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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주요 경제형질에 대한 보증씨수소와 후보씨수소의 능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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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henotypic performance and genetic merits in terms of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and selection index of Hanwoo young bulls and proven bulls from the 
year 2004 to 2006. The data of 208 bulls used in this study were taken from the Nnational Hanwoo genetic evaluation 
coordinated by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Hanwoo young bulls were superior in the phenotypic performance of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and eye muscle area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Hanwoo proven bulls in most 
comparisons. The backfat thickness of Hanwoo young bulls was significantly thicker higher than Hanwoo proven bulls in all 
comparisons (p < 0.05). Also, Hanwoo young bul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anwoo proven bulls in the genetic merits 
of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and total genetic merits. Performance 
of Hanwoo young bul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1st class of Hanwoo proven bulls in all the traits studied except in 
eye muscle area.
(Key words : Korean Proven Bull, Young Bull, Performance, Comparison)

서    론

한우 보증씨수소는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거쳐 선발된다. 당대

검정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연구센터, 개량농가 및 육종

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6개월령에서 12개월령까지 성장형질에

대하여 실시한다. 당대검정 두수는 연간 500두 규모이다. 한우에서

도체형질은 매우 중요한 형질이나 씨수소의 도체형질을 조사하면

씨수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손을 생산하여 자손의 도체형질로

부터 씨수소의 능력을 검정하는 후대검정을 실시한다. 매년 당대검

정에서 40두의 후보씨수소를 선발한 후 후대검정에 공시하여 최종

적으로 20두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게 된다 (국립축산과학원, 
2009a). 육우에 대한 이러한 2단계 선발 과정은 일본에서도 적용

하고 있다 (Kahi와 Hirooka, 2005, Sasaki 등, 2006).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생산할 때 농가는 후보씨수소가 도체형질에

대하여 후대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 사용을 기피하고 있

다. 그러나 개량이 진행되고 있는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어

린 가축의 유전능력이 나이 많은 가축의 유전능력보다 우수하다

(Nizamani와 Berger, 1996).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

의 정액은 수요가 많아 이용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

한 후보씨수소의 사용은 개량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최유림 등, 2009).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매년 2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우 유전능력평가결과에 따라 후보씨수소에서 보증씨수소를 선발

하고, 기존 보증씨수소 중 능력이 떨어지는 보증씨수소를 탈락시킨

후,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에 따라 50~60여 종류의 정액을 3등급으

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한우 보증씨수

소와 후보씨수소의 능력을 비교하여 한우 개량의 기초자료로 사용

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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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er of young bulls, and proven bulls by class

Year of use Young bulls
Proven bulls

1st class 2nd class  3rd class sub total

2004
1st 19 20 20 12 52

2nd 20 17 21 13 51

2005
1st 19 20 17 14 51

2nd 17 23 16 22 61

2006
1st 20 28 15 21 64

2nd 18 27 14 15 56

Table 2. Number of progenies of young bulls, and proven bulls by class

Year of use Young bulls
Proven bulls

1st class 2nd class  3rd class sub total

2004
1st 198 179 148  92 419

2nd 181 153 157 100 410

2005
1st 188 171 133 122 426

2nd 176 203 147 166 516

2006
1st 203 225 136 178 539

2nd 192 230 136 115 481

재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상․하반기에 후대검정에 공시한 후보

씨수소와 동일 시점에서 판매한 보증씨수소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모든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한우검정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후보씨수소 (Young bulls)와 보증씨수소

(Proven bulls) 전체를 비교한 후, 보증씨수소를 세 개의 정액 판

매 등급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비교형질은 6개 형질로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선발지수를

비교하였다. 표현형 능력 비교는 씨수소 자손의 성적으로 비교하였

으며, 유전능력은 씨수소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였다. 근내지방도

표현형의 경우 도체등급이 7단계에서 9단계로 변경되어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비교한 씨수소의 시기별 두수와 자손수는 각각 Table 1
과 Table 2와 같다.

