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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정보활용 한우개량효율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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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Quantitative traits are mostly controlled by a large number of genes. Some of these genes tend to have a 

large effect on quantitative traits in cattle and are known as major genes primarily located at quantitative trait loci (QTL). 

The genetic merit of animals can be estimated by genomic selection, which uses genome-wide SNP panels and statistical 

methods that capture the effects of large numbers of SNPs simultaneously. In practice, the accuracy of genomic predictions 

will depend on the size and structure of reference and training population, the effective population size, the density of 

marker and the genetic architecture of the traits such as number of loci affecting the traits and distribution of their effects. 

In this review, we focus on the structure of Hanwoo reference and training population in terms of accuracy of genomic 

prediction and we then discuss of genetic architecture of intramuscular fat(IMF) and marbling score(MS) to estimate 

genomic breeding value in real small size of referenc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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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가축의 유전체정보서열이 완료되고 유전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용량의 SNP 패널(50K 및 700K)이 상

용화되면서 이들 SNP 마커를 이용한 가축의 표현형을 조절

하는 원인유전변이 탐색연구(GWAS) 및 유전체육종가 추

정(GEBV) 연구가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고밀도 

SNP 패널을 이용한 유전체전단 연관분석은 가축에서 경제

적으로 매우 중요한 양적형질에 있어서 유전분산에 기여하

는 유전변이를 검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Kolbehdari 

et al, 2009). 아울러, 개체의 성별, 연령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DNA 정보를 이용하여 개체의 육종가를 추정하는 유

전체선발방법은 기존 가축선발방법인 개체모형의 단점인 

세대간격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유전적 개량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Dekkers and Hospital 2002).

가축에 있어서 표현형을 조절하는 원인 유전변이와 연관

된 양적형질좌위(QTL)영역을 검출하는 것은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가축개량(genomic selection; Fernando and Gross-

man, 1989)의 핵심일 뿐 아니라 유전변이와 영양소간의 

교호작용을 이해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Muller 

and Kersten, 2003). 가축에 있어서 최초의 전장유전체 연

관분석은 유우(dairy cattle)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

요한 형질인 유량, 유단백 및 유지방함량을 조절하는 QTL

을 검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Georges et al, 1995), 

그 후, 다양한 가축에 있어서 경제형질관련 QTL 검출연구

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가축 경제형질관련 QTL데이

터베이스 웹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다(Hu et al, 2007). 

육우에 있어서 고밀도 SNP패널을 이용한 전장유전체 연관

분석은 근내지방을 포함한 도체의 육질 및 육량관련형질

(Lee, 2011)뿐 아니라 가축의 사료효율관련 QTL검출 등 많

은 형질에서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Barends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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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Hanwoo progeny test.

최근 QTL검출을 위한 전장유전체 연관분석은 집단내 유

전 marker와 QTL간의 연관불평형정보(linkage dis-

equilibrium)정보를 이용하는 연관분석(association study)

과 같은 통계모델(statistical model)을 주로 사용하고 있

다. 그 중, SNP marker 유전자형을 표현형과 회귀분석 하

는 방법(Grape, et al 2004; Aulchenko et al 2007)과 각 

개체의 혈통정보를 고려한 마커의 일배체형(haplotype)을 

기준으로 추정된 identity by descent(IBD) matrix를 이용

한 분산성분분석(variance component analysis)이 있다

(Meuissen and Goddard, 2001). 앞서 설명한 두 QTL 모

델은 과거 가계내 연관정보에 국한되어 있던 QTL 검출방

법과 달리, 집단의 연관불평형정보(linkage disequilibrium; 

LD)를 이용한 QTL 검출방법으로 QTL검출파워 및 정밀도

가 훨씬 높다(Grape et al, 2004). 이러한 가축 집단의 LD 

정보를 이용한 QTL 검출방법의 확장된 방법으로 가축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유전자를 검출하지 않고 원인유

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SNP 마커정보를 이용하여 가축의 

육종가를 추정하는 유전체 선발방법은 1984년 핸더슨의 

BLUP방법 이후 가축육종분야의 또 다른 혁명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총설은 유전체선발방법의 기초, 유전체선발에 있어

서 참조축군의 특성 및 한우참조집단을 이용한 유전체육종

가추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우에 있어서 유전체선발

방법 적용에 관하여 고찰 하였다.

