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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물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육종기법은 컴퓨
터의 발전과 더불어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년대 이후 개체들의 혈연관계. 1970
를 고려한 의 혼합모형식Henderson (Herderson,

이 소개된 이후에 이 분야에 커다란 발전1973)
을 이룩하였다 통계적 가축육종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집단,
의 개념에서 해당 형질에 대한 유전적 변이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유전 분산 및 형질들 또
는 임의변량 간의 공분산 성분에 대한 연구이
고 둘째로는 집단의 유전적 변이에 근거한 개
체들의 유전능력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가축개체모형이 소개된 이후에 분석 방정식의
크기가 방대해지고 따라서 육종가 추정에 있어
서 계수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하여 모형식
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지난해짐에 따라서 이
에 대한 대안으로써 반복추정방법의 일환인

반복추정법 또는Gauss-Seidel Successive over

범주형 자료를 포함한 다형질 임계개체모형에서
유전능력 추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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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gorithms for estimating breeding values on several categorical data by using latent variables with
threshold conception were developed and showed. Thresholds on each categorical trait were estimated by
Newton’s method via gradients and Hessian matrix. This algorithm was developed by way of expansion
of bivariate analysis provided by Quaas(2001). Breeding values on latent variables of categorical traits
and observations on linear traits were estimated by 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PCG) method, which
was known having a property of fast convergence. Example was shown by simulated data with two
linear traits and a categorical trait with four categories(CE = calving ease) and a dichotomous trait(SB =
Still Birth) in threshold animal mixed model(TAMM). Breeding value estimates in TAMM were compared
to those in linear animal mixed model (LAMM). As results, correlation estimates of breeding values to
parameters were 0.91 ~ 0.92 on CE and 0.87 ~ 0.89 on SB in TAMM and 0.72 ~ 0.84 on CE and 0.59 ~
0.70 on SB in LAMM. As conclusion, PCG method for estimating breeding values on several categorical
traits with linear traits were feasible in T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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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추정법이 소개되었다relaxation(SOR) (Schaeffer
하지만 최근 동물육종에and Kennedy, 1986).

있어서 혼합모형식을 설정하고 해 를(Solution)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에 비교하여SOR
추정치의 해에 접근하는 속도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PCG (preconditioned conjugate

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gradient algorithm)
등(Stranden and Lidauer, 1999; Lidauer ., 1999).

특히 등 은 선형인 다수의 형질에Tsuruta (2001)
대한 혼합모형식을 설정하고 육종가를 추정할
때 방법과 방법을 비교 발표하였는, PCG SOR
데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법이, PCG SOR
방법보다 모수에 접근하는 속도를 배 이상 빠르3
게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와. Janss Foulley

는 하나의 연속변량과 하나의 불연속 다(1993)
항분포자료에 대한 변량 분석방법을 제시하였2
고 이에 대한 예제로써 소에 있어서 생시체중
과 분만난이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는 이러한 서로 다른 분포특성을Quaas(2001)
갖는 자료의 육종가 추정에 있어서 임계혼합모
형 을 설정하고(threshold mixed model) Newton's

와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method EM-algorithm .
그는 하나의 범주형 자료와 하나의 연속형 자
료만을 가정한 변량 혼합모형에서 분석방법을2
제시하였으며 개 이상의 형질을 고려한 분석3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며 또
한 개 이상의 범주형 자료에 대한 임계모형하2
에서 육종가 추정방법이 발표된 바가 없다 또.
한 범주형 자료 또는 연속형 자료가 일부 누
락되었을 때 분석방법에 대하여 발표된 바가
없으며 Quaas (2001)의 연구는 육종가 추정방법
으로써 Gauss- 반복추정방법을Seidel iteration
활용하였고 방법을 응용하지는 못하였PCG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 이상의 범주형 자료와2
하나 이상의 연속형 자료에 대하여 범주형 다
형질 개체혼합모형을 설정하고 잠재변수를 생
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기법을 접목PCG
하여 육종가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
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Monte-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Carlo .

