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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영역(20Hz∼20KHz) 이상의 주파수를 
갖고 있으며, 파장이 짧고 지향성이 예민함과 
동시에 가청음과는 달리 평면파를 얻을 수 있
고, 특히 1MHz 이상이 되면 전파방향에 직진
성을 갖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Kraut- 
kramer 등, 1969; Wells, 1969). 1950년대 초반
에 Ludwig(1950), Wild(1950) 및 Howry와 Bliss 

(1952)가 초음파를 소, 돼지 및 사람의 체내조
직에 주사하여 초음파의 전파속도 계측과 조직
내부의 해석을 시도한 것이 초음파 연구의 기
초적 발단이 되었으며, 이후 생체에 대한 초음
파의 이용에 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초음파를 이용한 생체평가는 가축에는 무해
하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소의 
산육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의 
결정이나 종축 선발 등의 여러 목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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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고 있으며(原田, 1994), 현재 국내에서도 
생체평가를 위한 초음파 기기의 이용이 급속도
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우를 
대상으로 초음파의 활용도 및 예측율을 높이려
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나(방, 1994; 김 
등, 1995; 방, 1997; 윤 등, 1997; 정, 1997; 차, 
1997; 윤, 2000; Song 등, 2002), 아직까지는 초
음파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연구가 충분히 수행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의 이용기술 확
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시험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도를 증대
시키려는 목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출하직
전 한우의 도체형질을 예측하고, 다양한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도체육량등급의 예측율을 향
상시키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축 및 실험방법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 및 남원지소의 
24개월령 27, 28, 29 및 30차 후대검정용 거세
한우 573두를 대상으로 체중측정과 함께 주파
수 2MHz의 linear probe(27×147mm)를 장착한 
실시간 초음파 진단기(Super-Eye Meat, FHK, 
Japan)를 이용하여 제 13흉추와 제 1요추 사이
의 횡단면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영상은 휴대
용 PC에 저장한 후 계측 소프트 프로그램
(Image-Pro Express, Media Cybernetics, USA)을 
이용하여 배최장근 단면적과 등지방 두께를 측
정하였으며, 초음파 측정 후 1주일 이내에 도
축장으로 이송하여 등급판정사에 의한 도체평
가를 실시하였다.
  배최장근 단면적은 배최장근과 인근 조직 사
이 경계면의 반사파(echo)를 기준으로 배최장근 
윤곽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측정하였고, 등지방 
두께는 도체평가와 동일한 배최장근의 3분의 2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2. 육량등급 예측방법

  (1) 육량지수 산식

  도체시 적용되는 육량지수 산식을 이용하여 
냉도체중 대신 생체중에 본 시험축 573두의 평
균 도체율을 적용하여 대입하였고, 도체측정 
등지방 두께와 배최장근 단면적 대신 초음파 
측정치를 대입하여 육량지수를 산출하였다. 
  육량지수 산식과 육량지수에 따른 육량등급
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Y = 65.834－ [0.393 ×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
께(mm)] + [0.088 × 초음파측정 배최장근 
단면적(cm2)]－[0.008 × 생체중(kg) × 평균 
도체율] + 2.01

     (A등급 : 69≤Y, B등급 : 66≤Y<69, C
등급 : Y<66)

  (2) 등지방 보정식

  육량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등지방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공식으로서,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별 도체육량등급의 분포도를 작성
하여 등지방 두께만으로 도체육량등급의 예측
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육량지수 산식을 이용하여 도체육량등급을 예
측하였다.

