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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1. 1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

로 계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

란계 사육수수도 년대 이후 꾸준한 증1980

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란계 사육수수는 약.

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면서1 2 2002∼

*** 전문연구원
*** 부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년 월 현재 만수까지 증가하였고 지6 4,960 ,

역별 사육비중은 경기가 로 가장 많29.2%

고 그 다음이 경북 충남 순, 22.3%, 12.7%

이다.

계란 산지가격 명목가격 은 년 이후( ) 1980

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

년대 후반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1980

산란계의 생물학적 특징1과 계절적 요인,

1 산란계 사육은 원종계 종계 산란실용계의 사- - 이

클을 반복한다 이 사이클에서 산란계사육은. 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thodology of agricultural outlook,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ayer outlook. It is illustrating the way how to do the layer

outlook based on the biological process from the GPS(Grand Parent Stock) stage to the egg

production stage. Methodology to analyse the data and to interpret the survey results are

explained in detail. But there are many limitations such as data inconsistency, interpretation

of the farmers' intention, insufficient demand side analysis etc. Several improvement

schemes to settle those limitations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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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 곤 정 민 국 이 형 우* ** ***

주제어 축산관측 산란계 계란: , ,



불합리한 유통과정 가축질병 등의 영향으,

로 가격변동폭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이

다 계란생산액 년 기준 이 축산생산액. (2000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고 가축을 제8% ,

외한 축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로 산란계 산업은 축산업에서 큰 비중29%

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산란계 산.

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고 축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가격의 심한 변,

동은 사육농가나 사회전체로 볼 때 커다

란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

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란계 관측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란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측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관측사업은 구 축협중앙회가 주관기

관이 되어 년부터 실시되었으며1980 , 2000

년 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7 ｢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거 축협7 1｣
중앙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관

되었다 축산관측사업이 실시된 지도 여. 20

년이 지났지만 가격불안정성은 아직도 중,

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관측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는 미약

한 실정이다 구 축협중앙회에서 발간된 축.

산관측 관련문헌2들을 살펴보면 단편적인,

자료만을 열거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단순

종계로부터 시작된다 원종계에서 산란실용계. 까

지의 사이클은 대략 년 정도의 시차를 가2 3∼

지며 산란계 사육수수와 계란 가격 역시 이러,

한 사이클에 영향을 받고 있다.
2 축산관측과 관련된 연구실적은 미미하며 구,

축협에서 발간된 축산관측 현황 및 관련자료｢ ｣
나 축산관측연보 등에는 관측방법론에 대한｢ ｣
설명이 부족하다.

화한 모형만을 사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서는. (1998, 1999)

연별 자료를 중심으로 한 산란계 모형이

추정되었으나 생물학적인 특징이 크게 반,

영되지 못해 산란계 분기별 관측사업을 실

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분기별.

산란계 관측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동시에 관,

련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

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산란계 관측에 이용되는 여러 자료들

의 해석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전망치가 산출되는 과정을 자세하

게 검토함으로써 산란계 관측의 개선방안

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물론 현재 수행중인.

관측방식에도 한계는 많다 그러나 본 논문.

을 기초로 많은 연구가 뒤따른다면 산란계,

관측사업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계란수

급과 산란계 사육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계 관측 현황2.
절에서는 산란계 관측이 실제로 어떻게2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산란계 관측,

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에 관해 부분별

사육수수 수급 가격 로 나누어 세밀히 검( , , )

토해 보고자 한다.

산란계 관측 개요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육우 젖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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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산란계에 대해 분기마다 한 번씩 관

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에서 실시 중인 산란계 관측은 몇 가

지 면에서 구축협에서 실시되었던 것과는

다르다 농가조사방식이 과거 우편설문조.

사에서 현재 전화설문조사로 바뀌었다 그.

에 따라 표본농가들의 응답비율이 크게 증

가하였고 조사 농가들에 대한 의향을 분석,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

었다 과거에는 시계열분석을 위주로 분석.

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산란계의 생물학,

적인 특징을 최대한 분석모델에 반영하였

다 축산관측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관측안.

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자

문회의와 중앙자문회의라는 자문기구를 통

해 전망치들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을 받고

있다.

분기별 축산관측보의 작성단계는 크게

분기보작성 전 단계인 관측계획수립 단< >

계와 분기보작성 단계인 자료수집분석< ․ >

단계 분기보작성 후 단계인 관측결과홍, <

보 단계로 나뉜다 관측계획수립 단계> . < >

에서는 관측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

을 수립하고 산란계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자료수집. < ․
분석 단계에서는 수립된 계획을 기초로>

자료수집 및 분석 농가전화조사 모형 분, ,

석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축산관측,

안 이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축산관측( ) .

안 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산( )

관측보가 된다 축산관측보는 관측결과홍. <

보 단계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 다양한 수>

요자들에게 전달된다 제공된 관측정보는.

농업인들의 영농계획 수립 관련산업체들,

의 사업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

부의 수급대책 수립 등에 중요하게 이용되

고 있다.

