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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genetic parameters for carcass traits on Hanwoo of breeding farmhouses 
using Animal Products Grading Service’s data of 428,812 cattle from 101 slaughterhouses nationwide from 
2000 to 2005. Using carcass traits of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meat color and fat color that greatly influence Hanwoo's grade, the effects of carcass year, carcass season, 
sex and carcass region were estimated.

Based upon carcass traits of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and meat 
color that greatly influence Hanwoo’s grade, the heritabilities and genetic parameters were estimated of 
17,578 Hanwoo slaughtered in 2005 with existing herdbook, where EM-REML algorithm was used in 
estimating genetic parameter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carcass trait are 321.42±53.62 kg, 76.25±10.43cm2, 9.96± 
4.14mm, 3.75±2.00, 4.83±0.48 and 2.99±0.40, for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meat color and fat color,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carcass year, the carcass weight, backfat thickness and meat 
color came out highest as 359.40±0.181, 9.82±0.017 and 4.90±0.002, respectively in 2004.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carcass season, the carcass weight and eye muscle area came out highest as 
345.88±0.144 and 79.57±0.033 respectively in spring, and the backfat thickness was highest as 8.78±0.013 
in winter, and the meat color and fat color slightly came out higher as 4.88±0.002 and 2.96±0.001 in fall, 
while the marbling score was highest as 3.29±0.006 in summ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sex indicated that the backfat thickness and fat color were highest as 10.53±0.010 and 3.07±0.001 in 
cow, the carcass weight came out highest in Hanwoo steer as 368.03±0.068 kg, the eye muscle area were 
highest as 82.96±0.042 in bull, and the marbling score was highest as 4.19±0.007 in steer, and the meat 
color was highest as 4.89±0.001 in cow.

Regarding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carcass region, th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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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color were highly significant in Hanwoo carcasses slaughtered in Gyeongbuk area as 354.62±0.198, 
82.09±0.044 and 2.98±0.002, respectively. Meanwhile, the backfat thickness and marbling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 in Hanwoo carcasses slaughtered in Gyeongnam area as 9.73±0.012 and 3.50±0.006, 
respectively.

In the majority of carcass tra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depending on the 
slaughtered region, which is seen as a difference due to respective propensity to consume.

Regarding the heritabilities estimate, th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and backfat thickness were low 
as 0.20, 0.11, 0.12 and 0.13 respectively, while the meat color showed high heritability as 0.47.
(Key words : Hanwoo (Korean Cattle), Carcass traits, Genetic parameters, Heritability

. 서    론

2007년 한 미 FTA 협상 체결로 미국산 쇠
고기 수입이 재개된 현재 육질과 가격면에서 
우수한 수입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
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우개량농가는 송아지 생산량의 빠른 
증가와 송아지 폐사율의 감소로 사육기술이 향
상되어지고 있으며, 1993년 이후부터 한우 경
쟁력강화를 위해 육질개량에 중점을 두고 거세
를 통한 장기 비육으로 1등급이상의 출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식육패턴도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급육의 생산은 품종(Course 
등, 1989), 성별, 연령(Hunsley 등, 1971)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가 있다.

한우 도체형질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최
근 박과 박(2002)과 노 등(2004)이 연구 보고하
였으나 이는 후대검정우와 후대축들의 도체형
질에 관한 연구였으며, 일반 한우 사육농가의 
도체형질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
다. 환경효과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출생년
도 계절, 출생지역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도
축년도, 도축계절, 도축지역에 관한 연구는 이
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출하
하여 도축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결과
를 이용하여 도축년도, 도축계절, 성, 도축지역
이 도체형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
고, 도체형질에 대해 REML(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유전력 및 유전모수를 추
정하여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출하한 개체의 
도체형질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후대검정우나 
후대축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도축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재료 및 방법

1. 

본 연구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출하하여 전국 101개 도축장
에서 도축된 한우 428,812두의 축산물등급판정
소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하였다. 환경효과 추정
을 위하여 도축년도, 도축계절, 성별, 도축지역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정보
는 Table 1과 같다.

