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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동물의 적응기전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봄/여름 개의 혈액 내 mRNA 발현을 분석하여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 적응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유전자가 의
미 있는 수준으로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봄보다
여름에 증가한 유전자는 cfa-mir-223, TIMM13, SPTSSA, NEAT1_1,
C19orf24, RSAD2, AADACL3, ISG15 등이 있었다. 또한, 봄보다 여름에
감소한 유전자는 RPS15A, ACADL, RPL14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절별
생체반응 분석을 위한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문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해당 유전자들의 계절변화 적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계절, 개, 혈액, 유전자 발현
학 번 : 2014-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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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부분 동물은 허용 가능한 범위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
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절 범위를 넘어선 온도변화 또는 급격한 온도변
화는 동물에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생리학적 기능 이상을 야
기 할 수 있다 (Pörtner, 2001; Lushchak et al., 2006). 또한, 온도 변화
로 인해 세포 내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동물의 생
리학적 형질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erlach et al., 1990; Larsson
et al., 2002; Buhr et al., 2010). 이 때문에 계절별 동물 생체 내 유전자
발현 양상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계절 변화, 특히 기온에 따른 동물 조직
내 스트레스 반응이나 생리학적 형질 발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온도에 반응하는 관련 유전자군의 이해는 종의 분자
기전에 대한 심화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동정할
경우 외부 온도 변화를 통해 반응하는 특정 유전자 모니터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현재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동물의 적응 기전 파악과 스트레스 지
표 확인을 위한 연구, 계절에 따른 생체 내 유전자 변화 양상과 생리학
적 변화 대한 몇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Pujolar et al., 2012; Dopico et
al., 2015; Mukai et al., 2009). Pujolar et al.은 유럽산 뱀장어 (Anguilla
anguilla)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된 뱀
-1-

장어의 해독 작용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체내 호흡량, 에너지 생산량
과 관련된 인자들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Dopico et al.
은 인간 생체 내 유전자의 20% 이상이 계절 변화에 반응하며 그 중 특
이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에 B-cell 수용체 신호 연관 유전자가 발현이 감
소 (식포, 리소좀, 박테리아 감염 관련; CR2, FCGR2B, CD72, BLNK2,
CD79B, BTK, BLNK, CIITA, BTK 등)하고 겨울보다 여름에 RNA 수
송 연관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하는 등 계절에 따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
는 유전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Mukai et al.에서는 번
식기인 봄과 비번식기인 가을에 멧종다리 (Melospiza melodia) 시상하
부에서 타 개체의 영역 침범에 대해 반응하여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
고, 차별 발현된 유전자 중 황체형성호르몬과 소낭자극호르몬과 같은 성
호르몬의 분비와 연관된 트렌스티레틴 (TTR)이 가을보다 봄에 영역 침
범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절환경 변화에 따른 동물의 유전자 조절기작 연구와 신규
유전자 발굴을 위한 대량 탐색 등의 노력은 아직 미미한 단계로서 추가
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Canis lupus familiaris) 는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인간과의
해부 생리학적, 생리학적 유사성이 높아 약리 동역학적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는 동물이다 (Shou et al., 2003; Sutter et al., 2004; Scherr et al.,
2011). 또한 in vitro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대량의 약리동역학적 축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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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인간과 개 두 종 모두의 in vivo 실험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Mise et al., 2008; http://www.ncbi.nlm.nih.gov;
http://ensembl.org). 개에 대해서는 기본 형질적 특성 파악, 예를 들어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이하 SNP)과 유전자형, 계통 발생 분
석 연구나 개의 혈액단백질, DNA 다형 관련 연구 등 단백질과 DNA 중
심의 연구와 미토콘드리아 DNA의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이하 RFLP) 분석에 의한 혈연 연구, 적혈구 아데닐산
키나아제와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 효소의 유전적 다형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집단 구조와 유전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미토콘드리아 기반 가
계도 분석 등 주로 혈연과 유전적 다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유전
자 대량 탐색을 통해 진행되었다 (Kim et al., 2012; Kim et al., 1998;
Kim et al., 1989; Kim et al., 2011; Kim et al., 1997; Lee et al., 1993;
Kim et al., 1997; Park, 2012). 하지만 현재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개
의 유전적 변화 양상, 환경 적응에 관여하는 대사 메커니즘 등의 생물학
적 연구에 관한보고는 극히 드물며, 연구를 통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환경조건 하에서 사육된 유사 연령대의 개들
을 계절에 따른 동물의 적응 기전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고, 연
구의 일환으로 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하 NGS) 기법을 사용해
계절변화 (봄/여름)에 노출된 개에서 관찰되는 혈액 내 mRNA들의 발현
양상과 유의적으로 변화된 유전자들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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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환경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암컷 삽살개 (2012년 3월생), 수컷 삽살개 (2012
년 3월생), 암컷 진돗개 (2012년 6월생), 수컷 진돗개 (2012년 6월생) 총
4개체이며 실험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
행되었다 (승인번호 2015-0030).
암컷 삽살개는 경북 경산, 수컷 삽살개는 독도, 진돗개들은 전남 진도에
서 출생 후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관리하에 사육되었으며 2014년 1월
제주대학교로 이관된 이후 동일한 사육조건과 식이 (Potato & Duck
Allergy Dog Formula, Natural balance, Burbank, CA, USA)하에 사육
되었다.
채혈은 비 발정기일 때 시행되었다. 봄 채혈은 2014년 4월 14일 실시하
였으며 채혈 전 14일간 일일평균 기온은  ± ℃ 일일평균습도는
 ± %로 측정되었다 (해당일 일일 평균 기온 14.5℃, 최고 기온
18.2℃, 최저 기온 10.7℃, 일일 평균 습도 53%). 여름 채혈은 2014년 7
월 21일 실시하였으며 채혈 전 14일간 일일평균 기온은  ± ℃
일일평균습도는  ± %로 측정되었다 (해당일 일일 평균 기온
25.5℃, 최고 기온 27.7℃, 최저 기온 23.8℃, 일일 평균 습도 8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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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 제주 184번 지점 측정값을 인용하였다
(http://www.kma.go.kr).
시약

