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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젖소의 종모우 선발을 위
한 유전분석은 산차 산유형질들에 대한 일1 305
보정에 의한 단형질 평가에 의존하여 왔다축(
산기술연구소 하지만 와, 2001). Ptak Schaeffer

은 일 보정 산유형질에 대한 분석은(1993) 305

사전보정 에 의한 추정의 편의현(pre-adjustment)
상 및 개체 고유의 유전적 비유지속성 등에 대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분석의 정확도
를 저하시킬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검정일별 자료를 분석모형에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검정일 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과 는 이러한Jamrozik Schaeffer(1997)

임의회귀 검정일 모형을 이용한 홀스타인 젖소의 산차 산유형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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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genetic parameters for test-day milk production and somatic cell
score using field data collected by dairy herd improvement program in Korea. Random regression animal
models were applied to estimate genetic variances for milk production and somatic cell score. Heritabilities for
milk yields, fat percentage, protein percentage, solid-not-fat percentage, and somatic cell score from test day
records of 5,796 first lactation Holstein cows were estimated by REML algorithm in single trait random
regression test-day animal models. For these analyses, Legendre polynomial covariate function was applied to
model the fixed effect of age-season, the additive genetic effect and the permanent environment effect as
random. Homogeneous residual variance was assumed to be equal throughout lactation. Heritabilities as a
function of time were calculated from the estimated curve parameters from univariate analyses. Heritability
estimates for milk yields were in range of 0.13 to 0.29 throughout first lactation. Heritability estimates for fat
percentage, protein percentage and solid-not-fat percentage were within 0.09 to 0.11, 0.12 to 0.19 and 0.17 to
0.23, respectively. For somatic cell score, heritabilities were within 0.02 to 0.04. Heritabilities for milk
productions and somatic cell score were fluctuated by days in milk with comparing 305d milk production.
(Key words : Random regression model, Test day, Genetic variance, Heritability, Per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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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자료에 있어서 검정일을 회귀식에 적합시
키고 각 회귀식을 임의변량으로 간주한 임의회
귀 검정일 모형(Random Regression Test- Day

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캐Model) .
나다의 경우 년부터 다산차 비유기록을 이, 1999
용한 다수의 형질에 대하여 검정일 임의회귀모
형을 적용한 국가단위 종축평가를 실시하고 있
는데 분석형질은 유량 유지방량 유단백량 및, ,
체세포 지수 등에 대하여 산차부터 산차까지1 3
검정일 기록을 이용하여 Wilmink’s function

을 이용한 유전분석을 실시하고(Wilmink, 1987)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이. ,
용한 통계분석모형은 착유우 두당 개 식으로72
구성되며 백만두의 검정일 기록을 이용할 때1.3 ,
백만 이상의 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21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과. Jamrozik

는 이렇게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Schaeffer(2000)
석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가 있으며 Jamrozik
등 은 임의회귀모형에서 사용되는 여러가(1997)
지 공변량의 효율성을 비교한 바가 있으나 각각
의 공변량 함수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Jensen

은 검정일 자료에 대한 유전분석 방법에(2001)
있어서 단계로 구분하여 검정일에 영향하는 환2
경효과를 보정 후 검정일 자료를 유전분석하는
방법과 검정일 환경효과를 공변량 함수에 적합
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검정일
에 대하여 구간을 설정 후 다변량 함수를 활용
한 분석방법과 공변량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나 최적한
유전분석방법을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젖소의. Holstein
산차 검정일 산유형질들에 대하여 임의회귀 검1
정일 모형을 설정하고 각 형질별 검정일별 유전
모수를 공변량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검정일별 유전적 변이를 알아보고 검정일 모형
에 의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방법에 대한 가
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자료들 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젖소
등록사업으로부터 수집된 혈통이 알려진 개
체의 산차 산유형질들에 대한 검정일 기록1
을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 이용된 검정자료는.
년 이후 초산 분만한 두로부터 조사1999 5,796

된 기록 이었으며 분석에 고려된 형질41,070
들은 검정일 유량 유지방율(Milk), (F 유단AT),
백율 무지고형분율(PROTEIN), (SNF) 및 체세포
지수 등 이었다 분석의 정확도를 기하(SCS) .
고 추정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총 조사
된 자료들 중 축군, 검정일 기록수가(HTD)
이상이며 낭우 두당 검정기록수가 이하인3 3
개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모를 알.
지 못하는 개체의 기록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에 대하여 혈연관계에 된HTD disconnected
에 속한 기록은 제외하였다 자료수 및HTD .

