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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용마의 체형상관에 따른 품종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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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국내 승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질이 우수한 국내산 승용마 생산

및 개량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승용마로 활용되고

있는 3품종 (웜블러드, 더러브렛, 제주산마) 32두에 대해 12항목의 체형을 측정하여, 측정자료를 바

탕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81.3%가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체구성 분석을 통한 말의 유형 (경주마, 승용마, 재활치료마, 역용마, 비육마) 및 승용마 외모

심사를 판단하는 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는 향후 3D 영상촬영측정치를 활용한 한국

형승용마생산및개량화연구에활용될것으로사료된다.

주요용어: 국내산승용마, 개량화, 상관분석, 판별분석, 체형측정.

1. 서론

말의 품종은 약 300여종으로 체격과 체형 그리고 특이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경마, 승마, 역용, 재활치

료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져 오고 있다. 이중 승용마는 단일 품종위주인 경주마와 달리 각국의

토종자원을 기초로 스피드와 지구력 등 승용능력을 보완하여 새롭게 육성된 여러 품종들이 다수를 점유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승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형 승용마 능력검정·평가·선발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외국의 유명 품종의 능력에 필적하는 국산 브랜드 승용마 생산을 위한 개량에 대한 많은 연구

가필요한실정이다.

다른 가축에서는 체형 구성요소와 경제형질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개체간의 능력을 추정하는데

체형형질이 중요한 선발요인이 된다. 젖소의 경우 1988년 홀스타인협회에서 선형체형평점을 추정한 결

과체형형질의유전력은키 (0.37), 엉덩이경사도 (0.29), 엉덩이넓이 (0.24), 발굽의각도 (0.10), 체심

(0.32), 강건선 (0.26), 앞유방부착 (0.18), 뒷유방 부착 (0,18), 뒷유방넓이 (0.16), 유방깊이 (0.25), 유

두위치 (0.21)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번식우의 체구와 유량간에는 유의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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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ner 등, 1993; Schmidt 등, 1988). 또한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의 체측치에 대한 유전력 추정

치는 체고 (0.23), 체장 (0.36), 흉위 (0.54), 고장 (0.213), 요각폭 (0.430)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문연

등, 1985).

반면, 승용마의 체형측정은 체고, 고고, 체장, 흉위, 전관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체측치에 대한 유전력 추정치는 품종 평균 0.25 ∼ 0.90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형질간 유전상

관역시 0.32 ∼ 0.95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Arnason, 1984; Gerber등, 1997; Hintz등, 1978; Kaiser

등, 1991; Saastamoinen 등, 1998; Miglior 등, 1998; Van Veldhuizen, 1997; Von Butler 등, 1986).

상관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이원기 등 (1999)은 부검체 두발과 장기의 중금속 오염농도 관련성

에관하여연구를하였고, Choi (2006)는대학의교육서비스만족도조사에관한연구를하였고, 이장택

(2010)은 엘리트 10종경기 선수들의 경기력 패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판별분석을 이용한 연구로는

신양규 (1996)는 중풍의 증형 진단을 위한 판별모형을 연구하였고, 김규곤과 최승배 (2004)는 한의학에

서 사상체질판별함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김재희와 서그러운달님 (2008)은 한우 및 등급 판별

방법을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산 승용마 기초집단을 선발하고 품종간 교잡을 통한 최적교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승용마유형판별함수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인 체형과 다양한 컨텐츠 유형에 적합한 국내산 승용마 생산

및개량에목적을두고있다.

2. 국내산 승용마 자료의 통계분석

체형측정은 마필표준체형측정 20항목 중 품종별 차이가 없거나 측정치 오차범위가 큰 항목을 제외한

12항목의자료를선별하여그림 2.1과같이측정하였다.