산란계 사육수수2.2.

산란계의 생물학적 특징2.2.1.

산란계관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란계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

게 알아야 한다 산란계는 육계와 더불어.

양계 로 분류되지만 육계와는 전혀( ) ,養鷄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사육방

식도 상이하다 육계는 육용종계로부터 생.

산된 육용실용계가 닭고기 생산을 위해 35일

정도 사육되어 시장에 출하된다 그러나 산.

란계는 산란종계로부터 생산된 산란실용계

가 약 개월에 걸쳐 개 정도의 계란을18 270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계란이 시장

에 출하된다는 점에서 육계와 다르다.

종계의 종란에서 생산된 종계병아리가 6

개월 정도 사육되어 계란을 낳으면 이것이

부화되어 산란실용계가 된다 부화된 산란.

실용계 병아리는 일반 농가에 분양이 되며,

분양된 병아리는 농가에서 약 개월 정도6

의 육성기간을 거쳐 보통 생후 개월령이6

되면 산란 을 시작한다 산란실용계( ) .産卵 3

의 경제적인 수명은 개월 정도이다 보통18 .

개월령 초반에는 잔알 위주의 생산을 하6

3 계란 식용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산란( ) “

실용계 는 산란종계 와 구별하기 위해서 산” “ ” “ 란

실용계 라 명명되지만 일반적으로 산란계 와” “ ” 같

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가 개월령이 되면 산란능력이 왕성7 10∼

해지고 큰 알 위주로 계란을 생산하며 그,

이후로는 점차 산란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산란계는 계란 산지가격 생산비 등의 경제, 적

지표에 따라 도태 여부가 결정되며 때에,

따라서는 도태되지 않고 환우 털갈이 에( )

의해 경제수명이 연장되기도 한다 표( 1).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월3

월 일 기준 마다 한번씩 발표되(3, 6, 9, 12 1 )

는 가축통계 자료에는 산란계 사육수수｢ ｣ 와

사육가구수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다 표. <

에서 보듯이 가축통계 자료에는 산란계5>

총사육수수와 월령별 사육수수가 실려 있

다 이 중에서 개월령 이상만이 실제 계란. 6

을 생산할 수 있는 산란용 사육수수이다.

개월령은 개월 내에 개월령 미만은3 6 3 , 3∼

표 1 산란계 사육 사이클

종계병아리 사육 개월 이상(6 )

종계에서 계란채취

부화 일(21 )

산란실용계 병아리 농가에 분양

추육성

개월 일령(5 , 150 )

유추기

중추기

대추기

산란 개월령(6 18 )∼

폐계

도태 개월령 이후( , 18 )

개월 내에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6

는 산란계군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월령.

별 사육수수의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이해

하는 것은 향후 계란생산을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이 된다.

산란계의 생육특성상 종계병아리에서 계

란생산까지는 길게는 약 개월 정도의 시36

차 종계 개월 생존 실용계 개월 생존( 18 , 18

시 가 발생할 수 있다 계란수요가 설과 추) .

석의 명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산,

란계 사육수수는 위에서 설명한 산란계의

생육특성상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계절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기적.

으로 산란계 사육수수는 입식되는 병아리

수와 도태되는 노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산란계의 단기적인 사육수수 변화는,

경제성 계란가격 사료비 등 변화에 따라( , )

노계도태와 병아리입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를 파악하면 예측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사육수수 변화는 종계병아리의 입식수수를

기초로 약 년간의 사육수수 변화를 예2 3∼

측할 수 있다.

산란계 배합사료 총생산실적은 산란계

사육수수 변화추이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가축통계상의 산란계 사육수수.

자료와 배합사료 총생산실적의 비교를 통

해서 산란계 사육수수 변화추세를 보다 정

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산란계 관측의 궁.

극적인 목적은 사육수수 변동에 기초한 계

란 수급상황과 계란 산지가격 전망이기 때

문에 사육수수 분석을 위한 자료들을 정확,

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산란계 사육수수 전망2.2.2.

산란계 사육수수 전망4은 종계병아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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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동향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 월령, ,

별 사육수수 구조 농가의향조사결과 사육, ,

수수추정함수 등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사육수수를 전망하.

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사육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고 관련 데이터들 간에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 등이 있다 아래 전망방법에서는.

년 월을 기준으로 하여 월과 월2002 6 9 12

사육수수 전망을 예로 들어 각각의 분석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종계 병아리입식실적을 토대로 산

란계 사육수수를 전망하는 방법에 대해 살

펴보자 산란계 사육수수 전망을 위해서는.

4 산란계 사육수수 전망은 산란계총사육수수“ ” 전

망과 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 전망으로 나뉜“6 ”

다 산란계총사육수수 에는 개월령이상 산란. “ ” “6 용

마리수 외에 개월 미만의 산란실용계병아” “6 리”

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개월령 이상부터. 6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란 생산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 전망이“6 ”

필요하다.