이들 기록에 대한 일반정보는 에 제시Table 1
하였다.
초산 산유기록에 대한 단형질 분석모형으
로서 임의회귀 검정일 선형모형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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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ijlm은 해당 분석형질에 대한 i번째 축
군 검정일 에 해당하고(HTD) j번째 분만시
나이 계절 효과에 속하며 l번째 낭우의 m번
째 기록이며, HTDi는 i번째 축군 검정일 효
과이고, b는 l번째 개체에 중첩된 고정효과
회귀계수이고, a와 pe는 l번째 개체에 중첩된
임의 회귀계수이다. z1 3은 등 이Gengler (1999)
제시한 을 변형한 검정일Legendre polynomials
의 공변량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1 =z ; xz 32 = ; )13(4/5 2
3 −= xz

여기서 x = 이며 는-1 2×DIM* DIM* -1 1
의 범위를 갖는 검정일을 표준화한 값이다.
또한 본 분석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WpeZaXbH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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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형 모수의 분산 공분산에 대한 가정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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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여기서

AGG ⊗= 0 , Ι⊗= 0PP , Ι⊗= 0RR 이다.
여기서 G0는 회귀계수들간의 유전 분산 공분
산 성분이고, A는 개체들간의 상가적 혈연계수
행렬이며, P0는 임의 회귀계수들 간의 영구환경
효과에 대한 분산 공분산 성분이다 또한. R0

는 잔차 분산 공분산 성분이며 프로그램의 한
계로 인하여 각 관측치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였다.
고정효과로써 회귀계수 추정은 분만시 계절

(5 ~ 월 및 월10 11 ~ 월 효과 및 연령으로 구4 )
분하였는데 연령은 18 ~ 개월24 , 25 ~ 개월29 , 30
~ 개월 및34 35 ~ 개월령으로 구분하였다 분48 .
산 공분산 성분 추정치를 이용하여 유전력 및
유전상관은 과 가 제시한Jamrozik Schaeffer(1997)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검정일 i일의 유량 유성분 및 체세포지수에,
대한 유전분산 성분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iig zGz
i

ˆˆ 2 ′=σ

또한 검정일 i일과 j일 간의 유량 유성분 및,
체세포지수에 대한 유전 공분산 성분들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하였다.

jig zGz
ij

ˆ′=σ

일 총 유량 유성분 및 체세포지수에 대305 ,
한 유전분산 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cg zGz
c

ˆˆ 2 ′=σ

여기서 ∑
=

=
305

5i
ic zz 이다 또한 총 유량 유성분. 305d ,

및 체세포지수와 i 검정일 동 형질과의 공분산
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ig zGz
ic

ˆ′=σ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정일 i 및 일305
총 산유형질들의 영구환경효과에 대한 분산성
분을 계산하였으며 총 분산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유전력을 계산하였다.

2222 ˆˆˆˆ epegt iii
σσσσ ++=

분산성분 추정은 EM 분석방법을 전REML

Table 1. Number of records, sires, cows, herd-test-day classes, and general statistics for milk
productions at first parity in Holstein cattle

No Means SD Min Max
Records, no
Sires, no
Cows/sire, no
Cows, no
Records/cows, no
HTD classes, no
Records/HTD, no
Milk Yields, kg
Fat %
Protein %
SNF %
SCS

41070
266

5796

7786

74.46

7.46

5.27
27.8
3.92
3.23
8.86
6.46

108.88

2.08

2.63
6.21
0.68
0.38
0.48
1.58

8.46

4.46

3.46
4.46
1.51
2.16
6.54
3.32

487.46

10.46

35.46
58.46
6.99
5.42
9.9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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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프로그램한 을 이용REMLF90(Misztal, 2001)
하였다.

결 과.

단형질 동물개체모형에서 검정일을 공변량
함수로 이용하여 추정된 각(covariate function)

형질별 유전력을 비유 일 비유30 (DIM30), 150
일 비유 일 및 총(DIM150), 250 (DIM250) 305d
비유기별 분산성분 및 유전력으로 요약하여

에 제시하였다Table 2 .

1.

에Table 2 제시된 바와 같이 비유 일30
의 유량에 대한 유전력은 으로 비(DIM30) 0.13

교적 낮게 추정되었으며 비유 일 의150 (DIM150)
유전력은 으로 비유초기 보다 다소 높게0.29
추정되었다 반면에 비유 일 에는. 250 (DIM250)
으로 비유 일에서의 그것보다 낮게 추정0.17 150

되었다 또한 총 산유량에 대한 유전력은. 305d
으로 이와 한 이 한국 젖소의 산유능0.19 (2001)

력 검정자료 산차 일 보정유량에 대하여1 305
추론방법으로 추정 보고한 유전력Bayesian ,

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검정일별 유전력0.17 .