그림 2.1 1.체고 2.배고 3.고고 4.체장 5.흉심 6.고장 7.흉위 8.두장 9.전관위 A.흉폭 B.요폭 C.곤폭

측정한자료의평균, 표준편차, 정규성검정을위하여 Shapiro-Wilk (1965) 검정법으로분석한결과는

표 2.1과 같고, 유의수준 5%에서 체장, 흉심, 고장, 흉폭, 요폭이 정규성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

로 분석에서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계 프로그램은 MINITAB 15와 SPSS를 사용하여 측정변

수들 간 상관관계를 알고자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말의 유

형을판단하는모형을만들기위해하여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을실시하였다.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ed body compositions by riding-horse breed in Korea 517

표 2.1 측정변수의 기초통계와 정규성검정 결과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Shapiro-Wilk 검정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체고 159.4 12.3 .880 32 .002

배고 150.8 11.1 .898 32 .006

고고 158.4 11.5 .888 32 .003

체장 165.8 13.4 .937 32 .063

흉심 74.8 6.7 .958 32 .244

고장 52.2 4.4 .947 32 .121

흉위 184.7 18.5 .928 32 .034

두장 38.5 16.6 .821 32 .000

전관위 30.4 11.7 .716 32 .000

흉폭 45.4 6.2 .944 32 .099

요폭 56.5 6.7 .935 32 .055

곤폭 53.6 6.5 .910 32 .011

2.1. 변수들의 상관분석

체위측정 부위들의 선형관계 정도를 알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2와 같고, 상관계수를 확인

한 결과 (체장, 흉폭), (체장, 요폭), (흉폭, 흉심), (고장, 체장)의 순서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모두유의수준 0.000으로통계적으로매우유의한결과를보였다.

표 2.2 변수의 상관계수 (**: p-value < .01)

변수 체장 흉심 고장 흉폭 요폭

체장 1 .657∗∗ .720∗∗ .798∗∗ .790∗∗

흉심 1 .675∗∗ .768∗∗ .703∗∗

고장 1 .656∗∗ .617∗∗

흉폭 1 .861∗∗

2.2. 판별분석

체형자료를 이용하여 국산 승용마 육종개량 목표에 적합한 승용마 판별함수개발을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분류되는 집단들의 공분산행렬의 동질성 가정 검정을 위해 Box의 M 검정결과 유

의수준 5%에서동질성검정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유의확률 0.059).

표 2.3 판별함수의 고유값과 Wilks의 람다값

고유값

함수 고유값 분산의 % 누적 % 정준상관

1 8.800 97.1 97.1 .948

2 .263 2.9 100.0 .456

Wilks의 람다값

함수의 검정 Wilks의 람다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dimension0
1에서2 .081 67.933 10 .000

2 .792 6.307 4 .177

표 2.3에 제시한 고유값을 보면 함수 1의 고유값은 8.800이고, 이 함수가 총 판별력의 97.1%를 설명

하고 있다. 판별함수의 판별력에 대한 검정 결과 Wilks의 람다 값을 보면, 함수 1의 판별력과 함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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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력을추가함으로서증가된판별력이유의하다고할수있다 (유의확률 0.000).

표 2.4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변수
함수

1 2

체장 .603 -.757

흉심 .349 .044

고장 .437 .774

흉폭 .180 -.131

요폭 .252 .428

표 2.4에서 판별함수 1은 체장이 0.6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별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고장

(0.437)으로 나타났으며, 판별함수 2는 고장이 0.7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별력이 가장 크게, 다음으로

체장이나타난다. 따라서측정변수중에서체장과고장이중요한변수로판단이된다.

표 2.5 정준 판별함수 계수

변수
함수

1 2

체장 .101 -.127

흉심 .082 .010

고장 .171 .303

흉폭 .052 -.038

요폭 .064 .109

(상수) -37.830 .075

표 2.5는표준화하지않은정준판별함수의계수이며, 판별점수를다음과같이계산한다.

판별함수 1 = −37.83 + .101(체장) + .082(흉심) + .171(고장) + .052흉폭) + .064요폭)

판별함수 2 = .075− .127(체장) + .010(흉심) + .303(고장)− .038(흉폭) + .109(요폭)

판별함수 1, 2에따라각말들의판별점수 1, 2를구하고, 품종별그값들의평균은표 2.6과같다.

