 경계심,용맹성 등의 여러 가지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

견 는 경비견으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견종으로 사료된다.



- 27 -

Table5.Ethogram of'fearfulness'

Items Behavioralvariables

Movement

Thedogshrinksbackward,awayfrom thestimulus,butitdoes

notusethefulllengthoftheleash.

Avoidingstimuluswithoutapproaching

attemptingtoflee(thedogtriestoincreasethedistancetothe

stimulus by moving backward untilthe leash is stretched

maximally)

Trembling.

Head Loweredtobody

Ear

Dartingbackandforward

pinnaeflatagainsthead

erect.

Eye Wideopenandfixed.

Mouth
Thedogopensandcloseditsmouth;thisisnobitingattempt

andthereisnomovementforward.

Tail Tuckedtightunderabdomen.

Vocal Growling

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두려움’의 에소그램은 Table5와 같으며 ‘두려움’에 포

함된 행동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 ‘주인에 의한 근’,‘낯선 사람Ⅰ

에 의한 근’,‘낯선 사람Ⅱ에 의한 근’,‘인형의 근’,‘우산 펼침’

의 행동 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다.

동물에서 ‘두려움’에 한 연구는 폭 넓게 이루어져 왔으며 개의 두려움이란 잠정

으로 유해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방어 는 회피성의 행동을

수반하여 자극물에 반응하려는 동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지어지고 있다

(김 등,2009).

동물에서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물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는데 새롭고

신기한 자극물,강렬한 자극물,그 동물의 진화과정에서 특정 험성으로 간주되어

온 것과 련된 자극물,동종의 동물과 사회 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극물이 그것

이다(King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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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Ethogram of'Submission'

Items Behavioralvariables

Movement

Loweringitsbodywithbendingitslegs

Lyingflatandremainingstationary

Lickingintentionmovement

Lyingonsideorbackandpresentinginguinalgenitalregion

Head Loweredtobody

Ear
Dartingbackandforward

pinnaeflatagainstheadanderect

Eye Avoidbeinglookedat

Mouth Retracteditslipshorizontally.

Tail Tuckedclosetobody,waggingdown.

Vocal Whining

가장 형 인 제주개의 ‘두려움’행동은 ‘우산 펼침’의 행동 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는데 계속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려고 시도하며 자극제가 근하는 것을 피하며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찰 할 수 있었다.머리는 몸의 아래쪽으로 숙이

며 귀는 귓바퀴를 머리에 붙여 평평하게 한다. 은 경계하며 빛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며 입은 입맛을 다시며 꼬리는 배 으로 바짝 어 넣으며 목소리는 으

르 거리거나 비명을 지른다.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주개는 소심성과 불안감,

불쾌감의 여러가지의 불안상태의 모습을 보 지만 향후 올바른 훈육과 훈련방법으

로 훈련시켜 나간다면 자신감과 안도감,안정감 등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면 가정견

으로 합한 견종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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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복종성’의 에소그램은 Table6과 같으며 ‘복종성’에 포

함된 행동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 ‘주인에 의한 호의 근’,‘주인에 의한

근’,‘낯선 사람Ⅰ에 의한 근’,‘낯선 사람Ⅱ에 의한 근’,

‘우산 펼침’,‘주인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Ⅰ이 낯선 개와 함께 근’,

‘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의 행동 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는데 움직

임은 으로 눕거나 등으로 우며,생식기나 사타구니 쪽을 보인다.

개들 사이의 사회 활동에서 우 성을 가진 개와 복종성을 가지는 개가 만났을

경우 두 개가 서로 서있는 치는 T자 형태,즉 복종 인 개는 가만히 선채로 자세

를 유지하고 복종 인 개의 어깨에 수직방향으로 우 성을 가진 개가 근 하는 형

태를 나타낸다.이때 복종 인 개는 우 인 개의 공격을 유발 시키지 않도록 하

기 해 의 을 피하고 몸을 정지한 채로 달리지 않는다(김 등,2009).