II. 본 론

1. 한우 개량 및 산업 구조

국가단위 한우개량사업은 1983년 수송아지의 능력을 검

정하는 당대검정과 이를 통하여 선발된 후보씨수소 후대의 

도체형질검정과 같은 후대검정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당·후대검정을 통하여 도출된 혈통 및 표현형자료를 

이용하여 각 개체에 대한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함으로 매년 

우량 씨수소 20두를 선발해 오고 있다(Fig. 1). 국가단위 

후대검정사업을 통하여 선발된 씨수소들은 현재까지 선발

된 보증 씨수소(Korean Proven Bull; KPN)의 연간 유전적 

개량량(Annual genetic gain)을 볼 때 평균 유전적개량량

이 도체중 4.05 kg, 등심단면적 1.58 cm
2
 그리고 근내지방

도 0.37 및 등지방두께 0.05로서 국가단위 후대검정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음이 판단된다(Park et al, 2013). 그러나, 

가축이 태어나 선발되기까지 평균 5.5년의 긴 시간이 필요

하고, 후대 검정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로 제한된 

두수의 후보씨수소에 대한 검정(낮은 선발강도) 및 후보씨

소소당 제한된(8-10두) 후대검정(육종가의 정확도 제한) 

등과 같은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구미 축산 선진국에서는 가축의 유전체정보

(Genomic information)를 이용한 가축 조기선발기술(유

전체선발; Genomic selection)을 개발하여 가축이 태어나

자마자, 즉 송아지 때 유전자정보만을 이용하여 유전능력

을 평가하고 선발에 이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Meuwissen et al, 2001; VanRaden et al, 2008). 따라

서, 기 개발된 유전체선발을 한우개량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한우집단에서 경제형질(도체중, 등심단면적, 근내지방

도 및 등지방두께)에 대한 유전자효과를 정확히 검출하여 

유전체육종가(GEBV)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유전모수

(Genetic parameters)를 파악하기 위한 한우집단의 구조 

및 생산체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우개량 및 생산체계는 세 

단계(씨수소선발; Seed stock, 번식우 및 일괄사육 농장; 

Multiplier 및 비육농장; Feedlot)로 구성된 피라미드식의 

매우 구조화된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선발된 씨수

소로부터 우량 유전자는 일괄사육농장(번식우농장) 및 비

육농장과 같은 전국 한우농가로 퍼져 들어가 한우 경제형

질관련 우량 대립유전자가 한우집단 전체로 분리(Segre-

gation)되어 전체 한우집단의 유전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우에 있어서 육종 체계(Breed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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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anwoo breeding and production systems.

Fig. 3. Illustration of linkage disequilibrium (LD) status between 

SNPs and causal gene (QTL alleles).

Fig. 4. Diagram of genomic selection.

는 현행 순계 육종체계를 유지하며 몇몇 우량 씨수소 선발 

체계를 통하여 개량을 하고 있는 젖소 육종체계(Dairy 

breeding program)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체 선발에 있어서 SNP 마커의 효과를 추정하

는 참조집단의 구조(Reference population structure)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Pszczola et al, 2012). 그 

이유는 집단의 구조가 연관불평형(Linkage disequilibrium), 

유효집단크기(Effective population size), 유전력(Her-

itability) 및 유전자효과의 분포(Distribution of QTL 

effect)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수

(Parameters)는 유전체선발에서 추정된 유전체육종가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우개량 및 생산 체계는 국가

단위 한우 후대검정사업을 통하여 선발된 우량 씨수소(KPN) 

가계의 다양한 반 형매(Large half-sib)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씨수소 가계의 반 형매 구조는 한우 

집단에서  다양한 연관 불평형 구조를 갖게 함으로 고밀도 

SNP 마커를 이용한다면, 경제형질연관 유전자 검출을 가

능하게 함으로 추정육종가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수 있을 

것이다.

