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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use the real-time ultrasound measurement data of Hanwoo as basic data being available to 
improvement. We used the ultrasound measurement data of 1,125 heads of performance tested cattle and the carcass data after 
castrating at about 12 months of age, fattened to 30 months, and then sold. For 921 heads of progeny tested cattle, we used test 
data and slaughter data. Heritabilities of ultrasound data for longissimus muscle area and backfat thickness measured at 12 months 
of age were estimated as 0.57 and- 0.41, respectively, and at 24 months of age, it was 0.57 and- 0.60, respectively, with high 
heritability. However, in estimation value of heritability containing ultrasound measurement for percent intramuscular fat, it showed 
low and medium heritability as 0.14 at 12 months of age and 0.22 at 24 months of age for each. The longissimus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and percent intramuscular fat of ultrasound measure traits and longissimus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of carcass traits genetic correlation of at 12 months of age were estimated as 0.616, 0.544, 0.501, respectively and 
at 24 months of age, it showed high genetic correlation as 0.894, 0.937, 0.263, respectively. As a result of ranking correlation 
between selection index by using weight, carcass traits at 12 months of age and selection index based on ultrasound measurement 
data which has high genetic correlation, in data of ultrasound measurement at 12 months of age, it showed high ranking 
correlation as that selection index of young bull was 0.140 and that of proven bull was 0.843.
(Key words : Hanwoo, Real-time ultrasound measurement, Heritability, Genetic correlation, Rank correlation)

서    론

한우는 우리나라의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역용종으로 많이 이용되

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역용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육용으로 많

이 개량되어 주요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한우는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개량하기 시작한지는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1967년 한우개량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역

우에서 육우로 개량목표가 설정되어 개량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많은 개량효과를 가져왔지만, 세계적인 다른 육우와 경쟁하기

에는 증체량과 육질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수 종축 선발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DNA 정보를 바탕으로 우수한 유전자 형질을 이용하여 선발

하는 방법과 초음파생체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선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자의 방법은 현재

육우에서 종축선발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앵거스 협회에서는 초음

파 생체단층촬영 시기를 12개월령에 유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고, 
유전적 선발반응을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 많이

측정하고 있다(Hassen 등, 2004). 
한우에서도 초음파생체단층촬영 기술을 도입하여 한우 비육우를

촬영하여 사양관리 및 출하시기 조정 등에 접목하고 있으나, 아직

개량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생

체단층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유전모수를 추정하여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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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animals by test method, location, dam age and test year-season

Test Method No. Locationa No. Dam Age No. Test Year-season No.

Performance Test 1,125 HIC    512 1   40 2003 Fall 286

Progeny Test    921 HIF 1,534 2 258 2004 Spring 280

3 438 2004 Fall 213

4 356 2005 Spring 338

5 284 2005 Fall 404

6 224 2006 Spring 298

7 162 2006 Fall 227

8 113

9 70

≥10  101

Total 2,046 2,046 2,046 2,046
a HIC : Hanwoo Improvement Center, HIF : Hanwoo Improvement Farm.

Fig. 1. Ultrasound measurement position.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는 당대검정우 1,125두를 대상으로 초음파생체단층촬영,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체중 및 6개월령과 12개월령 사이의

일당증체량 자료와 당대검정 종료 후 후보씨수소 선발에서 탈락한

개체를 농협 안성목장에서 12개월령에 거세한 후 30개월령까지 비

육 출하하여 도체성적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후대

검정우는 921두에 대하여 당대검정우의 성적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한 자료와 후대검정 종료 (24개월령) 후 비육 출하하

여 도체성적을 조사하였다. 