모형 및 분석방법.

1.

본 연구는 가 제안한 하나의 범주Quaas(2001)
형 자료와 다수의 연속형 자료에 있어서 육종
가 추정방법을 일반화하여 다수의 범주형 자료
와 다수의 연속형 자료에 대한 육종가를 추정
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고려된.
형질은 연속형 자료로써 체중 과 유량(BW) (MY)
을 가정하였고 범주형 자료로써 이항분포 자료
인 분만시 생존유무 와 다항분포 자료인 분(SB)
만난이도 를 고려하였다(CE) .
만일 분만난이도에 대한 관측치(Y1 가 이면) k
두 개의 인접된 임계값내의 잠재변수가 존재한
다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Y1 = k if t1(k-1) < y1 < t1k

또한 분만시 생존유무에 대한 관측치(Y2 가) 1
이면 상기의 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계값내CE
의 잠재변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Y2 = 생존1( ) if t20 < y2 < t21

실제로 의 경우에 임계값은 하나만 존재SB
하고 t0 = 이며 t2 = 가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형 변량인 체중(y3 과)
유량(y4 을 고려한 모형식을 표현하면 각각의)
형질들에 대하여 θ' = 이고[ ' ']β α W = [X Z라]
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단순히 표현할 수 있
다.

y1 W1 0 0 0 θ1 e1
y2 W2 0 0 θ2 e2

= (1)
y3 W3 0 θ3 e3

y4  W4θ4 e4
여기서 가지 형질들에 대하여 다변량 정규4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지역변수 사후조건분포θ

를 최대화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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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p(θ | Y1, Y2, y3, y4)
= const ln p(Y1, Y2 | y3, y4, )θ (2)

ln p(y3, y4 | )θ ln p( )θ

여기서 p(Y1 | y3, y4, 와)θ p(Y2 | y3, y4, 는 다항)θ
분포 및 이항분포하고 p(y3, y4 | 와)θ p 는( )θ
다변량 정규분포의 특성을 갖는다.

2.

잠재변수의 생성(1)
상기의 식 에서 고정효과의 한 수준내에(2)
서 오직 만을 포함한다면 이에extreme score
대한 해는 무한 으로 발산하게 된다(± )
(Extreme Cat 따라서 이egorical Problem, ECP).
러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거나 분석모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 예(Quaas, 2001).
로써 특정 동기우 그룹내에 분만한 송아지가
모두 쉽게 분만하여 분만난이도가 모두 인1
경우가 그 예이다 상기의 모형 에서 잠재. (1)
변수의 생성은 와 가 제시한Janss Foulley(1993)
바와 같이 지역모수 사후조건 분포함수하에
잔차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잠재변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i번째 이항 또는 다
항분포자료의 잠재변수(yi 는 다음과 같이 생)
성된다.

(3)

여기서 기호는 해당형질을 제외한 기타 다‘ ’
른 형질에 대응되는 값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

면 는 i번째 범주형 자료의 잔차 추정치를
제외한 기타 형질들에 대한 잔차 추정치의 벡
터이고 y i는 i번째 범주형 자료의 잠재변수를
제외한 기타 다른 형질의 관측치 또는 잠재변
수로 구성된 벡터를 의미한다. ti(k 1)는 i번째 범
주형 자료의 관측치 에서k k 의 임계값을 의1

미한다. 및 는 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
와 누적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를 의미한다 여기서(Cumulated density function) .
모든 함수는 하지 않다 즉 위의 식Identifiable .
과 같이(3) i번째 범주형 자료의 잠재변수에 대

한 확률분포 Xi는 아래의 식 와 같이 모든(4)
임계값과 모든 고정효과의 각 수준에 동일하게
를 가감하여도 변화하지 않으며 또한 임계값
과 지역모수 추정치에 를 곱하여도τ Xi는

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임계invariant .
값을 으로 하여 지역모수 추정치를 고정시“0”
키며 또한 잔차분산의 크기를 로 제한하여“1”
잠재변수의 크기를 고정시켜 잠재변수를 생성
할 수 있다(Lee, 2002).