한 다리를 구부리며 몸을 낮추며 평평하게 워 움직이지 않는다.머리는 몸의

아래쪽으로 숙인다.귀는 귓바퀴를 머리에 붙여 평평하게 하며 은 시선을 마주치

는 것을 피한다.입은 평평하게 움츠리며 꼬리는 몸쪽으로 어넣고,낮게 흔들며

목소리는 흐느껴운다.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주개는 복종성,신뢰성,충실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견 는 사역견으로도 매우 합한 견종

으로 사료된다.

⑶ 제주개 강아지(5주∼7주)의 CampbellTest를 통한 행동테스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인 제주개 44두 생후 5주에서 7주 사이의

제주개 강아지 10두를 CampbellTest로 한 성격평가는 Table7.과 같으며 결과로

친화성(mutualaffinity),지배성(domination),종속성(subordination),독립성(indepen

dence),순종성(obedience)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 다.

제주개 강아지의 CampbellTest 친화성(mutualaffinity)은 신뢰 테스트(Attracti

ontest)에서 찰 할 수 있었으며 제주개 강아지의 80%가 사람의 근에 해서

안정 이고 합하며 타인과의 친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사람과의 친화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사료된다.

제주개 강아지의 지배성(domination)은 강아지가 얼마나 잘 순응하는가(Testto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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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llthepuppyacceptsdomination)에서 찰 할 수 있었으며 제주개 강아지

의 90%는 처음에는 강아지의 몸을 구속하는 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려는 행동을 포기하고 얌 해지며,곧 당신의 손을 핥는

다.라는 모습으로 평가되어 지배성도 양호하다고 사료된다.

제주개 강아지의 CampbellTest 종속성(subordination)은 일으켜 세운 후 유지하

는 테스트(Standingpositiontest)에서 찰 할 수 있었으며 제주개 강아지의 50%

는 단호하게 으르 거리고 물려고 노력하고 50%의 강아지는 단호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찰되어 제주개 강아지는 타인에 한 손길을 많이 거부하는 모습이 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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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JejuDog,sCampbellTest

Section JD¹-1 JD¹-2 JD¹-3 JD¹-4 JD¹-5 JD¹-6 JD¹-7 JD¹-8 JD¹-9 JD¹-10

A ② ③ ⑤ ④ ② ② ① ② ① ②

B ① ③ ③ ④ ② ② ④ ② ② ②

C ② ③ ④ ① ① ③ ② ② ② ②

D ② ④ ④ ② ⑤ ② ② ③ ② ③

E ① ④ ④ ② ⑤ ② ② ② ② ②

¹Jejudog

제주개 강아지의 CampbellTest 독립성(independence)은 따라가는 능력에 한

테스트(Testforabilitytofollow)에서 찰 할 수 있었으며 제주개 강아지의 30%

는 꼬리를 내리고 당신을 따라가는 것을 주 하고 나머지 70%의 강아지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멀리 가버린다.라는 모습으로 평가되어 독립심이 아주 강한 견종이라

고 사료된다.

제주개 강아지의 CampbellTest 순종성(obedience)은 CampbellTest 억제라

는 것을 강아지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에 한 테스트(Testtoseehow well

thepuppyacceptsconstraint)에서 찰 할 수 있었는데 제주개 강아지의 10%는

단호하게 몸부림을 치고 강아지의 몸을 잡고 있는 손을 물거나 물려고 노력하고

30%의 강아지는 처음에는 몸부림을 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졌으며

나머지 60%의 강아지는 몸부림을 치지 않는 모습으로 찰되어 제주개 강아지의

복종심은 엄격하게 다루면 난폭하게 반응하면서 덤벼들고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강아지를 하면서 기르면 복종심이 강한 충성스러운 견종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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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JejuDog,sCampbellTestresult.

Section Result

JD¹-1 Dominantpuporhasatendencytodominate
JD¹-2 Obedientworkingdog,isnotsuitable
JD¹-3 Dominantpuporhasatendencytodominate
JD¹-4 Excellentfamilydog
JD¹-5 Excellentfamilydog
JD¹-6 Dominantpuporhasatendencytodominate
JD¹-7 Dominantpuporhasatendencytodominate
JD¹-8 Excellentfamilydog
JD¹-9 Dominantpuporhasatendencytodominate
JD¹-10 Dominantpuporhasatendencytodominate

¹Jejudog

제주개의 CampbellTest를 통한 행동테스트는 Table8과 같으며 가정견으로 합

한 제주개 강아지 3마리가 평가되었고 고집불통이지만 한 훈련이 필요한 사역

견이 6마리,순종 이나 사역견으로는 합하지 않은 강아지가 1마리 평가되었다.