2. 통계분석

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씨수소의 종류를 요인으로 한 일원분

산분석 (onw-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1, 2, 3
등급의 보증씨수소와 후보씨수소의 평균간 다중 검정은 던칸의 다

중비교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분석 프로

그램으로 SAS 9.1을 사용하였다 (SAS Institute Inc., 2004).

결과 및 고찰

1. 표현형 능력 비교

Table 3에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의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및 등지방두께 표현형 능력 비교 결과가 나와 있다. 12
개월령 체중을 비교한 결과, 2006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

씨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도체중은 모든 기간에 걸쳐 후보씨

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등심단면적은 2005년 상반기에는 보

증씨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고, 2004년 하반기, 2006년 상․하

반기에는 후보씨수소가 우수하게 나타나는 등 일정한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 등지방두께는 모든 기간에 걸쳐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두꺼웠다. 후보씨수소의 등지방두께가 두꺼운 것은 12개월령 체중

과 등지방 두께의 유전상관이 0.25 (국립축산과학원, 2009b)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에는 후보씨수소와 1, 2, 3등급의 보증씨수소 표현형 능

력을 비교한 결과가 나와 있다. 12개월령 체중을 비교한 결과, 모

든 기간에 걸쳐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도체중의 경우

역시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으며, 보증씨수소의 경우 1등

급 정액의 도체중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등심단면적의 경우 2005
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등지방

두께의 경우 모든 기간에 걸쳐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두꺼웠으며, 
보증씨수소 사이에서는 2004년 상․하반기 및 2006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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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of young bulls, and proven bulls

Year of use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YB PB YB PB YB PB YB PB

2004
1st 329.2a 287.0b 353.1a 315.2b 78.6 78.3 10.6a 7.4b

2nd 334.5a 288.4b 372.5a 318.1b 79.4a 77.9b 10.3a 7.6b

2005
1st 326.0a 288.0b 351.9a 320.7b 74.6b 77.5a 10.8a 7.9b

2nd 341.9a 297.2b 376.5a 331.4b 77.9 77.9 11.7a 8.4b

2006
1st 302.0 302.9 341.7a 333.4b 82.1a 77.4b  9.5a 8.5b

2nd 321.3a 308.0b 376.2a 339.6b 83.3a 77.8b 10.3a 8.9b

YB : young bull, PB : proven bull
ab Traits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net superscripts differ (p < 0.05).

Table 4. Means of young bulls and 3 classes of proven bulls

Year of use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YB PB1 PB2 PB3 YB PB1 PB2 PB3

2004
1st 329.2a 292.3b 279.0c 289.5b 353.1a 320.7b 309.2c 314.3bc

2nd 334.5a 293.7b 282.4c 289.4bc 372.5a 326.2b 311.7c 315.8c

2005
1st 326.0a 287.5b 287.9b 288.7b 351.9a 321.3b 319.0b 321.7b

2nd 341.9a 292.2c 303.8b 297.4bc 376.5a 330.0c 343.1b 322.6c

2006
1st 302.0 300.1 306.3 303.7 341.7a 334.6ab 333.0b 332.2b

2nd 321.3a 312.7ab 303.7b 303.6b 376.2a 348.2b 332.8c 330.3c

Year of use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YB PB1 PB2 PB3 YB PB1 PB2 PB3

2004
1st 78.6ab 79.9a 77.8b 76.0c 10.6a 7.5b 7.2b 7.5b

2nd 80.1a 79.4a 76.7b 76.5b 10.3a 7.5b 7.6b 7.6b

2005
1st 74.6c 79.1a 76.8b 76.6b 10.8a 7.4c 7.8c 8.7b

2nd 77.9a 79.3a 78.3a 76.0b 11.7a 7.7c 9.2b 8.6b

2006
1st 82.1a 79.1b 76.5c 76.1c  9.5a 8.2b 8.1b 9.1a

2nd 83.3a 79.6b 77.1c 75.2d 10.3a 9.0b 8.5b 9.0b

YB : young bull, PB1 : 1st class of proven bull, PB2 : 2nd class of proven bull, PB3 : 3rd class of proven bull
ab Traits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net superscripts differ (p < 0.05).