2. 조사항목

본 연구에서 조사된 형질로는 초음파 측정형질, 성장형질, 도체

형질을 이용하였으며, 초음파 측정형질은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

께 그리고, %지방함량을 이용하였고, 성장형질로는 6개월령 체중, 
9개월령 체중, 12개월령 체중과 6개월령과 12개월령 사이의 일당

증체량을 이용하였다. 도체형질은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

내지방도, 도체중 그리고, 도축 후 등심에 대하여 조지방 함량을

분석한 자료를 도체형질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1) 초음파 측정 형질

초음파 측정은 Pie Medical사의 Falco-100, Aquila 기기를 이

용하여 12개월령과 24개월령을 대상으로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

두께, %지방 함량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배최장근단면적은 제13늑

골과 제1요추 사이를 제13늑골과 평행하게 측정하였고, 지방함량

추정을 위한 근내지방도는 Fig. 1과 같이 제13늑골과 제1요추 사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흉추와 나란히 측정 하였다. 등지방두께는 배

최장근단면적을 촬영한 이미지에서 3/4 지점에서 피하지방층 두께

를 측정하여 판독하였다. %지방 함량 수치는 12개월령에 눈으로

판독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초음파 기기의 %지방 함량 수치를 이

용하였다.

  (2) 성장형질

본 연구에 이용된 성장형질로는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체

중과 6개월령에서 12개월령 사이의 일당증체량을 이용하였으며, 각

형질별 보정체중은 다음과 같다.

  6개월령 보정 체중 = 입식시 체중+

    (개시시 체중－입식시 체중)
    ――――――――――――― × (180－입식시 일령)
    (개시시 일령－입식시 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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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령 보정 체중 = 6개월령 체중 +

            (9개월령 체중－6개월령 체중)
         ――――――――――――――――――
         (9개월령 측정일령－6개월령 측정일령)
 
     × (270－6개월령 측정일령)

  12개월령 보정 체중 = 9개월령 체중 +

            (12개월령 체중－9개월령 체중)
        ―――――――――――――――――――
         (12개월령 측정일령－9개월령 측정일령)
      × (365－9개월령 측정일령)

                 (12개월령 체중－6개월령 체중)
  일당증체량 =  ―――――――――――――――
                 (12개월령 일령－6개월령 일령)

  (3) 도체형질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실시하는 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실시한 냉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를 이용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도축 후 제1요추 한마디 (약 1 kg)를 절개하여 국

립 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지방 함량 분석방법으로 분석

한 결과치를 활용하였다.
 

3. 통계적 분석방법

  (1) 유전모수 추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초음파 측정형질, 성장형질, 도체형질에 대

하여 각 형질의 상가적 유전효과에 대한 유전모수 및 육종가 추정

을 위하여 다형질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Y = Xb + Za + e

여기서, Y는 각 형질의 관측치(초음파 측정형질, 성장형질, 도체형

질)에 대한 벡터, X는 고정효과에 대한 계수행렬, b는 고정효과에 대한

추정치 벡터로써 당․후대구분, 년도계절, 생산지, 어미연령이며, 초음

파 측정형질인 경우 초음파 측정일령, 성장형질인 경우 개시일령, 도

체형질은 도축일령에 대한 공변량 벡터, Z는 개체에 대한 임의효과에

관한 계수 행렬, a는 개체에 대한 육종가 벡터, e는 각 형질에 대한 임

의 오차 벡터이다.
  유전모수 추정은 EM-REML algorism을 바탕으로 한

REMLF90 (Misztal, 200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산값의

차이가 10－11 이하로 수렴 될 때까지 반복추정하였다. 당대검정에

서 유전모수 추정 분석 시 이용된 혈통자료는 총 8,806두이고, 근

교된 개체수는 543두로 근친된 개체에 대한 평균 근교계수는

0.0187였다. 총 8,806두 중에서 아비와 어미를 모두 알고 있는 개

체 6,556두, 개체만 알고 있는 두수 1,953두, 어미만 알고 있는 개

체 29두, 그리고 아비만 알고 있는 개체는 268두 였다.
후대검정에 대한 혈통자료는 총 4,140두이고, 근교된 개체수는

180두로 근친된 개체에 대한 평균 근교계수는 0.0219였다. 혈통자

료에서 아비와 어미를 모두 알고 있는 개체 2,818두, 개체만 알고

있는 두수 1,235두, 어미만 알고 있는 개체 10두, 그리고, 아비만

알고 있는 개체는 77두 였다.