재료 및 방법에서 출처가 기술된 재료를 제외한 모든 시약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채혈

혈액은 개체별 경정맥으로부터 채혈하여 혈액 4 ml 당 Trizol LS
(Ambion/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를 16 ml을 넣고 균질
화를 실시하였다. 균질화된 시료는 50 ml conical tube (SPL Life
sciences, Pocheon, Gyunggi-do, Korea)에 냉장 보관, 나머지 시료는
EDTA tube (K2 EDTA 1.8 mg/mL, BD Vacutainer,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Franklin Lakes, NJ, USA) 에 분주해 냉장 보관하였다.
RNA 추출

Trizol LS와 개 혈액(whole blood)이 혼합된 샘플을 0.75 ml 당 클로
로폼 0.2 ml 을 넣은 후 10~20초 동안 흔들어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상
온에서 2~15분간 반응시킨 후, 4℃에서 14,000 rpm, 15분간 원심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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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층액을 확보해 이소프로필알코올과 1:1로 혼합하였다. 그 후, 상온
에서 약 10분간 반응 시켜 4℃에서 14,000 rpm, 10분간 원심 분리해 침
전물을 확보하였다. 침전물 외 상층액이 모두 제거한 뒤, 70% 에탄올 1
ml을 첨가해 4℃에서 14,000 rpm, 5분간 원심 분리하여 RNA 침전물을
세척한 다음 상층액을 모두 제거하고 상온에서 tube 뚜껑을 열어놓은 채
RNA 침전물을 완전히 건조하였다. RNA 침전물이 완전히 건조된 후
20~100 ul의 HPLC 물을 첨가하여 용출과정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ND-1000 (NanoDrop, Wilmington, DE, USA) 으로 RNA 농도와 순도를
측정하였다.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주)마크로젠에서 TrusSeq RNA Sample Preparation Kit (Illumina
Inc.,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메신저 RNA 라이브러리
(mRNA library)를 제작하였다. 이후 폴리-T 시퀀스가 붙어있는
magnetic bead를 사용하여 폴리-A 올리고만 포함된 mRNA 정제를 하
였다. 2번의 정제 과정 후 RNA는 cDNA 합성을 위해 단편화하였다. 이
후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와 random primer를 사용하여
RNA 가닥으로부터 첫 번째 가닥의 상보적 DNA (cDNA)를 합성하고,
첫 번째 가닥의 상보적 DNA를 이용하여 두 가닥 (double-stranded)의
상보적 DNA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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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mpure XP (Beckman Coulter, High Wycombe, UK) 자석으
로 상보적 DNA를 분리하고, end repair (이하 ERP) 혼합물을 첨가하여
양 끝 말단을 blunt end로 만든 뒤, 3’ 말단에 A 염기를 첨가하였다. 그
리고 A 염기가 첨가된 상보적 DNA 양 끝 말단에 어댑터를 부착하고,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양 끝 말단에 2개의 어댑터 분자를 가지는 DNA 단편만을
증폭시켰다. 제작된 mRNA 라이브러리는 2100 Bioanalyzer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와 정량적 중합효소 연쇄반응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qPCR)을 이용하여 품질
과 농도를 확인하였으며, HiSeq 2000 장비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및 시
퀀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olexa QA (Perl-based
software package)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였다.
NGS 데이터 분석

