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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woo is an important livestock resource in Korea. Its genetic improvements of economic 

traits have mainly focused on the steers in the past. However, there is a great necessity to 

extend the breed improvement programs to the cows as well.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person taking the 

measurement, region, year of measurement, month of measurement, image interpreter, birth-year 

and birth-year) on ultrasound measured carcass traits. A total of 27,215 ultrasound measurements 

of carcass traits were recorded between 2004 and 2012 for 22,620 cows born from 1997 to 

2011. The ultrasound measures included backfat thickness (BFT), eye muscle area (EMA), 

and marbling score (MAR). The mean values for the BFT, EMA and MAR were 4.46 mm, 

56.24 cm2, and 4.12 point, respectively. Seven environmental factors, person taking the 

measurement, region, year of measurement, month of measurement, image interpreter, 

birth-year and birth-month, were tested to determine if the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ied traits using the GLM procedure in SAS. All factor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all the ultrasound carcass traits in this study. Unlike in previous studies, among the 

environmental effects, the significant effect of the image interpreter on the ultrasound 

carcass traits was shown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uture 

genetic evaluations of ultrasound carcass traits of Hanwoo cows should include all of the 

above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the effect from people taking th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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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우는 우리민족 고유의 가장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으로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하여 왔고 과

거로부터 주로 농업분야의 역용종으로 활발히 이용되어 왔다. 한우가 육용우로 활발히 이용되

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특히, 1995년부터 육종가를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씨수소

를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및 등지방두께 등 주로 도체형질의 육

종가가 우수한 개체를 보증씨수소로 선발하고, 보증씨수소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개

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한우개량 사업은 한우의 비약적인 체중증가와 근내지방 향상을 통

한 육질개선을 이루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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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우의 도체형질 개량은 자손의 도체 성적을 기반으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추정하는 후대검정 시스템

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대검정은정확한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

다. 아울러 그동안 한우개량사업이 씨수소 중심으로 수행되어 최근 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정형질이 근내지방도 등 도체형질에 제한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및 맛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Moon et al., 2007).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소개량에는 후대검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측정기술, 유전체 분석기술 등이 연

구되고 있다(Song et al., 2002; Santana et al., 2015).

특히, 초음파는 도축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개체의 육량 및 육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Brethour, 2000; Ludwig, 1950; Howry and Bliss, 1952),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서 초음파 활용은 질병, 임심

진단 및 생체단계에서 개체의 도체형질을 간접 예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Noh et al., 2010; Park et al., 2012; Yang 

et al., 1999; Hwang et al., 1997). 한우에서의 초음파 측정자료는 수소와 거세우의 경우 출하시기 결정, 암소는 농가

단위 개체 선발 및 도태를 목적으로 유전평가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한우 암소의 경우 30개월령 전후로 도축되는 수소나 거세우와 다르게 개체의 나이 분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우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등지방두께는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성장곡선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됨(Lee et al., 

2008)에 따라 다양한 나이 분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한 통계 보정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초음파 자

료는 측정지역, 측정자, 판독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환경요인에 대한 유

효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우 암소에서 초음파 정보를 활용하여 유전모수를 추정하는 다수의 

사전 연구가 존재하였지만(Park et al., 2012; Choy et al., 2011; Lee et al., 2014),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해 최적의 유

전분석 모형을 찾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우 암소의 초음파 도체형질을 평가하기 위한 유전분석 모형에 고려되어야 할 환경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전국에서 수집된 한우 암소의 초음파 도체 정보를 이용하여 집단의 표현형 분석 및 환

경요인 분석을 통하여, 한우 암소의 개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분석 자료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출생한 전국 한우 암소 22,620두의 27,215건에 대한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근내지방도를 생체 초음파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 효과 분석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등지

방두께의 로그 변환 초과값(3표준편차 초과)과 근내지방도 로그 변환 초과값(3표준편차 초과값)을 이상치(outlier)

로 간주하여 제거한 후 최종 27,215건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료에 대한 출생 연도별 초음파 측정 

두수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출생한 개체가 20,656두(전체의 76%)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1). 