먼저 생물학적인 근거가 되는 종계 병아리

입식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종계병아리입식수는 매월 대한양.

계협회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월 일 기준 산란계 사육수수는 월9 1 6 1

일 사육수수 발표 이후 월 일 월 일6 1 8 31∼

개월 동안 생산된 산란실용계 병아리수수3

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월에 생산. 6 8∼

되는 산란실용계는 언제 입식된 종계병아

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 종계병아리?

는 일반적으로 생후 개월령서부터 산란이6

가능하며 약 개월 동안 산란실용계병아13

리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부화기간.

을 약 한 달로 계산한다면 년 월 실, 2002 6

용계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

병아리 입식은 년 월 년 월2000 12 2001 11∼

의 개월 누적치가 된다 이런 논리대로라12 .

면 년 월 산란실용계 병아리 생산2002 6 8∼

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 병아리는 2000

표 2 종계병아리를 이용한 산란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정

◉ 종계병아리가 산란실용계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

개월 종계병아리 사육기간 개월 부화 일 이동기간- 7 : (6 ) + (21 ) + etc

◉ 종계병아리의 채란기간 개월 감안시 실제 병아리생산 월령13

- 초 기 시 점 개월령: 7

마지막시점 개월령- : 18

예 년 월 실용계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 병아리입식은 년 월 년 월1) 2002 6 2000 12 2001 11∼

개월 의 누적치(12 )

년 년2000 2001 년2002

12-1-2-3-4-5-6-7-8-9-10-11-12-1-2-3-4-5-6

개월 개월령(7 18 )∼

예 2) 년 월 실용계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 병아리입식은 년 월 년2002 6 8 2000 12 2002 1∼ ∼

월 개월 의 누적치(14 )

년 년 년2000 2001 2002

<12-1-2-3-4-5-6-7-8-9-10-11-12-1>-2-3-4-5-<6-7-8>



년 월 년 월의 개월 누적치가12 2002 1 14∼

된다 표( 2).

단 주의할 점은 종계병아리를 이용한 실

용계 병아리생산 추정치는 종계병아리 생

산의 누적치를 이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

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약 개월 동안의 누적치를 사용, 14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산란계의 경제성이. ,

변함에 따라 노계도태나 환우가 결정되는

데 노계도태나 환우 월령이 일정하지 않아,

실용계 병아리생산 추정에 다소 오차가 생

길 수 있다 즉 계산된 수치는 병아리를 생.

산할 수 있는 잠재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

이 옳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표 의. < 3> 수

치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월과 월의 산. 9 12 란

계 사육수수를 전망할 때 다른 조건이 모, 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종계병아리로부터,

유추된 산란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9

월에는 월보다 증가 전년동기대비6 1.3% (

증가 하고 월에는 월보다14.1% ) 12 9 8.0%

증가 전년동기대비 증가 할 것을 의( 23.0% )

미한다 실제에서는 다른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망치를 산출할 때에는 이런 부,

분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종계병아리를 이용한 총사육수수

전망이 병아리생산잠재력에 근거한 개념인

데 비해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은 실,

제로 생산된 병아리수에 근거한다 따라서.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은 종계 병아

리를 이용한 방법보다 단기적으로는 보다

표 3 종계병아리를 이용한 총사육수수 증감률 전망

단위 천수: , %

월6 월9 월12 월 월9 /6 월 월12 /9

년2002 (A) 533 580 612 1.3 8.0

년2001 (B) 493 448 467 -7.2 0.2

증 감 률
(A/B)

4.5 14.1 23.0

주: 1. 년 월 일 사육수수는 월 일 이후2002 9 1 6 1

지난 개월 월 간에 생산된 실용계 병3 (6 8 )∼

아리생산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 기간에,

생산되는 병아리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

병아리들은 년 월 년 월2000 12 2002 1 (14∼

개월 누적 에 입식된 종계병아리들임) .

2. 나머지 추정치들도 위의 논리를 적용시

켜 계산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현실에 가까운 자료를 제시한다 노계도태.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산란실용계 입추,

실적은 산란계의 연령별 구조변화와 개월6

령 이상 산란용마리수5를 전망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산란실용계 병아리는 산란종계의 종란에

서 부화하여 향후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월, 6

정도의 육성기간을 거쳐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실용계가 된다 노계도태가 일정하다.

고 가정하면 월 일의 산란용마리수 개, 9 1 (6

월령 이상 는 월 일 이후 개월 월) 6 1 3 (6 8 )∼ 간

새롭게 산란계군에 포함될 산란용마리수를

계산하면 전망이 가능하다 년 월. 2002 6 8∼

에 새롭게 포함되는 산란용마리수는 2001

년 월 년 월에 입추된 산란실용계12 2002 2∼

병아리들이다 노계도태가 일정하다는 가.

정하에 입식된 산란실용계 병아리가 산란,

계군에 합류하는 시점을 유추하여 산란용

마리수 증감률을 전망한 결과가 표 에< 4>

5 이후부터는 산란용마리수 는 개월령이상 산“ ” “6

란용마리수 를 의미한다” .