2. 유전체선발(Genomic selection) 이란?

유전체선발기법은 Meuwissen et al(2001)에 의해 처음 

제안된 기술로서 전체 유전체상에 흩어져 있는 특정 형질

을 조절하는 원인 유전자(causal gene)의 정확한 위치정보

를 이용하지 않고 원인 유전자와 연관불평형(Linkage dis-

equilibrium) 상태에 있는 조밀한 마커 정보를 이용하여 

가축의 유전체육종가(Genomic Breeding Value)를 추정

하는 기술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Fig. 3).

Fig. 3과 같이, 소 유전체를 대표 할 수 있는 조밀한 50K 

및 700K SNP chip을 이용하면 몇몇 SNP 마커들은 항상 

한우의 경제형질과 연관된 원인유전자와 매우 가까이 위치

하게 되고, 이러한 SNP 마커와 원인유전자간에 연관불평

형(LD＞0.25)이 존재하게 되면 관찰형질의 유전적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SNP 마커를 검출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전분산을 가지고 있는 SNP 마커 효과를 합하여 가축의 

유전체 육종가를 추정 하게 된다.

유전체선발 방법에 있어서 첫 단계는 Fig. 4에서 보는바

와 같이 한우집단을 대표 할 수 있고, 표현형 및 고밀도 

스닙칩 유전자형 결정이 완료된 참조집단(large reference 

population)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후 참조집단을 이용하

여 한우 경제형질에 대한 SNP 마커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추정 할 수 있는 통계모델(statistical model; GBLUP and 

BayesB)을 개발 하고, 이를 활용한 SNP 마커 효과를 기반

으로 예측모델(prediction equation)을 통하여 선발집단

의 SNP 마커 유전자형 정보만을 가지고 유전체육종가

(GEBV)를 추정하게 된다(Fig. 4). Fig. 5는 Fig. 4에서 참

조집단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정보를 이용하여 GBLUP 혹은 

BayesB와 같은 통계모델을 통하여 추정된 개개의 SNP 마

커의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된 SNP 마커의 효과(예, a=-5, 

G=+10, t=-11, T=+12, a=-6 그리고 C=+1)를 모두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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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diction equation for genomic breeding value (GEBV).

Table 1. Simulation outline.

Generation Bulls Cows Mutation rates Recombination rates Effective population size

600 50 50 10-4 104 1,000,000

200 50 50 10-7 100 12,500

50 100 10,000 - 1 400

15 25 10,000 - 1 100

5 50 10,000 - 1 200

Table 2. Accuracy of genomic breeding value for 4 different ref. population.

Parameters HR
1)

MR
2)

LR
3)

RND
4)

No of Bulls 5 20 40 2000

No of progeny per bull 400 100 50 1

Average relationship 0.09 0.05 0.049 0.048

Heritability 0.3 0.3 0.3 0.3

Accuracy of gEBV 0.47 0.53 0.57 0.6
1)

HR indicates Highly related animals. 
2)

MR indicates moderated related animals. 
3)

LR is lowly related animals. 
4)

RND is randomly 

selected animals

여 선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 씨수소의 유전체 육종가는 

+1로 계산된다. 

3. 유전체선발을 위한 참조집단

유전체선발 적용은 가축, 식물 육종분야에서 대중화 되

어가고 있다(Hayes et al, 2009; Heffner et al, 2009). 

유전체선발은 유전체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매우 조밀한 SNP 

마커를 이용한다. 매우 조밀한 SNP 마커를 이용하기 때문

에, 가축의 형질과 연관된 원인 유전자변이(QTL)와 연관 

불평형(LD) 상태에 있으며, 다수의 SNP 마커는 실제 QTL 

효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Meuwissen et al 2001). 