시퀀싱 품질 확인 후, 생산된 RNA-Seq read들은 웹 기반 분석 프레
임워크인 Galaxy를 통해 분석되었다 (https://usegalaxy.org/). 우선 생산
된 FASTQ 파일은 염기서열(short reads)의 품질 체크와 분석을 위한
변환 및 낮은 품질의 reads 제거 (grooming & trimming, Fastqc) 작업
을 거쳤다. 이후, 샘플별 전사체 리드 (short read)를 공개된 개의 참조
유전체 (reference chromosome) 에 TopHat 2 (version 0.6)을 사용하여
-7-

정렬 (alignment)시켰다 (ftp://ftp.ncbi.nih.gov/genomes/Canis_
lupus_familiaris/GFF/ref_CanFam3.1_top_level.gff3.gz).
그리고 Cufflink (version 0.0.6)를 사용하여 transcript set으로 조립 한
후, Cuffdiff (version 0.0.7)를 사용하여 mRNA의 상대적인 양을 비교,
분석한 뒤 (시퀀스를 참조 유전체에 매핑 할 때, 유전자 별로 그 코딩된
영역의 크기가 다르므로 read가 얼마나 많이 매핑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결과물의 FPKM (fragments per kilobase of exon er million
fragments mapped) 을 비교하였다.) 샘플별 발현이 유의한 유전자 추출
및 발현 패턴이 유사한 유전자를 군집화하여 분석 (biological process,
molecular function 파악)하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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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NGS 데이터

생산된 데이터를 Solexa QA (Perl-based software package)를 사용해
품질을 확인하였다 [표 1].
HiSeq 2000 데이터의 phred score값 Q30이 80% 이상이 되어야 해당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므로 (Illumina 기준), 모든 데이터의 Q30이 80%
이상임을 확인한 후, 분석을 시작하였다.
봄, 여름 발현 차이 분석

Cuffdiff를 통해 분석된 24,344종의 gene scripts 중 1,526종 유전자가
큰 발현 변화 (Log (fold change) 1.5 이상, -1.5 이하)를 보였으며, 나머
지 22,818종 유전자는 계절변화에 따른 발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
다.


계절별 유전자 차별 발현 heat map

개 혈액 내 유전자 발현은 R studio package를 통한 FPKM meta 분석
으로 구현되었다. 각 개체 유전자 발현의 상호 유사성에 따라 계층적 군
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가 이루어져 계절, 견종, 성별 유사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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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계절에 따른 구분은 확인되었으나 견종과 성별로 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2].
봄보다 여름에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

발현 차이가 크게 나타난 1,526개 유전자 중 Log (fold change)값이 1.5
이상이고, P < 0.05인 명명된 유전자만을 선별하였다 [표 2].
봄에 비하여 여름에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유전자는 cfa-mir-223,
TIMM13, SPTSSA, NEAT1_1, C19orf24, RSAD2, AADACL3, ISG15
총 8종이었다.