(4)

또한 자료특성을 갖는 고정효과내의 기ECP
록의 경우처럼 XiL 또는 XiR이 무한 으로(± )
발산하게 되면 상기의 λi의 분모는 으로 접“0”
근하여 추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에는 모형에서 고정효과를 임의변량으로 변형
또는 다음과 같이 이중 절단형 정규분포함수를
이용하면 추정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추정
치라고 할 수 없다(Quaas, 2001).

활용 지역모수의 추정(2) EM-Algorithm
범주형 자료에 대한 임계값의 추정은 알EM
고리즘을 이용할 수는 없으며 방법을Newton’s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모수의 추정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임계값EM

및 분산 공분산 성분이 주어진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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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과 유사하게 추정될 수 있다BLUP .
즉 상기의 식 과 같이 에 대한 잠재변수(3) CE
( 에 대한 잠재변수), SB ( 체중), ( 및 유)
량( 을 고려한 다변량 혼합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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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ij는 잔차 분산 공분산 성분의 역행렬
의 번째 행과 번째 열의 원소이고i j G*는 고정
효과에 속하는 열과 행은 를 갖는 임의효과“0”
의 분산 공분산 성분에 대한 역행렬을 의미한
다 상기의 혼합모형식 를. (5) Ax = b로 간단히
표현하고 지역모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써
방법을 전산프로그램 로 기술하PCG pseudo-code

면 다음과 같다(Shewchuk, 1994).

우선 r :잔차벡터, M = diag(A) : preconditioner
라 정의하고matrix ,

초기화 : n = 0 ; x0 = 0 ; r0 = b Ax0 ; p0 = M 1r0 ; 하여
전산 가코드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do until “convergence”
;

여기서 은if mod(n,m)==0 then ! m
잔차보정 로 정의됨cycle

else

end if

end do

상기의 프로그램 코드에서 및 는 벡r, b, p w
터이고 과 는 행렬이며 기타 변수는M A scalar
이다 일반적으로 인 은. preconditioner matrix M
계수행렬 의 대각선상의 값을 이용하며 각각A
의 벡터와 이 전체기억장치 용량의 대부분을M
차지하게 된다 또한 매 정기적인 반복 횟수.
마다 오차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해
에 도달하도록 구현한다.

방법 활용 임계값 추정(3) Newton’s
범주형 모형에서 임계값의 추정방법으로써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Newton’s .
일반적으로 추정모수에 대한 이차 편미분 행렬
인 를 얻는데 계산이 용이한 점Hessian matrix
때문에 방법 보다 방법Fisher scoring Newton’s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는 일반적인 선형모형식과 유사한 것 같

으나 이는 주어진 임계값이 대한 모형식의 해
이기 때문에 역으로 가 추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6)

상기의 과정은 일정의 수렴기준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하게 된다.
여기서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상기의 식 에서(1) i번째 이항분포 또는 다항분
포 자료의 관측치 Yi=k의 사후조건확률분포에
대한 차 편미분1 와 차편미분(gradient) 2 H

를 자료파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성(Hessian)
할 수 있다.

Gradients

Hessian

if k 1

if k m

if k > 1

if 1 < k < m

if k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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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기록별로 계산된 상기의 차 및 차1 2
편미분 값은 누적되어 다음과 같이 임계값이
추정된다.

모 의 실 험.