산란계 관측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리되어 있다 월 일 산란용마리수는. 9 1 6

월 일에 비해 증가하고 월 일 산1 3.0% , 12 1

란용마리수는 월 일에 비해 증가할9 1 6.5%

전망이다 증감률을 비교할 때 전년동기와. ,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개월 전과 비교할3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개월전 시점과 비교하는 것. , 3

보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년이라는1

시차가 존재하여 보다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계 병아리를 이용한 산란계 사육수수

전망은 누적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커질 수 있는 데 비해 농림부 가축통계의,

발표치는 한 시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발표

한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차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농림부 발표 가축통계는 개월. 3

미만 개월 미만 개월령 이상으로 나, 3 6 , 6∼

뉘어 발표된다 가축통계상 발표치들은 월.

령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월령별

구조를 이용한다면 산란능력이 있는 산란

용 마리수 개월령이상 를 전망하는 데 유(6 )

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발표된 가축통계치의, 6 3∼

개월령 미만 마리수를 이용하면 월보다6 6

개월 후인 월의 개월령이상 산란용 마3 9 6

리수를 전망할 수 있고 월 발표된 개월, 6 3

미만 마리수를 이용하면 월보다 개월 뒤6 6

인 월의 개월령 이상 산란용 마리수를12 6

전망할 수 있다 표 에 정리한 결과를. < 6>

보면 월 산란용마리수는 신계군의 합류, 9

표 6 월령별 마리수를 이용한 산란용 마리수 개월령이상(6 )

증감률 전망

단위 천수: , %

표 4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을 이용한 산란용마리수 증감률 전망

단위 천수: , %

월6 월9 월12 월 월9 /6 월 월12 /9

년2002 (A) 7,732 7,963 8,484 3.0 6.5

년2001 (B) 10,508 5,799 8,888 -44.8 53.3

증감률(A/B) -26.4 37.3 -4.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표 5 산란계 사육수수 변동추세

단위 천수 가구: ,

2001.3 6 9 12 2002.3 6

산란계 총사육수수 49,347 50,690 49,333 49,800 50,471 49,589

개월 미만3 6,089 7,220 6,393 6,401 6,201 6,380

개월 미만3 6∼ 6,679 6,041 6,943 6,959 6,209 6,250

개월령이상6
산란용 마리수

36,579 37,429 35,997 36,440 38,061 36,959

사육가구수 2,569 2,633 2,476 2,394 2,387 2,433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 ｣



개월령3 6∼

월 전망치(9 )

개월령미만3

월 전망치(12 )

년 월2002 3 (A) 6,201 6,209

년 월2002 6 (B) 6,250 6,380

증감률(B/A) 0.8 2.8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로 월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6 0.8% , 12

월 산란용마리수는 월에 비해 증가9 2.8%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계도태가 어떻.

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산란용마리수는

변화할 수 있다.6

사육수수 전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중

하나가 사육농가들의 의향이다 이를 조사.

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

보센터는 표본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문항은.

농가들의 사육의향 총사육수수 산란용사육( ,

수수 과 노계도태의향 질병 발생 등을 포함) ,

한 기타 질문문항으로 구성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산란농가들의 사육 및 노계도태의향

은 산지가격의 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에는 표본농가들의. < 7>

사육의향 조사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산란노계 도태수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는 현재 없는 상태다 따라서.

노계도태에 대한 대체자료로 사용될 수 있

는 것 중의 하나가 표본농가 의향조사를

기초로 작성된 노계도태의향지수이다 표본.

표 7 표본농가 사육의향 조사결과

단위 만수:

6 실제로는 산란노계도태수수가 산란계 관측을 위

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로, 서는 노계

도태에 대한 공식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년2002 월6 월9 월12 월 월9 /6 월 월12 /9

총사육수수(A) 4,959 4,945 4,968 -0.3 0.5

산란용마리수(B) 3,696 3,681 3,684 -0.4 0.1

년2001 월6 월9 월12

총사육수수(C) 5,069 4,933 4,980

산란용마리수(D) 3,743 3,600 3,644

A/C -2.2 0.2 -0.2

B/D -1.3 2.3 1.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조사치(8.1 10,∼

농가252 )

표 8 표본농가 노계도태의향지수

월3 5∼ 월6 8∼ 월9 11∼

도태의향지수 100.0 78.8 83.9

주: 농가 도태의향지수는 월을 으로3 5 100∼ 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8. 1∼

농가10, 252 ).

농가들의 노계도태의향이 표 에 정리되< 8>

어 있다 월의 도태의향은 월보다. 6 8 3 5∼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의 경우, 9 11∼

월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8 .∼ 7

위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토대로 산란계

사육수수 함수를 추정해보자 산란계 사육.

수수는 생산되는 병아리수와 도태되는 산

란노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산란실용계 병.

