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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육우 관측사업 개요1

축산관측의 목적은 축산경 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축산정책의 과학화를 

위하여 축종별 사육동향, 수급 및 가격동향

을 파악하고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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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전망 등의 관측정보를 축산 농가 및 

관련 유통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수

급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5개 축종에 

대해 관측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한육우 관측사업은 한육우 사육농가

수나 쇠고기 생산액 면에서 볼 때 축산관

측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은 한육우 관측사업의 실시체계와 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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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사 분석 방법 및 개발된 관측모형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간략히 언급하

고자 한다. 

관측업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

행된다. 한육우 관측의 전반적인 절차는 

<표 1>에 정리된 순서대로 진행된다. 관측 

자료 생성을 위한 자료수집단계, 관련자료

의 가공․분석단계, 전문가들과의 협의 단

계, 끝으로 작성된 관측결과를 분산․홍보

하는 순서로 관측업무는 수행된다. 

한육우 관측의 주요 내용은 한육우 사육

동향과 전망, 쇠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한

우 가격동향과 전망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대상

과 내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한육우 관측결과는 1년에 4번(2월, 5월, 

8월, 11월) 발표되며, 발표일은 해당월 25

일이다. 한육우 관측정보는 발표일 11시에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4면으로 발

행되어 전국 농정관련부서, 생산자 단체, 

표본농가 등에게 약 4만부가 배포되고 있

다. 

2. 표본농가 조사 및 분석방법

2.1. 표본농가 선정방법 

축산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하는 농가들의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육우 사육농가 전체 모집단 중 일

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 농가에 대해

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농가수의 결정은 통

계학 이론 중 신뢰구간접근법1을 사용하

1 신뢰구간 접근법은 신뢰구간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와 정도, 분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즉,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조사자가 원하는 정확도

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E=Z⋅ σ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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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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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E=허용가능한 표본평균과 모집단 평균

간의 차이

    Z=1.64(신뢰구간 90%)

   σ -
x

=모집단의 표본오차

표 1  한육우 관측 절차

자료수집단계 ⇒ 가공․분석단계 ⇒ 협의단계 ⇒ 분산․홍보단계

ㅇ표본농가조사

ㅇ모니터조사

ㅇ질병․사육

  동향조사

ㅇ통계자료분석

ㅇ축산예측모형

ㅇ지역자문회의

ㅇ중앙자문회의

  ⇒결과 확정

ㅇ관측보발간, 배포

ㅇ홍보: 

 - TV,라디오

 - PC통신,인터넷

 - 전문지,잡지 등

표 2  한육우 관측 수집대상과 내용

수 집 대 상 내    용 방    법 표본수

표본농가 주산지 농가 가축출하의향 및 입식의향 전화조사 500여명

지역/중앙

자문위원

축협담당자, 생산자단체, 

농관원출장소, 사료업계 등 

축산관측안 검토 및 자문, 

각 지역 정보를 교환 ․수집
전화, FAX, 회의

지역(24명)

중앙(6명)

관련기관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농산물유통공사 등

가격, 사육두수, 도축두수, 배합

사료생산량, 인공수정실적 등 

간행물 및 인터넷 

검색

수시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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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출된 축종별 표본농가수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위 결과에 따르면, 축산관측 전체 표본농

가수는 총 2,710농가가 되어야 하지만 예산

상의 문제로 표본농가수는 1,500농가로 제

한되었다. 이를 축종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표 3>에서 결정된 표본농가수에 루트비

율2을 적용하여 축종별 표본농가수를 재조

정하 다(표 4). 

축종별 표본농가수를 결정하고 난 이후

에는 표본농가 조사방법이 결정되어야 한

다.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층화표본조사

(stratified sampling), 집락표본조사(cluster 

sampling), 체계적 표본조사(systematic 

sampling) 등이 있는데, 현재 축산관측에서

는 층화표본조사 방법을 이용하 다.

층화표본조사 방법은 층화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층화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어느 모집단을 층화시키면 

2 예산상의 제약으로 표본농가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축종별 표본농가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루트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표본농가수를 

결정하 다.