2005년도에 도축한 혈통이 존재하는 17,578
두의 유전력과 유전모수를 추정하였으며, 도축
계절, 도축지역, 성별 정보는 Table 2와 같다.

2. 

본 연구에서 조사된 형질로는 축산물등급판
정소의 한우 등급판정결과의 도체형질인 도체
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이며, 다음과 같은 측정방법을 이
용하였다. (농림부 고시)

  (1) 도체중

도체중은 도축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
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kg 단위로 적용하였
다. 도체중량이 소수점까지 제시된 경우 첫째
자리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적용하였다.

  (2) 배최장근단면적

  가로, 세로가 1cm 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cm2 단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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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records of Hanwoo by year, season of  slaughter and Location of 
Slaughter and sex

Year of
Slaughter No. Season of

Slaughter No. Location of
Slaughter No. Sex No.

2000 122,304 Spring 104,934 Seoul 55,308 Cows 285,598

2001  60,934 Summer 110,690 Gyeonggi  8,806 Bulls  57,773

2002  62,098 Fall 103,579 Gangwon 21,738 Steers  85,441

2003  60,873 Winter 109,609 Chungbuk 38,706

2004  57,667 Chungnam 39,727

2005  64,936 Jeonbuk 20,750

Jeonnam 41,412

Gyeongbuk 43,868

Gyeongnam 158,497

Total 428,812 428,812 428,812 428,812

Table 2. Number of records of Hanwoo for season of slaughter and Location of Slaughter 
and sex by REML

Season of
Slaughter No. Location of

Slaughter No. Sex No.

Spring  4,736 Seoul  3,185 Cows  5,978

Summer  5,568 Gyeonggi  1,843 Bulls  1,627

Fall  4,168 Gangwon  2,435 Steers  9,973

Winter  3,106 Chungbuk  1,095

Chungnam   391

Jeonbuk   229

Jeonnam  1,785

Gyeongbuk  1,791

Gyeongnam  4,824

Total 17,578 17,578 17,578

정하였다.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
과 배반극근은 제외하였다.

  (3) 등지방 두께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 면
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
지방을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등지방두께가 
1mm 이하인 경우에는 1mm로 하였다.

  (4) 근내 지방도

  2004년 12월 이전에는 No. 1 7까지 분류하
여 근내지방도가 No. 6 또는 No. 7이면 1 + 등
급, No. 4 또는 No. 5 이면 1등급, No. 2 또는 
No. 3이면 2등급, No. 1에 해당되면 3등급으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2004년 12월 이후에는 No. 
1 9까지 분류하여 근내지방도가 No. 8 또는 
No. 9이면 1++등급, No. 6 또는 No. 7이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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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No. 4 또는 No. 5이면 1등급, No. 2 또는 No.
3이면 2등급, No. 1에 해당되면 3등급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5) 육색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에 따라 No. 1 7까
지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6) 지방색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
과 등지방의 색깔에 따라 No.1 7까지 분류하
여 측정하였다.

3. 

(1) 환경요인의 효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성숙도,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도축년도, 도축계절, 
성, 도축지역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최소제곱법(Havey, 
1979)으로 분석하였다.   
       

Yijklm = μ + Yi + Sj + Sexk + SLl + eijklm 

여기서,
Yijklm : i번째 도축년도의 j번째 도축계절의 k

번째 성의 l번째 도축지역에 대한 측정
치

μ   : 전체 평균 
  Yi  : i번째 도축년도의 효과 (i=1,2,3,4,5,6)
  Sj  : j번째 도축계절의 효과 (j=1,2,3,4)
  Sexk : k번째 성의 효과 (k=1,2,3)
  SLl : l번째 도축지역의 효과(l=1,2,3,...,9)
  eijklm : 임의 오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혼합모형은 PC용 SAS@ 
8.2 Package를 이용하였고, GLM(Generalized Linear 
Model) 분석결과 제공되는 4가지 제곱합중에서 
불균형된 자료에 적합한 TYPE 제곱합을 이
용하여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최소제곱 평균치

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
가설을 유의수준 5%로 각각 검정하였다. 