  (3) 중회귀 분석

  육량지수 산식을 보면 전형적인 1차 선형식
이므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공식을 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초음파측정 배최장근 단면적, 생체중을 독립변
수로 하고 도체육량지수를 목적변수로 하여 
SAS package(2000)를 이용한 중회귀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 식에 초음파
측정 등지방 두께, 초음파측정 배최장근 단면
적, 생체중을 대입하여 육량지수를 구하고, 육
량지수에 따른 육량등급 분류에 의거하여 도체
육량등급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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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α+ β 1 x 1+ β 2 x 2+ β 3 x 3     

Y  : 도체육량지수                 
α  : 절편                         
x 1 :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x 2 : 초음파측정 배최장근 단면적   
x 3 : 생체중                       

  (A등급 : 69≤Y, B등급 : 66≤Y<69,
   C등급 : Y<66)

  (4) 의사결정나무 분석

  살아있는 한우의 초음파 측정시 측정환경, 
소의 개체별 특성, 초음파 기계의 상태 등 여
러 요인에 의하여 등지방 두께와 배최장근 단
면적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회귀 분석 모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선형성의 가정을 필요로 하
지 않는 비모수적인 접근법과 두 개 이상의 변
수가 결합하여 목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는 교효효과의 분석방법이 필요하
다. 따라서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초음파측
정 배최장근 단면적 및 생체중을 입력변수로 
하고 도체육량등급을 목표변수로 하여 SAS 
Enterprise Miner 4.0(2000)을 이용한 decision 
tre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알고리즘은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측도
는 목표변수인 도체육량등급은 명목형, 입력변
수인 등지방 두께는 순서형, 배최장근 단면적 
및 생체중은 연속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부적절
한 추론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하고 
최종 예측모형을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도체 실측치와 초음파 측정치의 비교

  24개월령 후대검정용 거세한우 573두를 대상
으로 출하직전에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등지
방 두께 및 배최장근 단면적을 측정한 후 도체 
실측치와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등지방 두께에 있어서 실측치와 측

정치의 평균은 각각 7.6mm와 7.0mm로 나타나 
초음파를 이용한 등지방 두께의 측정에서 도체 
실측치에 비해 7.7%정도 과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측치와 측정치간에 유의적(p< 
0.05)인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Perkins 등
(1992)의 초음파 측정치가 도체 실측치에 비해 
평균 8% 정도 과소 판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와 정(1997)이 보고한 도체 실측치와 초음
파 측정치의 평균이 각각 7.7mm 및 7.5mm로 
초음파 측정시 0.2mm 정도 과소 평가됐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방(1997)의 초
음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가 평균 각각 12.9 
mm 및 10.1mm로 초음파를 이용한 등지방 두
께 측정이 유의적(p<0.001)으로 과대 판정되었
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배최
장근 단면적은 도체 실측치와 초음파 측정치가 
각각 75.5cm2와 74.8cm2로 0.7cm2의 오차를 나
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Waldner 등(1992)과 Perkins 등(1992)
의 초음파를 이용한 배최장근 단면적의 추정이 
도체 실측치에 비해 다소 과소 평가되는 경향
이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정(1997)이 보
고한 측정치와 실측치간 0.79cm2의 오차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방(1997)의 초음파를 
이용한 생체 판정치가 도체 판정치 보다 3.28 
cm2정도 과대 평가되어 유의적(p<0.05)인 차이
를 보였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는 도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지방의 이동이나 근육의 수축, 그리고 박피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과 본 시험에서 사용한 
기기와 같이 두 화면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나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etween ultrasonic and carcass 
measures

Items Back fat 
thickness(mm)

Longissimus 
muscle area(cm2)