2. 유전능력 비교

후보씨수소와 후보씨수소가 공시된 기간 중 판매된 보증씨수소들

의 유전능력을 비교한 결과가 Table 5에 나와 있다. 12개월령 체

중의 육종가를 비교한 결과, 모든 기간에 걸쳐 후보씨수소의 유전

능력이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도체중의 경우 후보씨수소의 유전능력이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보다 모든 기간에 걸쳐 낮게 나왔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등심단면적도 2004년 하반기에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이 유의하게 우수한 것을 제외하고, 후보씨수소와 보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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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s of breeding values of young bulls, and proven bulls

Year of use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YB PB YB PB YB PB

2004
1st 11.9 4.8 5.5 6.5 1.9 2.7

2nd  9.7 6.0 4.5 6.8  0.9b  2.7a

2005
1st 12.2 7.8 4.9 8.2 2.1 2.9

2nd 10.2 8.8 4.8 8.7 1.4 2.8

2006
1st 10.1 8.5 3.4 8.1 1.5 2.7

2nd 14.7 9.0 6.5 8.2 2.0 2.7

Year of use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Selection Index

YB PB YB PB YB PB

2004
1st   0.3 －0.3 0.4 0.4 3.8 4.7

2nd   0.2 －0.1 0.4 0.4 3.5 4.3

2005
1st   0.1   0.0 0.2 0.3 2.1 3.7

2nd －0.1   0.0 0.4 0.4 3.3 3.9

2006
1st －0.4 －0.1 0.4 0.4 4.0 4.7

2nd   0.0 －0.1 0.5 0.5 5.2 5.5

YB : young bull, PB : proven bull.

수소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등지방 두께의 경우 후보씨수

소와 보증씨수소 모두 육종가 평균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육종가 평균이 거의 0에 가

깝게 나온 이유는 2008년 상반기부터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에 등지

방두께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선발하지 않았으

므로 등지방두께 유전능력에 대한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육종가

가 0에 가깝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2007년까지는 도체중, 등심

단면적 및 근내지방도에 각각 1, 1 및 2의 가중치를 주어 선발지

수를 계산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부터는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에 각각 1, －1 및 6의 가중치를 주어 선발지수를 계산

하고 있다. 도체등급의 변화로 표현현 능력을 비교할 수 없었던 근

내지방도의 경우, 다형질 유전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9등급

의 근내지방도 육종가 (국립축산과학원, 2009b)를 비교한 결과 후

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한우 보증

씨수소 선발지수도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후보씨수소와 1, 2, 3 등급의 보증씨수소를 비교한 결과가 Table 

6에 나와 있다. 12개월령 체중의 경우 보증씨수소 1, 2, 3 등급 사

이에는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하반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후보씨수소와 1등급 보증씨수소 사이에는 비교한 모든 기간

에 걸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도체중의 경우 후보씨수소, 보증씨

수소 1, 2, 3 등급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등심단면적의 경

우 2004년 상반기 및 2006년 하반기를 제외하고, 후보씨수소와 1
등급 보증씨수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등지방두께의 경우 2004
년과 2006년은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1, 2, 3 등급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2005년은 보증씨수소 사이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나,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내지방도의 경우 1등급 보증씨수소가 높은 경향을 보였

으나 후보씨수소와 1등급 보증씨수소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보증씨수소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선발지수의 경우 1등급 보

증씨수소가 3등급 보증씨수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후보씨수소는

1등급 보증씨수소보다 낮은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2005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06년 하반기까지 후보씨수소의 선발은 당대검정 기간 동안의

12개월령 체중과 일당증체량의 유전능력 평가결과에 의하여 이루

어진 후,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 후에는 12개월령 체중과 －0.2의

유전상관 (국립축산과학원, 2009b)을 보이는 근내지방도를 이용하

여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였다.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사이의 유

