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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개체모형을 이용하여 일반농가 한우의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에 대한 유전력를 추정하고 이를 국가단위 종모우 선발용 후대검정우 집단의 유전력과 비

교하여 일반 한우농가 개량방향에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농가 한우 107,020두

중 생산정보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체성적 기록이 정확한 일반농가 한우 5,843두를 대상으로

다형질 개체모형을 사용하여 유전력를 추정하였다. 유전력를 추정하기 위해 도체형질에는 출생년도,

사육지역을 고정효과, 사육일령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일반농가 한우의 유전력를 추정한 결과 도

체형질에 대한 유전력은 도체중 0.19, 등심단면적 0.17, 등지방두께 0.20, 근내지방도 0.23 이며 국가

단위 씨수소 선발용 후대검정우 집단의 유전력에 비해 낮았다. 이는 사육지역의 환경, 암소 유전능력

과 사육개월의 차이로 인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재 실시되어지고 있는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용 개체모형에 농가 한우집단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요인을 포함시켜 실용화 개체모형 개

발이시급하다.

주요용어: 개체모형, 도체형질, 유전력, 유전모수, 한우.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한우 개량은 1980년대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을 위해 표현형 기반 당대검정으로부터 시

작되었으며 1998년 이후 후대검정을 통해 본격적인 한우 도체형질 관련 개량이 시작되었다 (Roh 등,

2004; Cassell 등, 2009; Pabiou 등, 2009; Kim 등, 2010a). 종모우 선발을 위한 후대검정시스템은 초

기 시점에서 거세를 하지 않았고 고기 생산 증대를 위해 육량 중심 평가를 하였다. 1997년 이후 수입쇠

고기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질 개량을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거세를 하였다. 6개

월에서 24개월까지 비육된 한우의 도체성적 기반 개체모형 (animal model)을 사용하여 유전모수를 추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였다. 2005년 축산물등급판정품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

가단위개체모형의유전모수가바뀌었고이를현재까지사용하고있다 (Kim 등, 2014; Choi 등, 2015).

한우 도체성적의 유전모수 추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Hwang 등 (2008)과 Cho 등 (2013)은 국가단

위 유전모수 추정 개체모형을 사용하였고 Kim 등 (2010b)과 Moon 등 (2007)은 일반 한우농가에서 정

확한 혈통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환경변이 관련 유전모수를 추정하였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반농가 한

우를대상으로국가단위유전모수추정개체모형을이용하여분석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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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목표는 일반농가 한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유전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일반농가 한

우의 효율적인 개량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절에서는 일반농가 한우의 유전모

수를 추정하기 위한 재료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3절에서는 일반농가 한우 5,843두의 도

체형질에대한기초통계량를소개한다. 본연구의 4절에서는일반농가한우 5,843두의도체형질에대한

유전력, 유전상관, 표현상관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5절에는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용 후대검정우

집단의추정된유전모수를참고문헌을통해소개하고이를일반농가한우의유전모수와비교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분석자료

일반농가 한우에 대한 유전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 107,020두의 생산정보

(출생년도, 출생계절, 부의 정보, 사육일령)와 도체성적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들 중 개체 사육정보 기록 (사육지역, 혈통정보, 개체바코드등)이 정확하고 개체별 DNA 유전정보를 통

해친자확인이완료된한우거세우 5,843두를분석에사용하였다 (Table 2.1).

Table 2.1 Descriptive statistics of carcass traits in commercial Hanwoo

Traits1 n Min Max Mean SD2

CW (kg) 5,843 300 646 423.37 42.52

EMA (cm²) 5,843 64 120 90.39 9.45

BF (mm) 5,843 3 30 12.36 4.79

MS9 (score) 5,843 1 9 5.34 1.91
1CW: Carcass weight, EMA: Eye muscle area, BF: Backfat thickness, MS9: Marbling score.
2SD: standard deviation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된 도체성적에 대한 측정기준은 출하된 한우가 공판장에서 도축 후, 농

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4호 (MAFRA.2014. 02. 03)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판정되

었다. 각 성적에 대한 측정방식을 살펴보면 도체중 (carcass weight, CWT)은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

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이며, 등심단면적 (eye muscle area, EMA)은 등급판정부위에서 가

로, 세로가 1cm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cm2단위로 측정 (배최장근 주

위의배다열근, 두반극근, 배반극근제외)하였다.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는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

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mm단위로 측정 (등지방두께가 1mm이하인 경우에는 1mm로 판

정)하였고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S)은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 정

도를점수화하였다.