계층수가 늘어날수록 표준편차가 줄어들어 

정도(精度)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표 4  축종별 표본농가수 조정

원래표본수 루트비율 최종표본수

한육우 1,459 0.36 545

젖소 110 0.10 149

돼지 631 0.24 358

산란계 345 0.18 265

육계 165 0.12 183

합계 2,710 1.00 1,500

계층수가 늘어날수록 자유도가 감소하고 

계산상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20개 이상의 계층을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축산 표본

농가의 계층수와 층화경계는 실제 사육규

모를 고려하여 결정하 으나, 추후에 보완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층화표본 설계시 표

본에 계층을 할당하는 방법은 최적할당법

(optimal allocation)과 비례할당법(proportional 

allocation)이 있는데, 현재 축산관측에서는 

비례할당법을 이용하 다. 비례할당이란 각 

3 통계학, 형설출판사, 김효석, 1994

표 3  축종별 표본농가수 결정

한육우 젖  소 돼  지 산란계 육  계

평  균
(호당사육두수) 5.4 38 675 17,728 20,720

분  산 159 592 1,067,761 402,951,752 262,850,816

표준편차 12.60 24.32 1,033 20,074 16,213

신뢰수준90% 1.64 1.64 1.64 1.64 1.64

허용가능오차
(평균의 10%) 0.5 3.8 67 1,773 2,072

표본크기 1,459 110 631 345 165

  주: 돼지의 경우,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포함시킬 경우 분산이 너무 커져 표본농가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제외시킴. 

자료: 2000년 3월 농림부 ｢가축통계｣ 자료에 통계학 이론을 적용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함.



계층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nj=n(
Nj
N
), 

nj: 계층별 할당 표본수

n: 할당된 표본수

Nj: 계층 모집단의 크기

N: 전체 모집단의 크기

<표 4>에서 한육우 표본농가수는 545농

가로 조정되었고, 지역별, 규모별로 층화하

다. 지역별 층화를 위해 도별 한육우사육 

비율대로 표본을 배분하 고, 이를 다시 4

개의 규모로 층화하여 할당하 다(표 5). 

표 6  한육우 다두 사육지역

전체(28개지역) 도별 주사육지

경기(3) 안성, 화성, 양평

강원(2) 홍천, 횡성

충북(2) 청원, 충주

충남(4) 홍성, 당진, 공주, 예산

경북(6) 경주, 상주, 예천, 주, 천, 구미

경남(4) 합천, 창녕, 울산, 고성

전북(2) 정읍, 김제

전남(4) 나주, 무안, 장흥, 담양

제주(1) 북제주

자료: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

도별로 표본을 할당한 후, 시군별 표본 

표 5  지역별 규모별 표본농가 할당

구 분 할당표본
규모별 표본농가 층화

20두 미만 20∼50두 50∼100두 100두 이상

경 기 57 0.32 18 0.27 16 0.20 11 0.21 12

강 원 37 0.63 23 0.20 7 0.09 3 0.08 3

충 북 39 0.51 20 0.23 9 0.16 6 0.10 4

충 남 80 0.54 43 0.22 18 0.11 9 0.12 10

전 북 51 0.50 25 0.24 12 0.12 6 0.14 7

전 남 81 0.67 54 0.18 14 0.08 6 0.08 6

경 북 110 0.58 64 0.23 25 0.12 13 0.07 8

경 남 83 0.65 54 0.17 14 0.11 9 0.07 5

제 주 7 0.24 2 0.27 2 0.21 1 0.28 2

합 계 545 0.56 304 0.22 118 0.12 66 0.11 57

  주: 1) 실제 표본농가 선정시에는 20두 미만의 농가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약간 줄이고 20두 이상 규

모의 표본을 늘렸음. 

2) 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층별로 가중치를 주어 추후에 조정함. 

자료: 2000년 3월 농림부 ｢가축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을 비례할당하 음.

표 7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비중과 가중치

단위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비중)

1∼19두 20∼49두 50∼99두

2002년 12월 

농림부 가축통계(A)
천두

657 318 192

(0.47) (0.23) (0.14)

2003년 2월 

 표본농가 조사결과(B)
두

1,715 4,255 5,680

(0.06) (0.15) (0.20)

가중치(A/B) 7.77 1.52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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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위해 주사육지를 위주로 하여 표본

을 선정하 다(표 6). 이를 다시 사육규모

별로 4개의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각 시군

별로 표본농가를 할당하 다. 

2.2. 표본농가 조사․분석 

표본농가들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원에 

의해 전화로 이루어진다. 주요 질문 내용은 

송아지 생산두수와 큰소 출하두수에 관한 

것이다. 조사대상인 한육우 사육농가는 암

소사육 여부에 따라 비육과 번식, 일관사육

(비육+번식 사육)으로 나뉜다.4 각 시기별

로 송아지 생산두수와 출하두수가 조사되

면, 이를 근거로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추

정이 가능하다. t기의 전체 사육두수( Ht)

를 알고 있다면, t+1기의 사육두수( Ht+1)

는 그 동안에 태어날 송아지두수( Ct+1)와 

시장으로의 출하두수( St+1)를 알면 구할 

수 있다(식 1). 농가에서 암소의 임신시기

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시점에 

대한 응답이 용이하다. 그러나 출하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의향치와 실제 결과치가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 Ht+1=Ht+Ct+1-St+1