     

  여기서,     :   번째 효과의 최소 
제곱 평균치≠  

(2) 유전모수 및 육종가의 추정

각 형질에 대한 상가적 유전효과에 대한 유
전모수 및 육종가 추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형질 혼합모형을 이용하였다.

Yijklm = μ i + S ij + YSik + SLil + aijklm + eijklm  
     

여기서,
Yijklm  : i번째 형질의 j번째 성의 k번째 도축계

절의 l번째의 도축지역에 속하는 m번
째 개체에 대한 측정치

μi    : i번째 형질의 전체 평균
Sij  : i번째 형질의 j번째 성의 효과 (j=1,2,3)
YSik  : i번째 형질의 k번째 도축계절의 효과 

(k=1,2,3,4)
SLil : i번째 형질의 l번째 도축지역의 효과

(l=1,2,...,9)
aijklm  : 개체에 대한 임의 효과 ~N(0, Aδa

2)  
eijklm  : 임의 오차 ~N(0, Iδe

2)
 

본 연구에서는 EM-REML Algorism을 바탕으
로 하여 전산 프로그램한 REMLF90(Misztal, 
2001)을 이용하여 유전모수를 추정하였는데, 이 
Package에서 잔차분산이 10 11 이하로 수렴 될 
때 까지 반복 추정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분산 공분산 값을 이용
하여 유전력과 유전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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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carcass traits of Hanwoo

Carcass
Weight

(kg)

Eye
Muscle

Area(cm2) 

Backfat

(mm)
Marbling

Score
Meat
Color

Fat
Color

No. 428,812 428,812 428,812 428,812 428,812 428,812

Mean
±SD 

321.42
±53.62

76.25
±10.43

9.96
±4.14

3.75
±2.00

4.83
±0.48

2.99
±0.40

Min 149 44 1 1 4 2
Max 491 109 24 9 6 4

 
  

  ×  
≠  

 
   

  ×   
 ≠  

여기서,   = 상가적 유전분산
          = 유전상관
          = 표현형상관이다.

. 결과 및 고찰

1.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한우 도체형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도체중은 
321.42±53.62로 박과 박(2002)이 보고한 320.93± 
26.82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윤 등(2002)
이 한우 거세우에 대해 보고한 301.10±34.30, 
노 등(2004)이 한우 후대검정우에 대해 보고한 
301.93±3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최장근단면
적의 평균능력은 76.25±10.43로 박과 박(2002)
이 보고한 80.30±9.67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윤 등(2002)이 한우 거세우에 대해 보고한 
74.8±8.70과 노 등(2004)이 한우 후대검정우에 
대해 보고한 74.93±8.39 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등지방두께의 평균능력은 9.96±4.14로 박과 
박(2002)이 보고한 0.47±0.26과 윤 등(2002)과 
노 등(2004)이 보고한 0.73±0.32, 0.73±0.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육색, 지방색은 4.83±0.48, 2.99±0.40으로 나타

났다.

2. 

(1) 도축년도의 효과

Table 4는 도체형질에 대한 도축년도의 효과
를 나타낸 Table로 조사된 대부분의 형질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배최장근단면적
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는 년도가 경과할수
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근내지
방도의 경우 2004년 12월 이후 분류기준이 변
경되어 2005년도와 비교는 불가하나 2004년까
지 년도가 경과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도체중과 등지방두께, 육색에서 
2004년도에 359.40±0.181, 9.82±0.017, 4.90±0.002
로 다른 년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2005년도에 80.89± 
0.038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도축계절의 효과