에 대한 경향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Fig. 1
유초기에는 비교적 높게 추정되었다가 비유 60
일까지 점차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비
유 일에 으로 높게 추정되었으며 이후170 0.30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치.
는 타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비유 피크기 이후 일 전후부터 일까지, 40 70

0.00

0.10

0.20

0.30

0.40

5 25 45 65 85 105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65 285 305

DIM

h2

MILK Fat% Protein% SNF% SCS

Fig. 1. Heritability estimates for test-day milk
yield(MILK), fat percent(Fat%), protein
percent(Protein%), solid not fat percent
(SNF%), and somatic cell score(SCS)
as DIM in Holstein cattle.

Table 2. Estimates of genetic variances (G), permanent environmental variances (PE) and
heritability(h2) for production traits and somatic cell score at particular DIM of first
parity in Holstein cattle

DIM MILK Fat% Protein% SNF% SCS
30

G
PE
h2

3.582
16.582
0.132

0.0286
0.1683
0.0922

0.0071
0.0340
0.1222

0.0182
0.0602
0.1722

0.0424
1.2210
0.0222

150
G
PE
h2

7.732
12.482
0.292

0.0301
0.1474
0.1022

0.0087
0.0264
0.1622

0.0187
0.0552
0.1922

0.0587
0.9791
0.0322

250
G
PE
h2

4.082
14.162
0.172

0.0345
0.1519
0.1122

0.0113
0.0304
0.1922

0.0242
0.0551
0.2322

0.0724
0.9963
0.0422

Total_305
h2 0.192 0.1722 0.2622 0.2722 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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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타 연구결과 과0.1 (Strabel Misztal, 1999;
등 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비유후반Liu , 2000a) ,

기인 일 이후도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275 0.1
났다 이와 같이 검정일별 유전력의 변화가 크.
게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비유전반기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양특성상 비유 피크기 때 높은
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경산우부터 시작되
는 특별관리로 영구환경효과변이가 증가하였
고 둘째 고능력우의 비유 후반기 비유량 증가, ,
에 따른 번식장애 등으로 우리나라 젖소의 평
균 착유일수가 일이 넘어 환경효과변이가400
크며 셋째 비유전기에 비하여 비유후기 자료, ,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넷째 단형질 모형, ,
의 경우 산기록만을 이용함으로써 산 산1 2 , 3
기록을 다른 형질로 이용하는 다형질 모형 보
다 검정일별 유전력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과(Strabel Misztal, 1999;

과 또한 이러한 경향Jamrozik Schaeffer, 1997).
치는 공변량 함수와도 상관이 있는데Legendre
본 연구에서는 차항 변수를 사용한 것에 기인2
된 것으로 사료되며 차항 공변량을 추가하면3
검정일별 추정치의 변이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Liu, personal communication).
유량에 대한 검정일간 유전상관 추정치를
살펴보면 비유초기 유전변이(Fig. 2) (DIM30)
는 에서의 유전변이와 부의DIM105~DIM250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비유중기 비유량에 대한 개체간의(DIM150)
유전적 변이는 비유 일 이후 일 전후까70 280
지 고도의 상관(r 을 갖는 것으로 추정0.98)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유후기 에(DIM250)
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총 비. 305d
유량과 각 검정일 비유량과의 유전상관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유 일 이후의 유량에 대한 검정일 유전70
변이가 총유량에 대한 유전변이에 크게305d
영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개체별 비유지속성이 한 유기동안의 총 비유
량에 크게 영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총 비유량을 개량하기 위
해서는 비유지속성에 대한 개량이 크게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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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tic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est-day milk yield at 30(GC30), 150
(GC150), 250(GC205) DIM, and 305d
total milk yield(GC_tot) and the rema-
ining part of first lactation in Holstein
cattle.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지방에 대한Table 2
유전력 추정치를 비유기 구분별로 살펴보면
비유초기 에는 비유중기(DIM30) 0.09, (DIM150)
에는 및 비유후기 에는 으0.10, (DIM250) 0.11
로 추정되었으며 검정일별 유전력 경향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시한 검정일에 따른 유지
방율에 대한 유전력 경향 은 비유 시작(Fig. 1)
단계인 일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비유DIM5
피크기인 일 전후에 최저치의 유전력을 보40
였고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과 이 폴란드Strabel Misztal(1999)