상기의 알고리즘을 실제 모의실Monte-Carlo
험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모의실험에 고려된.
형질은 연속형 변량으로 체중 과 유량(BW) (MY)
이었고 불연속 범주형 자료는 분만난이도(CE)
와 생존유무 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모의자(SB) .
료 생성에서는 이러한 범주형 자료의 잠재변수
를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하에 연속변량에서
생성한 후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범주형 자
료를 재생성하였다 본 모의실험에 있어서 각.
세대별 종축선발은 가지 고려된 형질들에 대4
한 다변량 혼합개체모형식으로부터 추정된 각
형질별 육종가최적선형불편예측치에 상대적( )
경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종축을 선발
하였다 종축선발을 위한 모의실험은 숫소. 100
두 및 암소 두를 기초축으로 하여 매세대2,000
수컷 두와 암컷 두를 선발하여 세대20 1,000 10
동안 진행되었고 출생년도는 세대와 중첩되도
록 설계하였으며 개체별 혈연관계를 고려하였
다 세대간격은 수컷의 경우 보증종모우로 선.
발된 후에 정액을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세부6
터 세까지 이용하였으며 암컷의 경우는 세10 2
부터 세까지 이용하였다 본 모형에서 자료생6 .
성을 위하여 고려한 고정효과는 암컷과 수컷으
로 구분한 성별 효과 세대에 걸쳐 세대와, 10
중첩되고 평균 세대당 수준으로 하여 총 수5 50
준을 임의 배정한 검정년도 계절 효과를 고려
하였다 기초집단에 대한 체중 유량 및 분만난. ,
이도와 분만시 생존유무의 잠재변수에 대한 평
균을 각각 및 으로 가정하였500kg, 30kg, 10 5
고 각각의 형질들에 대한 분산 공분산 성분은

및 에 제시된 값을 모수로 이용Table 1 Table 2
하였다 각각의 고정효과는 각 형질별 평균을.
중심으로 양측 표준편차 이내의 균일분포2

함수에서 임의 생성하(Uniform distribution) 였다.

Table 1. Genetic (co)variance for body weight,
milk yield and liabilities of calving
ease and still birth on simulated
data

BW MY CE SB
BW
MY
CE
SB

853.4
0.17
0.08
0.29

48.27
94.62
0.37
0.06

4.334
6.456
3.251
0.18

9.071
0.6002
0.3428
1.147

Diagonal and upper diagonal are variance and covar-
iances and below diagonal are correlations.

Table 2. Residual (co)variance for body weight,
milk yield and liabilities of calving
ease and still birth on simulated data

BW MY CE SB
BW
MY
CE
SB

1,744
0.02
0.55
0.08

18.8
348.7

0.13
0.24

56.32
5.991
6.082
0.12

3.855
4.925
0.3373
1.255

Diagonal and upper diagonal are variance and covar-
iances and below diagonal are correlations.

육종가에 대한 자료생성은 와Falconer Mackay
가 제시한 에(1996) infinitestimal genetic model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생성하였다.

여기서 α0는 자손의 해당 형질에 대한 육종가
이고, αs는 부의 육종가, αd는 모의 육종가,
및 m은 이다Mendelian sampling contribution .
부모를 모르는 기초집단의 경우 개의 범주2
형 자료의 잠재변수 및 개의 연속형 자료에2
대한 개체의 육종가는 ~α MVN(0, G으로부터)
생성하였으며 부모를 알 경우에는 상기의 식에
서 에 의한 기여도Mendelian sampling m ~
MVN(0, {0.5 0.25[Fs Fd]}G을 고려하여 생)
성하였다 여기서. Fs(Fd 는 아비어미의 근교계) ( )
수이며 G는 제시한 해당 형질들에 대한 선발
을 가하기 전의 초기 유전공분산성분이다 근( ) .
교계수 추정방법은 과 가Meuwissen Luo(1992)
제시한 방법을 으로 변형하여recursive algorithm
계산하였다 개체별 해당형질들에 대한 육종가.
생성은 다형질 정규분포함수에서 Chol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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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다수의 형질을 동시에decomposition
임의 생성하였으며 임의오차에 대한 생성은
e~MVN(0, I R의 가정하에 다형질 정규분포함)
수에서 동시 생성하였다 또한 각 형질별 반복.
기록이 없는 것을 가정하였다 본 모형을 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yi는 i형질에 대한 m개체의 관측치, μi