2003년 3월 한육우 관측보 발간을 위한 

표본농가 조사결과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한육우 표본농가는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4 사육방식에 따라 농가를 구분하면, 농가들의 

의향변화를 사육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뉘고, 조사한 후에 규모별 사육두수 가중

치를 부여하여 전체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03년 3월 관측보 발

간을 위한 전화조사는 2월에 실시된다. 따

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조사된 농림부의 2002년 12월 ｢가축통계｣

자료를 이용하 다. 실제 농가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비중은 <표 7>의 A와 같고, 선

정된 표본농가들의 규모별 사육두수 비중

은 B와 같다. 따라서,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농가에서 조사된 수치에 가

중치(A/B)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실제 비

중보다 적게 조사된 1∼19두, 20∼49두의 

층에는 1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실제

보다 많은 비중으로 조사된 50두 이상의 

층에는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실제 조사된 농가조사결과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2002년 12월 현재 표본농가

에서 사육중인 한육우 사육두수는 2만 8천 

626두이다. 농가에 대한 송아지 생산두수

와 출하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2003년 3월 

1일 사육두수는 2만 5천 930두, 6월 1일 사

육두수는 2만 8천 189두으로 나타났다. 전

체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로 환산하기 위해 

루트 비율5을 적용하면, 한육우 전체사육두

수에 대한 전망치가 구해진다. 

표본농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

나의 중요한 정보는 사육형태별(번식, 비

육, 일관 사육)로 농가들의 의향이 어떻게 

5 예산상 제약으로 표본농가수가 부족하여 조사

치간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 이를 줄이기 위해 

루트비율을 적용하 다.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개

월마다 한 번씩 조사되는 표본농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시간 경과

에 따른 사육형태별 농가들의 의향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표 8  한육우 사육두수 의향

12월1일 
의향두수

3월1일 6월1일

송아지생산두수(두) 2,038 3,732

출하두수(두) 4,734 1,473

순증감두수(두) -2,696 2,259

표본농가 사육두수(두) 28,626 25,930 28,189

루트비율 적용 100.0 95.2 99.2

전체사육두수(천두) 1,410 1,342 1,39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2003년 2월 표본농가조

사치.

3. 한육우 관측 모형

3.1. 한육우 사육두수 추정 모형 

한육우 분기보 발간을 위해 현재 운 되

는 모형은 연립방정식이 아닌 개별발정식

의 형태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의 가축통계

에서 발표되고 있는 한육우의 성별․연령

별 사육두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

을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

다.6 한육우 사육두수를 추정하고 전망하는 

6 한육우 단기 관측을 위해서는 단기 상황을 분

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개발이 

절실하나, 연령대를 고려한 생태방정식을 연립

방정식 모형에 연결하는 작업은 추후에 모형개

데에는 다음의 추정방법들이 주로 이용되

고 있다. 

3.1.1. 생물학적 특징

사육두수에 대한 추정모형을 만들기 위

해서는 먼저 한육우의 생물학적 특징을 알

아야 한다. 한육우란 한우와 육우(젖소 수

컷, 교잡우)를 포함하며, 사육방식에 따라 

번식우와 비육우로 구분된다. 번식우는 송

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암소를 의

미한다. 송아지는 이유기를 거쳐 생후 약 

15∼18개월, 체중 250∼300kg에 이르면 수

정이 가능하고 약 280일 정도의 임신기간

을 거쳐 분만을 하게 된다. 분만 후 60∼85

일 정도가 경과하면 발정기에 접어들어 다

시 임신할 수 있다. 암소가 송아지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낳을 때까지는 주로 번식우

로 사육되며, 그 이후에는 큰소와 송아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농가가 번식과 비육 중 

하나를 결정하고 있다. 

비육우는 출생 당시 약 24kg 정도의 중

량이 4∼5개월의 비육기간을 거치면 약 

100∼120kg이 되고, 이후 400∼450일의 비

육기간을 거쳐(일당증체량은 약 0.9∼1.1kg) 

생후 17∼20개월령에 이르면 체중이 500∼

550kg에 이르러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육

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젖소 수컷은 한우

에 비해 증체속도가 빠른 장점은 있으나, 

시장에서는 한우를 육우보다 선호하는 편

이다. 

3.1.2. 연령별 사육두수 추정

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육우 관측사업의 조사방법과 추정모형

가축통계에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성별

(암․수)과 연령별(0∼1세, 1∼2세, 2세이

상)로 나뉘어 총 6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

어 발표되고 있다. 한육우 사육두수를 전망

하기 위해서는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육

두수를 각각 추정하여 더하면 전체 사육두

수를 구할 수 있다. 각 성별․연령대별 사

육두수 함수 형태는 아래와 같다. 실제 추

정한 결과는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1세 미만 암송아지두수> 

1세 미만 암송아지두수는 인공수정두수

와 접한 연관7이 있고 암소의 임신기간

이 10개월임을 고려하여 ‘10개월전 12개월 

누적 인공수정두수’를 설명변수로 선택하

다. 송아지두수는 계절적인 특성(봄철에 

많이 태어남)을 가지고 있어 계절더미 변

수도 고려하 다. 