2.2. 통계분석

다형질개체모형 (multiple trait animal models)은아래의행렬에의한방정식으로표시할수있다.

Y = Xb+ Zu+ e (2.1)

여기서,

Y : 각도체성적의관측치에대한벡터

X : 고정효과(출생년도, 사육지역)에대한계수행렬

Z : 개체임의효과에관한계수행렬 ∼ N(0, Aσ2
a)

b : 고정효과에대한추정치벡터

u : 개체의상가적유전(임의)효과벡터

e : 각형질에대한임의오차벡터 ∼ N(0, Iσ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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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다시아래와같은혼합모형방정식 (Mixed Model Equations)으로나타낼수있다.[
X ′R−1X X ′R−1Z

Z′R−1Z Z′R−1Z +G−1

][
b̂

û

]
=

[
X ′R−1 y

Z′R−1 y

]
(2.2)

위의 MME (Mixed Model Equations) 대한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의 자연 log는 다음과 같

다.

log Λ = −0.5[(n− p) log(2π) + log |K′V K|+ y′K(K′V K)−1K′y] (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모형의 모수추정이 단일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에 E-단계와 M-단계

계산을 반복하는 추정절차를 통하여 최대우도 추정치를 계산하는 EM-REML Algorithm을 바탕으로

Misztal 등 (2014)이 개발한 BLUPF90 family of programs의 REMLF90을 이용하여 유전모수를 추

정하였으며 각 Round별 분산성분의 차이가 1.0×10−10 미만으로 수렴 될 때까지 반복 추정하였다.

REMLF90에서는 고정효과의 영향을 종속변수에서 보정하고 난 후에 모수 추정을 하며 이러한 과정

을거쳐유전분산·공분산, 잔차분산·공분산이구해진다. 이들의합을통하여표현형분산·공분산을구하
였으며아래의공식을이용해유전력, 표현형상관을계산하였다 (Jang 등, 2010).

ĥ2 =
σ̂a

2

σ̂2
a + σ̂2

e

(2.4)

r̂G =
ĈOV a(i,j)√
σ̂2
a(i)× σ̂2

a(j)

(i ̸= j) (2.5)

r̂p =
ĈOV p(i,j)√
σ̂2
p(i) × σ̂2

p(j)

(i ̸= j) (2.6)

여기서,

ĥ2 = 유전력 , r̂G = 유전상관, r̂p = 표현형상관

σ̂2
a = 상가적유전분산, σ̂2

e = 잔차분산, σ̂2
p = 표현형분산

ĈOV a(i,j) = i, j 번째형질간유전공분산, ĈOV p(i,j) = i, j 번째형질간표현형공분산

3. 일반농가 한우집단의 도체성적에 대한 기초통계량

일반농가 한우의 유전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용 개체모형을 사용하였다. 개체모형에는 출생년도 (도축년도), 출생계절을 고정효과, 사육

일령을 공변량으로 포함시켜 실시하였다. 여기서 모델에 포함된 출생년도는 도축된 한우개체들의 출생

년도이다. Table 2.1는 일반농가 한우집단 5,843두에 대한 출생년도 (도축년도), 출생계절, 아비정보의

두수현황을살펴보았다.

일반농가 한우집단 5,843두에 대한 출생년도는 2005년부터 2008년 이였고 수집된 도축성적에 대한

년도는 2009년부터 2012년이다. 여기서 수집된 도축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9년에 수집된

데이터는 427두, 2010년 501두, 2011년 2,601두, 2012년 2,314두였다. 2009년과 2010년에 수집된 개

체, 즉 개체 사육기록이 정확하고 친자확인이 되는 개체가 2011년과 2012년 개체보다 적은 이유는 쇠고

기이력제를통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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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생계절별 두수현황은 봄 2,185두, 여름 1,388두, 가을 886두, 겨울 1,384두로 봄에 가장 많은

한우가 태어났다. 사육지역은 경산외 19개 지역이였다. 경산이 1,467두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반대로

영양이 35두로 가장 적었다. 종모우의 자손두수현황을 살펴보면 종모우 530번이 420두로 가장 많은 자

손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모우 497번이 324두로 두 번째로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종

모우 576번은 33두의자손을가지고있었으며본연구에서종모우자손두수현황중가장낮았다.

