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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우농가의 최적 출하월령 선택 분석

- 동적계획모형을 이용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한미진

한우의 사육두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12년 

300만 두를 초과하였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적정 두수인 260만 두

를 크게 웃돌면서 경락가격 역시 하락하기 시작하자 농가의 입식의

향이 냉각되면서 송아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암소의 

가격역시 떨어졌다. 더불어 한우의 두당 수익성 역시 감소추세를 나

타내는데, 비육우에 비해 번식우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7년 이후에는 순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 2005년 이후 한우 사육농가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우 사육농가수는 10년 사이 18만 가

구에서 4만 가구가 감소하여 14만 가구에 그치고 있으며 한우사육

을 포기하는 경향은 소규모 농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우사육농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우산업 내의 

논의는 대부분 적정 사육두수와 가격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고, 한우농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적정 출하시기에 대한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축산농가의 출하월령에 대해 동태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외국

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해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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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내의 연구 중 동태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김상배(1996)

가 비육돈의 출하시기와 출하체중을 분석한 연구가 유일하고, 한우

의 출하시기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정환 외(2011)가 한계수입함수

와 한계비용함수를 비교하여 한우 거세우의 출하월령을 분석한 연

구가 있다. 또한 차명렬 외(2009)는 암소의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

락에 대한 현장연구조사를 바탕으로 50개월 이전에 암소를 비육 출

하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계획모형을 이용하여 한우의 출하월령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때 목적함수는 농가의 이익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

인데, 비육 시에는 출하가격 증가분에서 투입비용을 뺀 값으로, 출

하 시에는 판매과정에서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와 판매 후 새로 입

식하는 송아지의 사료비 합으로 계산한다.

이를 위해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등급판정통계에서 2008년부

터 2013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체중의 이차함수로 경락가

격을 추정하고, 조광현 외(2006)의 성장함수에서 구한 월별 체중과 

도체율을 추정한 경락가격에 곱하여 두당가격을 도출하였다. 비육과

정에 투입되는 요소에는 사료비와 암소의 인공수정 및 백신비용, 기

타 고정투입비가 있는데 고정투입비는 월별로 일정하기 때문에 고

려하지 않았고 그 밖의 비용정보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소재한 

서부농장의 개체기록과 투입비용 정보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식우 암소와 비육우 수소에 대하여 각각의 최

적 출하월령을 분석하되,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 가격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한우의 판매가격이 높을 때와 보통일 때, 낮을 

때를 구분하고,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육우 수소는 29개월에 출하하되 출하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30개월에 출하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회

피도를 고려하여도 출하월령은 동일하였으나 다만 상대가치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가격



- iii -

이 높을 때 47개월에 출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아지 가

격이 50만원 하락함에 따라 약 1개월씩 출하월령이 단축되고, 번식

우의 출하가격이 낮아지면 출하월령이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송아지가격이 20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보통이거

나 낮을 때, 송아지가격이 150만원이고 출하가격이 낮을 때는 56개

월에 출하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번식우의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을 고려하는 경우 각각의 출하월령이 50개월 혹은 

51개월로 단축되어, 송아지 가격이 높을 때에도 등급하락의 가능성

이 높아지기 이전에 출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2~3산 후에 번식우를 출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농가는 개체별 특성과 번식주기에 따라 출하월령을 유연하게 조

절하되 송아지가격이 하락할수록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농가의 입장에서 소 한 마리를 비육출

하할 경우 최적 출하시기와 그때의 가치를 구하였다. 이는 농가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출하시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출하월령 선택

의 변화를 비교하였다는 점,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송아지 가격변화와 번식우의 출하가격 

변화에 따라 번식우의 출하월령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보여준

다는 측면에서 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우의 개체기록이나 통계 등에 대해 체계적

이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많은 부분을 추정하여

야만 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농가의 소득은 전체 한우의 개체수와 시장가

격의 변화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번식우를 

많이 입식하여 장기비육할 경우 한우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가의 선택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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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한우산업 전체의 관점에서의 

최적선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

행된다면 농가의 수익개선 뿐 아니라 한우의 가격파동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출하월령, 동태분석, 동적계획모형, 한우, 번식우, 비육우

학  번 : 2011-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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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육우 사육두수

주 : 매년 4/4분기 기준자료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우의 사육두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증감을 반복해왔다. 

이에 따라 한우가격 역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승기와 하강기를 

교차하는 비프사이클(beef cycle)을 나타내는데, 이 주기는 1980

년대 4~5년에서 1990년대 6~7년, 2000년대에는 9~10년으로 점

차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을 보면 비프사이클

이 길어지면서 한우의 사육두수 역시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하며 잠시 주춤하기는 하였지

만 최근 10년 간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 2012년 300만 두를 초과하였다.1)

1) 2003년 이전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지 않아 한·육우 전체의 통계자료만 
존재하고, 한우의 사육두수 통계는 2003년 이후의 것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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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우 사육두수와 등급판정두수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그림 1-3. 한우의 월별 평균 경락가격 

자료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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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사육두수만을 보아도 한·육우 사육두수와 비슷한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2>를 보면 지난 10년 간 한우의 사

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등급판정두수의 증가속도는 이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속된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한

우의 사육두수가 적정 두수인 260만 두를 상회하면서 2010년 이후

에는 경락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3>에 나타난 암소와 거세우의 월별 경락가격을 보면, 

2010년 이후로 경락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까지는 암소와 거세우의 가격이 비슷했지만 이후 암소의 가

격이 하락하면서 암소와 거세우 사이에 가격차이가 발생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우의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과다한 사육두수는 한우가격의 하락을 불러와 

농가의 입식의향을 냉각시켜 송아지 가격을 하락시켰고, 이는 암소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과잉 사육두수로 인한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

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2년 가임암소 10만 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농협에서도 자

체자금으로 한우암소 저능력우 자율도태사업을 실시하여 각각 10만 

두, 7만 두의 암소를 도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소도체 등급판

정두수는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고 특히 한우암소의 경우 

2001년 이후 최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경가원, 

2012). 그러나 이미 한우가격이 크게 떨어진 시점에 도축두수까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한우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의 위기의식을 더 

커지게 해 오히려 농가의 입식의향을 냉각시키고 이에 따라 도매가

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우농가의 소득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암소 자율도태

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률은 감소하고 암소 도축률은 증가하여 

한우농가의 암소 사육의향이 여전히 냉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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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SnJ 한우동향, 2012). 또한 최근 경기침체와 가격하락으로 한

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림 1-4>에서도 

역시 지난 2005년 이후 한우 사육농가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 

18만 가구에서 2012년 14만 가구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0두 미만 규모의 농가

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10두 미만 규모의 농가가 대부분 번식우 

농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농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송아지와 번식우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 한우 사육규모별 가구 수

자료 : 통계청

실제로 한우 번식우와 비육우의 두당 수익성을 살펴보면 최근 

한우 농가의 순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한우농가의 평균 수익성을 나

타낸다. 모든 금액은 명목가격이며, 한우 비육우의 2005년자료는 

누락되어 있어 전년도와 다음 해의 자료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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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우 번식우의 두당 수익성 

주: 모든 금액은 명목금액임. 

자료: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그림 1-6. 한우 비육우의 두당 수익성

주: 모든 금액은 명목금액임. 

자료: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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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우 번식우의 두당 수익성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사육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조수입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쇠고기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

시제 등으로 인해 한우의 수요가 증가하며 산지가격이 상승하였으

나, 2010년 이후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 역시 하락세로 돌아

섰다. 뿐만 아니라 농가의 순수익은 2007년 이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 번식농가의 경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 번식우의 두당 조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한우의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한 두당가격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육우의 경우 조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육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번식우와 마찬

가지로 2010년 이후 한우가격이 하락하며 소득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그림 1-6). 번식우와 비육우의 수익성 변화를 비교해 볼 때 

비육우에 비해 번식우의 수익성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 현재 번식

우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우농가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간 한우산업 내의 논의는 적정 사육두수와 가격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한우농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적정 출하시기

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과도

하게 많아질 경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별

도로 한우를 어떤 시기에 출하하는 것이 농가에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농가소득의 관점에서 한우의 최적출하

시기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농가의 출하선택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한우의 개체수가 늘었다고 해

서 무조건 출하를 유도하는 것은 농가의 입식의향을 냉각시킬 뿐 

농가소득 보전이나 한우의 가격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소 자

율도태사업이 목표 감축두수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한

우가격 지지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처럼 농가단위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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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기분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한우의 적정 출하월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 거세우의 경우 비육기간이 길어지면 상위 등급 출현율이 

상승하고 도체중이 증가하여 두당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비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육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번식우

의 경우 산차가 늘어날수록 성숙도 증가로 인한 등급하락의 우려가 

있어 송아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보다 등급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언제 

한우를 출하하는 것이 농가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우의 출하월령은 그 자체로도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체 한우 사육두수를 통해 한우가격

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우 사육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한

우의 최적 출하월령을 분석하고, 최적 출하월령의 변화와 그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농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여건의 변

화에 따라 출하시기와 농가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

로써 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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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적계획모형(Dynamic Programming)을 이용

하여 한우의 최적 출하월령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최적 대

체시기는 기존 항목의 한계순수익과 새로운 항목의 평균순수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지만, 농가에서는 소의 생산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소의 출하시기가 달라지기 때

문에 한계순수익을 통한 출하시기 분석보다는 동적계획모형을 이용

한 분석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적계획모형을 이용하여 가축의 출하월령을 분석할 때 상태변

이방정식으로는 성장함수가 쓰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

로 인해 성장함수를 새로이 추정하는 대신 조광현 외(2006)의 성

장함수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우의 성장속도에 맞게 조

정하여 이용한다. 