봄보다 여름에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

발현 차이가 크게 나타난 1,526개 유전자 중 Log (fold change)값이
-1.5 이하이고, P < 0.05인 명명된 유전자만을 선별하였다 [표 3].
봄에 비하여 여름에 유의적으로 감소한 유전자는 RPS15A, ACADL,
RPL14 총 3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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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최근 인간의 혈액과 지방세포 내 유전자들이 계절에 영향을 받아 민감
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동물의 유전
자 발현과 발현 유전자의 역할 규명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 되었
다 (Dopico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의 혈액에서 발현된 유
전자에 대한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를 바탕으로 봄/여름
유전자 발현 차이를 확인한 뒤 유전자 역할조사를 시행하였다.
개의 혈액 내에서 여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면역 관련 유전자는
RSAD2와 ISG15가 있었으며 이 둘 모두 인터페론의 항바이러스 작용
(interferon effector)에 관여하는 유전자이다 (UniProt, E2R7B5, E2R7R1;
Chung et al., 2011; Skaug et al., 2010; Hori et al., 2012). 이 중 전 염
증반응 (proinflammatory) 주요 조절인자 RSAD2는 alpha-beta T cell
분화와 T-helper 2 cell 사이토킨 분비 증진 등의 면역반응과 연관되어
있으며 바이러스나 미생물 산물 (LPS, double stranded RNA)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지닌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Chung
et al., 2011). 특이점으로, RSAD2는 대서양 대구 (Gadus morhua
Linnaeus)의 비장에서 (Vehicle control, PBS 주사 6시간 후) 봄보다 여
름 환경에 유전자 발현 증가 양상을 보임이 확인된 바 있다 (Hori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RSAD2가 종과 관계없이 계절에 따라 발현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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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SG15는 항바이러스 면역반응 이외에도 단백
질 유비퀴틴화 억제와 적혈구 분화 촉진 등의 역할과 관계되어 있다
(Skaug et al., 2010; Maragno et al., 2011; Malakhova and Zhang,
2008).
개의 혈액 내에서 여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세포 구성성분과 단백질
수송연관 유전자는 C19orf24와 TIMM13이 있었다. C19orf24는 세포질
내 분비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이며, TIMM13은 금속 이온 결합과
미토콘드리아 내막 수송 연관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이다 (UniProt,
J9NXU4, J9P150; Wang et al., 2006). 동물의 세포 구성성분과 단백질
수송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남극 대구 (Pagothenia borchgrevinki)가
4℃ 환경에 17일간 노출될 경우 포스파티딜콜린과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같은 세포막 구성 성분의 조성과 구조 변화가 유발됨이 알려졌고, 동면
하는 포유류의 (다람쥐, Otospermophilus beecheyi) 세포 구조 또한 체
온이 결빙온도까지 떨어지면서 변화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Logue et
al., 2000; Dey et al., 1993; Azzam et al., 2000). 하지만 계절 변화에 따
라 동물의 세포 구조와 성분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에 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봄보다 여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세포 내 물리적 구성과 수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인 C19orf24와 TIMM13에 대한 발현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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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SPTSSA의 경우 serine c-palmitoyltransferase activity와 연
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이며 AADACL3는 carboxylic ester
hydrolase activity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UniProt, J9NZS9, F1PW90;
NCBI). 두 유전자 모두 자체 연구내용이 적고, 계절 변화에 관련된 연구
가 존재하지 않지만 봄보다 여름에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cfa-mir-223, NEAT1_1도 개에서는 각각 정확한 역할이 규명되지 않았
지만 봄보다 여름에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개의 혈액 내에서 봄보다 여름에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RPS15A와
RPL14은 모두 리보솜 구성 요소를 코딩하는 유전자들이다 (UniProt,
J9NSL1, F1PF85; NCBI). RPS15A 의 경우 40S 리보솜을 코딩하는 유
전자 이며 동면에 들어간 곰 (Ursus americanus)과 다람쥐 (Urocitellus
parryii)의 근육세포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edorov et
al., 2014). 추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RPS15A가 종과 동면 여부와 관계
없이 계절에 따라 발현 양상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의 혈액 내에서 봄보다 여름에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ACADL은
전자전달계 활성, long-chain-acyl-CoA dehydrogenase 활성과 flavin
adenine dinucleotide 결합과 관계있다. 또한 ACADL은 미토콘드리아 베
타산화 초기 과정을 촉진하는 효소 중 하나이다 (UniProt, F1PQ86;
NCBI). ACADL은 26℃에서 4℃로 환경이 변화했을 때, 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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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obates catesbeianus)의 간에서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이지만 (Suzuki et al., 2016), 흥미롭게도 동면하는 곰
(Ursus americanus)의 간에서는 하향 조절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Fedorov et al., 2009). 따라서 해당 유전자 발현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단순 계절 변화가 아닌 개체 생리학적 활성과 활동성 여부까지
염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전자 차별 발현 자료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세포 내 구성성
분, 면역반응, 물질수송과 대사 변화를 시사하므로 개별적인 역할로나 통
합적 발현 양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본 연구를 통
해 확보된 유전자 자료는 계절에 따른 개의 특정 유전자 발현에 대한 첫
참고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의 계절별 온도 변화가 동물
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그러나 아직 연구를 통해 확보된 각 유전자를 정밀한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생물정보 수집 및 유전자 간의 네트워킹 정보 분석 연
구가 뒤따라야만 한다. 또한, 선구 연구가 대부분 여름과 겨울과 같이 큰
기온 대비를 보이는 환경 노출이나 사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것과 달
리 본 연구는 봄과 여름에 국한된 자료를 분석해 데이터의 연속성을 파
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사계 온도별 전사 수준에서의 전
사체 분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와 함께 프로테옴 및 개의 생리학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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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 (나이 및 성별 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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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nger quality check (ASCII character code = phred quality
value + 33).
Read Counts annotates total bases divided by the base length (101
bp; Ilumina pipeline (CASAVA, Ver 1.8.2)). GC stands for the
percentage of guanine and cytosine bases on a total reads. Q20, Q30
each means phred score equivalent to the probability of an incorrect
base call 1 in 100, 1000 times. JM, Male Jindo dog; JF, Female Jindo
dog; SM, Male Sapsali; SF, Female Sapsali.
Sample