결과 및 고찰

1. 각 형질별 일반성적

한우 당대검정 (12개월령)과 후대검정 (24개월령)에 대한 각 형질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초음파 측정형질은 평균 368~386일령 (12개월령)에 측정한 배최

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지방 함량 자료에서 당대

검정우는 52.5 cm2, 3.34 mm, 2.59였으며, 후대검정우에서는

46.91 cm2, 3.85 mm, 3.28로 당대검정우에서 배최장근단면적이 조

금 넓으며, %지방함량에서 후대검정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

장형질에서는 비거세우인 당대검정우가 높았으며, 도체형질은 30개

월령까지 비육출하한 후보씨수소 선발 탈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Crews 등 (2002)은 육우에 대하여 12개월령때 생체단층촬영을

활용하여 배최장근단면적을 측정한 결과 거세우, 수소, 경산우에서

각각 64.60 cm2, 64.71 cm2, 51.14 cm2로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

는 각각 10.10 mm, 3.06 mm, 4.36 mm으로 보고하였다. 한우는

12개월령에 평균적으로 육우보다 배최장근단면적이 적으며, 등지방

두께는 더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전모수 추정

  (1) 유전력

본 연구에서 초음파 측정형질, 성장형질, 도체형질을 이용하여

12개월령에 측정한 자료와 24개월령에 측정한 자료에 대하여 (공)
분산성분, 잔차(공)분산 및 유전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

시하였다.
12개월령의 초음파 측정형질인 초음파 측정 배최장근단면적, 등

지방두께, %지방함량에 대한 유전력은 각각 0.57, 0.41, 0.14로 추

정되었는데, Hassen 등 (2004)은 초음파 배최장근단면적에서 0.45
로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조금 높은 결과를 보였다. 
Hassen 등 (2003)은 초음파 측정형질인 %지방 함량에 대하여

RRM (Random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유전력을 분석한

결과 28주령 소에 대하여 0.32, 63주령에 대하여 0.53으로 보고하

였으나, 12개월령 (52주)에 대한 한우의 유전력은 0.14로 Hassen 
등(2003)이 보고한 자료보다 낮은 추정치를 보였다. 이는 육우 선

발체계에서 %지방함량을 이용하여 선발에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자

및 판독의 정확도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사료되어진다. Stelzleni 등

(2002)은 Brangus 육우에 대하여 초음파 생체단층촬영을 실시하여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 함량 그리고 12개월령 체중에

대하여 유전모수를 추정한 결과 유전력이 각각 0.31, 0.26, 0.16 
그리고 0.53으로 보고하였는데 한우에 비하여 배최장근단면적과 등

지방두께에서 낮게 추정되었고 근내지방도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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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nents of variance, heritability among real-time ultrasound, growth and carcass traits in Hanwoo 

Traits
12 months of age 24 months of age

σa
2 σe

2 h2 σa
2 σe

2 h2

ULMA  17.79  13.53 0.57  32.5  24.55 0.57

UBF   0.32   0.47 0.41   5.83   3.83 0.60

UIMF   0.08   0.52 0.14   0.20   0.70 0.22

WT6 137.5 323.5 0.30 116.90 411.70 0.22

WT9 227.5 351.5 0.39  80.40 526.0 0.13

WT12 327.7 502.1 0.39 112.0 665.0 0.14

ADG   0.003   0.01 0.25   0.001   0.011 0.08

IMF   9.62   5.10 0.65  11.50   3.20 0.78

CWT 431.1 849.1 0.34 365.30 746.00 0.33

LMA  27.9  43.9 0.39  25.60  38.10 0.40

BF   6.98   7.00 0.50   6.02   5.84 0.51

MS   1.50   1.40 0.52   1.20   1.10 0.52

Table 2. Basic statistics for real-time ultrasound, weight and carcass traits in Hanwoo