아리수는 생물학적으로 종계병아리수에 의

해 결정된다 종계병아리는 개월령 이후. 6

부터 산란실용계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전 종계병아리수가 병아리생, 3

산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된다 노계도태.

는 산란종계의 경제적 수명이 약 개월령18

인 것을 감안하면 분기전 종계병아리수에6

의해 설명이 가능하며 또한 계란산지가격,

7 노계도태의향지수를 전체 물량으로 환산한다

면 사육수수를 전망하는 데 더욱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표본이론에 입,

각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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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노계도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킨다 산.

란계 총사육수수를 추정한 결과는 식 과(1)

같다 추정된 모형은 설명력이 높고 설명. ,

변수의 추정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여준다.8

HEAD= 5815.5+3.11*PRICE/WPI+10.67*PS(-3)

(2.24)* (2.24)* (2.87)*

- 7.88*PS(-6) + 0.83*HEAD(-1)

(-2.35)* (14.83)*

- 719.28*D3 - 2072.8*DD981

(-1.91) (-2.10)*

- 2947.33*DD982 - 1449.87*DD983

(-3.01)* (-1.42)

adj R2 식=0.89, D.W=2.37 ( 1)

SMAPLE PERIOD : 1993:3 2002:2∼

산란계사육수수 농림부HEAD : ( )

계란 산지가격 개 원 농협PRICE : 10 / ( )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WPI : ( , 1995=100)

PS : 분기별 산란종계병아리 입식수대한양계협( 회)

계절더미 가을 나머지는D3 : ( =1, 0)

년 사분기는DD981, DD982, DD983 : 1998 1,2,3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더미처리

( )*은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5% t

임을 의미함.

산란계 사육수수 전망을 위해서 종계병

아리 입식동향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

적 월령별 사육수수 구조 농가의향 조사, ,

결과 사육수수모형 추정치 등의 자료를 이,

용하였다 이 중에서 종계병아리 산란실용. ,

8 배합사료가격과 닭고기 가격을 설명변수로 하

여 추정해 보았으나 추정된 계수값들의 통계,

적 유의성이 매우 낮게 나와 설명변수에서 배

제시켰다 이는 배합사료가격과 닭고기 가격이.

농가들의 단기적인 사육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기 때문이다.

계 병아리와 월령별 사육수수는 산란계 사

육수수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계.

병아리수는 중장기 사육수수 전망에 실용,

계 병아리와 월령별 사육수수는 단기 사육

수수 전망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산란계.

관측업무에서는 사육수수 전망을 위해 위

세 가지 지표들의 변화방향과 변화폭을 비

교분석하며 여기에 농가의향조사와 모,․
형추정치를 이용하여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하.

여 그 유의성을 검증받은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최종적인 전망치가 모형에 의한.

결과가 아니어서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약

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전문가의 직관과 모,

형에서 반영되지 못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은 높아졌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계란 수급과 산지가격2.3.

계란 생산추정과 산지가격분석2.3.1.

계란 생산량에 대한 월별 분기별 통계자,

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계란 생산량은 몇 개의 자료를 통하여 간

접적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이용하면 계란 생산량을 추정

할 수 있다 배합사료는 병아리용과 산란용.

으로 나뉘는 데 병아리용 배합사료는 개6

월 미만의 육성기 병아리들이 소비하는 것

이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개월 이상의 산6

란실용계가 소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란.

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이용하면 간접적

자료 농림부:



으로 계란 생산량 추정이 가능하다 산란용.

배합사료를 이용하여 계란생산량 증감률을

추정한 것이 표 에 정리되어 있다< 9> .

년 월 배합사료 생산실적은2002 4 6 449∼

천톤으로 분기전 월 에 비해서 약1 (1 3 )∼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1.8% ,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표 9 산란용 배합사료를 이용한 계란생산 증감률 추정

단위 천톤: , %

월1 3 (C)∼ 월4 6 (D)∼
증 감 률

(D/C)

년2002 (A) 457 449 -1.8

년2001 (B) 458 449 -1.9

증감률(A/B) -0.1 0.0

주 위의 수치는 해당월에 생산된 산란용 배합:

사료 생산량이지만 월분기별 계란생산, ․
량이 발표되지 않으므로 계란생산량을 나

타내는 대체변수로 사용하기로 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생육환경 변화로 산란계의 배합사료 소

비량은 계절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

서 배합사료 생산실적에 대한 분석은 전분,

기보다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분석하여야 한다 표 는. < 9>

올해 분기 월 의 계란생산량이 작년2/4 (4 6 )∼

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준2/4

다 물론 기후나 환경 질병 사료의 질 등. , ,

계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이 있으나 이들 모두를 계량화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지 지역출장 자문회의 개최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수

집작업이 필요하다.

농림부에서 발표되는 가축통계자료를 이

용해서도 계란 생산량을 간접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는 개월령이상 산. 6

란용마리수가 매 분기마다 발표되고 있다.