CALFF = f(BRT, D1, D2, D3)

   CALFF: 1세 미만 암송아지두수

   BRT: 10개월전 12개월 누적 인공수정두수

   D1, D2, D3: 계절 더미변수 (1은 봄, 2는 

여름, 3은 가을)

<1세 미만 수송아지두수>

1세 미만 수송아지 사육두수는 암송아지 

두수와 계절더미를 설명변수로 추정하 다. 

CALFM = f(CALFF, D1, D2, D3)

   CALFM: 1세 미만 수송아지두수

7 물론 송아지두수는 인공수정 외에 자연수정과

도 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적으로 자연수정

에 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가축개량사업

이 진행되면서 자연수정 비율은 낮아져 인공수

정두수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하 다. 

<1∼2세 암소두수>

1∼2세 암소 사육두수는 1년전 1세 미만 

암송아지가 폐사되지 않고 살아 남은 것이

기 때문에 암송아지두수를 설명변수로 추

정하 다. 

COWF = f( CALFFt-4) 

   COWF: 1∼2세 암소두수

   CALFFt-4: 4분기전 암송아지두수

<1∼2세 수소두수>

1∼2세 수소 사육두수는 1년전 1세미만 

수송아지두수 중 도축되지 않고 생존해 있

는 것들이어서, 1년전 수송아지두수와 수

소도축두수를 설명변수로 추정하 다. 암

소와 달리 수소는 단기비육의 경우 1∼2세

에 도축되는 것이 있어서 설명변수에 도축

두수를 추가하 다.

COWM = f( CALFMt-4, SCOWM, D1, 

D2, D3)

   COWM: 1∼2세 암소두수

  CALFMt-4: 4분기전 수송아지두수

   SCOWM: 수소도축두수

<2세 이상 암소두수>

2세 이상 암소두수는 1년전 1∼2세 암소

두수가 도축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어서, 

1∼2세 암소두수와 암소도축두수를 설명변

수로 추정하 다. 

COWFT = f( COWFt-4, SCOWF)

   COWFT: 2세 이상 암소두수

   SCOWF: 암소도축두수

<2세 이상 수소두수>



2세 이상 수소두수는 1분기전 2세 이상 

수소두수 중 도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들이어서, 1분기전 2세 이상 수소두수와 수

소도축두수를 설명변수로 추정하 다.

COWMT = f( COWMTt-1, SCOWM)

   COWMT: 2세 이상 수소두수

  COWMTt-1: 1분기전 2세 이상 수소두수

   SCOWM: 수소도축두수

위에서 추정한 6개의 개별 방정식에서 

추정된 값들을 더하면 전체 한육우 사육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한육우 전체사육두수

( Ht)는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방식

을 통한 평균절대오차비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은 0.9%로 낮게 나타났다. 

(2) Ht=CALFFt+CALFMt+COWFt  

        +COWMt+COWFTt+COWMTt

3.1.3. 생산두수와 도축두수 추정을 통한 

사육두수 전망

표 9  성별․연령대별 사육두수 추정 결과

CALFF = 92 + 3450*BRT - 15570*D1 + 9657*D2 + 18650.0701*D3 + [AR(1)=0.64]

         (0.008)  (30.2)      (-6.9)       (3.7)           (8.2)        (5.80)

  adjusted-R2 =  0.99, sample period: 1989∼2002

CALFM = 87329 + 1.17*CALFF + 168*D1 + 6367*D2 + 5107*D3 + [AR(1)=0.87]

           (2.59)       (12.71)      (0.06)      (2.17)     (1.68)     (16.32)

adjusted-R2 =  0.99, sample period: 1986∼2002

COWF = 97086 + 0.30*CALFF(-4) + [AR(1)=0.97]

          (2.18)        (6.93)        (34.65)

adjusted-R2 =  0.98, sample period: 1987∼2002

COWM = 162605 + 0.20*CALFM(-4) - 0.15*SCOWM - 6670*D1 - 11817*D2 - 1810*D3 + [AR(1)=0.96]

        (2.20)     (2.49)          (-1.32)     (-2.14)   (-2.92)    (-0.45)     (27.48)

adjusted-R2 =  0.97, sample period: 1990∼2002

COWFT = -7679 + 0.29*COWF(-4) - 1.12*SCOWF + 1.03*COWFT(-1)

            (0.54)     (2.69)             (-7.64)           (79.59) 

adjusted-R2 =  0.99, sample period: 1990∼2002

COWMT = 1245 + 0.95*COWMT(-1) - 0.0023*SCOWM

           (1.18)        (16.75)            (-0.25)

adjusted-R2 =  0.87, sample period: 1990∼2002

주: 1) 추정된 함수는 각 구간의 분기 자료를 사용함.