목적함수는 농가의 이익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으로, 소를 계속 

키우는 선택을 했을 때의 순수익은 해당 시점의 잠재가치 변화분에

서 투입비용을 뺀 값이다. 농가에서는 한우의 출하시점에 판매소득

을 얻게 되지만 사실 비육에 따른 농가소득은 그 시점에서의 의사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기에 한우를 계속 키운다

는 선택에 의해 발생한 판매가격 증가분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특정 시점에 한우를 계속 키우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추가

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가치변화량을 잠재가치 변화분이라 

정의한다면, 비육에 따른 이익은 잠재가치의 변화분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월령별 경락가격을 추정하여야 한

다. 경락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등급판정통계에서 등급판정 

항목별 평균의 체중정보와 경락단가를 이용하여 체중의 이차함수로 

추정하였고, 자료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월별자료

를 이용하였다. 경락가격에 도체중을 곱하면 한우의 두당 판매가격

을 구할 수 있는데, 도체중은 조광현 외(2006)의 성장함수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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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월령별 체중에 평균 도체율을 곱한 값으로 구하였다. 경락가격을 

체중의 이차함수로 추정하였을 때, 체중은 앞서 구한 성장함수로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우의 두당 판매가격은 결과적으로 월령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 비육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에는 사료비와 암

소의 인공수정 및 백신접종 비용, 기타 고정투입비가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소 한 마리에 대해 출하시기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정투입비는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정보는 서부농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개체기록과 투입비용 자료를 이용한다. 

소를 판매할 때의 순수익은 판매시 지출하는 각종 수수료와 판매 

후 새로 입식하는 송아지의 사료비의 합으로, 마찬가지로 서부농장

의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음의 값을 나타낸다.

모형의 시간변수는 한우의 월령이고 상태변수는 비육(keep) 또

는 출하(replace)로 모두 이산적(discrete)이며, 소 한 마리를 반복

해서 비육출하할 때의 최적출하시기를 분석한다. 분석과정에서 비선

형방정식의 해를 근사하는 방법으로는 Newton’s method를 이용

하는데, 이는 ′가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학

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에 의해 방

정식  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식우와 비육우에 대하여 각각의 최적 출하월령

을 분석한다. 또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등급판정통계에서 월별 

도매시장 등급별 경락현황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우의 판매가격이 

높을 때와 보통일 때, 낮을 때를 구분하되 가격이 높은 경우는 육질

등급이 1++, 1+ 등급일 때, 보통인 경우는 1등급일 때, 낮은 경우

는 2, 3등급일 때로 각각 나누어 가격을 구하고 가격변화에 따른 

출하월령과 가치함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반영하는 경우 권오상(2002)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농가의 상대위험회피계수를 농가소득, 즉 두당 판매가격으

로 나누어 절대위험회피계수를 구하고, 가격의 분산을 출하월령의 

이차함수로 추정하여 월령별 분산의 함수를 구한 다음 위험회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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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한 두당 판매가격을 계산하여 출하월령 및 가치함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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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국외연구의 경우 축산농가의 출하시기 선택에 대한 동태적 분석

이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이루어져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왔다. 

Schroeder, T. C. and A. M. Featherstone(1990)은 가격의 확률

적 요소뿐 아니라 농장주의 위험회피도를 반영하여 현금이나 선물

시장의 다양한 지불수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Harris, B. 

L.(1990)은 연속적 확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농무리의 최적대체

시기를 결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소득흐름의 순현재가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농가에 적용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Frasier W. M. and G. H. Pfeiffer(1994)는 체중변화와 같은 생

물학적 반응이 불확실할 때 목장 관리에 따른 육우의 최적대체시기

를 이산시점에서 분석하였다. 번식기의 길이, 겨울철 영양관리 및 

대체문제를 고려한 결과, 겨울철 영양관리가 대체결정에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젖소의 교체결정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적계획법

을 사용하지만, 같은 무리에서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전체 무리의 

성능이나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ates, C. M. and T. 

Rehman(1998)은 선형프로그래밍모형을 이용하여 10년동안의 젖

소무리의 대체계획에 대해 간단하지만 현실적인 예를 보였다. 

Rajala-Schultz, P. J. and Y. T. Grohn (2001)에서는 에어셔 종

에 대하여 동적계획모형과 실제 도태결과를 비교하였다. 출산경력과 

수유 단계, 분만 달, 우유 생산 수준, 임신상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최적대체시점에 있어서 소의 나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우유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 de Vries (2004)는 

젖소의 최적대체모델에서 암소가 도태된 후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

기에 새로운 암소를 들이기 위해 도입을 지연하는 경우를 고려하였

다. 계절성의 증가 또는 높은 암소가격, 낮은 우유가격은 즉시 교체

하는 것보다 지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보였다. Cabr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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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2012)은 마르코프 체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임신과 유산에 

따른 소의 가치변화와 대체시기를 분석한 결과, 복잡한 동적계획모

형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임신하지 않았을 때의 가치가 음이 된 이

후에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우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Kalantari. A. S., and V. E. Cabrera(2012)는 개별 

젖소의 유지비용을 바탕으로 소 무리 전체의 가치를 구한 뒤 번식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가의 소득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질병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Grŏhn, Y. T. 

et al.(2003)의 경우 젖소의 9가지 중요 질병의 영향을 포함한 동

적계획모형을 분석하였는데, 질병을 포함해도 전체의 도축비율이 증

가하지는 않으나 질병에 걸린 소는 상대적으로 도축비율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Heikkila, A. M., J. I. Nousiainen and L. 

Jauhiainen (2008)은 에어셔와 홀스타인 종에 대해 최적대체시기

를 비교분석하면서 질병의 위험과 유전적인 생산능력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였는데 생산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소를 그룹화하여 출산경력

에 따른 순현재가치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이든 소에 

대해서만 대체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ar, D. et 

al.(2009)에서는 젖소의 임상형유방염(Clinical Mastitis, CM)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의 동적계획법과 인공수정의 최적화 모형을 구

성하였다. Smith, R. L.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암소-송아지 

무리에서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Bovine viral diarrhea virus, 

BVDV)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고 낙태, 송아지 질병 및 송아지 사

망 등을 포함하여 바이러스가 무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확률 SIR 모델(Susceptible-Infectious-Removed Model)을 이용

하여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제어 및 질병매개변수

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SIR 모델은 전염병에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

(susceptible)와 감염된 상태(infectious), 감염에서 치료된 상태

(removed)를 고려하는 모델로 가장 전형적인 전염병 모델이다. 

Cha, E. et al.(2010)은 단독궤양, 디지털피부염, 구제병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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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파행(lameness)에 대한 최적의 경영의사 결정을 분석하

였고 Cha, E. et al.(2011)에서는 각각의 소에 대해 임상형유방염

의 3가지 유형의 비용을 추정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유형에 대해 치료여부 및 비용만을 계산했을 뿐 감염에 

따른 출하시기의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Heikkilȁ, A. M., J. I. Nousiainen and S. Pyȍrȁlȁ(2012)의 연구

에서는 에어셔와 홀스타인에 대해 임상형유방염의 비용 및 최적교

체시기를 추정한 결과, 임상형유방염을 치료하고 다섯 번째 수유때

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도태가 전체비용의 

약 30%를 구성하므로 임상형유방염의 비용을 줄이려면 조기도태로 

인한 숨겨진 비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출하월령을 분석할 때 마르코프 의사결정과정

(MDP)을 이용하는데, MDP를 적용할 때의 일반적인 문제는 현실

의 모든 관련특성을 고려할 경우 상태공간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Kristensen, A. R. (198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마르코프과정(HMDP)을  이용하여 젖소의 대체모형을 분석하였는

데, 유전적 특성에 따라 젖소를 5개 집단으로 나눈 뒤 최적해를 통

해 각각의 상대적인 현재가치를 구하였다. Kristensen, A. R. and 

E. Jǿrgensen(1996)에서는 HMDP를 이용하여 암돼지 무리의 관

리에 대한 예시를 보였으며 Kristensen, A. R. and E. 