도체 형질에 대한 초음파 측정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4개 지역 21명의 측정자로부터 생후 15개월령 이상의 

개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초음파기는 Real-time B-mode (주파수 3.5 MHz, 18 cm linear prone) 방식의 기기를 

이용하였다. 초음파 측정은 현행 도체등급 판정과 동일하게 소의 좌측 복부의 제 13 흉추와 제 1 요추 사이를 등선

에서 배 부위까지 직각으로 수행하였다. 초음파 화상 판독은 전문 판독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근내지방의 경우 육

안으로 소 도체 등급제의 육질등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내지방도가 가장 낮은 1등급에서 가장 높은 9등급 분류하

였으며, 각 등급별로 상, 중, 하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모두 27등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은 컴퓨터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측정하였다. 초음파 측정 도체형질에 대한 평가는 축산물품질평

가원의 소 도체등급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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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ultrasonic measurements by birth year in Hanwoo cow.

Birth year
Frequency

xN %

1997 3 0.01

1998 166 0.61

1999 670 2.46

2000 1,335 4.91

2001 1,925 7.07

2002 3,104 11.41

2003 3,354 12.32

2004 3,122 11.47

2005 2,988 10.98

2006 2,701 9.92

2007 2,886 10.60

2008 2,501 9.19

2009 1,251 4.60

2010 1,099 4.04

2011 110 0.40

Total 27,215 100.00

xN is the number of heads.

통계분석 방법

환경요인의 유의성 검정

표현형에 대한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질별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주요 환경요인별 표

현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개체의 출생연도별, 초음파 측정연도별 표현형의 빈도에 대한 기초 통계량

을 산출하였다. 

표현형에 대하여 측정자, 지역, 측정연도, 측정월, 판독자, 출생연도 및 출생월의 7 가지 환경요인과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의 3가지 초음파 도체 형질간의 다변량 일반선형모형(multivariate general linear model)을 

통하여 환경요인의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선형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환경요인의 분석에는 

SAS 통계프로그램(package 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USA)의 GLM procedure을 이용하여 관측치별로 표

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개별 관측치

 = 집단 평균

 = i 번째 측정자의 고정효과

 = j 번째 지역의 고정효과

 = k 번째 측정년도의 고정효과

 = l 번째 측정월의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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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판독자의 고정효과

 = n번째 개체의 출생년도의 고정효과

 = o번째 개체의 출생월의 고정효과

 = 임의 오차

Results and Discussion

일반능력

본 연구에 사용된 전국의 한우 암소 22,620두에 대한 27,215건의 표현형 자료에 대한 3가지의 초음파 도체 형질 

별 기초 통계량은 Table 2에 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 이용된 전체 초음파 측정자료를 통한 평균 등지방 두께

(BFT)는 4.46 mm, 등심단면적은(EMA) 56.24 cm2, 근내지방도(MAR)는 4.12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Yoon (2010)은 10개 지역 한우 농가의 15개월령부터 100개월 령까지의 

21,640두의 한우 번식우 초음파 측정 자료에서 등지방 두께 4.88 mm, 등심단면적은 58.8 cm2, 근내지방도는 4.81

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보고하였고, Kim et al. (2012)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사육된 312두(암, 159두; 

수, 153두)의 초음파 측정 도체 형질 자료에 대해 암소의 경우 등지방 두께 12.16 mm, 등심 단면적 86.22 cm2, 근내

지방도는 4.64로 본 연구의 결과에 비해 특히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의 성적을 높게 보고하였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of carcass traits in Hanwoo cow using ultrasonic measurements.

Traits Mean SD

Backfat thickness (BFT, mm) 4.46 2.98

Eye muscle area (EMA, cm2) 56.24 10.99

Marbling score (MAR) 4.12 3.17

BFT, Backfat thickness; EMA, Eye muscle area; MAR, Marbling score.