젖소에서 추정한 검정일별 유지방량Holstein
에 대한 유전력 추정치 과 유사한0.08~0.13
경향을 얻었으나 검정일에 따른 유전력 변이
의 경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이들의 추.
정 결과는 비유초기에 유전력이 다소 높았으
며 비유중기에는 으로 낮게 추정된(0.12), 0.08
반면 비유후기에 점차 증가하여 으로 높0.13
게 추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유전변이의 분포가 다른 이유는 우선
적으로 통계분석모형에서 검정일에 따른

를 고려하지 못한Heterogeneous residual effect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지방.
율에 대한 평균 유전력은 으로 추정305d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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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여기서 추정된 평균 유전력은 이와.
한 이 추정한 산차 보정 유지방에(2001) 1 305d
대한 유전력 보다 다소 낮은 추정치를0.21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유전력을.
기타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등 의Tijani (1999)
유지방량에 대한 평균 유전력 과 유305d 0.16
사하였으며 등 의 보다는 낮Reents (1995) 0.26
게 추정되었다.
검정일별 유지방율에 대한 유전상관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량의 그것과 유사(Fig. 3)
한 결과를 얻었는데 특히 비유초기 유지방율
은 비유기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다가

일 전후의 유지방율과의 유전상관이DIM200
약 으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고 다시 증0.40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비유중기.
(DI 와 기타 비유기의 유지방율과의 유M150)
전상관은 비교적 높은 상관추정치가 다른 비
유기와의 상관추정치에서 보다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으며 비유후기 와 기타 비, (DIM250)
유기와의 상관추정치는 비유초기에서의 그것
과 상당히 낮은 추정치(rg = 에서 시작하0.30)
여 점차 증가되는 경향치를 보였다 또한.

총305d 비유기 동안의 평균 유지방율과 각
비유기에서의 유지방율에 대한 유전상관은

일 전후에서 고도의 상관DIM70~DIM250 (rg

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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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netic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est-day fat percent at 30(GC30), 150
(GC150), 250(GC250) DIM, and 305d
total fat percent(GC_tot) and the remain-
ing part of first lactation in Holstein
cattle.

3.

유단백율에 대한 각 검정일 구분별 유전력
추정치 를 살펴보면 비유초기 에(Table 2) (DIM30)
는 비유중기 에는 및 비유후0.12, (DIM150) 0.16,
기 에는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DIM250) 0.19 .

총 비유기 동안 평균 유단백율에 대한 유305d
전력은 으로 추정되어 이와 한 이 연0.26 (2001)
구 보고한 산차 유단백율에 대한 유전력1
0. 보다는 다소 높게 추정되었고 산과 산 기17 1 2
록을 모두 포함하는 에서의Repeatability model
유전력 와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검정일0.24 .
별 유전력 추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Fig.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유일의 증가에 따라 유
전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과 이 보고한 결과와는Strabel Misztal(1999)
다소 상이한 결과이었다 과. Strabel Misztal(1999)
의 보고에 의하면 비유일별 유단백량에 대한
변이는 비유 초기에는 다소 높게 추정되었으며
비유일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비유 일70
전후에 최소(h2 = 로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0.08)
여 비유 일령 전후에 최고200 (h2 = 를 보였0.14)
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보고하였다 이러한 비유일별 유전변이 추이의.
차이는 분석자료의 특이성 자료의 제한성 및,
분석 형질이 유단백율이 아닌 유단백량으로 분
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검정일별 유전상관 추정치를 살펴보면(Fig.
비유 일에서의 유전변이와 타 비유일에서4) 30

의 유전변이와의 상관은 비유 일 전후에서200
가장 낮게 추정되었으나(rg = 유지방율에0.63)
서의 그것 보다 하강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비유 일에서 유단백율과 기타 비유일에150
서의 유단백율과의 상관은 유지방율에서의 그
것과 유사하여 비교적 높게 추정되었고 지속성
또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유 일에서. 250
의 유단백율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타
비유일과의 상관 추정치의 변이 경향은 유단백
율에서의 추이 보다는 다소 변이 폭이 적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총 비유기 평균. 305d
유지방율과 각 비유일별 유지방율에 대한 유전
상관 추정에서도 비유초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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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netic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est-day protein percent at 30(GC30),
150(GC150), 250(GC250) DIM, and
305d total protein percent(GC_tot) and
the remaining part of first lactation in
Holstein cattle.