2) ( )은 t-값을 의미함.

그림 1  한육우 사육두수 추정치와 실제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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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한육우 사육두수 추정 방법은 

앞서 언급한 표본농가 조사 방식과 비슷하

다. 한 시점의 사육두수가 주어져 있을 때, 

분기에 태어날 송아지두수와 도축두수를 

추정하여 다음 시기의 사육두수를 계산하

는 것이다(식 1).

분기간 태어나는 송아지 생산두수에 대한 

통계는 가축통계 자료에 발표되지만, <식 1>

에 대입하여 사용할 경우 자료의 일관성에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형에 사용할 송아지 

생산두수는 Ht= Ht-1+Ct-St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분기간 태어나는 

송아지 생산두수(C)는 Ct=Ht-Ht-1 +S t

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계

산된 값을 이용하여 송아지생산두수 함수

를 추정한다. 

<송아지 생산두수>

송아지 생산두수는 인공수정두수와 암소

의 가임시기인 3분기전 송아지가격, 그리

고 계절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하 다. 

C = -14019 + 543*QBRT
  (-1.36)     (14.98)

+ 0.023*(NPFY51(-3)*100/WPI(-3))
                 (3.49)

+ 22841*D1 + 69147*D2 + 27734*D3
      (3.20)       (8.76)       (3.59)

+ 68326*DD932 + 132010*DD981
        (3.79)          (7.17)

- 62989*DD984
       (-3.43)

      adjusted-R
2
 =  0.94

C: 분기간 송아지 생산두수

QBRT: 해당 분기에 생산될 인공수정

두수의 합계

NPFY51(-3): 3분기전 암송아지 산지

가격

DD932: 1993년 2/4분기는 1, 나머지 

시기는 0

DD981: 1998년 1/4분기는 1, 나머지 

시기는 0

DD984: 1998년 4/4분기는 1, 나머지 

시기는 0

WPI: 생산자 물가지수 (1995=100)

추정기간: 1990∼2002년(분기 자료 사용)

( )은 t-값을 의미함

암소와 수소의 도축이 서로 다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를 구분하

여 추정하 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소도축두수>

암소도축두수는 전년도 1∼2세 암소사육

두수, 암소산지가격, 계절더미를 설명변수

로 추정한다. 1∼2세 암소두수는 송아지를 

생산하고 일부는 도축되고 일부는 재임신

되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SCOWF = -65432 + 0.48*COWF(-4)
         (3.87)       (5.45)

+ 62141*DD973 + 24998*DD974 
     (8.14)          (3.25)

- 365*D1 - 13155*D2 - 5946*D3
          (-0.15)     (-4.87)     (-2.58)

+ 5732*NPFO513 
              (1.97)

+ [AR(1)= 0.7182615242]
            (5.39)

adjusted-R
2
 =  0.96

SCOWF: 암소도축두수

COWF(-4): 4분기전 1∼2세 암소사육

두수

NPFY51(-3): 3분기전 암송아지 산지

가격

DD973: 1997년 3/4분기는 1, 나머지 



시기는 0

DD974: 1997년 4/4분기는 1, 나머지 

시기는 0

NPFO513: 2, 3, 4분기전 한우암소가격

의 평균치(wpi로 디플레이

트한 실질가격)

추정기간: 1990∼2002년(분기 자료 사용)

( )은 t-값을 의미함

<수소도축두수>

수소도축두수는 장․단기 비육된 수소가 

시장에 출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2분기전 

수송아지두수와 2분기전 1∼2세 수송아지

두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 다. 또한, 수

소산지가격에 따라 사육기간이 향을 받

기 때문에 산지가격도 설명변수로 채택하

다. 

SCOWM = 1430 + 0.12*CALFM(-2) 
         (0.11)       (6.53)

+ 0.26*COWM(-2) + 3617*D1 
              (5.79)           (1.01)

- 14467*D2 - 6694*D3
            (-3.70)     (-1.89)

+ 337*NPMO513 
             (0.22)

+ [AR(1)=0.3214247236]
             (2.18) 

  adjusted-R
2
 =  0.86

SCOWM: 수소도축두수

CALFM(-2): 2분기전 수송아지두수

NPMO513: 2, 3, 4분기전 한우수소가

격/수송아지가격의 평균치

(wpi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가격)

추정기간: 1990∼2002년(분기 자료 사용)

( )은 t-값을 의미함

한육우 전체 사육두수는 위에서 추정한 세 

가지 추정치들을 <식 1> Ht=Ht-1+Ct-St  

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전기의 한육의 

사육두수에 송아지생산두수( Ct)를 더하고 

도축두수( St)를 빼면 현재 시점의 한육우 

사육두수가 계산된다. 이 방식을 통한 평균

절대오차비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은 0.7%로 낮게 나타났다.