Jǿrgensen(2000)은 HMDP에 대한 설명 및 함수를 제공하고, 젖소

와 암돼지의 예를 들어서 분석하였다. Nielsen, L. R., E. 

Jørgensen, A. R. Kristensen, and S. Østergaard(2010)의 연

구에서는 HMDP를 이용하여 각 소에 대한 순현재가치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젖소교체문제를 분석하였다. Demeter, R. M. et 

al.(2011)에서는 HMDP를 이용하여 낙농가축무리의 최적화를 분석

한 결과 최적대체결정은 우유생산량의 변화에 민감하지만 에너지요

구량 및 사료섭취능력에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연구에서는 최적교체시기를 결정

할 때 무리 혹은 개체 단위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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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단위로 세분하는 문제, 임신과 유산에 따른 영향, 새로운 개

체 도입의 지연, 질병의 영향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젖소를 대상으로 하여 한우

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

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내연구의 경우 이정환 외(2011)가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출하월령을 분석하였는데, 한계수입함수와 한계비용함수를 비교하여 

적정출하월령을 분석한 결과 적정 출하월령은 29.2개월이고 경락가

격과 사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27.7개월과 30.2개월 사이에서 변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농가들의 출

하월령이 적정 출하월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통해 출하월령을 결정

하는 방법은 다양한 외부조건 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

계를 가진다. 번식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현장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암소 비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해당 연구결과보고서

인 차명렬 외(2009)에서는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의 가능성이 높

아지는 50개월 이내에 출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

시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급하락의 우려가 없는 시기를 출

하시기로 하는 것이고, 투입비용과 소득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50개월 이내에 출하하는 것이 농가에 최적인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출하시기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다른 연구로는 비육돈의 출하시기와 

출하체중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김상배(1996)는 최적제어이론

(optimal control theory: the maximum principle)을 이용하여 비

육돈의 최적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비육돈 가격 변화로 인한 사육일

수와 출하체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국내에는 한우의 출하월령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고, 거세우나 번식우의 출하월령을 분석한 연구 역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방법론적인 한계를 가진다. 국외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대부분 젖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양관

리 및 농가의 수익구조에 차이가 있어 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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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체계적으로 

조사·기록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는 한우에 적용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할 수 

있는 자료 내에서 한우의 출하월령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통해 다

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출하시기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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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한 뒤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2장에서는 제 1절에서 모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제 2절에서 분석모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

석모형에서는, 먼저 분석대상을 정의한 뒤 비육우와 번식우의 출하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요인의 변화를 고려한 세부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번식우의 출하모형

에서는 분만기간의 설정문제와 송아지가격의 변동성,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을 다룬다. 아울러 비육우와 번식우 모두에서 모형을 세분

화하고자 하는데,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고려하는 경우와 가격변동성

을 반영하는 경우를 각각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에 

사용되는 성장함수 및 가격함수의 추정방법과 결과를 보인다. 분석

자료에서는 크게 사육비, 출하정보 및 가격, 번식우의 분만정보로 

나누어 설명하며, 성장함수 및 가격함수에서는 성장함수, 가격함수,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기대가격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제 4장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인 뒤 제 

5장에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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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형의 설정

제 1 절 동적계획모형(Dynamic Programming)

동적계획모형(Dynamic Programming)은 미국의 수학자 

Richard Bellman에 의해 전개된 기법으로, 최적의 정책은 초기상태

나 선택이 어떤 것이었든 나머지 결정이 초기선택으로 도출된 상태

에 대해 최적의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최적성의 원리(Principle 

of Optimality)를 바탕으로 한다(Bellman, R. E., 1957). 이러한 

방법은 다른 동태적 분석에서 최적제어경로(optimal control path)

나 최적상태경로(optimal state path)를 구하는 것과 달리 최적가

치(optimal value)를 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동적계획모형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max
 



    ............(식 1)

 = 상태변수(state variable)

 = 행동변수(action variable)

 = 선택가능한 행동공간. 단, ∈ ⊂ 

         (space of feasible actions from ∈ ⊂ )

 = 상태전이 방정식(state transition equation) 

 = 현재의 보상이나 효용(current reward or utility) 

   = 할인요소(discount fator)

 = 할인율(discount rate) 

(식 1)을 보면, 동적계획모형에서는   의 상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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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정식 제약 하에 매 시기 효용 의 할인합을 극대화하는 

행동변수 를 선택하게 된다. 동적계획모형에서는 초기의 상태()

에 따라 행동()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다음 기의 상태()가 결

정된다. 마찬가지로 그 후의 행동과 상태가 결정되며, 이러한 선택

에 따른 가치가 매 시기에 나오게 된다. 가치함수는 초기상태로부터 

매 시기의 효용의 가중합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식 2)

다시 말하면, (식 1)에서 제약 하에 극대화한 효용이 곧 가치함

수가 되고, 최적의 정책은 모든 정책 에 대해 
≥ 를 만

족하는 이다. 초기시점에는 주어진 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다

음 시점에는 초기시점의 효용과 현재시점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한

다.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가면 t 시점에서의 균형방정식, 즉 벨만방

정식(Bellman’s equation)은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ax..............(식 3)

만약 시간 t가 무한한 경우 벨만방정식(Bellman’s equation)

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t와 상관없이 균형이 이

루어진다. 

  max....................(식 4)



- 19 -

제 2 절 분석모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소 한 마리의 최적출하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우는 성별과 비육목적에 따른 사양관리와 비육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을 구분하여 출하시기를 분석해야 한다. 먼저, 

한우를 목적에 따라 나누면 크게 번식우와 비육우로 구분할 수 있

는데 번식우는 말 그대로 번식을 목적으로 비육하는 것으로 암소의 

경우 송아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수소의 경우 정액을 판매한다. 비

육우는 소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체

중이 많이 나갈수록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암소의 경우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번식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사료를 

먹여도 체중이 적어 거세우보다 불리하므로 본고에서 암소는 번식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는 거세우와 

비거세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거세우의 경우 거세우에 비해 증체 

능력이 크기 때문에 짧은 비육기간에도 출하체중을 높일 수 있지만 

비육관리상 위험성이 수반되고 거세우에 비해 육질이 저하된다(농

촌진흥청, 2012)는 단점이 있다. 육질의 차이는 출하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등급제 도입 이후 1등급 출현율이 높은 거

세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1>을 보면 거세우 비중

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86.1%에 이르렀으므로, 정액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거세우를 비육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거세우를 제외한 거세우만을 분

석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암소는 번식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고 수소는 거세우, 즉 비육우만을 분석할 것이므로 편의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암소’를 번식우,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수소(거세

우)’를 비육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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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거세우 비중

주: 거세우 비중=거세우/(비거세우+거세우)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전망 2013에서 재인용.

비육우의 경우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출하월령을 점차 늦추는 

추세이지만 이에 따른 사료비지출 역시 증가하여 이제는 오히려 너

무 장기비육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 판매가격의 변동과 같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농가에서 최적 출하시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번식

우의 출하월령에 대한 기준 역시 성숙도에 의한 등급하락 가능성이 

큰 50개월 이내에 출하를 권장하는 차명렬 외(2009)의 연구 외에

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번식

우의 출하월령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각

각의 영향을 알아보고 더불어 비육우의 출하월령도 분석하고자 한

다.

번식우의 경우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각각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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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번식우의 가치 역시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농가의 순수익 

변화가 출하월령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암소의 성숙도

에 따른 등급하락은 출하시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번식

우는 5세 이상이 되면 성숙도로 인해 도체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너

무 늦게 출하하는 것은 농가에 불리하다. 그러나 송아지의 생산 역

시 중요하므로 송아지의 판매소득과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의 영

향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 출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 가격 등에 따라 출하시기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외부요건의 변화를 고려한 출하시기를 분석하는 것은 농가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축의 출하시기는 종종 질병이나 죽음 등으로 인해 발생

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농가의 계획

에 따른 출하만을 다루고자 한다. 한우농가의 선택(action 

variable)은 한우 한 마리에 대해 사육가능기간 내에서 최적 출하시

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2. 비육우 출하모형

한우 비육에 대한 가치함수는 소를 비육하는 시점에 발생한 순

수익과 출하시점에 발생한 순수익의 합, 즉 소를 입식하여 판매할때

까지 발생한 전체 순수익의 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형은 소를 

계속 키우는 경우(keep)와 출하하는 경우(replace)의 순이익의 합

을 극대화하는 출하시기를 선택하고 그때의 가치를 구한다. 본 연구

에서 분석기간(t)은 월 단위이며, 비육우의 출하모형은 (식 4)와 같

다.

 
 



.........(식 4)

   ..................................................(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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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2)

  ..............(식 4-3)

 = 가축의 총 판매금액

 = t기의 가격변화분

 = 투입재, 즉 사료투입량.