전능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성장형질 선발과 육질형질

선발이라는 2단계 선발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육질

형질에 대한 개량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 후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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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s of breeding values of young bulls, and 3 classes of proven bulls

Year of use
Weight at 12 months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YB PB1 PB2 PB3 YB PB1 PB2 PB3 YB PB1 PB2 PB3

2004
1st 11.9  5.8  3.5  5.3 5.5  7.6 5.0 7.4 1.9ab 3.8a 2.8a 0.7b

2nd  9.7  9.4  3.8  5.2 4.5  8.6 6.2 5.7 0.9b 4.4a 2.4ab 0.8b

2005
1st 12.2 10.7  4.6  7.5 4.9  8.9 7.2 8.4 2.1bc 4.5a 2.8ab 0.5c

2nd 10.2a 13.0a 11.1a  2.8b 4.8 11.7 9.7 4.7 1.4bc 4.7a 3.0b 0.8c

2006
1st 10.1a 11.4a 10.9a  2.9b 3.4  9.9 6.2 7.0 1.5b 4.2a 2.6ab 0.8b

2nd 14.7a 13.2a  8.4ab  2.1b 6.5 11.8 4.4 5.3 2.0ab 4.1a 2.9a 0.0b

Year of use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Selection Index

YB PB1 PB2 PB3 YB PB1 PB2 PB3 YB PB1 PB2 PB3

2004
1st  0.3  －0.8 －0.2  0.3  0.4ab  0.6a  0.4ab  0.0b 3.8ab  8.5a 4.6ab  －1.3b

2nd  0.2  －0.5  0.0  0.1  0.4ab  0.6a  0.4ab  0.1b 3.5ab  8.7a 3.8ab  －0.6b

2005
1st  0.1ab  －0.7b  0.1ab  1.0a  0.2ab  0.6a  0.3ab －0.1b 2.1b  8.9a 3.0ab  －3.0b

2nd －0.1ab  －0.6b  0.7a  0.2ab  0.4  0.6  0.3  0.2 3.3ab  8.3a 2.4ab 0.4b

2006
1st －0.4  －0.4 －0.1  0.3  0.4ab  0.8a  0.4ab

－0.1b 4.0a  9.8a 4.7a  －2.3b

2nd －0.1  －0.2 －0.3  0.6  0.5ab  0.8a  0.3ab  0.0b 5.2a 10.3a 4.0ab  －1.8b

YB : young bull, PB1 : 1st class of proven bull, PB2 : 2nd class of proven bull, PB3 : 3rd class of proven bull.

수소 선발시 부모의 혈통지수로부터 계산한 당대검정우의 근내지방

도 유전능력을 선발지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부터 소위 농장 후대검정 (on-farm progeny testing) 제도를 도입

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평가를 받는 육우의 부모에 대하여 유전능력

평가 (Sasaki 등, 2006)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혈통 및 개

체식별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 한우 육종농가 제

도를 도입하여 계절번식을 하고 우군 전체를 검정하는 한우 농가에

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협중앙회 2008). 
육종농가를 통하여 보다 우수한 후보씨수소가 생산되어 후대검정에

공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후보씨수소의 유전능력은 동일 시점에 판매된 보증씨수소 전체와

비교할 경우 등심단면적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등

급 보증씨수소와 비교하여도 등심단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후보씨수소의 유전능력

에 대한 막연한 저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씨

수소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매시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관

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상․하반기에 후대검정에 공시한 후보

씨수소와 동일 시점에 판매한 보증씨수소의 표현형 및 유전 능력을

비교하였다.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및 등심단면적의 표현형 능력

의 경우 대부분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우수하였으며, 등지방두께

표현형 능력의 경우 후보씨수소가 유의하게 두꺼웠다. 12개월령 체

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의 유전능력과

선발지수를 비교한 결과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 사이에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후보씨수소와 1등급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

을 비교한 결과 등심단면적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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