이 같은 행동테스트 결과로 제주개도 한 사양 리와 올바른 훈육 훈련을 시

킨다면 가정견이나 사냥견으로 매우 합한 견종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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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개의 천연기념물 등

록을 추진하 으나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류가 되어졌다.학술

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이 천연기념물인데 제주개

의 보호와 홍보를 해서는 필연 인 것이다.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개의 기

과 품종에 한 기 이 확립됨으로써 체계 리가 가능해지며 향후 제주개의

통보존을 한 기 인 자료로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많은 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개에 하여 리 소개 할 수 있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제주개의 체 은 수컷은 16.72±0.45kg,암컷은 13.58±0.65kg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

해서 체 이 많이 나갔으며,체고 한 수컷이 46.5±2.14cm,암컷이 45.8±1.56cm으

로 역시 수컷이 크게 나타났다.배고는 수컷이 45.3±0.57cm,암컷이 42.9±0.38cm로

나타났다.체장은 수컷이 57.2±4.37cm,암컷이 50.1±4.26cm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서 체장이 길다.흉심은 수컷이 16.42±2.98cm,암컷이 16.10±2.87cm으로 체 ,체고,

배고,체장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더욱 크게 측정된 것에 비해서 성별간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반면에 흉 는 수컷이 56.64±5.78cm,암컷이 60.28±

5.07cm으로 오히려 암컷이 수컷에 비해서 크게 측정이 되었다.

제주개의 몸통 부분을 측정한 결과에서 측정치가 부분 수컷이 암컷보다 크게 측

정되었다.제주개의 체형에서 두상부분을 측정했을 때 두장의 길이는 수컷이 18.3±0

.54cm,암컷이 16.43±0.37cm으로 수컷의 두장이 암컷의 두장보다 크게 나타났다.두

폭 측정 결과 한 수컷이 12.1±0.65cm,암컷이 9.56±0.45cm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서 크게 나타났다.이장은 수컷이 7.8±0.31cm,암컷이 7.6±0.27cm으로 성간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귀폭은 수컷이 5.5±0.21cm,암컷이 5.1±0.19cm로 측정

되었다.꼬리의 형태는 선꼬리(장 꼬리),반말린꼬리(낫꼬리),말린꼬리( 아리꼬리)

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으며,그 에서 선꼬리(장 꼬리)가 수컷(45%),암컷(50%)로

가장 많았고 5cm∼10cm 정도의 꼬리털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털이 굵고 거칠었다.

반말린꼬리(낫꼬리)는 수컷(45%),암컷(45%)로 성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꼬리의

가장자리는 다소 짧아보 다.말린꼬리( 아리꼬리)는 수컷(10%)암컷(5%)로 선꼬

리(장 꼬리),반말린꼬리(낫꼬리)의 형태보다 꼬리털도 거의 없고 꼬리의 길이도

짧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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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사회성’의 에소그램은 ‘사회성’에 포함된 행동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의 여러 가지 행동변수들을 조합 했을 때는 ‘주인에 의한 호의

근’의 행동 테스트에서 가장 형 인 제주개의 ‘사회성’행동에서 찰 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주개는 친근성과 사교성,환경에 한 순응성

등 여러가지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견으로 매우 합한 견종이라고 사료

된다.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공격성’의 에소그램은 ‘공격성’에 포함된 행동 변

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의 여러 가지 행동변수들을 조합 했을 때는 가장 형

인 제주개의 ‘공격성’행동은 ‘주인이 낯선 개와 함께 근’,‘낯선 사람Ⅰ이 낯선 개

와 함께 근’,‘낯선 사람Ⅱ가 낯선 개와 함께 근’하는 행동 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주개는 충성심과 경계심,용맹성 등의 여러

가지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견 는 경비견으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

는 견종으로 사료된다.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두려움’의 에소그램은 ‘두려움’에