산란용마리수를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계란 생산량이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표 을. < 10>

표 10 산란용마리수를 이용한 계란생산 증감률 추정

단위 천수: , %

130

140

150

160

170

2000년  163  153  164  155  152  139  131  136  145  146  146  155 

2001년  159  142  157  155  156  139  131  135  152  142  151  161 

2002년  164  140  154  153  155  141  1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천톤

월

2000년

2002년

2001년

그림 1 산란계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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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 (C) 월6 (D) 증감률(D/C)

년2002 (A) 38,061 36,959 -2.9

년2001 (B) 36,579 37,429 2.3

증감률(A/B) 4.1 -1.3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보면 년 월 일 산란용마리수는, 2002 6 1 36,959

천수로 전년동기 년 월 에 비해(2001 6 ) 1.3%

감소하였다 즉 년 분기 계란 생산. , 2002 2/4

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감소했다1.3%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육환.

경에 차이가 나고 산란 계군 이 노계, ( )鷄群

군인지 신계군인지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

가 나기 때문에 위 수치를 계란생산 증감

률로 곧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계란 생산량과 산지가격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전에 계란 산지가격의 일반적인 특

징을 알아보자 계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는 설과 추석명절이다 한 해 중 이 때.

계란의 산지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된다 그.

리고 월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학교개학과3

행락철의 시작에 따른 계란 소비증가로 계

란 산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계란 생산량과 계란 산지가격간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보자 계란가격은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계란에 대.

한 수요조사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수행되

고 있지 않아 공급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로 한다.9 계란에 대한 수요가 일

정하다는 가정하에 계란공급이 증가하면

9 현재 조란 난백 난황 등 일부 형태로 수입되, ,

고는 있으나 국내 공급물량 중 차지하는 비중

이 극히 작기 때문에 공급부분에서는 국내 생

산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계란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표 에는. < 11>

년 상반기 월 월 의 계란 산2002 (1 3 , 4 6 )∼ ∼

지가격 변화와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가 정

리되어 있다 년 분기 월 계란. 2002 1/4 (1 3 )∼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년 월 에(2001 1 3 )∼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3.6% .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늘4.1%

었기 때문이다 물론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산지0.1%

가격 하락과 맞지 않는다 이는 배합사료.

소비가 계군의 연령 질병 생육환경 등 여, ,

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년 분기 월 계란 산지가격은2002 2/4 (4 6 )∼

전년 동기 년 월 에 비해(2001 4 6 ) 13.2%∼

하락하였다 이는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동.

기에 비해 감소하고 배합사료 생산량1.3%

은 별 차이가 없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

이다 계란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

는 데 계란 산지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

다 산지가격하락은 계란에 대한 수요가 감.

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에.

대한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는 않지만 전문,

가들과의 자문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올 설을 전후로 계란 소비 부진에 따른 계

란 재고 증가로 산지가격이 계속 낮게 형

성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1 계란생산 예측지표들과 산지가격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비교

단위: %

월1 3 (C)∼ 월4 6 (D)∼

산란용배합사료 -0.1 0.0

산란용마리수 4.1 -1.3

산지가격 -3.6 -13.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2.3.2. 계란 생산과 산지가격전망

계란산지가격 전망을 위해서는 계란 생

산량을 전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란,

용 마리수10에 대한 전망치가 산출되어야

한다 절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이용하. 2.2.2.

여 산란용 마리수를 전망하면 표 와< 12>

같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과 월령.

별 마리수를 이용하여 얻은 산란용마리수

전망치는 월과 월에 계속 증가하는 것9 12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농가의향조사.

에서는 월과 월 모두 월에 비해 산란9 12 6

용 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최근에 계란 산지가격의 하락으로 농가

들의 사육의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산란.

실용계병아리와 월령별마리수를 이용한 전

망치에는 노계도태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란용마리수 전망치는 이런 부분

10 산란계는 개월령 이상부터 채란이 가능하기6

때문에 계란생산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개월6

령이상 산란용마리수를 전망해야 한다.

표 12 개월령 이상 산란용 마리수 전망6

단위 천수:

이 용 지 표

산란실용계
병아리

월령별
마리수

농가의향
조사

년 월2002 6 3,696 3,696 3,696

년 월2002 9 3,806 3,725 3,681

년 월2002 12 4,055 3,828 3,684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이 고려된 농가의향 조사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산란용 마리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표

과 같다 년 월 산란용 마리수는13> . 2002 9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하고 월에는2.3% , 12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1.1% .

계란생산량을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

해서는 산란용마리수 외에 산란계군의 연

령구조와 생육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한다 표 의 산란실용계 병아. < 12>

리와 월령별 마리수를 통해 얻은 전망치는

600

700

800

900

1,000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원/특란10개

평년

2001년

일

2002년

그림 2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1997 2001 ,∼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일 이동평균가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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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노계도태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산란용 마리

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려주는 지표이

다 즉 년 하반기에 신계군에 합류될. , 2002

산란용 마리수가 점차 증가할 것임을 의미

한다 그러나 농가들의 의향은 최근의 산지.