이러한 SNP 마커와 QTL 효과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형질 

관련 QTL과 연관된 SNP 마커 정보는 유전체육종가의 정확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szczola et al, 2012). 유전체선

발의 정확도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 되고 있다. 첫째는, 참조집단으로부터 추정된 SNP 마커 

효과의 정확도이고(Daetwyler et al, 2008; Goddard, 

2009), 둘째는 개개의 SNP 마커가 설명하는 전체 유전분

산값의 비율이다. 참조집단의 크기와 구조는 SNP 마커 효

과를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참조집단 내 

유전적 조성(genetic relationship)은 SNP 마커 효과 뿐만 

아니라 유전체육종가의 정확도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Pszczola et al, 2012). 최근 Pszczola 

et al(2012)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참조집단 내 가계 구조

(family structure)가 유전체육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염색체는 총 3개였고, 각 염색

체당 1M씩 전체 유전체 크기는 3M 였다. 1세대 집단에서, 

300,000개의 SNP 마커를 0.001c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de Roos et al(2009)에 제시한대로, 모의실험에서 유효집

단의 크기는 100으로 하여 Table 1과 같이 모의실험 자료를 

생성하였다.

모의실험 자료를 근간으로 3개의 다른 평가 집단(1세대, 

2세대 및 3세대)을 구성 하였고, 각 평가 집단내에서 3개의 

다른 참조집단(n=2,000)을 구축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첫 번째 참조집단(Highly 

related animals; HR)은 집단의 가계구조가 매우 연관되

어 있는 집단(relationship; 0.09)으로 적어도 425마리의 

후대를 가지고 있는 씨수소(sire)를 선발하여, 그 중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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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deal reference population for genomic selection.

의 씨수소의 후대(n=400)를 무작위 추출하여 집단을 구성

하였다. 두 번째 참조집단(Moderated related animals; 

MR)은 약간 연관된 집단(relationship; 0.05)으로 무작위 

추출된 20 마리의 씨수소의 후대(n=100)를 이용하여 구성

하였으며, 세 번째 참조집단(Lowly related animal; LR)

은 낮게 연관된 집단(relationship; 0.049)으로 무작위 추

출된 40 마리의 씨수소의 후대(n=50)를 이용하여 구성하

였다. 마지막으로 무작위 참조집단(Randomly selected 

animals; RND)으로 2,000마리의 후대를 무작위로 추출 

하여 구성하였다(relationship; 0.048). 그 결과, 참조집단

의 평균 혈연관계(average relationship)가 낮을수록 유전

체 육종가의 정확도(reliability)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유전력이 0.3인 형질에 대해서, 매우 연관된 집단

(HR)에서는 정확도가 0.47이었으나, 무작위 집단(RND)에

서는 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HR 집단에서와 같

이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개체들은 연관 불평형(LD) 구

조가 비슷하여 같은 종류의 유전분산만을 설명 할 것이다. 

반면에, 무작위 집단(RND)에서는 보다 다양한 LD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분산을 이용 

할 수 있어서, 충분한 갯수의 SNP 마커를 이용한다면 가축

의 형질의 QTL과 연관된 보다 많은 연관 불평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육종가 추정이 가능 할 것이다

(Calus et al, 2010; Pszczola et al, 2012). 따라서, Fig. 6에

서 보는바와 같이, 유전체선발에 있어서 참조집단의 구조

가 유전체 육종가에 미치는 영향은, 참조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평균 혈연관계는 낮을수록, 그리고 선발을 

기다리는 후보 씨수소(juvenile candidate bulls) 집단은 

참조집단과 평균 혈연관계가 높을수록 보다 정확한 유전체 

육종가 추정이 가능 할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 개개의 SNP 마커가 설명하는 전체 유

전분산값의 비율에 대해서, 작은 유효집단크기(effective 

population size; Ne) 에서, 전체 유전체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립유전자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Goddard, 

2009). 그 이유는 유효집단크기가 작다는 것은 집단의 연

관불평형의 구조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QTL과 연관

되어 있는 독립된 염색체 영역의 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

서, 작은 수의 SNP 마커로 형질과 연관된 QTL 효과를 검출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Goddard, 2010).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Lee et al(2011)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한우 

