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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거세우의 초음파 생체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대한 지역과 출생년도
및 계절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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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sound measures of back fat thickness (UBF), eye muscle area (UEMA) and marbling score (UMS) and carcass measures of 
carcass weight (CW), backfat thickness (BF), eye muscle area (EMA) and marbling score (MS) were available on 26,129 Hanwoo 
steer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regions of the farms location and birth years-seasons for the steers taken ultrasound 
measures and their carcass measures (p<0.01) were found. Steers in Gyeonggi province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ultrasound 
measures and carcass traits except in BF compared to steers in the other provinces. Comparing between ultrasound and carcass 
measures, UBF was thicker in general than BF in all regions except in Daejeon city. UEMA was higher than EMA in all regions 
except in Gyeonggior in Jeju provinces. Especially, the difference in Jeonnam province between UEMA and EMA was 7㎠ while 
the differences between UMS and MS ranged from 0.9 to 2.26 depending on the regions of steers located. Steers born in spring 
showed greater ultrasound or carcass values than those born in autumn. However, carcass measures of steers born in autumn were 
greater than those born in spring, 2009 except MS. The pearson and residual correlations were 0.63 and 0.65 between UBF and 
BF, 0.31 and 0.32 between UEMA and EMA and 0.56 and 0.56 between UMS and MS, respectively.
(Key words : Hanwoo, Region, Birth year-season, Ultrasound measure, Carcass trait)

서    론

초음파는 가축의 체구성을 구명하는데 탁월한 가능성을 지닌 영

상기술로, 초음파를 활용한 생체단층촬영은 도체형질의 예상유전능

력을 추정하기 위해 후대검정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음은 물론 살아있는 동물의 중요 도체형질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측정함으로써 경제성도 추구할 수 있다 (Smith 등, 1992; 
Kim 등, 1998; Brethour, 2000; Stelzleni 등, 2002). 또한 집단

내에서 많은 씨수소를 무작위 표본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육성 암소의 도체 특성에 대한 유전적 잠재능력도 평가할 수 있

다 (Crews and Kemp, 2002). 그 장점을 활용하여 90년대 후반이

후 농협중앙회와 축산과학원은 초음파 진단결과를 사양관리에 접목

하여 거세우의 사육단계별 혹은 발육단계별로 사료급여량을 조절하

고 육량과 육질을 예측함으로써 출하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연구

해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우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초음파 생체 육질 진단 기술

을 꼽고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농가와 브랜드 경영체 역시

고급육 생산과 이윤 창출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초음파 생체 육질

진단 기술을 활용하여 출하적정시기를 추정하여 계획적 도축을 진

행하고 있다. 실례로 2011년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NACF, 2011)에서는, 2010년 전

국 거세 한우의 출하월령 평균 31.8개월과 비교할 때 초음파진단

지원사업을 통한 출하월령은 29.3개월로 2.5개월이 단축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세 한우들에 대한 초음파 진

단 관측치와 도체 형질 실측치에 대한 지역별 변이 요인과 초음파

진단시 연령, 출생년도 및 계절적 변이 요인의 효과를 규명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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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animals by locations and year- 
seasons of birth 

Location No of 
observation Year-season1) No of

observation

Gyeonggi  1,827 2008 Spring   921
Gangwon  6,863 Autumn  4,849
Chungbuk  2,180 2009 Spring 15,197
Daejeon    111 Autumn  5,162
Chungnam  6,358
Jeongbuk  2,808
Jeonnam    127
Gyeongbuk   684
Ulsan    80
Gyeongnam  4,692
Jeju    399

Total 26,129 26,129
1) Year-season : year-season of birth.

음파 진단을 통한 도체특성 예측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한우 거세우

고급육 생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초음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2011년에 초음파

생체단층촬영을 한 전국의 한우 거세우 37,253두의 성적 중에서

초음파 진단 성적과 도체성적이 모두 있는 26,129두의 기록을 사

용하였다. 초음파로 진단된 경제형질로 등지방두께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UBF), 등심단면적 (Ultrasound eye muscle 
area, UEMA), 근내지방도 (Ultrasound marbling score, UMS)가
포함되었고, 도체 경제형질에서는 도체중 (Carcass weight, CW),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 등심단면적 (Eye muscle 
area, EMA) 그리고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S)가 포함되

었다. 이때 초음파로 진단한 경제형질에서 등지방두께는 55 mm 이

상, 등심단면적은 50 cm2 이하와 130 cm2 이상인 것과 도체형질에

서 도체중은 150 kg 이하와 600 kg 이상, 등심단면적은 50 cm2 
이

하와 130 cm2 이상을 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구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조사항목