3.1.4. 2세 이상 암소사육두수

 추정 

한육우 사육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위

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한다. 전

체 사육두수를 추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

요한 것이 암소두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암

소가 얼마나 생존하느냐에 따라서 한육우 

사육기반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국내 쇠고

기 생산능력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3.1.2.에

서 2세 이상 암소두수를 추정하 으나, 변

그림 2  한육우 사육두수 추정치와 실제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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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관측사업의 조사방법과 추정모형

수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 다. 2세 이상 

한육우 암소두수는 <식 3>과 같은 방법으

로 추정이 가능하다. 2세 이상 암소두수

( CFT51 t)는 전기의 암소두수( CFT51 t-1)

에 2세 이상 암소두수에 포함되는 2년(8분

기)전에 태어난 암송아지두수( FCt-8)를 

더하고 암소도축두수( SF51 t)를 빼주면 구

할 수 있다. 

(3) CFT51 t=0.9963*CFT51 t-1

         +0.9217*0 .9852*FCt-8-SF51 t
주: 0.9963, 0.9852, 0.9217은 생존율8

현재 농림부에서 발표되는 가축통계를 

보면, 분기간 태어나는 암송아지두수에 대

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기간

에 태어나는 암송아지 생산두수( FCt)는 <식 

4>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4) FCt=0.5*BRt*CFT51 t-3   

주: 0.5는 암송아지가 태어난 확률은 50% 라는 

의미임.

     BRt : 2세 이상 암소의 실제출산율

     CFT51 t-3: 3분기전 2세 이상 암소두수

2세 이상 암소의 실제출산율( BRt)은 아

래와 같이 계산된다. 이 계산방식에 따르면, 

인공수정 두수와 출산율을 알면 분기간에 

태어나는 암송아지 두수를 계산할 수 있다.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

화를 위한 조사 연구｣, C98-1/1998.4, p.60

한육우 송아지의 연간 생존율: 0.9217, 분기생

존율: 0.9804

한육우 소의 연간 생존율: 0.9852, 분기생존율: 0.9963

BRt=
분기 중 인공수정두수(-3)
2세이상가임암소(-3)

      *

출생두수가임암소 의 평균치
분기 중 인공수정두수
2세이상가임암소 의 평균치

            

=
분기 중 인공수정두수(-3)
2세이상가임암소(-3) *

0.2125
0.2798

=
출생두수가임암소

주: 1) 계수값 0.2125는 

연평균출산율*1/4=0.85*1/4=0.2125
               =

출생두수가임암소 의 평균치9

2) 계수값 0.2798은 1987년 2/4분기에서 2002

년 3/4분기까지의 
인공수정두수
2세이상가임암소 (인

공수정률)의 평균치임. 분기평균 인공수정
률이 0.25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실
제 인공수정은 2세미만의 가임암소에 대
해서도 행해지기 때문에 0.25보다 큰 값이 
나왔음. 

3.1.1.절에서 추정한 암소두수(방법1)와 위 

9 박인희, ｢소 번식동향 조사분석 결과｣, 축협조

사계보, 1992, pp.15-25. 에서는 연평균 분만율을 

83.4%으로 계측하 는 데 본 모형에서는 이를 

약간 상향 조정하여 85%를 사용하 다. 

그림 3  2세 이상 암소두수 추정치와 추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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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2세 이상 암소두

수(방법2)를 비교해 보자. 두 방법 모두 실

제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절대오차비율에 있어서는 방법1이 

1.2%으로 방법2의 2.3%보다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3.2. 한육우 산지가격 추정 모형

한육우 산지가격은 추석과 설을 전후하여 

연중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된다. 한육우 사

육두수는 대략 10년의 사육사이클이 있으며, 

국내 쇠고기 생산과 산지가격도 이 사이클

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지

가격의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산지가격 추정에 사용되는 모형은 

가격신축성함수이다. 산지가격은 1인당 공

급량과 1인당 소득을 설명변수로 추정할 

수 있다. 공급량과 소득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된 산지가격은 수급상황을 모두 고려

하는 일종의 균형가격과 같은 성격을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한우수소 산지가격 함수>

한우수소 산지가격은 1인당 국내산 쇠고

기 공급량과 1인당 소득, 계절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수입쇠고기가 국내 

산지가격에 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입육과 한우고기 시장이 어

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쇠고기 

수입량은 설명변수에서 제외하 다. 