가격 하락으로 노계도태를 증가시켜 산란

용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하반기 산란용 마리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노계도태와 신계군수의 증가로 계란

생산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로는

산란계 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있

다 산란계 병아리용 배합사료는 개월 미. 6

만의 산란실용계 병아리가 소비하는 것이

므로 이 소비량을 이용하면 향후 계란생산,

량을 전망할 수 있다 산란실용계가 계란생.

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부화

후 개월령 정도이다 따라서 병아리9 . (0 6∼

개월 의 평균 월령을 개월로 보면 배합사) 3

료 생산실적의 해당월에 개월 더한 시점6

이 산란실용계의 산란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점이 된다 이를 이용하면 분기 계란. 3/4

생산량은 분기 병아리용배합사료 생산1/4

표 13 산란용 마리수 전년대비 증감률 전망

단위 천수: , %

년2001 (A) 년2002 (B) 증감률(B/A)

월6 3,743 3,696 -1.3

월9 3,600 3,681 2.3

월12 3,644 3,684 1.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실적으로 전망할 수 있고 분기 계란생산, 4/4

량은 분기 생산실적으로 전망가능하다2/4 .

물론 이 전망치는 노계도태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새롭게 계군에 합류될 신계군을,

중심으로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년. 2002 1/4

분기 월 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실적(1 3 )∼

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다 따라서0.5% .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년 분기 계2002 3/4

란생산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정도 증0.5%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방식으로. , 2002

년 분기 계란생산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9.5% ( 14).

계란생산잠재력 지수를 이용해서도 계란

생산량을 전망할 수 있다 계란생산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산란실용계병아리가 육성기

간을 거쳐 개월령까지 개월간 산란6 18 13∼

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이다 계란.

생산잠재력지수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

고 가정할 때 산란실용계 병아리의 증감에,

따라 향후 계란 생산이 어떻게 변할것인지

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계란 생산잠재력지.

수는 표 와 같다 년 분기< 15> . 2002 3/4 (7∼

월 계란생산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9 ) 7.8%

감소하고 분기 계란생산량은 전년 동기4/4

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5.4% .

표 14 산란계 병아리용 배합사료를 이용한

계란생산량 증감률 전망

단위 천톤: , %

월1 3∼

월 계란생산에 영향(7 9 )∼

월4 6∼

월 계란생산에 영향(10 12 )∼

년2002 (A) 79 91

년2001 (B) 78 83

증감률(A/B) 0.5% 9.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



표 15 분기별 계란 생산잠재력 지수

구 분 월1 3∼ 월4 6∼ 월7 9∼ 월10 12∼

년2002 (A) 100.0 94.7 95.8 96.7

년2001 (B) 101.5 101.3 103.9 102.3

전년대비

증감율(A/B)
-1.5 -6.5 -7.8 -5.4

주: 계란 생산 잠재력 지수는 산란용 병아리 발

생 개월후 계란생산을 가정하였으며6 2002

년 월을 으로 함1 3 100 .∼

자료 계란 생산 잠재력 지수는 농업관측정보센:

터 추정 및 전망치.

위에서 설명한 추정방식을 기초로 계란

생산량을 전망하면 년 월 계란생, 2002 7 9∼

산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0.5 2.3%∼

가할 전망이며 월 계란생산량은 전, 10 12∼

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할 전망1.1 9.5%∼

이다 관측자문 회의 결과 현재 계란산지가.

격이 낮게 형성되어 실제 계란생산은 전망

치보다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계란생산잠재력 지수도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과, 7 9 10 12∼ ∼

월 계란생산 전망치는 전년동기에 비해 각

각 와 가 증가할 것으로 조정되0.1% 1.7%

었다.

계란 산지가격은 가격신축성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지역모니터와 자문회의의 의견,

을 거쳐 조정한 후 최종 전망치를 결정한다.

표 16 계란 생산량 전망 전년대비 증감률( )

단위: %

구 분 월7 9∼ 월10 12∼

이용

지표

농가의향 산란용 마리수 2.3 1.1

병아리용 배합사료 0.5 9.5

계란생산 잠재력 지수 -6.6 -5.3

계란생산량 최종 전망치 0.1 1.7

주: 계란생산량 최종 전망치는 여러 지표들과 자

문회의 등을 종합검토하여 작성한 것임.

가격신축성 함수는 식 와 같이 추정되었(2)

다 계란산지가격 전망치는 계란생산량 전.

망치와 경제성장 전망치를 추정된 함수식

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가격 신축성함.

수를 이용한 계란 산지가격 특란 개 원( 10 / )

전망치는 년 월과 월에2002 7 9 10 12 85∼ ∼ 0∼

원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계란 유900 .

통과정에서 소비부진에 따른 계란 재고물량

증가로 실제 산지가격은 이보다 낮은 750∼

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800 .