높게 추정되어 비유 중반의 검정일 기록에
의한 유전평가가 총 평균 유단백율에305d
대한 유전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었다.

4.

무지고형분율에 대한 비유일별 유전력 추정
치는 비유 일에 비유 일에 및30 0.17, 150 0.19,
비유 일에 으로 추정되었고 총 비250 0.23 305d
유기의 평균 무지고형분율에 대한 유전력은
으로 추정되어 이와 한 이 보고한0.27 (2001) 0.17

보다는 다소 높게 추정되었으며 등VanTassel
이 미국의 젖소에 있어서 산차(1999) Holstein 1

비유기록을 이용한 국가단위 종축평가에서 추
정한 0.25 ~ 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0.36 .
비유일별 유전력 변이 추이는 에 제시된Fig. 1
바와 같이 비유일이 증가됨에 따라 다소 비선
형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유말기
에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비유기 평균. 305d
무지고형분율에 대한 유전력이 각 비유일별 유
전력 보다 높은 이유는 본 분석모형상 특징으
로써 공변량을 모형에 적합시켰기 때문으로 사
료되며 각 비유일별 유전적 변이의 누적적 효
과에 의하여 높게 추정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비유일별 유전적 변이의 상관 추정치 는(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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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netic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est-day solid not fat percent at 30
(GC30), 150(GC150), 250(GC250) DIM,
and 305d total solid not fat percent
(GC_tot) and the remaining part of first
lactation in Holstein cattle.

기타 형질에서의 그것 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
었으며 변이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특히 비유 일과 기타 비유일간의. 30
유전상관 추정치는 유량 유지방율 및 유단백,
율에서의 그것 보다 더욱 적은 변이 폭을 보
였으며 비유중기 및 비유후기를 기준으로 하
는 각 비유일간의 유전상관 추정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변이 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지고형분율에 대.
한 비유일별 유전적 변이가 상당히 연관된
것으로 사료되며 유전적 지속성이 높은 것으
로 사료되었다.

5.

체세포의 경우 검정일별 유전력은 비유 일30
에는 로 낮았다가 점점 증가하여 비유0.02 150
일에는 및 비유 일에는 으로 점차0.03 250 0.04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체세포지305d
수에 대한 유전력은 으로 추정되었다 검정0.06 .
일별 유전력 변이를 살펴보면 유단백율(Fig. 1)
에서의 그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전력
추정치는 전체적으로 유단백율에서의 그것 보
다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비유일별 체세포지수에 대한 유전상관 추정
치 는 유지방율 유단백율 및 무지고형분(Fig.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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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netic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somatic cell score at 30(GC30), 150
(GC150), 250(GC250) DIM, and 305d
total somatic cell score(GC_tot) and
the remaining part of first lactation in
Holstein cattle.

율에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특히 총 비유기 평균 체세포지수와 각 비305d
유일에서의 체세포지수와의 유전상관이 비유
일 이후부터 비유 일 전후까지 매우 높게60 280
추정되어 체세포지수에 대한 유전적 지속성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검정일 모형에 의한
유전 평가를 통한 종축선발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고 찰.

공변량 모형을 통한 시계열자료의 유전평가
모형에서 얻은 각 형질별 일반적은 유전변이의
경향은 기타 연구자 과(Strabel Misztal, 1999;

등 의 결과와 조금은 상이한 결Jakobsen , 2002)
과를 보였는데 특히 유량에 있어서 유전변이의
추이가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유량의 비유기별 유전상관경향이 타 연구와 상
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열거하면 첫째 비유전,
기와 기타 비유일과의 유전상관 추정치의 경향
이 비유중기부터 부의 상관을 나타내는 이유는
적은 모집단 분석에서 오는 샘플링 오차와 우
리나라 낙농가의 유전적 개량의 관심이 유량에
집중되어 있어 분만간격이 상당히 길며 낙농,
선진국의 젖소에 있어서 비유 피크기Holstein
가 일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국내70 , Holstein

젖소의 경우는 분만 일 전후에 최고치를 이45
루고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수준 이상의 피크기의 유량은 오,
히려 비유지속성과 부의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
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비유 일과 기타 비유일과의 유전상관250