초음파 진단기기는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2.0~3.5 MHz의

Real-time B-mode 방식을 이용하였고, 초음파 진단은 현행 도체

등급 판정 부위인 소의 좌측 제 13 흉추와 제 1 요추 사이의 등심

단면에서 실시하였다. 각 지역에서 생성된 초음파 영상자료는 농협

중앙회 한우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개발한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시스템 (Ver. 1.0, 2010)에 내재되어 있는

초음파 판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초음파 영상판독 전문가들에 의

해 소의 등급 판정 요령에 준하여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및 근

내지방도의 화상판독을 실시하였다.
도체특성 조사대상축들은 24시간 절식 후 도축하여 0~5℃에서

24시간 냉장을 시킨 다음 냉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그리

고 근내지방도를 소 도체등급 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

이 요소들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다음의 일반화 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s)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관측치들은 초

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을 구분하여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였고, 
형질 간 분산－공분산을 고려한 다변량 공분산 모형 (multivariate 
ANCOVA models)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분산분석

－ 초음파 진단형질

         

      

여기서, Yijkl은 형질의 관측치이고, μ는 전체평균, LOCi 는 광역

지역의 효과, YSj 는 출생연도－계절의 효과, Techniciank는 초음파

기기 기종에 대한 숙련된 초음파 영상판독 전문가의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β1과 β2는 공변량인 초음파진단일령의 1차식과 2차식에 대

한 회귀계수이며 eijkl 는 임의오차 효과를 나타낸다.

－ 도체형질

       

 

여기서, Yijk은 형질의 관측치이고, μ는 전체평균, LOCi 는 광역

지역의 효과, YSj 는 출생연도－계절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β1과

β2는 공변량인 출하일령의 1차식과 2차식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eijk 는 임의오차 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형모형은 SAS ver.9.1 (SAS, 2002)을 사

용하여 GLM 분석 결과에서 제공되는 4가지 제곱합 중에서 불균

형된 (unbalanced) 자료에 적합한 TYPE Ⅲ 제곱합을 이용하여 분

산분석을 하였으며, 최소제곱 평균값 (least squares mean)간의 차

이는 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2)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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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mple statistics for ultrasound measurements and carcass traits of Hanwoo steers

Source Mean SD CV Min Max

Age at measurement (days) 847.61 71.63  8.45 568 1,016

UBF (mm) 9.71 3.91 40.27   1   50.05

UEMA (cm2) 86.88 8.14  9.37  50.76  128.13

UMS3) (score) 4.14 1.36 32.85   1    8

Age at slaughter (days) 930.41 61.09  6.57 633 1,260

CW (kg) 417.94 46.06 11.02 168  596

BF (mm) 12.91 5.26 40.74   2   52

EMA (cm2) 89.92 10.19 11.33  51  130

MS (score) 5.31 1.97 37.10   1    9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UEMA: ultrasound eye muscle area,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CW: carcass weight, BF: 
backfat thickness, EMA: eye muscle area, MS: marbling score.

형질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측치들에 대한 형질간

Pearson 상관계수를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선형모형

에 포함한 제반요인의 효과를 제거한 후 각 형질들 간의 표현형 상

관관계는 형질간 잔차상관계수로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단순통계량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대한 단순통계량을 Table 2에 표

시하였다. 거세우의 평균 초음파 진단일령은 847.61 ± 71.63일이었

고, 평균 출하일령은 930.41 ± 61.09일로 초음파 진단일령과 출하

일령 간의 차이는 평균 82.80 ± 54.98일로 나타났다. 
초음파 진단형질들의 평균 관측치를 보면 등지방두께는 9.71 ± 

3.91 mm, 등심단면적은 86.88 ± 8.14 cm2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4.14 ± 1.36점이었다. 그리고 도체형질들의 평균 실측치를 보면 도

체중은 417.98 ± 46.06 kg, 등지방두께는 12.91 ± 5.26 mm, 등심단

면적은 89.95 ± 10.19 cm2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5.31 ± 1.97점이었

다.
Roh 등 (2010)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도축월령이 930.74

일령인 후보 씨수소 탈락축의 도체형질은 도체중이 440.48 kg, 등

심단면적이 88.7 cm2, 등지방두께가 14.07 mm 그리고 근내지방도

가 4.2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 비해 등심단면적과 근내지방

도는 낮았지만,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흑모 거세화우의 경우 출하월령이 29.6개월이었을 때 도체

중 445.0 kg, 등심단면적이 56.8 cm2, 지방두께는 2.3 cm 및 근내

지방도 (12점제)는 5.5점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Osawa 등, 2008).