다 정확한 가격전망을 위해서는 수요변화와

재고 변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LOG(NPEGGF*100/GDPDEF)

= 28.13 - 2.13*LOG(QEGG)+0.69*LOG(GDP)

(4.36)* (-2.85)* (1.79)

adj R2 식=0.60, D.W=1.42 ( 2)

SMAPLE PERIOD: 1985 2000∼

연평균 계란산지가격 개 원 농협NPEGGF : 10 / ( )

디플레이터GDPDEF : GDP (1995=100)

연별 계란생산량 농림부QEGG : ( )

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통계청GDP : 1 ( )

( )*은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5% t

임을 의미함.

산란계 관측의 한계와 개선방안3.
앞 부분에서 산란계 관측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석과정,

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가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이런 가정들을 보

다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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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상의 한계점들을 명확히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표. <

에는 산란계 관측 부분별로 분석지표17> ,

이용형태 한계 등이 정리되어 있다, .

산란계 관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요변수는 배합사료생산실적과 가축통계자

료이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자료간에 차이. ,

가 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

축통계 발표자료와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이할 수도 있다 계.

절에 따라 동일한 산란계 수수가 소비하는

배합사료 소비량이 다를 수 있다 즉 봄과. ,

가을보다는 생육환경이 열악한 여름과 겨

울철에 산란계 마리당 소비하는 배합사료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 산란계 사육수수.

의 연령구조에 따라 배합사료 소비량이 변

할 수도 있다 즉 신계군이 주를 이룰 경. ,

우에는 비록 사육수수가 같더라도 나이가

많은 노계군에 비해 배합사료 소비량이 적

을 수도 있다 혹은 배합사료의 질. (quality)

이 떨어진다면 같은 사육수수라 하더라도,

배합사료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처.

럼 자료들간에 방향성이 일치되지 않아 관

측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지역출장 자문. ,

회의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관측의 시작은 바로 기초.

자료들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산,

란용 마리수와 계란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노계도태수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현재 노계도태수수.

에 대한 통계는 따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가 표본농가 여 농가(320 )

조사를 통해 농가들의 노계도태의향을 파

악하고는 있으나 추세와 방향을 추정할 수,

는 있어도 정확히 노계도태수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산란계 관측의 정확도 향상과.

계란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노계도태수수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통계가 조사 발표되어,

야 한다 노계도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면 계군 의 연령구조를 파악할, ( )鷄群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란계군의 계란생산

표 17 산란계 관측 분석지표들의 이용형태와 한계

사 용 처 분 석 지 표 이 용 형 태 한 계

사육수수

현황 전망&

-산란계배합사료총생산실적

-종계병아리입추실적

-산란실용계병아리입추실적

-월령별마리수현황

-농가의향조사

-사육수수함수

-산란계사육수수추정

-사육수수 전망

-산란용마리수전망

-산란용마리수전망

-사육 산란용수수전망&

-사육수수전망

-가축통계자료와 차이

-노계도태수수를 알 수 없음

-노계도태수수를 알 수 없음

-노계도태수수를 알 수 없음

-중장기적인 전망에 어려움

-단기적인 시장상황 반영미약

계란생산

현황 전망&

-산란용배합사료생산실적

- 개월령이상산란용마리수6

-산란용마리수전망치

-병아리용배합사료생산실적

-계란생산잠재력지수

-계란생산량추정

-계란생산량추정

-계란생산량전망

-계란생산량전망

-계란생산량전망

-생산성에 대한 분석 미흡

-생산성에 대한 분석 미흡

-생산성에 대한 분석 미흡

-생산성에 대한 분석 미흡

-노계도태에 대한 정보 부족

계란가격

현황 전망&

-가격신축성함수

-자문회의

-계란산지가격전망

-계란산지가격전망
-수요부분에 대한 정보 부족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계군의 계.

란생산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현재 수행중인 가축통계조사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산란능력이 있. ,

는 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를 보다 세분6

화하여 발표하자는 것이다 산란계가 개. 6

월령서부터 약 개월령까지 산란이 가능18

하지만 월령에 따라서 산란능력이 달라지,

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여 발표하면 보다

정확하게 계란생산량이 전망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행정적으로 분리 조사가 가능하다.

면 산란 초중말기의 세부분으로 나누․ ․
어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산란계 관측은 공급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다 보다 나은 관측.

을 위해서는 수요부문에 대한 분석과 조사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계란의 생산뿐만.

이 아니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

단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소비.

되지 않은 재고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

고 그것이 계란가격과 계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월별 혹은 분기별 계란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정부 통계자료가 조사 발표,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란이라는 상품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상

품이 개발되는 추세로 소비자들의 관심사,

항인 건강 미용 등에 초점을 맞춘 특수란,

의 생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연구자들의 모형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기

관들의 자료생성 및 협조가 필요하다 모형.

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란계의 생물학

적 특성 원종계 종계 산란실용계 계란( → → → 생

산 이 충분히 고려된 추정방식과 구조방적)

식에 의한 접근방법 단기적 예측에 유용한,

시계열 접근방식 등은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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