 = 투입재의 단위당 비용. 즉, kg당 사료비

 = 5개월령 송아지의 사료투입비용

 = 판매 수수료

 = t기의 가축의 상태, 생체중

 = 가축의 성장함수

 = 의 단위당 가격, 경락가격

 = 도체율

   = 할인요소,  = 할인율 

 = 가축의 대체시기

농가에서 소를 계속 키우기로 결정하는 데 따른 이익은 해당 시

점에 발생하는 판매가격 변화분()으로, 소의 두당 판매소득

은 출하시점에만 발생하지만 이는 매 시기에 발생한 소의 잠재가치 

변화분의 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육우는 판매시점 이전에는 

부산물이 없으므로 가격변화분만이 농가의 소득이 되고, 여기에서 

해당 시기에 투입된 사료비()를 뺀 것이 단위기간동안 소를 키

우면서 발생한 순수익이 된다.2) 본 모형에서는 비육우 한 마리의 

2) 본고에서는 매월 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투입비용과 소
득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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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기에 대해 최적화를 하고자 하므로,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는 

고정비는 모형에 고려하지 않았다. 

판매시점에는 판매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지출이 있

고, 새롭게 키우게 되는 송아지의 사료비()가 투입된다. 송아지

는 보통 4~5개월 혹은 6~7개월에 거래되는데, 6~7개월 송아지를 

구입하는 경우 약 2개월분 만큼의 사료가 적게 투입되는 반면 송아

지 가격이 조금 더 높으므로 송아지 입식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5개월 된 송아지를 입식하

여 키운 뒤 40개월령 이전에 출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때 새

롭게 키울 송아지를 외부입식한 경우라도 언제든 다시 되팔 수 있

으므로 송아지의 구입비용은 송아지의 잠재가치와 상쇄되어 모형에

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식 (4-1)은 가축의 성장함수로서 t기의 가축의 상태, 즉 생체

중을 나타낸다. 가축의 체중은 비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체의 특

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체별, 월

별 체중과 사료투입량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조광현 외(2006)의 성장곡선

을 이용하기로 한다.

식 (4-2)는 가축의 판매가격인데, 한우의 총 판매소득은 경락

가격(원/kg)에 도체중(kg)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도체

중은 가축의 생체중에 도체율을 곱한 값이므로 생체중과 도체율, 경

락가격을 모두 곱한 값이 두당 판매가격이 된다. 경락가격은 체중의 

이차함수로 추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판매가격을 구하는 것은 제한

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가격분포에 가깝게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한 판매가격을 이용하여 식 (4-3)의 가격변화율을 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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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식우 출하모형

번식우의 경우는 사육기간동안 송아지를 낳아 판매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모형이 보다 복잡해진다. 본 모형에서는 한우사양표준과 

실제 농가의 사양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번식우가 15개월령일 때 처

음 인공수정을 하고, 10개월 뒤 출산 후 3개월 뒤에 다시 인공수정

을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출산한 송아지는 농가에서 5개월까지 키

운 뒤 출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식 5)

   ..................................................(식 5-1)

  × × ...............................(식 5-2)

   ....................(식 5-3)

=송아지 생산을 통해 얻게 되는 t기의 소득

=투입재 의 단위당 비용

(=번식우의 사료투입량, 인공수정, 백신, 송아지의 판매시점

까지의 사료투입량)

번식우의 경우도 비육우와 동일하게 매 시기의 잠재적인 순수익

을 고려하여 이윤함수를 구한다. (식 5)에서는 비육우의 출하모형과 

비교할 때 송아지 생산에 따른 소득과 비용이 추가로 고려되는데, 

이때 송아지 생산에 따른 소득()은 송아지 판매가격으로 실제 소

득은 송아지를 파는 시점에만 발생하지만 번식우가 임신하였을 때

부터 송아지를 출하하는 시점까지 잠재적인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

에 송아지 판매가격을 임신 후부터 출하시점까지의 전 기간으로 나

누어 준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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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과정의 투입비용()에는 번식우의 사료비와 더불어 인

공수정 및 백신 비용과 송아지 출하까지의 송아지사료비가 포함된

다. 번식우의 사료비는 월별로 일정한 양이 투입되므로 월별사료비

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송아지 생산과 관련한 인공수정비용, 백신, 송

아지 사료비 등은 송아지의 출하를 위해 특정 시기에만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송아지 판매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비용을 임신 후부터 

출하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준 값을 이용한다.

가. 번식우의 분만정보

본 연구에서는 한우의 임신기간을 10개월이라 하였는데 실제 

한우의 임신기간은 평균 283일로, 농가에서는 분만예정일을 9개월 

10일로 계산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가임기 암소에 인공수정을 하였

을 때 첫 번째에 모두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임신하지 않

은 번식우는 얼마의 기간 후에 다시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된다. 만

약 인공수정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번식우의 비육기간이 늘

어나게 되고 같은 산차의 다른 번식우에 비해 출하월령이 늦어져 

농가소득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인공수정의 성공유무는 확률적으

로 발생하고 개체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농가에서 선택·조정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실제 농가의 개체정보를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 최대 8번까지 인공수정을 반복하며 8개월에서 1년이상까지 임

신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인공수정 성공의 확률적 특성이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처럼 장기적으로 비

육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동일한 월령에 출하하면서도 산차가 

더 적거나, 출하월령이 늦어져 번식우의 판매소득이 감소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인공수정이 한 번에 성공하지 못

하는 것을 감안하여 처음 인공수정을 한 후 실제 출산을 할 때까지

의 기간에 인공수정의 실패·반복에 따른 분만유예기간을 고려하였

다. 즉, 인공수정을 처음 시도한 후 임신이 될 때까지 인공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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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기간을 실제 임신기간에 더한 총 기간을 임신기간으로 보

았는데, 최초수정일 283일 후부터 실제 분만일까지의 기간을 분만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개체별로 분만날짜는 차이가 생기므로 인

공수정이 1회에 성공한 경우, 실제 분만일과 분만예정일간의 차이

(10일 이하)는 무시하고 0으로 계산하였다.

분만유예정보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서부농장의 암소 개체기

록에서 인공수정횟수와 수정일, 실제 분만일의 정보를 토대로 평균

적인 인공수정횟수와 분만유예기간을 계산하였다. 분만유예정보의 

기초통계량은 <표 2-1>과 같다. 암소 281마리의 분만관련 기록 중 

수정일 정보가 없거나 인공수정횟수와 분만기록이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한 467개 기록을 이용하였으며, 평균적인 인공수정횟수는 1.58

회, 이에 따른 분먄유예기간은 약 22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수

정 후 분만까지는 임신기간 283일에 분만유예기간 22일을 더한 

305일, 즉 약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았고 인공수정은 2번씩 

시도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공수정횟수 467 1.5803 0.9027 1  8

분만유예기간 467 21.9443 45.3823 0 418

표 2-2. 분만유예정보의 기초통계량 

자료: 서부농장(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나. 송아지 가격

번식우의 출하월령 선택은 송아지의 산지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

받는다. 농가에서 번식우를 키우는 목적은 형질개량을 통한 우량우 

선별도 있지만 주로 송아지의 생산 및 판매라 할 수 있는데, 송아지

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판매소득보다 사료비가 

더 들게되어 농가의 번식의향이 낮아진다. <그림 2-2>와 <그림 

2-3>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송아지 가격변화와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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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공수정률 추이가 비슷한 경향을 띄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송아지 가격하락에 따른 인공수정율 하락은 암소의 도축률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송아지 가격변화가 출하월령과 농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에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송아지 가격변화

를 살펴보면 2010년에 200만원 이상이었던 가격이 2013년에 들어 

암송아지의 경우 약 60만원가량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5년간의 가격폭을 반영하여 송아지 가

격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인 경우에 대해 각각 분

석하고 송아지 가격 변동에 따라 번식우의 출하월령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보고자 한다.