2. 분산분석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대한 환경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Table 3과 4에 표시하였다. 초음파 진단형질에서

는 지역, 출생년도－계절과 판독자를 고정효과로 하고 초음파 진단

시 일령을 공변량으로 표시한 것이고 도체형질에서는 지역과 출생

년도－계절을 고정효과로 하고 출하일령을 공변량으로 표시한 것이

다. 도체형질에서 등지방두께의 공변량인 출하일령에 대한 회귀계

수를 제외하고 초음파진단형질과 도체형질 모두에서 각각의 환경요

인에 대한 효과가 유의적 (p<0.01)인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 진단

일령과 출하일령의 회귀계수를 보면 근내지방도를 제외한 등심단면

적과 등지방두께는 초음파 진단일령이 출하일령보다 1차와 2차식

에서 약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효과

Table 5는 지역별로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의 성적에 대한

최소자승평균을 나타내었다.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을 이용하

여 상위와 하위 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의 그룹에 3개 지역을 포함

시켰다. 초음파 진단형질을 보면 등지방두께가 두꺼운 지역은 경기, 
대전 및 울산이 속해 있었고 얇은 지역은 전남, 경북 그리고 충남

이었다. 등심단면적이 넓은 지역은 경기, 울산 및 경남이었고 좁은

지역은 전남, 제주 및 대전이었다. 근내지방도는 점수가 높은 지역

이 경기, 충남 그리고 경남이었고 점수가 낮은 지역이 전남, 경북

및 대전이 속해 있었다.
도체형질의 도체중은 경기, 강원 및 울산이 상위 집단에 속해 있

었고 제주, 충남 및 경북이 하위 집단에 속해 있었다. 이는 Koo 
등(2008)이 남쪽에서 출생한 개체보다 북쪽에서 출생한 개체의 도

체중이 더 높았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등지방두께는 두꺼운 지

역이 울산, 제주 및 경남이었고 얇은 지역은 대전, 전남 및 충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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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or ultrasound measurements of Hanwoo steers

Source df Mean Squares
UEMA UBF UMS

Location 10  3135.38** 546.14**  37.58**
Year-season 3  1089.46** 133.15**  36.31**
Technician 16  7000.34** 691.19**  51.58**
Age at measurement1) 1 21131.19** 741.88** 384.32**
Age at measurement2) 1 15414.94** 449.42** 238.39**
Regression Intercept －31.83(5.05)2)

－13.72(2.65) －12.03(0.89)
parameter Linear 0.25(0.01) 0.05(0.006) 0.03(0.002)

Quadratic －0.0001(0.000007) －0.00002(0.000004) －0.00002(0.000001)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UEMA : ultrasound eye muscle area,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1) Age at Measurement : Covariate of age from birth to measure day
2) (   ) : Standard error
** p<0.01.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for carcass traits of Hanwoo steers

Source df Mean Squares
CW EMA BF MS

Location 10 185562.88** 5872.92** 1505.11**  74.30**
Year-season 3  48549.92** 1090.08** 1500.05**  44.43**
Age at slaughter1) 1 166043.75** 6343.23** 45.05 327.41**
Age at slaughter2 1 107598.47** 5170.93**  1.48 304.53**
Regression Intercept －21.65(40.05)2) 12.45(9.04) 1.71(4.66) －11.26(1.77)
parameter Linear 0.79(0.09) 0.16(0.02) 0.01(0.01) 0.04(0.004)

Quadratic －0.0003(0.00005) －0.00007(0.00001) －0.000001(0.000005) －0.00002(0.000002)
CW : carcass weight, BF : backfat thickness, EMA : eye muscle area, MS : marbling score
1) Age at slaughter : Covariate age from birth to day of slaughter
2) (   ) : Standard error
** p<0.01.

Table 5. Least 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 of ultrasound measurements and carcass traits by locations

Location Ultrasound measurements Carcass traits
UBF UEMA UMS CW BF EMA MS
** ** ** ** ** ** **