표 2.6 판별함수의 집단 중심점

품종
함수

1 2

1 2.690 -.555

2 1.637 .667

3 -3.606 -.093

각 함수의 집단 중심점을 보면, 정준 판별함수의 첫 번째 함수 값에서는 3번째 품종이 다른 품종과 잘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함수 값에서는 2번째 품종이 다른 품종과 잘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표 2.7은 Fisher의분류함수계수를제시한다. 각개체에대해세가지품종별로분류대상의독립변

수값들을분류함수에대입하여전부합해서분류점수 (판별점수)를계산한다음이중최대점수의품종

으로분류될수있다.

표 2.8은 실제 소속집단과 분류함수를 통해 예측 소속집단의 교차표이다. 여기서 3번 12마리는 완벽

하게 분류되었으나 1번 품종은 4개의 케이스가 2번 품종으로 잘 못 분류되었고, 2번 품종은 2개의 케이

스가 2번 품종으로 잘못 분류되어 전체 32마리 중 26마리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81.3%가 정확하게 분류

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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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판별분류함수 계수

변수
품종

1 2 3

체장 4.775 4.513 4.078

흉심 4.437 4.364 3.928

고장 7.024 7.214 6.087

흉폭 -.297 -.399 -.646

요폭 2.294 2.359 1.940

(상수) -858.751 -816.597 -623.260

표 2.8 판별함수에 의한 분류결과

품종
예측 소속집단

전체
1 2 3

원래값

빈도

1 6 4 0 10

2 2 8 0 10

3 0 0 12 12

%

1 60.0 40.0 .0 100.0

2 20.0 80.0 .0 100.0

3 .0 .0 100.0 100.0

3. 결론

본연구에서웜블러드 (1), 더러브렛 (2), 제주산마 (3)에대한부위별 12 체형측정치자료중에서정

규분포를따르는체장, 흉심, 고장, 흉폭, 요폭을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체위측정 부위들의 선형관계 정도를 알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장, 흉폭), (체장, 요폭), (흉

폭, 흉심), (고장, 체장)의 순서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국산 승용마 육종개량 목표에 적합

한승용마판별함수개발을위해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 3번 12마리는완벽하게분류되었으나 1번품종

은 4개의케이스가 2번품종으로잘못분류되었고, 2번품종은 2개의케이스가 2번품종으로잘못분류

되어전체케이스중 81.3%가정확하게분류되었음을보여주었다.

이는 소수의 데이터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러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더 많은 체형부위별 데

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면 승용마 유형판별의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향후 체구성 분

석을통한말의유형 (경주마, 승용마, 재활치료마, 역용마, 비육마)을판단하는모형개발에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선발과 교잡을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유형의 승용마를 생산하고 개량할 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더 나아가 최근 실제 정형외과의 바람직한 얼굴형상 및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스포츠의복 모델을

3D 영상 촬영을 통한 측정치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판별함수를 개발하여 표준 아바타를 개발하고 있

듯, 3D 영상촬영기법을 활용한 승용마의 체형분석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인 연령대별 체형에 적

합한 승용마를 생산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부위에 대한 계량화 및 조기선발에도 이용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3D 영상촬영측정치를 활용한 한국형 승용마 생산 및 개량화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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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the producing and breeding new domestic rid-

ing horses for the vitalizations of horse riding industry in Korea, according as ’Horse

Industry Support Act’ became. In this study, we were to develop the functional rela-

tion through the conformation comparison & body composition analysis. 76 heads of 5

breeds utilized for riding horses in Korea were used and their body measurements on 12

items were measured and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relation among them. The measurements were standardized that (height, croup height,

pelvis length), and (hip width, width of pelvis) were highly correlated. In these results

of the decision tree, we confirmed to classify the breed type determination by their

body measurements (hip height, hip width, head length, croup height). This resul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orse type determination (racing, riding,

Riding for the Disabled, Working, or fattening) through the analysis of body compo-

sition, and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producing and breeding new domestic

riding horses through the 3D Stereosocpic image system analyze.

Keywords: Body composition, correlation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domestic rid-

ing horse, producing and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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