다.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

번식우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에 번식우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종종 장기비육을 하

여 산차를 늘리고자 한다. 실제 농가조사 결과 번식우는 평균적으로 

5산 후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번식우의 나이는 6세(약 

70개월) 이상이 되어 출하시 좋은 등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번식우

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의 영향을 

받기 떄문인데, 등급판정 기준에서 소도체의 성숙도가 No.8, 9인 

경우 예비등급에 비해 육질등급이 1~2 등급 하향되어 판정받게 된

다. 차명렬 외(200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차가 증가할수록 성숙

도 번호가 증가하며 4산부터는 No.8, 9가 대부분을 차지해 3산 이

후 비육하여 생후 50개월 이전에 출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 하락을 고려할 경우 출하월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50개월 이후에는 등급이 하락하여 가격이 낮

아지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때 두당가격이 기존 대비 15% 하

락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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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4~5개월 송아지의 월별산지가격동향 

자료 : 농협 축산사이버컨설팅

그림 2-3 인공수정률 및 암소 도축률 추세치 동향 

주 1) 암소도축률 = 월별 암소도축두수/월별 1세 이상 암소수에 12를 곱하여 연간으로 환산

   2) 인공수정률 = 월별 인공수정두수/월별 1세 이상 암소수에 12를 곱하여 연간으로 환산

   3) 인공수정률은 2007년까지 한·육우 인공수정률, 2008년부터 한우 인공수정률

   4) 시선집중 GS&J 157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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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모형의 세분화

가. 농가의 위험회피도 반영

한우농가는 <그림 2-4>에서 나타나는 것듯 한우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가격불확실성

에 대한 위험회피도를 반영할 경우 농가의 기대수익은 보다 감소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출하시기와 농가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육우와 번식우의 출하시기에 

있어서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

각 분석하여, 한우의 가격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4. 한우의 월별 경락가격 변화 

자료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등급판정통계

분석을 위한 모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식 

4-2)와 (식 5-2)에서 구한 한우의 두당 가격()을 라 할 

때,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한우의 기대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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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 절대위험회피계수


 = 한우가격의 분산

이때 절대위험회피계수는 효용함수 에 대해 (식 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는 우리나라 농가의 위험회피계수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값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값은 농가소득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상대위험회피계수 를 소득으로 나누어 를 구하도록 

한다(식 8). 

′
″

 


.................................(식 7)

′
″

.......................................(식 8)

즉,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상대위험회피계수 를 소득으로 나누

어 절대위험회피계수 를 구한 뒤, 와 가격의 분산을 (식 6)에 

대입하여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기대가격()을 구한다.

나. 가격변동성 반영

한우의 두당 판매가격은 월령이나 체중, 등급에 따라 일정한 경

향을 나타내긴 하지만 동일한 월령이나 체중, 등급 내에서도 개체별 

가격차이가 큰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가격변화 역

시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출하시기를 탄력적

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가격변동성은 이처럼 출하개체의 기대가격과 

평균적인 한우가격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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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개체의 기대가격이 높을 때와 보통일 때, 낮을 때의 경우

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여 농가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자 한다.

가격은 등급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육질등급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경우는 육질등급이 1++, 1+등급일 때, 가격이 보통일 때는 1

등급일 때, 가격이 낮을 때는 2, 3등급과 등외일 때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임의적인 것이고, 분석시 가격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는 전반적인 한우의 가격대

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본 연구에

서는 개체의 등급이 달라짐에 따라 생기는 가격변화를 기준으로 하

여 경락가격에 차이를 준 것이지만, 각 세부모형을 해석하는 경우에

는 개체의 기대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뿐 아니라 한

우의 가격대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농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의 요인들을 고

려하여 모형 1은 기본모형, 모형 2는 암소의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

락을 고려한 경우로 각각에 대해 송아지의 가격대별 선택 결과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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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형의 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한우의 사양관리방법이나 이에 따른 한우의 형질은 농가별로 상

이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일관되게 조사된 농가의 실제데이

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매달 

모든 개체의 체중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암소의 경우 출

하시까지 5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조

사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구할 수 없는 자료의 한계를 다른 연구의 결

과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서부농장)를 방문인터

뷰하여 조사한 내용과 한우의 개체기록,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등

급판정통계, 농협 축산사이버컨설팅의 월별산지가격동향 등이며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사육비

한우 비육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안성에 소재

한 ‘서부농장’의 사양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농가는 암소 

281두, 수소 195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형질개량을 위해 송아

지는 대부분 자가생산하고 있다. 사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료비가 

가장 크고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수선비, 제재료비, 고용노력비, 

분뇨처리비, 시설투자비 등의 비용이 투입되며, 암소의 경우 인공수

정 비용과 백신 비용이 든다. 

해당 농가에서는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배합사

료는 비육시기에 따라 어린송아지, 육성기와 비육전기, 비육후기에 

각각 다른 사료를 투입한다. 조사료는 티모시 건초와 볏짚을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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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각 사료의 가격은 배합사료의 경우 어린송아지사료가 

604원/kg, 육성기와 비육전기 사료가 457원/kg, 비육후기의 사료비

가 467.6원/kg이고 조사료는 375원/kg이다. 사료는 포대 단위로 

구입한 경우, 한 포대의 중량인 약 25kg으로 나누어 단위중량당 가

격을 구하였다. 농가에서는 사료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육프로그램을 

농가별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사료투입량을 결정하는데,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실제 사료투입량을 바탕으로 한 마리당 투입되는 월별 

사료비를 계산하였으며 사료투입량(kg/일)과 월별 총 사료비(원) 

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때 비육프로그램에 제시된 27개월 이후

에는 사료투입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암소와 수소에 대한 

사료투입량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암소가 임신한 경우에도 사

료투입량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번식우의 경우 인공수정과 백신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 인공

수정 비용은 회당 30,000원이고 백신은 송아지가 태어나기 4~6주 

전에 주사하며 초임은 두 번, 2산부터는 한번만 주사하고 가격은 회

당 5,000원이다.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수선비, 제재료비, 고용노력비, 분뇨처

리비, 시설투자비 등은 농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매월 일정하게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모형에서 제외하였

다. 실제 농가에서도 위의 비용을 소 한 마리당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출하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

에 수소의 거세비용은 사료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보조금의 경우 해당 농가에서는 아직 받지 

않았으나 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두당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역시 출하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고려하지 않았다.

출하시 농가에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으로는 운송비와 검사수수

료, 해체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 상장수수료, 출하수수료 

등이 있는데 출하비용으로는 두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검사

수수료, 해체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만을 고려하였다. 분석

에 고려한 비용에 대한 값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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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

배합사료

어린송아지    604원/kg

육성기, 

비육전기
   457원/kg

비육후기  467.6원/kg

조사료    375원/kg

인공수정  30,000원/회

백신   5,000원/회

판매수수료

검사 수수료     2,000원

해체 수수료   115,000원

등급판정수수료     2,000원

자조금    20,000원

표 3-1. 한우 사육시 투입비용

자료 : 서부농장(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2. 출하정보 및 가격

한우의 가격함수 추정에 쓰인 생체중과 도체중, 경락단가 정보

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등급판정통계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소도체 등급판정 항목별 평균을 이용하였다. 자

료는 전국의 월별 평균값으로, 생체중 평균은 농협(서울, 부천, 음

성)에 출하된 도체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은 등외 

등급을 제외한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함수 추정에 쓰인 등급판

정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에 나타나있다. 

가격변동성 분석을 위해서 육질등급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을 때

와 보통일 때, 낮을 때를 나누었는데, 이때의 평균가격정보는 등급

판정통계에서 월별 도매시장 등급별 경락현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월별 전국 경락가격과 경락두

수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3-3>은 기준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등

급별 상대가격변화와 각각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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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육우

(거세우)

생체중2 320 396,519 113,439 193,600 568,516

생체중 320 623 95 440 754

도체중 320 366 66 245 452

경락가격 320 14,057 2,311 7,781 18,514

두당가격 320 5,241,521 1,532,251 1,960,812 8,164,674

번식우

(암소)

생체중2 320 354,269 88,611 218,089 521,284

생체중 320 591 74 467 722

도체중 320 341 51 267 424

경락가격 320 13,120 2,239 8,495 18,556

두당가격 320 4,526,862 1,204,470 2,293,650 7,812,076

표 3-2. 등급판정 자료의 기초통계량

자료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등급판정통계

상대가격변화 비중 육질등급

비육우

(거세우)

가격 높을 때 +2,000 0.45 1++, 1+

보통 0 0.35 1

가격 낮을 때 -4,500 0.20 2, 3

번식우

(암소)

가격 높을 때 +5,000 0.20 1++, 1+

보통 0 0.30 1

가격 낮을 때 -2,000 0.50 2, 3

표 3-3. 육질등급에 따른 가격구분 

<표 3-3>의 가격을 보면 비육우의 경우 육질등급이 1++, 1+

인 경우가 0.45인 반면, 번식우는 0.20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

한 차이는 비육우의 경우 대부분 농가가 규모화되어 효과적인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번식우 농가는 영세하여 비계획적으로 관

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번식우가 낳은 송아지는 5개월까지 농가에서 키운 뒤 출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송아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번식우 농가의 소

득 및 출하월령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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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번식우의 출하월령이 달라질 수 있다. 송아지의 판매가격 정보

는 농협 축산사이버컨설팅의 월별산지가격동향에서 2008년 1월부

터 2013년 4월까지의 월별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기준으로 삼

은 가격정보의 기초통계량은 <표 3-4>에 제시되어있다. 또한 기준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2-2>는 송아지의 월별산지가격 변

화를 나타내는데, 최근 5년간의 가격변화를 반영하여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일 때에 대하여 각각 출하월령을 분석하

고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한다. 