Traitsa Performance Test Progeny Test
N Mean±STD Min Max N Mean±STD Min Max

UAGE (day)   831 368.97±21.23 299 415 241 386.98±23.455 306 435

ULMA (cm2)   831   52.5  ±  6.039   35.5   72.8 241   46.81±  5.205   33.3   72.4

UBF (mm)   831     3.34±  0.878     1.2     7.7 241     3.85±  1.169     1.5     8.8

UIMF (%)   811     2.59±  1.158     0.1     8.27 241     3.28±  0.682     1.62     5.34

AGE (day) 1125 190.63±16.899 150 232 921 181.99±21.572 120 244

WT6 (kg) 1125 186.42±23.729 111 260 921 175.39±31.032   86 260

WT9 (kg) 1124 266.26±26.726 180.9 357.3 919 244.34±25.741 150.7 331.6

WT12 (kg) 1120 373.54±34.185 256.8 473 916 327.13±29.146 233.7 460.8

ADG (day) 1124     1.07±  0.118     0.5     1.4 918     0.83±  0.122     0.4     1.5

SAGE (day)   267 930.74±45.405 704 1,090 914 729.28±31.341 666 857

IMF (%) . . . . 542   10.58±  4.025     2.22   25.21

CWT (kg)   267 440.48±39.254 320 581 911 355.71±37.701 230 488

LMA (cm2)   267   88.7  ±  9.945   65 116 911   76.96±  8.231   42 111

BF (mm)   267   14.07±  5.517     5   39 911     4.73±  5.36     0.3   35

MS   267     4.21±  1.786     1     8 911     3.28±  1.699     1     8
a UAGE : The age of ultrasound-measured, ULMA : Ultrasound-measured longissimus muscle area, UBF : Ultrasound-measured backfat 

thickness, UIMF : Ultrasound-measured intramuscular fat, AGE : The age of start tested, WT6 : Adjusted weight at 6 months of age, 
WT9 : Adjusted weight at 9 months of age,  WT12 : Adjusted yearling weight, ADG : Average daily gain, SAGE : Slaughter age, IMF : 
Intramuscular fat,  CWT : Carcass weight, LMA : Longissimus muscle area, BF : Backfat thickness, MS : Marbling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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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tic and phenotypic correlations among real-time ultrasound, growth and carcass traits at 12 
months of age in Hanwoo

Traits ULMA UBF UIMF WT6 WT9 WT12 ADG IMF CWT LMA BF MS

ULMA 0.185 －0.106 0.228 0.473 0.401 0.415 －0.071 0.273 0.616 －0.013 0.022

UBF 0.172 －0.133 0.079 0.258 0.308 0.466 0.141 0.354 －0.031 0.544 0.049

UIMF －0.098 －0.058 －0.257 －0.366 －0.171 －0.075 0.462 －0.007 0.26 －0.158 0.501

WT6 0.259 0.268 0.028 0.854 0.815 0.369 －0.126 0.710 0.295 0.213 －0.289

WT9 0.409 0.170 －0.081 0.566 0.936 0.710 －0.034 0.698 0.347 0.163 －0.105

WT12 0.464 0.129 －0.146 0.439 0.850 0.834 0.041 0.825 0.366 0.129 －0.055

ADG 0.41 －0.026 －0.215 0.016 0.470 0.751 0.159 0.640 0.325 －0.002 0.166

IMF －0.205 0.241 0.284 －0.038 －0.043 0.045 0.074 0.116 0.050 0.162 0.896

CWT 0.300 0.226 －0.034 0.511 0.588 0.708 0.357 0.188 0.419 0.306 －0.032

LMA 0.347 －0.071 －0.001 0.256 0.268 0.325 0.152 0.146 0.530 －0.283 0.194

BF 0.093 0.549 0.065 0.182 0.207 0.207 0.030 0.186 0.326 －0.006 －0.074

MS －0.057 0.168 0.201 0.048 －0.001 －0.003 0.033 0.730 0.115 0.225 0.029
Note : Genetic correlations are above and phenotypic correlations are below the diagonal.