도체형질에 대한 도축계절의 효과는 Table 5
와 같다. 조사된 형질들에서 봄에 도체중과 배
최장근단면적이 다른 계절보다 유의적으로 높
게 추정되었으며, 가을에 육색과 지방색이 유
의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도체중과 배최장근
단면적은 345.88±0.144와 79.57±0.033으로 봄에 
가장 높았으며, 가을에 340.32±0.143과 78.66± 
0.032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등지
방두께의 경우에는 겨울에 8.78±0.0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육색과 지방색에서는 가을에 4.88± 
0.002와 2.96±0.00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근내
지방도는 여름에 3.29±0.006으로 가장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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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ast-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carcass traits of Hanwoo by year of 
slaughter

Year of 
Slaughter

Carcass
Weight

(kg)

Eye Muscle
Area
(cm2) 

Backfat

(mm)
Marbling

Score
Meat
Color

Fat
Color

2000 324.22f±0.145 76.34f±0.033 7.29f±0.013 2.74f±0.006 4.65d±0.002 2.89e±0.001

2001 332.65e±0.184 77.87e±0.042 7.98e±0.017 2.91e±0.008 4.85c±0.002 2.94d±0.002

2002 340.75d±0.180 79.25d±0.040 8.66d±0.017 3.02d±0.008 4.85c±0.002 2.94c±0.002

2003 347.90c±0.177 79.91c±0.040 9.20c±0.016 3.22c±0.008 4.89b±0.002 2.98a±0.002

2004 359.40a±0.181 80.78b±0.041 9.82a±0.017 3.49b±0.008 4.90a±0.002 2.97b±0.002

2005 356.02b±0.169 80.89a±0.038 9.39b±0.016 4.09a±0.007 4.89b±0.002 2.94c±0.002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Least-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carcass traits of Hanwoo by season of 
slaughter

Season
of

Slaughter

Carcass
Weight

(kg)

Eye Muscle
Area
(cm2) 

Backfat

(mm)
Marbling

Score
Meat
Color

Fat
Color

Spring 345.88a±0.144 79.57a±0.033 8.66d±0.013 3.26b±0.006 4.79d±0.002 2.93c±0.001

Summer 345.51b±0.141 79.3b ±0.032 8.70c±0.013 3.29a±0.006 4.85b±0.002 2.94b±0.001

Fall 340.32d±0.143 78.66d±0.032 8.75b±0.013 3.23c±0.006 4.88a±0.002 2.96a±0.001

Winter 342.26c±0.141 79.16c±0.032 8.78a±0.013 3.2d ±0.006 4.83c±0.002 2.94b±0.001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며, 겨울에 3.20±0.0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성의 효과

Table 6은 도체형질에 대한 성의 효과를 추
정한 Table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형질들에서 
도체중은 거세우에서 368.03±0.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2005)가 보고한 360.35±41.99와 
비슷한 추정치를 보였다. 배최장근단면적은 82.96 
±0.042로 비거세우에서, 등지방두께는 10.53± 
0.010로 암소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
(2005)가 보고한 결과와 같았다. 근내지방도는 
배(2005)가 암소에서 4.03±1.70으로 가장 높게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세우에서 4.19 ± 
0.007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육색은 4.89 ± 
0.001로 한우 암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도축지역의 효과

  도체형질에 대한 도축지역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경북지역에서 도축한 
도축우에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지방색에
서 354.62±0.198, 82.09±0.044, 2.98±0.002로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지역에서 도축한 
도축우에서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가 타지역
에 비해 9.73±0.012, 3.50±0.006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지역에서는 육량지수가 
68.74±0.0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지
역에서 육색이 4.91±0.00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색에서 333.02 ± 0.291, 
77.06 ± 0.048, 7.80 ± 0.027, 3.04 ± 0.012, 4.72 ± 0.003
으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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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ast-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carcass traits of Hanwoo by sex

Sex
Carcass
Weight

(kg)

Eye Muscle
Area
(cm2)

Backfat

(mm)
Marbling

Score
Meat
Color

Fat
Color

Cows 307.00c±0.110 73.92c±0.025 10.53a±0.010 4.11b±0.005 4.89a±0.001 3.07a±0.001

Bulls 355.44b±0.188 82.96a±0.042  5.54c±0.017 1.44c±0.008 4.88b±0.002 2.87c±0.002