구분 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암 1536.466 656 2337

수 1845.862 1226 2598 

표 3-4. 4~5개월 송아지의 가격정보 

(단위: 원)

자료 : 농협 축산사이버컨설팅

덧붙여, 동태분석을 하는 경우에 장기적인 시점에서 분석을 하

는 것이므로 할인요소를 반영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월령에 따

라 분석하기 때문에 월 단위의 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할

인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하나의 기준이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할인요소를 계산하였다. 2008년에서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등락률은 2.29%이다. 이 값

을 연이율 2.29%라고 할 때 단리로 계산한 월이율은 0.188%가 되

므로 이를 기준으로 0.19%의 할인율을 잡아, 할인요소의 값으로 

0.9981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값은 다소 임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할인요소를 달리 하여 분석을 한 결과 출하월령에는 차이가 없고 

가치함수의 값에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해석에

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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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식우의 분만정보

번식우에 인공수정을 시키면 한 번에 모두 임신이 되는 것은 아

니고 때때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인공수정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추후 이를 다시 시도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되는 경우 인공수정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 뿐 아니라 비육기간이 

늘어나 농가의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성숙도 증가로 인한 등급하락

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인공수정의 성공이 확률적이므로 실제 한우

의 분만일은 최초의 분만예정일보다 종종 늦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번식우의 분만주기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

하여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번식우의 분만에 미치는 인공수정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서부

농장의 암소 281두에 대한 개체기록 중 산차와 인공수정 횟수, 수

정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정보를 이용하였다. 2007년 이후의 개체

정보를 바탕으로 1산부터 6산까지의 분만정보를 정리한 뒤 누락된 

정보가 없는 467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인공수정횟수를 구하였

고, 최초수정일과 실제분만일 사이의 기간에서 인공수정 실패·반복

에 따른 분만유예기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우선, 임신기간을 284

일(약 9개월 10일)이라 할 때 최초수정일 284일 후부터 실제 분만

일까지의 기간을 분만유예기간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신기

간은 개체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만약 인공수정이 1회에 성공

한 경우 실제 분만일과 분만예정일간의 차이(10일 이하)는 무시하

고 0으로 계산하였다. 인공수정 반복 횟수에 비해 분만유예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최종 인공수정 이전 시점에 임신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개체별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임신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배제시킨 뒤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구한 평균 인

공수정 횟수는 2회, 분만유예기간은 약 22일이었으며, 기초통계량

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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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차 467  2.4261  1.2823 1 6

인공수정횟수 467  1.5803  0.9027 1 8

분만유예기간 467 21.9443 45.3823 0 418

표 3-5. 분만유예정보의 기초통계량 

(단위: 회, 원)

자료 : 서부농장 암소개체기록(분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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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장함수 및 가격함수

1. 성장함수

한우의 체중은 농가의 사양관리나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

로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모

든 개체의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

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비육 프로그램이 평균적인 권장 

프로그램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성장곡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조광현 외(2006)는 Gompertz, Logistic, Richard 모형 각각에 

대해 성장곡선을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오차의 평균 

제곱합(residual mean square, RMS)에서 가장 작은 오차수준을 

보인 Gompertz 모형을 이용하도록 한다. Gompertz 모형은 현재까

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장곡선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

식을 가진다. 

 


.......................................(식 9)

 = t 시점의 체중

 = 성장비

 = 성숙률에 관한 모수

 = 성숙체중에 관한 모수

조광현 외(2006)에서 Gompertz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성장

함수의 파라메터와 각각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오차의  

 평균 제곱합(RMS)은 <표 3-6>과 같다. 각 파라메터는 월별 성장

곡선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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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A±SE b±SE k±SE RMS

비육우

(거세우)
1049.1±144.2 3.024±0.008 0.067±0.0096 186.0

번식우

(암소)
379.3±7.509 2.499±0.057 0.114±0.0045 31.85

표 3-6. 성장함수의 모수와 잔차평균제곱     

자료 : 조광현 외(2006)

이때 는 성숙체중으로, 소의 체중()은  이상으로 증가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르면 번식우의 성숙체중이 379kg 

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실제보다 매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

다. 조광현 외(2006)에서 성장함수의 모수를 추정할 때 이용한 소

의 체중이 왜 낮게 나타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료를 

토대로 번식우의 최대 체중을 살펴보면 김대중 외(2010)의 연구에 

이용된 한우 암소 96두의 평균 도축월령은 약 51개월, 평균체중은 

556kg, 최대체중은 751kg이고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소도체 등

급판정통계에서도 암소의 평균 생체중이 722kg(2012년 2월, 전국

평균)으로 나타나므로 성숙체중을 379.3kg으로 하는 것은 실제 체

중분포에 크게 못미치는 값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현실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소의 성숙체중 

를 750kg으로 조정하고 평균 출하월령 51개월에 평균체중 

556kg가량을 나타내도록 성숙률  역시 0.05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정한 번식우의 성장함수와  비육우의 성장함수

는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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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함수

비육우   


번식우 (모수 조정)   


   

표 3-7. 한우의 성장함수 

자료 : 조광현 외(2006)에서 재정리

2. 가격함수

한우의 두당 가격은 경락단가와 도체중의 곱으로 결정된다. 경

락단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위등급을 받을수록 경

락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등급출현율은 출하월령에 따라 달

라진다. 그러나 같은 월령이라도 체중의 편차가 크고 등급 역시 다

양하게 분포하는 등 한우의 가격은 어떤 한가지 요인에 의해 정해

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출하월령이나 체중, 등급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분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자료의 한

계로 인해 한우의 가격을 추정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의 연구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한우의 두당 가격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두당가격을 체중의 이차함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우의 

가격은 체중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데, 이는 김상배(1996)에서도 비육돈의 체중을 추정한 방법으로 가

격함수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가격함수

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경우 실제와의 오차 등으로 인해 분석결과

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경락단가를 체중의 이차함수로 추정한 뒤, 도체중을 

곱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등급판정 등을 통해 

경락단가를 정한뒤 도체중을 곱하여 두당 가격을 구하게 되는 한우

의 가격결정과정을 반영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거세우의 두당 가



- 42 -

계수 표준오차 t값

비육우

(거세우)

 생체중2 -0.0844  0.0116 -7.25

생체중 117.2262 13.9682 8.39

상수항 -25,477.54  4,104.85 -6.21

 R-squared 0.5200

Adj R-squared 0.5170

번식우

(암소)

 생체중2 -0.1026 0.0201  -5.09 

생체중  135.4336 24.1394  5.61

상수항 -30,529.84  7151.657 -4.27  

 R-squared  0.2379

Adj R-squared 0.2331

표 3-8. 체중에 따른 판매가격 추정 결과 

격은 출하월령 증가와 함께 뚜렷하게 상승하다가 33개월령부터는 

하락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대체로 체중증가 효과에 기인하므로(이

정환 외, 2011) 경락단가에 도체중을 곱하여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이 타당성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체중과 월령

을 바탕으로 출하시기를 결정하는 농가의 의사결정 방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출하월령별 등급출현율을 바탕으로 등급별 가격을 

이용하여 출하월령에 따른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이정

환 외(2011)에서 거세우의 가격을 추정한 방법으로, 이 경우 한우

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 요인인 등급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번

식우의 경우 매 출하시기별 등급출현율을 구할 수 없다는 자료의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락단가를 체중의 이차함수로 추정한 뒤 도체중

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를 

바탕으로 평균 도체율을 구한 뒤 생체중과 경락단가를 이용하여 체

중의 이차함수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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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기대가격

위험회피도를 반영하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우의 두당가격

을 (식 6)과 같이 위험회피도를 반영한 기대가격으로 변환해 주어

야 한다. 기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위험회피계수와 월령별 

가격의 분산이 필요한데, 절대위험회피계수의 경우 가격의 단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식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상대위험회피계수를 

두당가격, 즉, 농가 소득으로 나누어 절대위험회피계수를 구한다. 상

대위험회피계수는 권오상(2002)에서 구한 쌀재배 농가의 상대위험

회피계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나타난 상대위험회피계수는 

평균이 3.198, 표준편차가 1.858이고, 최소값은 0.3887, 최대값은 

7.858이다(권오상, 2002). 