는 i형질의 전체평균, Sexi는 i형질의 j성에 대한
고정효과수준( = 2), YSik는 i형질의 k축군에 대
한 고정효과수준( 50), αim은 i형질의 m개체의
임의 상가적 유전효과 및 eim은 i형질의 m개체
에 대한 임의 환경효과이다.
상기의 모형으로부터 세대별 모든 개체에 대
하여 모수 및 생성된 모수를 모형에 적합시켜
생성된 표현형 자료를 이용하여 표현형 순위
및 육종가를 추정하였다 종축의 육종가 추정.
방법은 상기의 모형에 적합하여 매 세대

방법을 이용한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다변량 추정 등 방법으로BLUP (Tsuruta , 2001)
추정하였으며 각 형질별 육종가를 표준화한 값
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발지수식을 계산
하였고 지수에 의한 상위 종축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종축은 임의교배를 실시하였다 최종.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범주형 자료를 생성하
기 위하여 분만 난이도의 잠재변수는 표준화

및 의 값을 임계값으로 하여 점1, 2, 2.5 SD 1~4
순서화된 범주형자료를 생성하였고 또한 분만( )
시 생존유무 잠재변수에 대하여 표준화 1.5 SD
를 임계값으로 한 분만시 생존유무 자료를 생
성하였다 총 생성된 자료는 세대 동안 진행. 10
된 두의 기록이 이용되었다12,100 .

결과 및 고찰.

모의실험 자료생성을 위하여 이용된 각 형질
별 유전모수는 송아지 분만시 분만난이도 분,
만시 생존유무 비유 일째 체중 및 이때 검, 30
정일 유량에 대한 유전 및 잔차 분산 및 공분
산 성분을 이용하였다 개의 고(Table 1 and 2). 4
려된 형질들에 대하여 다변량 정규분포함수로

부터 을 이용하여 변이Cholesky decomposition
를 생성하였으며 여기서 생성된 변수를 이용하
여 각각의 범주형 자료를 생성한 모의실험자료
를 이용하여 가지 모형을 통하여 육종가를 추7
정하였다 즉 개의 연속형 변량 과. 2 (BW & MY)
개의 범주형 변량 을 모두 고려한2 (CE & SB)
모형 개의 연속형 변량과 를 고려한(LL42), 2 CE
모형 및 를 고려한 모형(LL4), BW, MY SB

및 를 고려한 모형(LL2), MY, CE SB (L42), CE
및 를 고려한 모형 만을 고려한 단형SB (42), CE
질 모형 그리고 이항분포자료인 만을 고(4) SB
려한 단형질 모형 등을 설정하였다 각각의(2) .
서로 다른 형질들을 고려하여 설정된 모형들에
있어서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첫째 각각의 범주형 자료들에 있어서 상,
기에서 언급한 범주형 모형을 설정하여 잠재변
수를 생성하였으며 임계값을 방법을Newton’s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육종가에 대해서는 PCG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된 육종가는 참 육.
종가와 상관추정방법으로 비교하였다(Table 4).
둘째 상기의 가지 모형에 있어서 범주형 자, 7
료들에 대하여 선형을 가정하여 선형모형을 적
합시켰으며 이때 방법을 적용하여 육종가PCG
를 추정하였고 여기서 추정된 육종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참 육종가와 비교하였다(Table 3).