Carcass    7.6±3.20a   75.5±8.98ns

Ultrasound    7.0±2.65b   74.8±9.55

Difference    0.6±1.65    0.7±5.56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 (p<0.05).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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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는 실험적 오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도체 실측치와 초음파 측정치간의 상관계수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생체중과 도체중과의 
상관은 0.93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p<0.001), 이것으로 보아 육량지수 산식을 이
용한 도체육량등급 예측시 도체중 대신 생체중
에 평균 도체율을 적용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등지방 두께의 초음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간의 상관계수는 0.86으로 유의적
(p<0.001)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Perkins 등(1992)의 0.75, Smith 등(1992)의 0.81, 
Brethour(1990)의 0.84, 차(1997)의 0.79(비거세
우), 0.41(암소), 방(1997)의 0.67에 비해 높은 
상관을 나타냈지만, Robinson 등(1992)이 보고
한 0.92와 정(1997)이 보고한 0.95 보다는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배최장근 단면적의 초음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간의 상관계수는 0.82로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상관을 보여, Perkins 
등(1992)이 보고한 0.69, Waldner 등(1992)의 
0.73, 차(1997)의 0.81(비거세우), 0.43(암소) 보
다 높았으나, 방(1997)이 보고한 0.84와 정
(1997)이 보고한 0.95 보다 다소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실제 육량등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도체육량지수와 생체중, 초음파 등지방 두께, 
초음파 배최장근 단면적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25, -0.73, 0.06으로 나타나, 초음파 측정치
에 있어서 등지방 두께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
였다.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한 육량예측에 있
어서 등지방 두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2. 도체육량등급 예측

  (1) 육량지수 산식

  초음파를 이용하여 도체육량을 예측할 때,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손쉽게 
육량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체 판정시 적
용되는 육량지수 산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시험에서는 육량지수 산식을 이용하여 도체 실
측치 대신 초음파 측정치를 대입하고 냉도체중 
대신 초음파 측정 당시의 생체중에 평균 도체

율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본 시험에 공시된 
거세우 573두의 생체중, 도체중 및 도체율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평균 도체율 
57.4%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육량지수 산식
을 이용하였다.

  Y = 65.834－[0.393 ×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mm)] + [0.088 × 초음파측정 배최장근 단
면적(cm2)]－[0.008 × 생체중(kg) × 57.4%] 
+ 2.01

    (A등급 : 69≤Y,  B등급 : 66≤Y< 69,  
C등급 : Y<66)

  (2) 등지방 보정식

  등지방 두께는 도체육량지수와의 상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체육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육량지수 산식에서 등지방 
두께 1mm의 차이는 배최장근 단면적 4.5cm2, 
체중 49.1kg과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등지방 두께에 따른 도체육량등급의 분류 패턴
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체육량등급을 
예측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ultrasonic and carca

 Items BW BFTU LMAU CW

 BW1) 1.00--

 BFTU2) -0.41*** 1.00--

 LMAU3) -0.52*** -0.37*** 1.00--

 CW4) -0.93*** -0.49*** 0.61*** 1.00--

 BFTC5) -0.40*** -0.86*** 0.31*** -0.48***

 LMAC6) -0.59*** -0.27*** 0.82*** -0.64*** -

 YGIC7) -0.25*** -0.73*** 0.06-- -0.28*** -

1) Body Weight,  2) Ultrasonic Back Fat Thickness,  3) Ultrasonic Longi
5) Carcass Back Fat Thickness,  6) Carcass Longissimus Muscle Area,  7)

*** p<0.001.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body weigh
percent

Body weight(kg) Carcass weight(kg)

534.4±54.66 306.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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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에는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별 도체
육량등급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등지방 두께 
5mm 이하는 총 149두 중 A등급이 135두, B등
급이 14두로, A등급이 90.6%를 차지하였으며, 
등지방 두께 6mm부터 8mm까지는 총 287두 
중 A등급이 191두로 66.6%를, B등급이 96두로 
33.5%를 나타내었다. 또한 등지방 두께 9mm부
터 15mm까지는 총 128두 중 A등급이 17두, B
등급이 104두, C등급이 7두로, B등급이 81.3%
를 차지하였고, 등지방 두께 16mm 이상은 총 
6두로 모두 C등급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한 육량등급 예측에서 등지방 두께 5mm 
이하는 A등급으로, 9mm부터 15mm까지는 B등
급으로, 16mm 이상은 C등급으로 판정을 하였
다. 그리고, 등지방 두께만으로 육량등급 구분
이 확실하지 않은 6mm부터 8mm까지는 육량
지수 산식을 이용하여 예측을 실시하였다.