가격의 분산은 월령별 분산을 바탕으로 함수형태로 추정해야 하

지만,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월령별 분산을 구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출하월령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가격의 

분산을 구한 다음, 이 값을 이용하여 함수형태를 추정한다. 앞서 체

중에 따른 가격함수를 추정할 때 이용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등

급판정통계의 자료에서는 체중간격에 따른 생체중, 도체중량, 경락

단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 구간에서 경락단

가에 도체중을 곱해 두당 가격을 구한 뒤 두당 가격의 평균과 분산

을 구하였고 각 구간에 해당되는 월령은 성장함수를 바탕으로 해당 

체중에 해당하는 월령을 역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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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도체중 간격
두당 가격

평균 분산

1-21 300 미만 2,787,290 409,527.42

22-24 300~350 미만 4,675,183 559,737.82

25-28 350~400 미만 5,689,719 607,434.22

29-40 400 이상 6,534,304 711,032.62

표 3-9. 비육우의 구간별 두당가격의 평균 및 분산

 (단위: 개월, kg, 원)

월령
체중간격

(도체중)

두당 가격

평균 분산

1-36 300 미만 2,986,896   515,1312

37-45 300~350 미만 4,249,862 640,279.82

46-61 350~400 미만 5,194,420 720,229.92

62-80 400이상 5,953,269 806,636.52

표 3-10. 번식우의 구간별 두당가격의 평균 및 분산

 (단위: 개월, kg, 원)

<표 3-9>와 <표 3-10>에 나타난 분산을 월령의 이차함수로 

추정하되, 이 경우 비육초기에는 분산이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분산

이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1개월령일 때 분산이 1이라고 가정하여 

추정 시 반영하였다. 1개월령부터 양수가 나오도록 조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3-11>이고, 분산의 함수는 (식 10)과 (식 1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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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우(거세우) 번식우 

계수 표준오차 t 계수 표준오차 t

월령2 6.44e+08 2.67e+08  2.41 9301006 1.16e+07  0.80

월령 -3.55e+09 8.23e+09 -0.43 9.58e+09 7.83e+08 12.23

상수항 1.74e+09 5.30e+10  0.03 -1.09e+10 1.19e+10 -0.92

R2 0.9687 0.9990

Adj R2 0.9373 0.9979

표 3-11. 출하월령별 분산의 추정결과 

  ×××××......

.(식 10)

  ××××.........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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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가격
위험회피도 미고려 위험회피도 고려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높을 때 29  30.45 29  26.75

보통일때 29     0 29 - 4.22

낮을 때 30 -68.42 30 -74.45

표 4-1. 비육우의 최적출하월령 및 상대가치

 (단위: 개월, %)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비육우

분석 결과 <표 4-1>과 같이 비육우의 경우 29개월에 출하하

되, 두당 판매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30개월에 출하

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월령이 한 달 늦춰지는 것

은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판매가격이 낮을 때는 농가에서 얻

을 수 있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출하시 더 많은 소

득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비육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적계획모형을 분석하는 경우 선택변수(action variable)와 가

치함수(value function)에 대한 값을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선

택변수는 출하유무를 나타내고 가치함수는 농가에서 한 마리의 소

를 반복하여 비육·출하하는 것에 따른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 값은 

할인요소()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결과를 해석할 때 가치함수의 값 자체보다는 가치의 상대적

인 변화, 즉 상대가치만을 볼 것이다3). 

상대가치는 가치함수의 값이 모형을 달리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

3) 이때, 가치함수의 값을 농가소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값
은 Bellman’s equation에서 균형을 이룰 때의 가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농
가의 이윤이나 순수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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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를 계산한 것으로, 가격이 보통이고 위험회피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함수의 값이 얼마나 증가 혹은 감

소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표 4-1>에서 위험

회피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출하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가격이 보

통일 때에 비해 비육에 따른 가치가 30.45%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출하하고자 하는 비육우가 1++ 혹은 1+ 등급을 받는 경

우, 1등급을 받는 것에 비해 30.45%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출하가격이 높을수록 비육에 따른 가치가 높아지

고, 위험회피도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위험회피도를 고려할 경

우 상대가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에서는 월령별 가치함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고려하는 경우 가치함수의 값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에서 파란색 실

선(value bar)은 위험회피도를 고려한 경우이고, 녹색 실선(value)

은 위험회피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식 6)과 같이 위험회피도를 고려하는 경우 농가에서 소득을 

더 낮게 느끼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월령에 출하하

는 것은 출하월령 선택에 따른 농가의 이득은 월령별로 달라지지만 

위험회피도를 반영할 때의 기대가격은 월령별로 거의 일정한 값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비육우의 최적상태경로는 <그림 4-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하가격이 보통인 경우, 위험회피도의 고려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령에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만 나타났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농가에서 비육우를 

비육하는 기간이고 세로축은 비육우의 월령이다. 즉, 처음 비육을 

시작하여 비육우가 29개월이 될 때까지 비육을 하다가 출하하고 새

롭게 입식한 비육우를 다시 비육하여 29개월에 출하하는 과정을 반

복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이정환 외(2011)에서의 

추정결과인 29.2개월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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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비육우의 가치함수(가격 보통일 때) 

그림 4-2. 비육우의 최적상태경로(가격 보통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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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번식우

번식우의 경우 50개월 이후에 성숙도에 의한 등급하락을 반영

한 모형(모형 2)과 반영하지 않은 모형(모형 1)을 송아지가격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

였다. 출하월령 분석 결과는 <표 4-2>와 <표 4-3>에 각각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6~48개월에 출하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

타났으며, 송아지가격이 하락할수록 상대가치가 하락하고 출하월령

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번식우농가의 소득원

인 송아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번식우의 비육가치가 낮아지므로, 빨

리 출하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유리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출하월령이 늦어지는데, 특

히 송아지의 가격이 높을 때 출하월령의 차이가 더 커져 송아지 가

격이 20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 송

아지 가격이 15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3산 

후에 비육출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육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회피도를 고려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가치가 감소하는데, 이는 농가의 위험

회피도를 반영할 경우(Value bar) 농가에서 느끼는 순수익이 감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출하시기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데, <표 4-2>에서 송아지 가격이 150만원이고 출하가격이 보통

일 때, 송아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출하가격이 낮을 때, 각각 위험

회피도를 고려하면 출하월령이 1개월씩 늦어지지만 나머지 경우에

는 출하월령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송아지의 가격과 번식우의 출하가격, 위험회피도가 농가의 선택

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상대가치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 비해 위

험회피도를 고려할 때의 가치 차이가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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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가격이나 출하가격과 같이 실질적인 가격하락이 미치는 영

향에 비해 농가의 위험회피도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우농가가 덜 위험회피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2>와 <표 4-3>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번식우의 성숙

도에 따른 등급하락을 반영한 모형 2의 경우, 모형 1에서 출하월령

이 50개월 이후로 나타났던 경우에만 출하월령과 상대가치가 달라

진다. 이는 성숙도에 의한 등급하락이 50개월 이후에만 영향을 끼

치기 때문인데, 56개월에 출하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경우에만 출하월령을 단축시켜 50개월 혹은 51개월에 출하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아지 가격이 높더라도 등급하락으로 인

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농가소득에 불리하여 등급하락의 위험이 발

생하기 전에 출하하는 것이 나은 것을 의미하며, 50개월 이전에 출

하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명렬 외(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모형 1에서 송아지의 산지가격

이 20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보통인 경우의 가치함수와 

최적상태경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치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위

험회피도를 고려하는 경우(Value bar), 그렇지 않은 경우(Value)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구간에

서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하월령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송아지의 가격이 5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가격 역시 높지 않은 경우 가치함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는 최적의 출하

월령을 선택하더라도 농가에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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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가격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세부모형 출하가격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위험회피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높을 때 47  58.54 46  17.01 45 - 24.21 44 - 65.11

보통일때 56  00.00 48 -45.03 47 - 86.85 46 -128.34

 낮을 때 56 -22.90 56 -68.52 48 -111.58 47 -153.34

위험회피도 

고려한 경우

높을 때 47  54.48 46  12.87 45 - 28.43 44 - 69.41

보통일때 56 - 5.17 49 -50.69 47 - 92.65 46 -134.25

낮을 때 56 -31.19 56 -76.82 49 -118.23 47 -160.13

표 4-2. 번식우의 최적출하월령 및 상대가치(모형 1)

 (단위: 개월, %)

송아지가격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세부모형 출하가격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출하월령 상대가치

위험회피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높을 때 47  58.54 46  17.01 45 - 24.21 44 - 65.11

보통일때 50 - 2.44 48 -45.03 47 - 86.85 46 -128.34

 낮을 때 51 -27.03 49 -69.49 48 -111.58 47 -153.34

위험회피도 

고려한 경우

높을 때 47  54.48 46  12.87 45 - 28.43 44 - 69.41

보통일때 50 - 8.41 49 -50.69 47 - 92.65 46 -134.25

낮을 때 51 -33.39 50 -75.97 49 -118.23 47 -160.13

표 4-3. 성숙도에 의한 등급하락을 반영할 때 번식우의 최적출하월령 및 상대가치(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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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번식우의 가치함수 

그림 4-4. 번식우의 최적상태경로 

주: <그림 4-3>과 <그림 4-4>. 모형 1, 송아지 200만원, 출하가격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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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아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송아지의 가격은 기댓값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송아지의 가

격은 암수가 다소 다르게 형성되는데, 본 모형에서는 번식우가 낳게 

될 송아지의 성별과 상관 없이 평균적인 송아지가격에 기대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번식우를 2산 후 출하하는 

경우에도 송아지의 가격이 일정한 것으로 계산하는데, 바꾸어 말하

면 송아지의 가격을 기댓값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만약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2산 후에, 200만원인 경우 