Gyeonggi 11.45±0.12 89.90±0.23 4.36±0.04 428.78±1.14 13.23±0.13 89.72±0.26 5.27±0.05
Gangwon 10.06±0.09 86.66±0.17 4.00±0.03 425.59±0.66 12.90±0.08 91.54±0.15 5.42±0.03
Chungbuk  9.81±0.13 86.22±0.24 3.88±0.04 419.42±1.04 12.66±0.12 91.27±0.24 5.48±0.05
Daejeon 11.22±0.37 85.01±0.70 3.75±0.12 388.57±4.25 10.67±0.49 88.96±0.96 5.85±0.19
Chungnam  9.73±0.09 86.06±0.18 4.14±0.03 406.01±0.69 11.34±0.08 90.27±0.16 5.38±0.03
Jeongbuk 10.64±0.10 87.20±0.19 4.00±0.03 414.23±0.90 12.87±0.10 88.77±0.20 5.28±0.04
Jeonnam  8.15±0.35 78.92±0.66 3.31±0.12 415.46±3.99 10.99±0.46 85.47±0.90 5.57±0.18
Gyeongbuk  9.54±0.16 85.62±0.31 3.64±0.06 408.06±1.75 12.53±0.20 88.28±0.40 4.76±0.08
Ulsan 11.04±0.43 89.79±0.81 4.03±0.14 424.22±5.00 13.86±0.58 92.27±1.13 5.68±0.22
Gyeongnam 10.07±0.10 87.78±0.19 4.05±0.03 418.03±0.73 13.30±0.09 87.90±0.17 5.05±0.03
Jeju 10.80±0.20 84.72±0.38 3.94±0.07 396.53±2.25 13.53±0.26 85.13±0.51 5.20±0.10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UEMA : ultrasound eye muscle area,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CW : carcass weight, BF : 
backfat thickness, EMA : eye muscle area, MS : marbling score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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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ast 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 of ultrasound measurements and carcass traits by birth year- 
seasons

Year-season
Ultrasound measurements Carcass traits

UBF UEMA UMS CW BF EMA MS
** ** ** ** ** ** **

2008 Spring 10.77±0.17 87.58±0.32 3.88±0.06 414.05±1.73 12.17±0.20 89.64±0.39 5.38±0.08
Fall 10.14±0.11 86.12±0.20 3.80±0.04 411.50±1.00 12.05±0.12 88.40±0.23 5.23±0.04

2009 Spring  9.96±0.09 85.37±0.17 4.01±0.03 416.35±0.79 13.23±0.09 89.31±0.18 5.36±0.03
Fall 10.03±0.10 85.60±0.19 3.98±0.03 410.79±0.95 12.70±0.11 88.87±0.21 5.46±0.04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UEMA : ultrasound eye muscle area,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CW : carcass weight, BF : 
backfat thickness, EMA : eye muscle area, MS : marbling score
** p<0.01

었다. 등심단면적에서는 울산, 강원 그리고 충북이 넓었고 제주, 전

남 및 경남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내지방도의 경우는 대전, 
울산 및 전남이 상위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경남 및 제주가

하위 집단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진단 관측치와 도체형질 실측치 간의 차이를 보았을 때, 

등지방두께의 경우 대전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초음파 진단 관

측치보다 도체형질의 실측치가 약 2~3 mm가 두껍게 나타났다. 등

심단면적은 경기, 경남 및 제주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다

른 지역은 도체형질의 실측치가 초음파 진단 관측치보다 약 2~7
cm2가 넓게 나타났다. 근내지방도는 전 지역에서 도체형질의 실측

치가 초음파 진단 관측치보다 0.9점에서 2.26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 간의 성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는 초음파 진단시점과 출하시점과의 일령차이와 초음파 진단 시 기

기의 조건과 진단환경, 화상판독 시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가 포

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출생계절별 효과

초음파 진단형질에서 출생년도－계절의 효과를 보면 등지방두께

와 등심단면적이 2008년 봄에 10.77 mm와 87.58 cm2
으로 가장

높았으나 2009년 봄에는 9.96 mm과 85.37 cm2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근내지방도의 경우는 2009년 봄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8년 가을이 3.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체형질에서 출생

년도－계절의 효과를 보면 도체중은 2009년 봄에 416.35 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09년 가을에 410.79 kg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차이는 5.56 kg 정도였다. 등지방두께는 2009년이 13.23
mm으로 가장 두껍게 나타났고, 2008년 가을에 12.05 mm로 가장

얇게 나타났다. 등심단면적은 2008년 봄이 89.66 cm2
으로 가장 넓

었고 2008년 가을이 88.42 cm2
로 가장 좁았다. 근내지방도의 경우

2009년 가을이 5.4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8년 가을이 5.23점으

로 가장 낮았다. 도체형질에 대한 계절효과를 보면 도체중, 등지방

두께 및 등심단면적에서 봄이 가을보다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온 영향으로 사료섭취율이 가을보다 봄철에 높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Roh 등 (2004)의 조사에 의하면 후대검정우에

서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의 성적이 봄이

가을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대한 출생년도－계절 효과에 있어

서 2009년 봄의 초음파 진단형질인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이 다

른 출생년도－계절에 비해 얇고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체형질에서

는 반대로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이 두껍고 넓게 나타났는데, 이

것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인한 이

동제한 때문에 사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해제와 함

께 비육후기에 충분한 사료공급으로 단기간 보상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형질간의 상관관계