  (3) 중회귀 분석

  초음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에서 등지방 두
께는 평균 0.6mm, 배최장근 단면적은 평균 0.7 
cm2의 오차를 보였고, 일반 육량지수 공식을 
이용할 경우 도체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체중과 초음파 측정치를 이용한 새로운 육량
지수 공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초음파측
정 등지방 두께, 초음파측정 배최장근 단면적, 
생체중을 독립변수로 하고, 도체육량지수를 목
적변수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되었고, 각 독립변
수들이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판정되었다.

  Y = 68.93－0.0026 × BW(kg)***－0.43714 ×
BFU(mm)*** + 0.06113 × LMAU(cm2)***

     *** p<0.001.

  (4) 의사결정나무 분석

Table 4. Frequency distributions between ultrasonic back fat thickness and carcass yield 
grade

BFTU1)

(mm)
YGC2)

Total Prediction
methodA B C

 2   1   1

YGU3) : A
 3  26   1  27
 4  56   3  56
 5  55  10  65
 6  96  33 129

Formula 7  65  33  98
 8  30  30  60
 9   9  40  49

YGU : B

10   7  27  1  35
11  13  1  14
12  11  1  12
13   6   6
14   1   3  2   6
15   4  2   6
16  4   4

YGU : C
20   2

Total 346 214 13 573
1) Ultrasonic Back Fat Thickness, 2) Carcass Yield Grade, 3) Ultrasonic Yiel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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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

로 분류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초음
파측정 배최장근 단면적 및 생체중을 입력변수
로 하고, 도체육량등급을 목표변수로 하여 deci- 
sion tre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의한 도체육량등급의 
분류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등지방 두께는 
육량등급 분류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최장근 단
면적이 육량등급 분류에 이용되었다. 하지만, 
생체중은 육량등급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류도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3mm 이하인 
것, 등지방 두께가 4 및 5mm이면서 초음파측
정 배최장근 단면적이 55.5cm2이상인 것, 등지
방 두께가 6, 7 및 8mm이면서 배최장근 단면
적이 66.1cm2 이상인 것을 모두 A등급으로 판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지방 두께가 
16mm 이상인 것은 모두 C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B등급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5) 도체육량 예측율의 비교

Fig. 1. Distribution pattern of yield grade by the decision tree method.