LOG(NPMO51*100/WPI) = 14.6 - 0.024*D1 
                       (201.57) (-0.80)

     - 0.149*D2 - 0.086*D3 + 0.423*LOG

      (-4.09)    (-2.85)      (1.77)

     (RDINC/POP)- 0.441*LOG(((SCOWF
                     (-4.70)

     +SCOWM)*550*0.402/1000)/POP) 

   + 0.181*DD1998 + [AR(1)=0.52113124]
        (2.80)          (3.27)

     adjusted-R2 = 0.81

     NPMO51: 한우수소산지가격(500kg 기준)

     RDINC: 한국은행 발표,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실질가격)

     POP: 인구수

     DD1998: 더미변수, 1998년은 1, 나머지는 0

     SCOWF: 암소도축두수

     SCOWM: 수소도축두수

     추정기간: 1990∼2002년(분기 자료 사용)

     ( )은 t-값을 의미함 

<한우암소 산지가격 함수>

한우암소 산지가격은 1인당 국내산 암소

고기 공급량과 1인당 소득, 계절더미변수

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한우수소가격 추

정과는 달리 수소도축은 설명변수에서 제

외시켰다. 이는 암소를 선호하는 소비층은 

전체 쇠고기 소비층과는 어느 정도 분리되

어 있고, 암소는 수소와 달리 자본재와 같

은 성격이 강해 암소에 대한 수요는 수소

와 차별화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LOG(NPFO51*100/WPI) = 14.46 - 0.003*D1 
                         (87.7)    (-0.17)

     - 0.060*D2 - 0.039*D3 + 0.765*LOG
        (-2.27)     (-2.12)       (1.67)

     (RDINC/POP) - 0.165*LOG((SCOWF
                        (-1.95)

     *550*0.402/1000)/POP)+ 0.068*DD1998
                              (0.73)



한육우 관측사업의 조사방법과 추정모형

     + [AR(1)=0.9084216306]
         (11.84)

adjusted-R
2
 = 0.90

NPFO51: 한우암소산지가격(500kg 기준)

추정기간: 1990∼2002년(분기 자료 사용)

( )은 t-값을 의미함 

<한우수송아지 산지가격 함수> 

한우 수송아지 산지가격은 수송아지가 

바로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지는 않기 때문

에 소득변수는 설명변수에서 제외시켰고, 

1인당 수송아지 공급량과 한우암소, 수소

가격을 설명변수로 추정하 다. 

LOG(NPMY51*100/WPI) = -10.77 - 0.188* 
                           (-9.22) (-2.16)

     LOG((CALFM)/POP) + 0.141*DD1998 
                              (3.08)

     + 1.631*LOG(((NPMO51(-1)+NPFO51(-1))
         (22.62)

     *100/WPI(-1)+(NPMO51+NPFO51)

     *100/WPI)/2) + [AR(1)=0.259631542]
                      (2.06)

       adjusted-R
2
 =  0.94

       NPMY51: 한우수송아지산지가격

       CALFM: 0∼1세 한육우 수송아지 사육

두수

       추정기간: 1986∼2002년(분기 자료 사용)

       ( )은 t-값을 의미함

3.3. 한육우 관측을 위한 지표분석 

한육우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한육

우 표본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와 한육

우 관측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치를 산출하

는 방법을 앞 절에서 검토하 다. 그러나 앞

의 방법들은 ‘비교정태분석’적인 성격이 강

해서 다음 시점까지 변화해가는 조정과정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  분

석 지표10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래 절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3.1. 연단위 경  분석 지표

한육우 암소사육농가의 전반적인 사육심

리 변화는 암소의 도축률과 송아지출산율과 

관련된 지표를 검토하면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발된 지표가 “한육우 연간 암소도

축률”과 “한육우 연간 송아지출산율”이다.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암소를 도축

시킬 것인지 송아지를 생산할 것인지는 암

소사육과 관련된 경제변수에 따라 결정된

10 예측지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상

곤 외 “한육우 사육의향 전망을 위한 예측지

표 개발”, 농촌경제 제24권 제4호, 2001.을 참

조하기 바란다.  