집단의 연관불평형 정보를 이용한 한우의 유효집단(Ne)의 

크기는 약 98두로 젖소의 유효집단의 크기와 매우 유사하

게 추정되었다. 아울러, 국가단위 한우 후대검정사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씨수소 가계별 후대의 수는 약 10두로, 

Pszczola et al(2012)이 보고한 대로 후대검정 각 차수별로 

무 작위적으로 씨수소 가계를 추출하여 큰 참조집단(large 

reference population)을 구축한다면 향후 유전체선발의 

참조집단으로 매우 유용한 집단을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 유우산업에 있어서 유전체선발 적용

낙농산업에 있어서 유전체 선발은 세대간격을 줄임으로 

연간 얻을 수 있는 유전적 개량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으로 기존 유전능력평가방법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Durr et al, 2012). 현재 

1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유전체 육종가를 이용하여 씨수소

를 선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젖소 유전능력평가 컨소

시엄인 인터불(interbull)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유전체육

종가 추정을 검증하고 있다(Eggen, 2012). 따라서, 호주, 

네덜란드 및 미국 등의 낙농 선진국에서의 유전체육종가의 

정확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호주의 경우 3가지 형질에 대해서 혈통정보기반 육종가 보

다 유전체육종가의 정확도가 2-17% 높게 추정 되었고, 북

미의 경우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네덜란드와 북

미의 자료를 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약 1.7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호주의 경우, 참조집단의 크기가 다른 두 

나라(북미, 네덜란드)보다 월등히 적어 유전체 육종가의 정

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다(Haye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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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iabilities for genomic selection evaluations of validation bulls with progeny-based EBVs and genomic EBVs as reference 

bull.

Nations Traits
Size of 

Ref. Pop

No. of 

Markers

Accuracy

PED
2)

GBLUP
3)

BayesA/B
4)

Australia Milk protein yield 637 4,055 0.28 0.45 0.48

Milk protein % 637 4,369 0.20 0.29 0.36

North America Milk protein yield 3,576 38,416 0.31 0.58 0.57

Milk protein % 3,576 38,416 0.32 0.62 0.69

Milk fat yield 3,576 38,416 0.17 0.65 0.68

Netherlands + 

North America

Milk protein yield 5,093 CRV_60K
1)

0.48 - 0.67

Milk protein % 5,093 CRV_60K 0.35 - 0.67

Milk fat yield 5,093 CRV_60K 0.36 - 0.60
1)

CRV is a name of dairy breeding company in Netherland, so that CRV_60K is a commercial SNP chip comprised of 60,000 SNP 

markers
2)

PED indicates pedigree
3)

GEBV means Genomic Estimated Breeding Value
4)

BayesA/B is a Bayesian method A and B to predict genomic estimated breeding value

Fig. 7. Genetic diversity of sire family based on the Fst value 

in reference population.

5. 한우에 있어서 유전체육종가 추정 및 정확도

5.1 한우 참조집단의 유전적 구조

한우에 있어서 유전체육종가 추정을 위한 참조집단 구성

은, 한우 모집단을 유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개체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단위 한우개량사업, 즉 

후대검정사업에서 생산되는 후대검정우 집단이 한우 모집

단을 유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축군 일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1,000여두의 한우 후대검정우를 참조집단으로 선발

하였고, 이들 개체들을 Illumina 50K Beadchip을 이용하

여 유전자형 결정을 수행 하였다. 참조집단에 포함된 개체

들의 표현형은 국가단위 한우 개량사업의 선발지수에 포함

된 등심단면적(eye muscle area; EMA), 등지방두께(back 

fat thickness; BF), 근내지방도(marbling score; MS), 

그리고 도체중(carcass weight; CWT)을 측정치로 하였다. 

한우 참조집단(1,000두)은 씨수소(n=118) 반형매 집단으

로 구성되었고, 각 씨수소당 약 10두의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씨수소 가계의 유전적 

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st(가계의 분화,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씨수소는 유전적으로 거리

가 있으며, 이들 중 약 20여 씨수소가계는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집단임을 확인 하였다. 이상적인 참조집단은 가계

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 활용한 

한우 참조집단은 매우 이상적인 참조집단으로 분석 되었

다. 이러한 씨수소의 가계는 육량 및 육질로 선발되는 씨수

소 가계 내에서 새로운 QTL이 가계내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QTL 효과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연관불평형(LD)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밀도 SNP 

마커 정보를 이용한다면, 한우 씨수소 가계 내에서 존재하

고 있는 다양한 QTL 효과를 검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하여 보다 정확한 유전체 육종가 추정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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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agram of genomic prediction for carcass traits in 

Hanwoo.