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속형 자Table 3 4
료인 및 의 추정 육종가는 및BW MY LAMM

모두에서 참 육종가와 이상의 고TAMM 99%
도의 상관 추정을 보이고 있었으나 반면에 개4
의 범주형 자료로 구성된 분만난이도는 선형자
료인 와 를 함께 고려한 다형질 평가모BW MY
형에서 의 경우 의 상관을 보인 반LAMM 72%
면에 의 경우에는 참 육종가와 의TAMM 91%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단형질 모형 또는.
또 다른 범주형 자료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 참
육종가와의 상관에서 에서 의 상관LAMM 84%
을 보인 반면에 의 경우에는 의 상TAMM 92%
관을 보였다 또한 이항분포의 특성을 갖는. SB
의 경우 육종가 추정치와 참 육종가와의 상관
은 에서 의 상관을 보인 반면에LAMM 59~70%

의 경우에는 의 고도의 상관을TAMM 87~89%
보였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기타의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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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estimated breeding
values to parameters for 4 different
traits in linear animal mixed model
(LAMM)

WT MY CE SB

LL42
LL4
LL2
L42
42
4
2

0.98
0.99
1.00

0.99
1.00
1.00
0.99

0.72
0.72

0.84
0.84
0.84

0.61

0.60
0.59
0.70

0.70

Table 4. Correlation of estimated breeding
values to parameters for 4 differ-
ent traits in threshold animal
mixed model(TAMM)

WT MY CE SB

LL42
LL4
LL2
L42
42
4
2

0.99
0.99
1.00

0.99
1.00
1.00
0.99

0.91
0.91

0.92
0.92
0.92

0.89

0.88
0.87
0.88

0.88

을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참 육종가와 추정 육종가 간의 상관은 커다란
변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형질들간의 상관
이 미약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모의실험에서 범주형 자료에 있어서
특정 고정효과내 관측되는 자료의 값이 특정
극한값에 한정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지 않(ECP)
도록 자료를 생성하였기 때문이며 문제가ECP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고정효과를 임의효과로
간주하여 추정하면 추정치의 발산현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방법을 통한 임계값의 추정과 추정된Newton's
임계값에 기초한 육종가의 방법에 의한PCG
추정은 서로 다른 수렴기준에 기초하여 반복하
여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다수의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
에 대한 육종가 추정을 통한 젖소 등과 같은

대가축 개량은 혼합 개체임계모형으로부터 육
종가 추정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하겠다.

요 약.

불연속 범주형 자료에 대한 잠재변수가 존재
한다는 가정하에 임계값을 추정하고 잠재변수
를 생성하며 생성된 잠재변수 및 기타 연속변
량에 대한 관측치를 포함하는 다변량 임계개체
모형을 설정하고 유전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범주형 조사 자료의.
특성을 갖는 형질에 있어서 임계점의 추정은
추정 가능한 임계점에 대한 차 미분값1 (gradient)
과 차 미분값 을 이용한 방법2 (Hessian) Newton
을 이용하면 추정가능하며 지역모수인 육종가
의 추정은 방법으로 구현 가능하다 이러PCG .
한 이론은 가 제시한 하나의 이산형Quaas(2001)
자료와 하나의 연속형 자료의 변량 동시 분석2
방법을 확장하여 전개한 것이며 이때 잠재변수
및 임계점의 추정은 기타 형질의 잔차 회귀계
수 및 상관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모의실험은 개의 연속변량으로 체중과 유량을2
고려하였고 또 다른 개의 불연속 변량인 분만2
난이도와 출생시 생존유무를 고려하여 형질4
동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계모형에 의한 육.
종가 추정치의 정확도는 개의 구간으로 분류4
되어 기록된 분만난이도의 경우에 91 ~ 의92%
정확도를 보였고 이항분포인 분만시 생존유무
에 대하여는 87 ~ 의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89% .
에 이들 범주형 자료를 선형으로 간주하고 분
석한 선형 동물개체 혼합모형에서는 72 ~ 84%
및 59 ~ 으로 비교적 낮은 추정의 정확도를70%
보였다 따라서 범주형 자료의 유전분석은 선.
형 혼합모형 보다 임계형 혼합모형이 크게 타
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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