그림 4  번식농가의 출산율, 도축률, 경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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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육우 연간 송아지출산율 = 
송아지생산두수전년도1세이상암소두수

2) 한육우 연간 암소도축률 = 
전년도1세이상암소도축두수전년도1세이상암소두수

3) 암소사육 비육경 지수 = 
암소산지가격(500kg)송아지산지가격



다. 사료가격이 단기적으로 안정되었다고 가

정한다면, 농가는 산지 암소가격과 송아지가

격의 변화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현

재 사육하는 암소를 도축시킬 것인지 재 

가임시킬 것인지는 이 두 가지 변수에 의

해 향을 받게 된다. “암소사육 비육경

지수”는 두 변수의 비로 정의되며, 이를 통

해 암소사육농가들의 사육심리변화를 동태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육우 연간 암소도축률”과 “한육우 연

간 송아지출산율”이 “암소사육 비육경 지

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암소

사육 비육경 지수”가 높은 시기인 1987년∼

1988년과 1998년∼1999년을 보자. 이 시기

에는 암소가격이 송아지가격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에 암소도축은 증가하고 

송아지 생산은 감소하게 되었다. 즉, 암소

도축률은 상승하고 송아지출산율은 하락하

다. “암소사육 비육경 지수”가 낮은 시

기인 1989년∼1997년을 보자. 이 시기에는 

암소가격이 송아지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암소도축은 감소하고 송아지 생산은 

증가하 다. 즉, 암소도축률은 하락하고 송

아지출산율은 상승하 다. 2000년∼2003년

까지의 상황을 보면, “암소사육 비육경 지

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 고, 이에 따라 암

소도축률은 하락하고 송아지출산율은 상승

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암소를 사육하는 농

가들이 산지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송아지

생산에 따른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

기 때문이다. 

3.3.2. 월단위 경  분석 지표

앞 절에서 소개한 지표들은 연간 자료를 

그림 5  월간 암소도축률, 인공수정률과 송아지두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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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증감률은 3개월 이동평균값임.

2) 한육우월간인공수정률 = 
월별인공수정두수월별1세이상한육우암소두수

3) 한육우월간암소도축률 = 
월별한육우암소도축두수월별1세이상한육우암소두수

자료: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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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사육농가들의 중장기적인 의향변

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이 절에서는 

보다 단기적인 의향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월간 자료를 이용한 지표들을 검토해 보기

로 한다. 

한육우 사육은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봄철에 송아지생산이 많고, 추

석과 설에 도축이 증가한다. 따라서 세 가

지 지표들(한육우 월간 암소도축률, 월간 

인공수정률과 송아지두수)을 전년동기 수

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지표들간의 연관관

계와 암소사육농가들의 번식의향 변화를 

세 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전년동기에 비해 “한육우 월간 인공수정

률”이 상승하고 “월간 암소도축률”이 하락한

다는 것은 암소사육농가의 번식의향이 살아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를 보면, 한육

우 월간 암소도축률 증감률과 인공수정률 

증감률의 교차점(a, b, c, d)과 대략 1년∼1

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송아지두수증감률

(ㄱ, ㄴ, ㄷ, ㄹ)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암소도축률과 인공수정률의 변화를 

통해 1년∼1년 6개월 후의 송아지두수 변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암소사육농가들의 

단기적인 사육의향 변화를 알 수 있다. 

4. 향후 과제
한육우 관측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

럼 표본농가 조사, 추정모형과 지표를 이용

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한육우 사육두수

와 수급, 산지가격에 대한 관측정보를 한우

사육농가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관측은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통하여 미래

를 전망하는 것이어서 표본농가조사와 추

정모형결과에 반 되지 못하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 그러한 점들

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측안에 대해 전문가

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측정보가 생성된다. 

그러나 양질의 관측정보가 생성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

분이 있다. 먼저 표본농가의 선정에 관한 

문제다. 축산표본농가는 ‘신뢰구간접근법’에 

의해 농가수가 결정되는 데 한육우 표본농

가의 경우 예산 제약으로 인해 표본수가 

충분치 못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

다. 또한 표본농가를 지역별로 배분할 때 

주사육지역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표본

샘플링의 오차(bias)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

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표본농가 조사 외에 관련 기초자료에 대

한 다양한 분석결과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료들의 발표기관이 

다양하여 자료들간의 일관성(consistency)

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조사업무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기관들간의 긴

한 협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분석 모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태이

다. 축산 전망을 위한 모형으로서 장기전망

을 위한 연차모형이 연립방정식 형태로 이용

되고 있으나, 분기관측을 위한 연립방정식 

모형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의 분석은 주로 부분분석(partial analysis)



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물시장 전체를 동시

에 고려하는 분석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

서, 앞으로 이런 단기관측을 위한 연립방정

식 모형개발에도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측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육우를 

포함한 축산관측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관측

정보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정보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축산관측은 주로 사육두수를 중심으

로 한 생산분석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양

질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외에 유통과 소비부분의 변화에 대한 분석

과 전망도 필요하다. 축산관련산업은 어떻

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축산물에 대한 소

비자들의 수요는 어떻게 바뀌는지, 수입개

방 이후 수입 축산물은 어떤 전략으로 국

내시장을 잠식하는지 등에 대한 세 한 분

석이 뒤따라야 한다. 생산자, 소비자 그리

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비단 생산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

체의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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