Table 4. Accuracy of genomic EBV estimated pedigree based BLUP and Genomic assisted BLUP for eye muscle area (EMA), back 

fat thickness (BF) and marbling score (MS) in Hanwoo.

Traits
Pedigree

Accuracy (SE)

GBLUP

Accuracy (SE) 
Diff. 

 Sire without obs.(n=106); relationship with ref.pop=0.50

EMA 0.71 (0.12) 0.72 (0.11) 0.01

BF 0.75 (0.13) 0.76 (0.12) 0.01

MS 0.75 (0.13) 0.76 (0.12) 0.01

 Progeny without obs.(n=178); relationship with ref.pop=0.1-0.25

EMA 0.30 (0.03) 0.35 (0.04) 0.04

BF 0.32 (0.03) 0.37 (0.04) 0.06

MS 0.32 (0.03) 0.38 (0.04) 0.06

 Cow without obs.(n=236); relationship with ref.pop=0.05-0.1

EMA 0.11 (0.08) 0.29 (0.07) 0.18

BF 0.11 (0.08) 0.30 (0.11) 0.19

MS 0.11 (0.08) 0.27 (0.12) 0.16

5.2 한우 참조집단과 검정집단의 혈연계수에 따른 유

전체 육종가 정확도

Fig. 7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전체육종가의 정확도

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우 참조집단(1,000두; 유전자형, 혈

통 및 표현형 보유)를 기반으로 유전자형만 보유한 검정집

단 1은 한우 참조집단의 개체들의 sire 118두 중 106두를 

선발하여 유전체육종가를 추정하였으며, 검정집단 2는 참

조집단의 개체 1,000두 중에서 무작위로 176두를 선발하였

다. 마지막으로 검정집단 3은 참조집단과 혈연관계가 매우 

낮은 236두의 암소를 선발하여 공시 하였다. 한우 참조집

단과 3개의 검정집단간의 혈연관계에 따른 추정 유전체육

종가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통을 기반으로 한 

BLUP방법과 VanRaden et al (2008)이 제시한 대로 유전

자형을 이용하여 genomic relationship matrix(GRM)를 

설정하여 REML방법을 이용하여 유전모수를 추정하고, 유

전체 육종가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

도는 아래의 함수식과 같이, REML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

는 육종가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BayesB와 GBLUP간 정확

도는 GBLUP으로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에서 약 1%정보 높

게 추정되었으며, 근내지방도에서는 GBLUP으로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에서 2% 높게 추정 되었다. 현재, 한우 후대

검정사업을 통하여 선발되는 씨수소의 육종가 정확도는 

0.65 - 0.8 사이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도가 약간 낮게 추정 되었지만, 향후, 한우 참조집단의 

크기가 커지고, 참조집단의 유전적 조성 등을 개선한다면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도 역시 0.7 – 0.8정도로 개선 될 것

이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20여 년간 축적되어온 

혈통정보 및 표현형 정보를 이용한 전통육종방법으로 선발

된 개체들의 정확도에 비해 약 900여두의 참조집단을 이용

하여 추정된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도가 약간 낮게 분석되었

지만, 가축을 선발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연간 유전적 개량

량(annual genetic gain)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유전체

선발 방법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Table 4). 즉, 가축

에 있어서 인위적 선발(artificial selection)이 진행되는 집

단에서의 유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함수식의 4

가지 모수(parameters)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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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ion of genetic change based on the parameters derived from traditional selection and genomic selection.

EBV GEBV

Intensity Accuracy Generation Intensity Accuracy Generation

0.8 0.7 5.5 0.8 0.5 2.5

0.1


0.16


Fig. 9. Accuracy of genomic breeding value (GEBV) on the size 

of ref. pop in Hanwoo.