Table 7에는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대한 표현형 및 잔

차상관을 표시하였다. 모든 형질 간 상관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p<0.01).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 간의

표현형 및 잔차상관을 보면 등지방두께는 0.63 및 0.65였고 등심

단면적은 0.31 및 0.32, 근내지방도는 0.56 및 0.58로 나타났다. 
Song 등 (2002)은 후대검정 거세우를 이용하여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는데 등지방두께는 0.75, 등심단

면적은 0.57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0.67이라고 하였고, Greiner 등

(2003)은 초음파진단시와 출하시의 제 12 흉추에서 진단한 등지방

두께와 등심단면적 간의 상관은 각각 0.89와 0.86이라고 보고하였

다. 그리고 Kim 등 (2003)이 보고한 24개월령 한우에서 등심단면

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에서 나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 후

초음파 진단 측정치들과 도체형질의 실측치들 간의 잔차상관을 보

면 0.92, 0.94와 0.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관계수와 다른 연

구자들과의 상관계수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문헌의 초음파 진단

시점에서 출하시점까지의 기간이 1일에서 일주일인 반면에 본 연

구의 평균 초음파 진단시점과 평균 출하시점 사이의 기간은 약

82.8일 차이가 나지만 표준편차가 약 60~70일 정도이므로 개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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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arson and residual correlation between ultrasonic measurements and carcass traits

UBF UEMA UMS CW BF EMA MS
UBF 0.30** 0.27** 0.32** 0.63** 0.05** 0.06**
UEMA 0.26** 0.45** 0.34** 0.17** 0.31** 0.19**
UMS 0.22** 0.39** 0.16** 0.13** 0.26** 0.56**
CW 0.33** 0.36** 0.17** 0.39** 0.49** 0.15**
BF 0.65** 0.19** 0.15** 0.38** 0.05** 0.07**
EMA 0.04** 0.32** 0.27** 0.49** 0.04** 0.38**
MS 0.06** 0.19** 0.58** 0.15** 0.07** 0.38**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UEMA : ultrasound eye muscle area,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CW : carcass weight, BF : 
backfat thickness, EMA : eye muscle area, MS : marbling score
Below diagonal : residual correlation, upper diagonal : pearson correlation
** p<0.01.

또는 농장별로 초음파 측정 후 출하시기가 많게는 6개월 정도 차

이가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음파 측정 시점과 출하시

점 사이에 성장 및 생리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초음파

측정시기와 도축시기가 거의 동일하다 하더라도, 초음파 측정시 기

기의 조건, 진단환경, 소의 자세와 측정위치 등으로 인한 생축의

진단 형질들의 측정치와 도축 후 판정부위 절개면의 각도 및 도체

현수시 늘어지는 현상 등으로 인한 도체형질의 실측치의 결과가 다

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 거세우의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을 이용하

여 지역별과 출생년도－계절별 변이 요인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실

시하였다. 전국의 거세 한우 26,129두의 기록을 이용하여 초음파

진단형질로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진단하였고, 
도체형질로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

하였다. 거세 한우의 지역별, 출생년도－계절 및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및 출생년도－계절에서 초

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 모두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p<0.01).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도체형질 실측치 중 하나인

등지방두께를 제외한 초음파 진단형질 관측치와 도체형질 실측치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 간의 차이를

보면 대전의 등지방두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도체형질의 실측

치가 초음파 진단형질의 관측치보다 약 2~3 mm가 두껍게 나타났

다. 등심단면적은 경기, 경남 및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약

2~7 cm2
의 차이가 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

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근내지방도는 초음파 진단형질의 관측치와

도체형질의 실측치 차이의 범위가 0.9점에서 2.26점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에 대한 출생년도－계절 효과에 대해

2009년 봄의 초음파 진단형질인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이 다른

출생년도－계절에 비해 얇고 좁았지만 도체형질에서는 반대로 등지

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이 두껍고 넓게 나타났다. 초음파 진단형질과

도체형질 간의 표현형 상관관계를 보면 등지방두께는 0.62, 등심단

면적은 0.31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0.56으로 다른 문헌과 비교했을

때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음파 진단시점과

출하시점간의 기간 차이가 다른 문헌에 비해 길었고, 공시우들의

지역별 그리고 농장별로 사육 방식과 환경요인들에 대한 변이가 컸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세우의 도체 특성

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고급육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초음파

응용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한우, 지역, 출생년도계절, 초음파진단형질, 도체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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