Steers 368.03a±0.168 80.64b±0.038 10.10b±0.015 4.19a±0.007 4.74c±0.002 2.89b±0.002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Least-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carcass traits of Hanwoo by location of 
slaughter

Location
of

Slaughter

Carcass
Weight

(kg)

Eye Muscle
Area
(cm2)

Backfat

(mm)
Marbling

Score
Meat
Color

Fat
Color

Seoul 338.73g±0.188 80.11b±0.042 9.08d±0.017 3.17d±0.008 4.83d±0.002 2.96c ±0.002

Gyeonggi 347.67bc±0.432 79.50c±0.097 8.33f±0.040 3.49a±0.018 4.85c±0.005 2.93ef±0.004

Gangwon 346.79cd±0.277 79.13d±0.062 7.92g±0.025 3.35c±0.012 4.87b±0.003 2.95d ±0.003

Chungbuk 347.63b±0.214 80.09b±0.048 9.21c±0.020 3.18d±0.009 4.91a±0.002 2.93e ±0.002

Chungnam 340.23f±0.222 77.50f±0.050 8.29f±0.020 3.39b±0.010 4.87b±0.003 2.92f ±0.002

Jeonbuk 333.02i±0.291 77.06g±0.065 7.80h±0.027 3.04f±0.012 4.72g±0.003 2.95d ±0.003

Jeonnam 344.53e±0.215 77.76e±0.048 8.75e±0.020 3.01f±0.009 4.79f±0.002 2.97b ±0.002

Gyeongbuk 354.62a±0.198 82.09a±0.044 9.41b±0.018 3.09e±0.008 4.87b±0.002 2.98a ±0.002

Gyeongnam 338.19h±0.135 79.33c±0.030 9.73a±0.012 3.50a±0.006 4.81e±0.002 2.90g ±0.001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4. 

Table 8은 도체형질에 대하여 REML(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한 유전력
과 유전모수를 추정한 것으로 일반 한우사육농
가에서 출하하여 2005년도에 도축한 혈통이 있
는 17,578두의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한 것으로 유전력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에서 각각 0.20, 0.11, 
0.12, 0.13, 0.47로 나타났으며, 박과 박(2002)이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
방도에서 각각 0.32, 0.33, 0.51 및 0.31로 보고
한 추정치와 윤 등(2002)이 0.31, 0.27, 0.35, 
0.48로 보고한 추정치보다 낮게 추정되었으며, 

노 등(2004)이 0.28, 0.35, 0.39, 0.51로 보고한 
추정치에서는 도체중에서 비슷한 추정치를 보
였으며, 다른 형질에서는 낮은 추정치를 보였
다. 이는 일반한우사육농가에서 혈통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추정치를 보인 것
으로 사료되어 진다.  
  유전상관은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
방두께, 근내지방도, 육색에서 각각 0.83, 0.19, 
0.39, 0.20으로 정의상관을 나타내었고, 배최장
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색에서 
각각 0.18, 0.43, 0.15로 정의상관을 나타내었다.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육색에서는 0.11, 

0.21로 부의상관을 나타내었고, 근내지방도와 
육색에서 0.25로 정의상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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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tic parameters for carcass traits by REML algorithms in hanwoo

Carcass
Weight

(kg)

Eye Muscle
Area
(cm2)

Backfat

(mm)
Marbling

Score
Meat
Color

Carcass weight (kg) 0.20 0.83 0.19 0.39 0.20

Eye muscle area (cm2) 0.66 0.11 0.18 0.43 0.15

Backfat (mm) 0.07 0.03 0.12 0.11 0.21
Marbling score 0.07 0.08 0.29 0.13 0.25
Meat color 0.09 0.06 0.06 0.14 0.47

Diagonals : heritabilities, upper Diagonals : genetic correlation, below diagonal : phenotypic correlations.