Crews 등 (2002)은 12개월령 수소에 대하여 유전력은 초음파

측정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에서 각각 0.61, 0.50으로 보고하

였으며, Kemp 등 (2002)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와 초음파 측정형질인 초음파 측정 배최장근단면적, 등

지방두께, %지방함량에 대한 유전력은 각각 0.48, 0.45, 0.35, 
0.42, 0.29, 0.39 그리고 0.5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초음파 등

지방두께는 비슷한 경향치를 보였으나, 초음파 측정 %지방함량은

본 연구결과에서 유전력이 낮게 추정되었다. 
성장형질인 6개월령체중, 9개월령체중, 12개월령체중, 일당증체

량에 대한 12개월령의 유전력은 각각 0.30, 0.39, 0.39, 0.25로 추

정되었으며, 24개월령은 각각 0.22, 0.13, 0.14, 0.08로 추정되었는

데 최 등 (2005)이 6개월령 체중과 12개월령 체중의 유전력이 각

각 0.50, 0.27로 보고한 자료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기인 1988년에서 1991년까지 조사

한 후대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신 등 (1991)이 6개월령 체중과 일당

증체량에 대한 유전력이 각각 0.52, 0.29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검정사업의 초

창기로 혈통자료의 정립이 완전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화우의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Oikawa 

등 (2000)은 9개월령 체중, 13.5개월령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서 유

전력이 각각 0.38, 0.37 및 0.20으로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치를 보였다.
도체형질인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12개월령 유전력은 각각 0.34, 0.39, 0.50, 0.52로 나타났으며, 24
개월령 유전력은 각각 0.33, 0.40, 0.51, 0.52로 추정되었다. Lee 

등 (2001)은 도체중, 도체율,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

도에서 각각 0.221, 0.335, 0.342, 0.310, 0.362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에서 비슷한 경향치를 보였으

나,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Pariacote 
등(1998)은 American Shorthorn에서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에서 각각 0.46, 0.97, 0.88로 한우 도체형질의 유전력

보다 높게 추정되었으며, 도축 후 조지방 함량에 대한 유전력은

12개월령에서 0.65, 24개월령은 0.78로 추정되었다.

(2) 유전상관 및 표현형 상관

Table 4는 12개월령 한우의 초음파 측정형질, 성장형질, 도체형

질간의 유전상관과 표현형상관을 나타낸 표이다. 초음파 측정 배최

장근단면적과 도축 후 배최장근단면적, 초음파 측정 등지방두께와

도체 등지방두께, 초음파 측정 %지방함량과 근내지방도에서 유전

상관이 각각 0.616, 0.544, 0.501로 비교적 높은 정의 유전상관을

보였으며, 초음파 측정 배최장근단면적과 성장형질 (WT6, WT9)간
에는 0.228, 0.473으로 정의 유전상관으로 추정되었다. 초음파 측

정 등지방두께와 일당증체량간의 유전상관은 0.466으로 나타났고, 
%지방함량과 성장형질 (WT9, ADG)간에는 －0.366, －0.075로 모

두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Crews 등 (2002)은 12개월령 수소에 대하여 초음파 측정 배최

장근단면적과 도체 배최장근단면적간의 유전상관은 0.71로 높은 상

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치를

보였다. 그러나, Greiner 등 (2003)은 12개월령 초음파 측정형질과

24개월령 후 도체성적간의 비교한 자료에서 제12늑골 부분의 지방

함량과 도축 후 지방함량 그리고, 초음파 측정 배최장근단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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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tic and phenotypic correlations among real-time ultrasound, growth and carcass traits at 24 
months of age in Hanwoo 