포함된 행동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 가장 형 인 제주개의 ‘두려움’행동

은 ‘우산 펼침’의 행동 테스트에서 찰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

주개는 소심성과 불안감,불쾌감의 여러가지의 불안상태의 모습을 보 지만 향후

올바른 훈육과 훈련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간다면 자신감과 안도감,안정감 등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면 가정견으로 합한 견종으로 사료된다.제주개의 기질 카테고리

‘복종성’의 에소그램은 ‘복종성’에 포함된 행동변수들은 12가지 행동 테스트

가장 형 인 제주개의 ‘두려움’행동은 ‘주인에 의한 근’의 행동테스트에

서 찰 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행동테스트에서 제주개는 복종성,신뢰성,충실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견 는 사역견으로도 매우 합한

견종으로 사료된다.제주개의 CampbellTest를 통한 행동테스트는 가정견으로 합

한 제주개 강아지 3마리가 평가되었고 고집불통이지만 한 훈련이 필요한 사역

견이 6마리,순종 이나 사역견으로는 합하지 않은 강아지가 1마리 평가되었다.

이 같은 행동테스트 결과로 제주개도 한 사양 리와 올바른 훈육 훈련을 시

키면 가정견이나 사냥견으로 매우 합한 견종으로 사료된다.이상으로 제주개의

연구의 결과는 제주개의 보존 육성 방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제주

개의 표 화를 한 형태학 연구의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역사 의의와 표

품종 확립,외형과 유 형질 등의 기 에 의한 개체수가 보다 많이 확보된다면

제주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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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NationalUniversity,Jeju,Korea

  

 Lately Livestock Development Institute in Jeju Island has driven forward to 

designate the Jeju Dog as a natural monument but it has been on hold due to the 

lack of document records on related matters. It is necessary for Jeju Dog to be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which is a natural or cultural feature designated 

by law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it. This study will enable us to manage the 

dog systemically by setting up the standards of the Jeju Dog pedigree. Then we 

will be able to utilize the study as basic material for preserving its pedigree. It was 

performed on the purpose to introduce the dog to man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dog. The weight of a male Jeju Dog was 16.72kg and a female Jeju Dog's 

was 13.58kg, a male being heavier than a female. The height of a male Jeju Dog 

was 46.5±2.14cm and a female Jeju Dog's was 45.8±1.56cm, a male being taller 

than a female as well. The back height of a male Jeju Dog was 45.3±0.57cm and a 

female Jeju Dog's was 42.9±0.38cm. The body length of a male Jeju Dog was 

57.2±4.37cm and a female Jeju Dog's was 50.1±4.26cm, a male being longer than a 

female. The chest depth of a male Jeju Dog was 16.42±2.98cm and a female Jeju 

Dog's was 16.10±2.87cm.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hest depth between a 

male and a female unlike the weight, the height, the back height, and the body 

length. On the other hand, the chest length of a female Jeju Dog was longer than a 

male's, a male's being 56.64±5.78cm and female's 60.28±5.07cm. The measurement 

confirms the fact that a male dog is larger than a female dog in most body parts. 

The head length of a male Jeju Dog was 18.3±0.54cm and a female's was 

16.43±0.3cm, a male's being longer than a female's. The head width of a male Jeju 

Dog was 12.1±0.65cm and a female's was 9.56±0.45cm, a male's being wider th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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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s. The ear length of a male Jeju Dog was 18.3±0.54cm and a female's was 

16.43±0.37cm. We could not find any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xes. The 

ear width of a male's was 5.5±0.21cm and a female's is 5.1±0.19cm. The Jeju dogs 

have three types of tails: pole-shaped tail, sickle-shaped tail and rolled tail. Among 

them, pole-shaped tail occupied 45 percent in males and 50 percent in females. 