  유전상관에서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은 박
과 박(2002)과 윤 등(2002), 노 등(2004)이 보고
한 0.37, 0.56, 0.65 보다 높은 정의상관을 보였
으며,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박과 박(2002)이 
보고한 0.44보다 낮은 상관을 보였고, 윤 등
(2002)과 노 등(2004)이 보고한 0.03, 0.138 보
다 높은 정의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배최장근
단면적과 등지방두께에서는 박과 박(2002)이 보
고한 0.30 보다 낮은 유전상관을 보였으며, 윤 
등(2002)이 보고한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
께, 근내지방도의 0.02, 0.17과 노 등(2004)이 
보고한 0.139, 0.15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에서는 타 연구결과에 
비해 낮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현형상관은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
지방두께, 근내지방도가 0.66, 0.07, 0.07로 정의
상관을 보였고, 도체중과 육색에서는 0.09로 
부의상관을 나타내었다. 배최장근단면적과 근
내지방도는 0.08로 정의상관을 보인 반면 배최
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육색에서는 0.03, 

0.06으로 부의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등지방두
께와 근내지방도는 0.29로 정의상관을 등지방
두께와 육색에서는 0.06으로 부의상관을 나
타내었고, 근내지방도와 육색은 0.14로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현형상관에서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은 
박과 박(2002)과 노 등(2004)이 보고한 0.67, 
0.651과 비슷한 정의상관을 보였고,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박과 박(2002)과 노 등(2004)이 
보고한 0.47, 042 보다는 낮은 정의상관을 보였

으며, 도체중과 근내지방도는 노 등(2004)이 보
고한 0.18 보다 낮은 정의상관을 보였다. 배최
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는 노 등(2004)이 보고
한 0.147 보다 낮은 부의상관을 나타내었고, 등
지장두께와 근내지방도는 박과 박(2002)이 보고
한 0.18과 노 등(2004)이 보고한 0.153 보다 높
은 표현형상관을 보였다.

. 요    약

본 연구는 한우사육농가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01개 도축장에서 도축된 한
우 428,812두의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
과를 이용하였다. 한우의 등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형질인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을 이용
하여 도축년도, 도축계절, 성, 도축지역의 효과
를 추정하였다.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
방도, 육색의 형질을 이용하여 2005년에 도축
한 혈통이 존재하는 17,578두의 유전력과 유전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유전모수 추정에 있어서 
EM-REML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도축년도에 대한 효과 분석결과 도체중, 등
지방두께, 육색은 2004년에 각각 359.40±0.181, 
9.82±0.017, 4.90±0.0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2005년에 80.89±0.0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축계절의 효과 분석에서는 도체중과 배최
장근단면적은 각각 345.88±0.144와 79.5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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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봄에 가장 높았으며, 근내지방도의 경우 
여름에 3.29±0.0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등지방두께와 지방
색의 경우 각각 10.53±0.010과 3.07±0.001로 한
우 암소가 가장 높았으며, 도체중에서는 한우 
거세우가 368.03±0.068로 높게 나타났고, 근내
지방도의 경우 4.19±0.007로 한우 거세우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도축지역의 효과는 경북지역에서 도축한 도
축우에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지방색이 각
각 354.62±0.198, 82.09±0.044, 2.98±0.002로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도
축한 도축우에서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가 타
지역에 비해 9.73±0.012, 3.50±0.006으로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형질에서 도축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각 지역별로 소비성향
이 달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도체형질에 대한 유전력 추정치는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에서 각각 0.20, 
0.11, 0.12, 0.13으로 나타나 저도의 유전력을 
보였으며 육색은 0.47로 고도의 유전력을 나타
내었다.
  유전상관은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
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색에서 각각 0.83, 
0.19, 0.39, 0.20으로 정의상관을 나타내었고, 배
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
색에서 각각 0.18, 0.43, 0.15로 정의상관을 나
타내었다.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및 육색에
서는 각각 0.11, 0.21로 부의상관을 나타내
었으며, 근내지방도와 육색에서는 0.25로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도체형질에 대한 낮은 유전모수 추정치는 일
반 한우사육농가에서 혈통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어 진다.
(주요어 : 한우, 도체형질, 유전모수, 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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