Traits ULMA UBF UIMF WT6 WT9 WT12 ADG IMF CWT LMA BF MS

ULMA －0.063 0.655 0.494 0.372 －0.029 0.525 0.518 0.66 0.894 －0.064 －0.069

UBF 0.225 －0.275 0.061 0.047 0.23 －0.329 －0.198 0.459 －0.17 0.937 －0.105

UIMF －0.068 －0.008 0.537 0.496 －0.238 0.884 0.907 0.152 0.607 －0.151 0.263

WT6 0.345 0.167 0.031 0.925 0.434 0.462 0.424 0.417 0.298 0.183 －0.307

WT9 0.372 0.217 0.024 0.648 0.633 0.544 0.424 0.378 0.113 0.142 －0.257

WT12 0.434 0.256 0.008 0.467 0.804 －0.018 －0.314 0.402 －0.256 0.158 －0.478

ADG 0.207 0.08 －0.003 －0.244 0.217 0.573 0.776 0.05 0.397 －0.177 0.088

IMF 0.165 0.187 －0.006 －0.006 －0.002 0.084 0.077 0.076 0.434 －0.096 0.474

CWT 0.609 0.377 －0.022 0.509 0.583 0.704 0.353 0.221 0.481 0.336 －0.304

LMA 0.695 0.062 －0.148 0.269 0.269 0.324 0.124 0.159 0.523 －0.207 0.109

BF 0.168 0.804 0.085 0.193 0.222 0.226 0.039 0.182 0.347 0.003 －0.122

MS 0.210 0.035 －0.087 0.068 0.022 0.023 0.041 0.717 0.136 0.214 0.032

Note : Genetic correlations are above and phenotypic correlations are below the diagonal.

도축 후 배최장근단면적 간의 유전상관이 각각 0.89, 0.86이라 하

여 본 결과 보다 유전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초음파 측정형질이 육우선발에 있어서 유전적 선발반응이나 선

발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체 EPD (Expected Progeny Difference)
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Crews 등 (2001)이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초음파 측정형질과 도체형질의 유전상관

이 높은 정의상관을 보여 Crews 등 (2001)이 보고한 자료와 같이

선발에 이용하였을 경우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성장형질인 12개월령 체중과 도체중간의 유전상관과 표현형상관

은 각각 0.825, 0.708로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육성기때의

성숙도가 향후 도체형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에서 유전상관

이 각각 0.419, 0.306, －0.032로 나타났으며,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간의 유전상관은 －0.283, 0.194로 각각

추정되었다. 근내지방도는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에

서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지방 함량은 0.896으로 높은 유

전상관을 보였다.
24개월령에 대한 각 형질별 유전상관과 표현형상관은 Table 5에

제시를 하였는데, 초음파 측정 형질인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와 도체형질인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에서 유전상관이 각각

0.894, 0.937으로 높은 정의 유전상관을 보였으며, %지방함량과

근내지방도 간에는 0.263으로 낮은 유전상관을 보였다.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에서 유전상관이 각각 0.481, 0.336

로 추정되었는데 노 등 (2004)이 보고한 0.651, 0.138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배최장근단면적과 근내지방도간의 유전상관은

0.109로 낮은 정의상관으로 추정되어 신 등 (1991)과 박 등

(2002)이 보고한 0.06, 0.02보다 높은 정의상관을 보였다.