Table 3.1은한우집단 5,843두의도체성적별빈도를나타내었다.

Table 3.1 Variable and number of animal used in this study

Year of

selected data
n Season at birth n Region n

Half-sib family

Sire n Sire n

2009 427 Spring 2,185 Gyeongsan-si 1,467 289 86 493 106

2010 501 Summer 1,388 Gyeongju-si 169 330 54 494 90

2011 2,601 Autumn 886 Goryeong-gun 206 336 34 496 89

2012 2,314 Winter 1,384 Gumi-si 685 340 254 497 324

Gunwi-gun 140 348 159 498 206

Gimcheon-si 614 369 183 500 68

Mungyeong-si 54 374 53 501 54

Bonghwa-gun 204 387 55 502 43

Seongju-gun 140 388 97 504 55

Yeongdeok-gun 317 393 18 505 273

Yeongyang-gun 35 413 67 506 47

Yeongju-si 326 431 85 507 123

Yeongcheon-si 388 448 187 511 80

Yecheon-si 81 450 75 517 49

Uiseong-gun 297 452 51 521 193

Cheongdo-gun 247 457 30 525 51

Cheongsong-gun 54 458 252 530 420

Chilgok-gun 216 460 65 531 70

Pohang-si 203 472 57 537 57

479 58 538 177

480 88 542 168

484 156 557 77

485 186 566 31

486 255 571 139

487 46 572 59

588 110 576 33

Kim 등 (2010b)은 일반농가 한우집단 1,892두에 대해 경제형질별 유전모수를 추정하고 1kg당 경락

단가과 한우 마리당 가격에 대해 한우 경제형질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Kim 등 (2010b)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육일령 889.84일, 도체중 420.89kg, 등지방두께 12.09mm, 등심단면적 88.15cm²,

근내지방도 5.79 score였다. Table 3.1에 제시된 한우집단의 성적과 Kim 등 (2010b)의 연구결과와 비

교한 봐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에서 Kim 등 (2010b)이 제시한 능력치보다 2.48kg, 0.27mm,

2.24cm², 다소높게나타났지만근내지방도에서는 0.45 낮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4. 도체형질의 유전모수 추정

Table 4.1은 일반농가 한우집단 5,843두의 도체형질별 유전분산, 환경분산, 유전력을 나타내었다.

Kim 등 (2010b)이제시한일반농가한우의도체형질에대한유전력결과를살펴보면도체중 0.20, 등지

방두께 0.33, 등심단면적 0.07, 근내지방도 0.25였고 본 연구의 도체형질별 유전력 결과는 도체중 0.19,

등지방두께 0.20, 등심단면적 0.17, 근내지방도 0.23였다.



Estimation of genetic parameter for carcass traits in commercial Hanwoo steer 745

본 연구결과와 Kim 등 (2010b)이 제시한 일반농가 한우의 유전력 결과를 비교한 결과 도체중에서는

거의동일한결과를나타내었으며등지방두께에서는 0.20와 0.33으로 Kim 등 (2010b)이제시한결과가

0.13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등심단면적에서는 0.07과 0.17으로 0.1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근내지방

도에서는 0.23와 0.25로거의동일한결과를나타내었다.