3산 후에 비육출하하는 것이 최적이고 암송아지의 산지가격이 약 

100만원, 수송아지가 약 200만원이라고 할 때, 2산 후의 번식우가 

두 번 모두 암송아지를 낳았다면 송아지 가격의 기댓값이 100만원

이므로 바로 비육출하하여야 할 것이고, 두 번 모두 수송아지를 낳

았다면 3산 후 비육출하하는 것이 최적이다. 만약 암, 수를 각각 한 

번씩 낳은 경우 송아지 가격이 150만원인 것으로 생각하여 출하시

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을 고려한 모형 2를 기준으로 번식우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송아지 가격이 50만원 하락할 때마다 최적 

출하월령이 약 한 달가량씩 빨라지고,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높을수

록 역시 한 달 가량씩 출하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월령

은 송아지 가격이 50만원일 때 44개월에서 200만원일 때 51개월

까지 달라지는데, 분만주기에 따라 개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산 후 비육출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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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적계획모형(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하

여 한우의 출하월령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육우와 번식우 각

각에 대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 농가의 사양방식을 토대로 현실

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용에는 사료비와 인공수정, 백신, 

송아지 사료비, 출하시 각종 수수료와 같이 소 한 마리에 대해 투입

되는 비용을 고려하였고 그 외 매달 일정하게 투입되는 비용은 제

외하였다. 농가의 소득에는 소 판매가격과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 판

매가격을 고려하였다. 이때 소의 판매가격은 성장곡선을 통해 도출

한 출하시기의 생체중의 이차함수로 경락가격을 구한 뒤 도체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도체중은 생체중에 평균 도체율을 

곱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번식우의 경우 다양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암소의 성숙도

에 따른 등급하락의 영향과 송아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

였다. 모형 1을 기본 상태로 하여 모형 2에서는 암소의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을 고려하였고, 송아지의 가격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인 경우 각각에 대해 출하월령과 가치를 비교하였

다.

비육우의 경우 출하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30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9개월에 출하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위

험회피도를 고려하여도 출하월령은 동일하였다. 이는 이정환 외

(2011)에서의 추정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현재 일반적인 농가의 출하월령은 최적출하월령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인다.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의 가격이 50만원 하락할 때마다 출하월

령이 약 한달씩 빨라지고 비육우의 출하가격이 낮아질수록 출하월

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육의 상대가치는 송아지가격이 

낮아질수록, 출하가격이 낮아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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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피도를 고려할 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 영향을 보고자 할 때 모형 1에서 대체

로 등급하락의 위험이 있는 50개월 이전에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

나, 모형 2의 결과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송아지 

가격이 높고 번식우의 출하가격이 낮아 56개월령에 출하하는 것이 

최적인 경우,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을 고려하게 되면 출하월령이 

짧아지고 농가의 수익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식우의 

비육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가격하락요인을 고려할 경우 보다 

빨리 번식우를 출하해야 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 모형 

2에서의 출하월령은 송아지 가격과 번식우 출하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4개월에서 5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번식우의 경

우 임신 및 분만의 주기는 개체간 차이가 크고 분만 후 4~8개월간 

비육 후 출하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등 출하월령 선택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체별 사양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으로 최적출하월령에 출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2~3산 후 비육출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송아지 가격이 높을 경우 출하시기를 늦추고 송아지가격

이 하락할 경우 2산 후에 비육출하하는 등, 개체별로 유연하게 출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송아지 가격이나 

출하가격 변화에 따른 출하월령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

양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요인의 영향뿐 아니라 개체의 분

만주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데 따른 영향 역시 크게 작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 성숙도에 따른 등급하락의 위험으로 인해 51개월 

이내에는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분만주기를 앞당기면 3산 

후 비육출하까지 가능하지만 인공수정에 여러 번 실패하거나 분만

주기가 늦어지는 경우 2산 후에 출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아지의 가격이 50만이거나 100만원이고 번식우의 출하

가격까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비육의 가치가 음의 값을 나타

내기 때문에 송아지의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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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농가의 입장에서 소 한 마리를 비육출

하할 경우 최적 출하시기와 그때의 가치를 구하였다. 이는 농가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출하시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출하월령 선택

의 변화를 비교하였다는 점,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송아지 가격변화와 번식우의 출하가격 

변화에 따라 번식우의 출하월령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보여준

다는 측면에서 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우의 개체기록이나 통계 등에 대해 체계적

이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많은 부분을 추정하여

야만 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농가의 소득은 전체 한우의 개체수와 시장가

격의 변화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번식우를 

많이 입식하여 장기비육할 경우 한우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가의 선택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

서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한우산업 전체의 관점에서의 

최적선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

행된다면 농가의 수익개선 뿐 아니라 한우의 가격파동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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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Optimal Replacement 

Month Decisions for Hanwoo Farmers

-Using a Dynamic Programming Model-

Mijin Han

Dept.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woo breeding herd in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exceeded 3 million in 2012. When the herd size 

greatly exceeded 2,600,000 which is optimal number of 

livestock, auction price began to decline, and then calf price 

and cow price also fell sharply. Declining profitability of beef 

per capita, breeding cattle profitability dropped down 

compared to beef cattle and net income was negative record 

after 2007. As a result, Hanwoo farms have given up 

breeding more and more, and declined from 180,000 to 

140,000 households during the last decade. This trend has 

been becoming more pronounced in small farmers. However, 

despite these difficulties of farmers, most of the research 

has focused on keeping the price and population from the 

entire beef industry’s viewpoint, not focused on improving 

the income of farmers by optimal replacement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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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ign research about the optimal replacement of 

livestock has been conducted variously, whereas domestic 

research is not. 

In this paper, I analyzed optimal replacement month of 

beef using the dynamic programming model. The objective 

function is net income which is the revenue minus expenses. 

When keep breeding Hanwoo, net income is input costs 

subtracted price change, and when replacing cow or steer 

with calf, net income is sum of various fees in the sales 

process and the newly stocked calf feed cost.

For evaluation, I used Grading statistics of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from 2008 

to 2013 monthly data and estimated auction price as 

quadratic function of fresh weight. And then, auction price 

was multiplied by dressed weight, which is fresh weight by 

carcass percent to makes price. I used growth curve from 

Cho et al.(2006) for getting fresh weight. Breeding expenses 

are composed of feed cost, artificial insemination costs, 

vaccine costs, and other fixed input costs. Fixed input costs 

did not consider because it doesn’t change, and other cost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a farm, located in Ansung, 

Gyeonggi-do.

In this study, I analyzed optimal replacement month of 

breeding cow and beef steer in case of higher, medium and 

lower price respectively. It also reflects the risk aversion of 

farmers, and the effects of calf prices also considered for 

breeding cow. The analysis results showing steers should 

replace when 29 month old, but when the price is lower, 

replace in the 30 month old. When considering risk aversion, 

the optimal replacement month is same but the relative value 



- 65 -

of breeding decreased.

If the calf price is 2,000,000 won with higher cow price, 

the optimal replacement month of breeding cow is 47 

months. As calf price decline by 500,000 won, replacement 

month is shortened by a month, and as breeding cow prices 

fall, replacement price is loosen. When the calf price is 2 

million wons with medium or low breeding cow prices, and 

the calf price is 1.5 million wons with low prices, it is 

optimal to replace in 56 month old. But, when the maturity 

of breeding cow cause downgrade, replacement month is 

shortening 50 or 51 month old, so farmer should sell cows 

before downgrading even though calf price is high. These 

results mean that the optimal replacement should be after 

calving 2-3 times, but adjust replacement month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reproductive cycle, and 

shorten replace time when the calf price fall.

Keywords : optimal replacement month, dynamic analysis, 

dynamic programming model, hanwoo, steer, cow

Student ID : 2011-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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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육구분 어린송아지

월령 1 2 3 4 5 6

배합사료 가격 604

배합사료 급여량 0.8 1 1.5 3 3 3

조사료 급여량 　 자유 자유 1.5 1.5 1.5

월별사료비 59,496 63,120 72,180 71,235 71,235 71,235

비육구분 육성기

월령 7 8 9 10 11 12

배합사료 가격 457

배합사료급여량 3 3 4 4 5 5

조사료 급여량 2 2 2 2 3 3

월별 사료비 63,630 63,630 77,340 77,340 102,300 102,300

비육구분 비육전기

월령 13 14 15 16 17-19 20-22

배합사료 가격 457

배합사료 급여량 6 7 8 9 9 9

조사료 급여량 3 3 3 3 2 1.5

월별 사료비 116,010 129,720 143,430 157,140 145,890 140,265

비육구분 비육후기

월령 23 24 25 26 27-출하시

배합사료 가격 467.6

배합사료 급여량 9 9 9 9 9

조사료 급여량 1 1 1 1 0.5

월별 사료비 137,502 137,502 137,502 137,502 131,877

부표 1. 농가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단위: 개월, 원/kg, kg/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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