이 비유 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유전(GC250) 150
상관 또는 총 비유기 유량을 기준으로(GC150)
한 유전상관 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GC_tot)
이유는 유량에 대한 급속한 개량으로 고능력화
되고 따라서 번식장애를 동반함으로써 분만간
격이 지연되어 비유지속성의 평가에 있어서 비
유후기 가 전체 착유일수로 볼 때 비유(GC250)
중기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과 은 검정일 임의회귀모Strabel Misztal(1999)
형에서 산차와 산차를 각각 다른 형질로 보1 2
고 다형질 임의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산,
차 간 매우 높은 유전상관 으로부터(0.60~0.80)
유추해 볼 때 다형질모형을 이용하여 유전평,
가를 실시하면 유전력의 증감폭을 다소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등. Liu

의 보고에 의하면 체세포에 대한 검정일(2000b)
임의회귀 모형에서 산부터 산차까지 각 산차1 3
를 각각 다른 형질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 1
산과 산 또는 산과 산 보다 산과 산간의2 1 3 2 3
유전상관이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0.95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검정일을 이용한,
유전능력분석에 산까지의 반복기록을 이용하3
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등은 임의회귀 검정일, Rainhardt(2002)
선형모형에 다항함수를 변형한 검정Legendre
일 공변량 이용시 불완전한 초산기록을 가지고
있는 낭우들만을 가지고 있는 어린 후보우들의
유전능력 평가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다함함수를 변Legendre
형한 유량곡선이 피크기(40 유량을45) Wilmink

가 제시한 다항함수보다 적합도가 저하((1987)
되며 특히 피크기 이후 비유후반기 자료가 없,
는 낭우에서 적합도가 저하되어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오류는 고정효,
과에 대한 공변량 함수를 적합시 Wilm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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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보정할(1987)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
려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유량의 비유기에 따,
른 유전력 변화의 폭이 크고 비유일 간의 유,
전상관 중 비유초기의 유전상관이 후반기에서
부의 상관을 나타내는 경우 이와 같은 모형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선행될 필요성이 높다
고 하겠다.

에 의하면 검정일 임의회귀모형Swalve(2000)
은 첫째 일 보정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305
있으며 둘째, , AM 방식과 같은 다양한 검PM
정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검정비용을 줄일 수 있
으며 셋째 세대간격을 단축시키며 넷째 분만, , , ,
간격 임신여부 비유지속성 등 다양한 효과를, ,
유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산유형질에 대한 일 보정방법에 의한, 305
유전평가 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우리나라 젖소 종모우의 국가단위 종축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유형질 및
체세포지수의 일 보정에 의한 유전평가 방305
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연구
의 일환으로써 검정일 기록을 이용하여 공변량
함수를 활용한 검정일 임의회귀모형에 대한 효
율성을 검정하고 각 산유형질에 대한 비유일수
별 유전적 변이를 추정하여 제시하고자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농.
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젖소 산유능력 검
정사업에서 조사된 산유능력 검정기록과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조사된 개체별 혈통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혈통이 알려진 산차 개체로써 검정일1
별 축군당 기록 이상을 갖고 부모가 모두 알3
려진 개체만을 이용하였으며 한 유기동안에 개
체별 회 이상의 기록을 갖는 개체만을 선별하7
였다 또한 자료분석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
여 측정자료의 이상치는 제외하였으며 축군들
간의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축군 자료는

제외하였다 분석모형은 단형질 개체모형으로.
써 검정년도 월 연령의 효과를 고정효과 공
변량모형으로 적합시켰고 개체별 상가적 유전
효과 및 영구환경효과를 개체내 검정일에 대한
임의 공변량 효과로 적합하여 모형을 설정 유,
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공변량은.
검정일에 대하여 차항 및 차항을 포함하는1 2
다항 공변량 함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유.
량에 대한 검정일별 유전력은 0.13 ~ 으로0.29
추정되었으며 검정일별 변이가 큰 것으로 추정
되었다 반면에 유지방율에 대한 유전력은. 0.09
~ 으로 비교적 낮게 추정되었으며 유단백율0.11
에 대한 유전력은 0.12 ~ 으로 추정되었다0.19 .
무지고형분율에 대한 유전력은 0.17 ~ 으로0.23
추정되었으며 체세포지수에 대한 유전력은 0.02
~ 으로 아주 낮게 추정되었다 유량에 대한0.04 .
유전적 변이가 비유일별로 다소 크게 추정되어
비유일에 따른 잔차 변이의 이질성(Heterogen-

이 클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러한 효과eosity)
를 고려한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다산차 기록을 활용한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국가단위 종축평가에 적합하기 위한 모.
형제시를 위해서는 본 분석에서 활용한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된 종모우별 유전능력과 사305d
전 보정에 의한 평가에서의 순위와의 비교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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