∆ 




, 

여기서 ∆는 유전적 개량량, 는 선발강도, 은 육종

가의 정확도, 는 상가적 유전효과의 표준편차 그리고, 

은 세대간격 이다. 

유전체선발을 당대검정우에 직접 적용한다는 것을 가정

할 때, 연간 얻을 수 있는 유전적 개량량에 대한 간단한 

계산은, 선발강도는 기존 전통적 선발방식과 유전체선발방

식 공히, 0.8로 설정하였고(40두-＞20두 선발), 육종가의 

정확도는(기존 0.7, 그리고 유전체 0.5)로 설정하였고, 상

가적 유전효과의 편차는 두 방법(전통방법 및 유전체)이 동

일한 근친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정하였으며, 

선발간격에 있어서는 기존 한우 씨수소 선발까지 전통방법 

5.5년이 소요되나, 서두에서도 가정하였듯이, 당대 검정시 

유전체 선발을 적용한다면, 약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하여 계산한 결과, 유전체 선발방법에 있어서 연간 유전적 

개량량은 기존 방법보다 약 24% 상회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Table 5). 따라서 한우개량계획에 있어서 한우의 유

전적 개량을 개선하는데, 유전체선발은 매우 효과적인 방

법 일 것 이다.

5.3 한우에서 참조집단 크기에 따른 추정 육종가의 정

확도

Goddard et al(2011)이 제안한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참조집단 크기에 따른 육종가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수

식은 아래와 같고, 한우에 있어서 유효집단크기, 유전력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유전체크기


 유효집단

Fig.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효집단크기가 100이고 유

전력이 0.5인 경우 참조집단 5,000두에서 정확도가 0.6 

(60%)을 보였고, 유효집단 크기가 200, 유전력이 0.3인 경

우 참조집단 5,000두에서 정확도가 0.4(40%)로 나타났다. 

현재, 한우에 있어서 유효집단은 약 100 - 150인점을 감안

할 때, 정확도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5.4 한우에 있어서 유전체선발 적용

한우에 있어서 유전체선발 적용은 잘 짜여진 국가단위 

사업의 당대검정우 선발(pre-screening)에 적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혈통지수로 당

대검정우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하여 좀

더 큰 유전자 풀에서 당대검정우를 선발한다면, 기존의 정

확도보다 향상된 정확도와 선발강도를 유지하면서 후대검

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후대검정에

서 매년 생산되는 검정우(표현형, 혈통보유)를 참조집단으

로 유전자형결정하여, 기존 BLUP과 GBLUP방법을 비교하

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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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agram of genomic selection for Hanwoo breeding 

program.

III. 결 론

유전체선발(Genomic Selection)에 있어서 유전체육종

가의 정확도는 참조집단의 구성 및 구조(예, 연관불평형, 

유효집단, 유전력 및 유전자효과의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특히, SNP 마커의 효과를 추정하는 참조집단의 크기 

및 참조집단내 유전적 구조는 추정된 유전체육종가의 정확

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참조집단내 개체

의 혈연관계가 높을수록 추정된 육종가의 정확도는 낮았

고, 참조집단내 개체의 혈연관계가 낮을수록(무작위 집단) 

추정된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도가 증가 하였다. 한우에 있

어서 근내지방도 및 근내지방함량의 유전체 육종가 추정에 

있어서, 참조집단의 구조는 국가단위 후대검정우 사업을 

통하여 매년 생산되는 씨수소 가계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

한 반 형매 집단으로 구성 하였으며(개체간 평균혈연관계, 

0.057), 이를 활용한 유전체 육종가 추정결과, 근내지방도

에서 GBLUP 과 BayesB에서 각각 0.60 및 0.62였으며, 

근내지방함량에 있어서 GBLUP과 BayesB에서 각각 0.50 

및 0.51로 두 방법간 약 2% 및 1%의 차이를 보였다. 향후, 

한우의 참조집단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 한우 

도체형질의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도를 향상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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