BFTU

≤8 9~20

BFTU

≤5 6~8

A      74.9% 329
B     25.1% 110
C       0.0%     0
Total 100.0% 439

A      66.6% 191
B     33.4%   96
C       0.0%     0
Total 100.0% 287

LMAU

＜66.1 66.1≤

A      75.4% 181
B     24.6%   59
C       0.0%     0
Total 100.0% 240

A      21.3%   10
B     78.7%   37
C       0.0%     0
Total 100.0%   47

A      60.4% 346
B     37.3% 214
C       2.3%   13
Total 100.0% 573

BFTU

9~15 16~20

A      13.3%   17
B     81.3% 104
C           5.5%     7
Total 100.0% 128

A      0.0%     0
B     0.0%     0
C       100.0%     6
Total 100.0%     6

LMAU

A      90.8% 138
B     9.2%   14
C       0.0%     0
Total 100.0% 152

55.5≤＜55.5

A      92.5% 135
B     7.5%   11
C       0.0%     0
Total 100.0% 146

BFTU

4~5≤3

A      0.0%     0
B     100.0%     3
C       0.0%     0
Total 100.0%     3

A       100.0%     3
B     0.0%     0
C       0.0%     0
Total 100.0%     3

A      50.0%     3
B     50.0%     3
C       0.0%     0
Total 100.0%     6

A      12.7%   17
B     77.6% 104
C       9.7%   13
Total 100.0% 134

BFTU

≤8 9~20

BFTU

≤5 6~8

A      74.9% 329
B     25.1% 110
C       0.0%     0
Total 100.0% 439

A      66.6% 191
B     33.4%   96
C       0.0%     0
Total 100.0% 287

LMAU

＜66.1 66.1≤

A      75.4% 181
B     24.6%   59
C       0.0%     0
Total 100.0% 240

A      21.3%   10
B     78.7%   37
C       0.0%     0
Total 100.0%   47

A      60.4% 346
B     37.3% 214
C       2.3%   13
Total 100.0% 573

BFTU

9~15 16~20

A      13.3%   17
B     81.3% 104
C           5.5%     7
Total 100.0% 128

A      0.0%     0
B     0.0%     0
C       100.0%     6
Total 100.0%     6

LMAU

A      90.8% 138
B     9.2%   14
C       0.0%     0
Total 100.0% 152

55.5≤＜55.5

A      92.5% 135
B     7.5%   11
C       0.0%     0
Total 100.0% 146

BFTU

4~5≤3

A      0.0%     0
B     100.0%     3
C       0.0%     0
Total 100.0%     3

A       100.0%     3
B     0.0%     0
C       0.0%     0
Total 100.0%     3

A      50.0%     3
B     50.0%     3
C       0.0%     0
Total 100.0%     6

A      12.7%   17
B     77.6% 104
C       9.7%   13
Total 100.0% 134

Table 5. Comparison of prediction accuracy of yield grade b

YGC1) YGU2)
Formula Fat depth alone

Heads Accuracy Heads Accuracy Hea

A
A 302 87.3% 300 86.7% 29
B  44  46  5
C   0   0  

Subtotal 346 346 34

B
A  62  54  4
B 151 70.6% 160 74.8% 16
C   1   0  

Subtotal 214 214 21

C
A   0   0  
B   6   7  
C   7 53.8%   6 46.2%  

Subtotal  13  13  1
Total 573 80.3% 573 81.3% 57

1) Carcass Yield Grade,  2) Ultrasonic Yiel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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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육량등급 예측방법에 의한 도체육량 
예측율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육량지
수 산식, 등지방 보정식, 중회귀 분석 및 의사
결정나무 분석에 의한 도체육량등급에 의한 예
측율은 각각 80.3%, 81.3%, 80.1% 및 81.8%로 
나타났다. 그러나 C등급의 예측율은 모든 예측
방법에서 50% 내외의 낮은 예측율을 나타냈으
며, 이는 본 시험축의 C등급 출현 두수가 매우 
적은 점과 도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차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지방 보정식을 이용하여 도체육량등급을 
예측하는 것이 육량지수 산식을 이용하는 것보
다 1%의 예측율을 향상시켰다. 등지방 두께는 
육량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형질로서 
도체육량의 예측율 향상을 위해서는 등지방 두
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해서는 등지방 두께의 초음파 측
정치와 도체 실측치간의 오차에 영향하는 요인
을 명확히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회귀 분석에 의한 예측율은 육량지수 산식
에 비해 0.2%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도체육량
지수와의 상관은 0.82로 육량지수 산식의 0.79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체율의 적용없
이 생체중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의한 도체육량등급 예
측율은 81.8%로 4가지 예측방법 중 가장 높은 
예측율을 나타냈으며, 초음파측정 등지방 두께 
및 배최장근 단면적만으로도 도체육량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한 육량등급의 예측은 우형기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농가에서도 적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육량지수 산식을 제외한 3가지 육량예측 방
법들은 도축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측방법을 도
출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진다면 도체육량 예측율이 크게 향상될 것
으로 판단된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초음파를 이용한 한우의 도체육량
등급 예측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4개월령 거
세한우 573두를 대상으로 출하직전에 체중측정
과 함께 실시간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하여 도
체형질을 측정하였다. 초음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와의 비교분석에서 도출된 다양한 육량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도체육량등급을 예측하
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등지방 
두께와 배최장근 단면적의 도체 실측치와 초음
파 측정치간의 차이는 각각 0.6±1.65mm와 0.7 
±5.56cm2로 나타났다. 등지방 두께 및 배최장
근 단면적의 초음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86 및 0.82로 높게 나타났다
(p<0.001). 도체육량등급 예측율은 육량지수 산
식, 등지방 보정식, 중회귀 분석 및 의사결정나
무 분석에서 각각 80.3%, 81.3%, 80.1% 및 
81.8%를 보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이 예측율과 
활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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