Fig. 1. Different distribution of carcass traits in Hanwoo cow using ultrasonic measurements by transformation. First, 

second and third row represents the un-transform, log and square root transform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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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의 경우 단일집단에서 고르게 사육하는 한우시험장의 사육 환경의 영향과 함께 초음파 측정 평균 월령이 

약 69.92개월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소의 평균 월령(40.54개월령)에 비하여 월령 수가 높은 개체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점이 주요 차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석에 사용할 표현형(측정치)의 분포에 대한 정규성(normal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보정 상태의 자료

에서와 로그 및 제곱근으로 변환하여 적용한 자료에서의 분포를 Fig. 1에서와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초음파 측정 등심단면적은 3가지 모든 경우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표현형에

서는 부분적 정규성을 보여 추가적 변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에서는 전체 초음파 측정 자료를 통해 월령별 표현형 관측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표현형 모두 약 70개월 령까지는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후에

는 불안정한 증감 추세가 반복되었다. 추세선의 회귀 상관은 등지방두께가 가장 높게(0.88), 근내지방도가 가장 낮

게(0.73)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Choi (2007)와 Lee and Yeo (2011)에 따르면 한우 암소의 육량 및 육질 관련 초음

파 측정 도체 형질은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72개월 령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증가 경향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BFT, Backfat thickness; EMA, Eye muscle area; MAR, Marbling score.

Fig. 2. Trend of carcass traits in Hanwoo cow using ultrasonic measurements traits by measure in months. Colored dot 

line and thin black line represent averaged carcass traits by month and fitting line by linear regression, respectively. The 

regression equation and correlation (R2) were written below the fitting line.



Analysis of environment effects on the carcass traits Hanwoo cows using ultrasonic measurement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5(1) March 2018 71

환경요인 효과

한우 암소의 초음파 측정 표현형에 대한 환경 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

여 분산 분석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것처럼 선택된 일곱 가지 환경요인 모두 세 가지 초음파 도체 형질에 모두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Cheong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 출생 연도 및 계절, 판독자 및 초

음파 진단일령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자 효과가 새로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점과 측

정 시점과 출생 시점을 년 월로 각각 구분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점 이외에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해

외 육우의 초음파 도체 형질의 유전 모수 추정에 있어, 초음파 근내지방도 형질은 어미소의 연령이 고려되었다

(Miar et al., 2013). 본 연구에서 판독자 효과는 일부 유의 수준이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다른 요인에 비

하여 수준의 수가 적고 측정자와 중복되는 특성을 지닌 판독자(image interpreter)의 변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사

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초음파 육질 관련 형질에 대한 유전 능력 평가를 수행할 경우, 측정자

를 비롯한 일곱 가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유전 능력 평가 모형을 고안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각 요인별 수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측정 월령과 출생 월령 등의 공변량으로 변환하

여 그 유의성을 비교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on carcass traits using ultrasonic measurements traits with environments factors.

Traits Environments factors d.f. Sum of Square Means Square F statistics
P value 

(Pr > F)

BFT Measure person 14 1176.13 84.01 12.82 <0.0001

Area 17 861.05 50.65 7.73 <0.0001

Measure year   6 1703.10 283.85 43.31 <0.0001

Measure month 11 1007.49 91.59 13.97 <0.0001

Decode person   2 88.62 44.31 6.76 <0.0001

Birth year 14 17748.49 1267.75 193.42 <0.0001

Birth month 11 1316.31 119.66 18.26 <0.0001

EMA Measure person 14 19685.11 1406.08 16.34 <0.0001

Area 17 17503.63 1029.63 11.96 <0.0001

Measure year   6 88438.33 14739.72 171.24 <0.0001

Measure month 11 21961.34 1996.49 23.19 <0.0001

Decode person   2 13168.31 6584.16 76.49 <0.0001

Birth year 14 215920.05 15422.86 179.17 <0.0001

Birth month 11 14799.24 1345.39 15.63 <0.0001

MAR Measure person 14 1575.91 112.57 14.94 <0.0001

Area 17 3203.75 188.46 25.02 <0.0001

Measure year   6 3068.48 511.41 67.89 <0.0001

Measure month 11 1731.46 157.41 20.9 <0.0001

Decode person   2 119.09 59.55 7.91   0.0004

Birth year 14 13123.39 937.39 124.44 <0.0001

Birth month 11 756.21 68.75 9.13 <0.0001

BFT, Backfat thickness; EMA, Eye muscle area; MAR, Marbling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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