Moon 등 (2007)은 일반농가 한우에서 출하된 17,578두의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하여 도체중, 등심단

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에 대한 유전력을 추정한 결과 도체중에서는 0.20, 등심단면적 0.11, 등지

방두께 0.12, 근내지방도 0.13으로 보고하였다. Moon 등 (200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 다소 차이

를나타내지만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Table 4.1 Estimated genetic and environmental variance, heritability of carcass traits in commercial Hanwoo

Traits1 Genetic variance (σ2
g) Environmentalvariance (σ2

e) Heritability (h2)

CW (kg) 39427.86 167480.14 0.19

EMA (cm²) 1940.41 11253.33 0.17

BF (mm) 566.84 2272.46 0.20

MS9 (score) 93.60 306.67 0.23
1CW: Carcass weight, EMA: Eye muscle area, BF: Backfat thickness, MS9: Marbling score.

Table 4.2는 일반농가 한우 5,843두의 도체형질에 대한 유전상관과 표현상관을 제시하였다. 유전상

관은 두 개의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동일 염색체 상에 존재함을 뜻하고 표현상관은 두 개의 형질간

상관성을의미한다. 이는두개의형질을개량함에있어이형질간의유전상관이높을경우개량이쉬운

형질을 개량함으로써 다른 형질도 동시에 개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체중 표현상관의 경우 등심단

면적,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등심단면적 표현상관의 경우 등지방

두께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oon 등 (2007)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봐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

께의 부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등 (2008)은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 간의 유전상관이 0.63으로 추정되었고 일반농가 한우집단에서는 도체중과 등심단면적 간 유전상

관이 0.52 였다.

Table 4.2 Genetic (above the diagonal) and phenotypic (below the diagonal)

correlation between carcass traits of Hanwoo

Traits1 CW (kg) EMA (cm²) BF (mm) MS9 (score)

CW 0.83 0.19 0.39

EMA 0.52 0.18 0.43

BF 0.33 -0.01 0.11

MS9 0.16 0.32 0.05
1CW: Carcass weight, EMA: Eye muscle area, BF: Backfat thickness, MS9: Marbling score.

따라서일반한우농가에서도체중과등심단면적에대한유전적개량에있어이중개량하기쉬운형질

을선택하여개체모형을고려하여야한다.

5. 일반농가 한우와 국가단위 후대검정우 집단간 유전모수 비교

Hwang 등 (2008)이 보고한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용 후대검정우 집단의 유전력를 추정한 결과 도체

중 0.30, 등심단면적 0.37, 등지방두께 0.44, 근내지방도 0.44로 나타났다. Hwang 등 (2008)이 제시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1). 이는 각 연구에 사용된 집단의 차이

일 것이다. 우선 씨수소 선발용 후대검정우 집단은 사육월령이 24개월이고 이와 반대로 일반농가 한우

의 사육월령은 약 30개월이다. Wang 등 (2009)은 사육개월별 유전자 발현를 조사한 결과 사육개월별

로 유전자 발현에 차이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육개월이 24개월인 후대검정우 집단과 30개월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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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한우의 유전력이 다른 이유는 Wang 등 (2009)이 보고한 사육개월별 유전자 발현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판단되어진다. 또한사육지역에따른환경변이와암소의유전능력차이가크기때문이다.

Table 5.1 Comparison of heritability for carcass traits between national

progeny test and commercial Hanwoo population

Population CW (kg) EMA (cm²) BF (mm) MS9 (score)

National progeny test 0.30 0.37 0.44 0.44

commercial Hanwoo 0.19 0.17 0.20 0.23

CW: Carcass weight, EMA: Eye muscle area, BF: Backfat thickness, MS9: Marbling score.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재 실시되어지고 있는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용 개체모형에 농가 한우집단에

사용할수있는유전요인을포함시켜실용화개체모형개발이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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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study was to estimate genetic parameter of carcass traits in commer-

cial Hanwoo steer using national animal model for selection of superior bull. Analyzed

data (n=5,843) on carcass traits was collected from 107,020 Hanwoo steer. The animal

model was used to estimate heritability and genetic correlations. The estimated heri-

tability of carcass traits were 0.19, 0.17, 0.20 and 0.23 for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and marbling score, respectively. The estimated heritability for

carcass traits in commercial Hanwoo are low than estimated heritability of national

progeny test population for selection of superior bull because breeding environment,

genetic performance of cow and feeding day was different. Therefore, we suggests that

animal model can include practical genetic variable based on national animal model to

improve genetic performance in commercial Ha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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