JM
JF
Spring SM
SF
JM
JF
Summer SM
SF

Total Bases
8,226,195,884
8,081,541,664
8,127,867,132
8,222,274,458
5,648,296,730
5,695,177,698
5,254,408,446
5,107,990,160

Read Counts
81,447,484
80,015,264
80,473,932
81,408,658
55,923,730
56,387,898
52,023,846
50,57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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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50.95
50.52
50.08
53.08
50.78
50.40
49.64
51.22

Q20(%) Q30(%)
94.74 88.69
94.75 88.68
94.84 88.91
94.65 88.35
95.81 89.86
95.77 89.73
95.77 89.91
95.82 89.84

Table 2. mRNA expression increased in summer compared with spring in canine blood
The chart shows sorted Log (fold change) value over 1.5 (n = 4, P < 0.05). FPKM: fragments per kilobase
of exon per million fragments mapped.


Gene
cfa-mir
-223
TIMM13

Full Name
microRNA mir-223
Translocasemembrane
of inner mitochondrial
13

SPTSSA

Serine palmitoyl transferase small subunit A
Nuclear enriched
1
NEAT1_1
conservedabundant
region transcript
1
C19orf24
Chromosome 19 open reading frame 24
Radicaldomain
S-adenosyl
methionine
RSAD2
containing2

AADACL3
ISG15

Arylacetamide deacetylase-like 3
ISG15 ubiquitin-like modifier

Locus
Chromosome X:
50838130-50838233
Chromosome 20:
56666068-56666167
Chromosome8:
13317294-13317396
Chromosome 18:
51768479-51768596
Chromosome 20:
57519903-57520026
Chromosome
17:
4488287-4508752
Chromosome 2:
83737051-83743769
Chromosome 5:
56230817-5623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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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fold P _value
Spring Summer
(FPKM)
(FPKM) change)
135.51 1040.46
2.94
0.0463
8185.71 48302.70
2.56 0.00005
2222.42

9925.93

2.16

0.00005

2746.06
743.55

12193.70
3267.17

2.15
2.14

0.00005
0.00005

27.27

114.97

2.08

0.00005

0.83
39.05

2.81
110.57

1.76
1.50

0.00135
0.00005

Table 3. mRNA expression decreased in summer compared with spring in canine blood
The chart shows sorted Log (fold change) value under -1.5 (n = 4, P < 0.05). FPKM: fragments per
kilobase of exon per million fragments mapped.


Gene

Full Name

RPS15A

Ribosomal protein S15a

ACADL

Acyl-CoAlongdehydrogenase,
chain

RPL14

Ribosomal protein L14

Locus
Chromosome 6:
26309072-26329529

Spring
(FPKM)
135.11

Summer
(FPKM)
47.57

Log (fold
change)
-1.51

P _value

Chromosome 37:
18032113-18073621
Chromosome
23:
9907478-9911114

0.88

0.27

-1.71

0.0336

6.31

0.34

-4.23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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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5

Fig. 1
Analysis schematic of differential mRNA expression between spring
and summer seasons in canine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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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 map (constructed using R software with gplots package) of
differential mRNA expression between spring and summer seasons in
canine blood
JM, Male Jindo dog; JF, Female Jindo dog; SM, Male Sapsali; SF,
Female Sapsali. FPKM: fragments per kilobase of exon per million
fragments m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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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of gene expression
between spring and summer
seasons in canine blood
Yu J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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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omic and transcriptomic analysis have the potential for revealing
the genome-wide response to environmental alterations. Pioneering
genome sequencing projects using the Sanger method to sequence the
dog genomes shed the first light on the dog genome sequence, gene
structure, linkage disequilibrium pattern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and evolutionary hierarchy. But genomic
approaches into dog's ecological (seasonal)challenges have rarely been
studied.
To this end, we first extract individual mRNA samples from dog
blood on spring and summer to identify mRNA expression patterns
and genetic characteristic.
Several cellular immunity, metabolism, structure related genes,
including cfa-mir-223, TIMM13, SPTSSA, NEAT1_1, C19orf24,
RSAD2, AADACL3, ISG15 were up-regulated in summer. In addition,
ribosomal subunit coding genes and electron transportation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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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RPS15A, RPL14, ACADL were down-regulated.
They were expected to be worth as bio-indicators for the seasonal
response analysis, believing tha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biological
adaptation (gene expression changes).
Keywords : Season, Dog, Blood, Ge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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