  (3) 순위상관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와 초음파 형질을 이용한 선발

지수간의 순위상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발지수는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위원회)

에서 씨수소 선발 시 이용되고 있은 지수식을 이용하였다.
후보씨수소를 선발하는 선발지수와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와 초음

파 형질간의 유전상관이 높은 12개월령체중, 초음파 배최장근단면

적, %지방함량을 접목하여 초음파 선발지수 간의 순위상관을 실시

한 결과 후보씨수소 선발지수와 보증씨수소 선발지수, 초음파 형질

선발지수는 각각 0.331, 0.140로 추정되었고, 보증씨수소 선발지

수와 초음파 형질 선발지수는 0.843으로 높은 정의상관으로 추정

되었다. 
후대검정을 실시한 24개월령 성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후보씨수소 선발지수와 보증씨수소 선발지수간에는 모두 부의상관

을 보였으며,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와 초음파 형질 선발지수 간에는

0.259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12개월령 초음파 측정형질을 선발지수에 활용하여

씨수소를 선발 하였을 경우 지금의 보증씨수소 선발지수 체계와 높

은 상관이 있으므로 초음파 측정형질을 이용하여 우수한 씨수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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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ank correlations among the selection index for young bull, proven bull and ultrasound-measured in 
Hanwoo

Indexa YBSI PBSI USI

YBSI 0.331** 0.140**

PBSI －0.236** 0.843**

USI －0.676** 0.259**

Note : The rank correlations of 12 months of age are above and 24 months of age are blow the diagonal.
** : p<0.01
a YBSI (Young bull selection index) : (Yearling weight EBV × 2) + Marbling score EBV, PBSI (Proven bull selection index) : 

(Longissimus muscle area EBV)－(Backfat thickness EBV) + (Marbling score EBV × 6), USI (Ultrasound-measured selection index) : 
(Ultrasound-measured longissimus muscle area EBV)－(Ultrasound-measured Backfat thickness EBV) + (Ultrasound-measured 
intramuscular fat EBV × 6)

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씨수소 선발 시 초음파 측정형질만

가지고 선발하였을 경우 선발의 정확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더 많

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초음파생체단층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한우개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하였다. 당대검정우 1,125두에 대하

여 초음파생체단층 촬영한 자료와 검정성적자료 및 12개월령에 거

세한 후 30개월령까지 비육 후 출하하여 도체성적을 조사한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후대검정우는 921두에 대한 검정성적자료와 도체

성적자료를 이용하였다.
12개월령에 측정한 초음파생체단층 촬영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

방두께의 유전력은 각각 0.57, 0.41로 추정되었으며, 24개월에서는

각각 0.57, 0.60으로 고도의 유전력을 보였다. 그러나, 초음파 측정

%지방함량 유전력 추정치에서는 12개월령과 24개월령에서 각각

0.14, 0.22로 저․중도의 유전력을 보였다. 12개월령에 초음파생체

단층 촬영한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과 도체형질의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유전상관은 각각 0.616, 
0.544, 0.501로 추정되었고, 24개월령에서는 각각 0.894, 0.937, 
0.263으로 높은 유전상관을 보였다. 12개월령에 측정한 초음파 측

정 %지방함량과 근내지방도에서 높은 유전상관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4개월령에서는 환경적요인 (사양기술 등)에 의해 영향을 많

이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선발에 활용할 경우 24개월령 측정치 보

다는 12개월령 측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12개월령 체중과 도체형질을 이용하여 씨수소를 선발하는 선

발지수와 이와 유전상관이 높은 초음파생체단층촬영 자료를 바탕으

로 선발하는 선발지수간의 순위상관을 분석한 결과 12개월령에 초

음파생체단층 촬영한 자료에서 후보씨수소 선발지수는 0.140, 보

증씨수소 선발지수는 0.843으로 높은 순위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실시간으로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와 같은 도축하지 않아도 도체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생체단

층 촬영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선발에 활용한다면 근내지방도는

24개월령에 측정하는 것보다 12개월령에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고 사료되어지며, 향후 초음파생체단층기술에 관한 더 많은 연

구를 통하여 종축선발에 활용한다면 씨수소의 조기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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