They have tail hair which is 5cm ~ 10cm long, thick and rough. We couldn’t find 

any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xes which had sickle-shaped tail and the 

edge of the tail looked rather short. Only 10 percent of the males and 5 percent of 

the females were found to have rolled tail. The sickle-shaped tail had less hair and 

looked shorter than pole-shaped tail and sickle-shaped tail. "Sociality" ethogram 

among Jeju Dog's temperament categories showed the most typical sociality of the 

dog at the test "friendly approach of an owner" when several action variables from 

12 kinds of behavior test included in "sociality" were combined. From the behavior 

tests mentioned above, Jeju Dog is considered to be a very appropriate breed for a 

pet dog because of its several excellent characters such as familiarity, sociality and 

adaptability to surroundings. "Aggression" ethogram among Jeju Dog's temperament 

categories showed the most typical "aggression" in behavior test which are "friendly 

approach of an owner," "approach of an owner with a strange dog, " "approach of a 

strange man I with a strange dog," "approach of a strange man II with a strange 

dog " when several action variables from 12 kinds of behavior test included in 

"aggression" are combined. Thus, Jeju Dog can be regarded as an excellent pet or 

guard dog that has several characters such as royalty, guardship, and intrepidity 

through these tests. "Anxiety" ethogram among Jeju Dog's temperament categories 

was observed as the most typical "anxiety" behavior in the behavioral test "opening 

an umbrella." Jeju dog expressed several anxiety states such as nervousness, 

anxiety, and displeasure from the action test. However, Jeju dog can become 

appropriate for a pet dog if proper discipline and training is given, which would 

enable the dog to overcome those symptoms after gaining confidence, stability and 

relief. "Obedience" ethogram among Jeju Dog's temperament categories was 

observed as the most typical "obedience" behavior in the behavioral test 

"threatening approach of an owner." Jeju dog is considered to be an appropriate 

breed as a pet dog or working dog that has decent characters such as obedience, 

reliability, and faithfulness. From the behavior test through Campbell test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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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it is concluded that 3 dogs were suitable as Home dog, 6 dogs were 

stubborn but suitable as a hunting dog if a proper training is in place, and 1 dog 

was suitable as neither Home dag nor Hunting dog. As a result of the behavioral 

test, if Jeju dog is managed specifically and trained properly, I think, it will be an 

appropriate home dog or a hunting dog(hound) In conclusion, the result from the 

test will be fully utilized to preserve Jeju dog, as an indicator to breed Jeju dog 

and also in the morphology research area to standardize Jeju dog. This result also 

can be contributed to designating Jeju dog as a natural monument and establishing a 

historical importance and breed standardization, if more of Jeju dog seed apart from 

the appearance and a genetic trait standard can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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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의

벌써 제주도에 온지 벌써 10년 학업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해서 고군분투

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처음 학원을 시작해 어느덧 짧지 않은

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

다.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아쉬움만이 아닌 고마운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제 로 하지 못했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제가 이 게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세월 속에서 직ㆍ간 으로 힘이 되고 방향을 잡아주셨던 많

은 분들께 감사의 말 을 하고자 합니다.

먼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삼한 지도와 많은 격려로 이끌어 주신 강민수 교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바쁘신 일정에도 논문을 심사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과 유익한 지도로 논문을 교정해주신 정동기 교수님과 이 재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학교생활 동안 많은 가르침 주신

양 훈 교수님,류연철 교수님,이왕식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바쁘

신 와 에도 제 실험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정경주 수의

사님과 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 하고 싶습니다.언제나 학과를 해 고생하

시고 학교생활에 큰 도움을 주신 윤미정 조교선생님과 경은 조교선생님,김정연

조교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항상 에서 힘이 되고 발생공학 실험실의 정신 지

주이자 인생의 멘토인 태 형님,바쁜 와 에도 항상 형을 챙겨주었던 학교선배이

자 착한동생 재호,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형, 의 동기이자 같이 학원생

생활을 같이하고 많은 격려를 했던 순 나,많은 조언을 해주신 강옥득 님,

랑 항상 티격태격인 톰과 제리같은 친구 석재,그리고 졸업동기인 허창 소장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지난 2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실험을 도

와 친동생 같은 정범,황훈,경빈,재경,아라,정미,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짝친구 성우,윤호,종엽이에게 고맙다라고 하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에게 항상 세상에서 태산 같은 큰 존재셨지만 지 은 많이 편찮으셔서 집에만

워만 계신 아버지에게 한번도 못한 말 사랑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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