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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변동성이 높아지는 세상에서 CME Group은 전 세계가 농산품과 금리, 주가지수, 통화, 에너지 및 금속은 물론, 
날씨 및 부동산과 같은 대안투자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자산군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CME와 CBOT 및 NYMEX의 전통을 토대로 성장해 온 CME Group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소로서 가장 폭넓은 범위의 벤치마크 상품을 포괄하여 고객들이 비즈니스 목표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ME Group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CME Globex 전산 거래 플랫폼과 시카고와 뉴욕의 
매매플로어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CME Group은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집중 결제상대방 서비스 기구 중 하나인 
CME 청산소의 운영을 통하여 거래소 상장 자산군과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 및 서비스는 세계 각처의 비즈니스들이 거래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 
더욱 다양한 농산물 선물•옵션 상품. 수익 창출 기회 확대. 

CME Group은 거래소 가운데 가장 폭넓은 농산물 파생상품을 제공하며 곡물에서부터 유지종자, 축산물, 유제품, 원목 및 
기타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의 필수 소비재인 이들 상품은 모든 참여자가 균등한 
접근이 가능한 중앙집중식 정규시장을 통해 유동성과 투명한 가격형성 및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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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ME Group은 수십 년에 걸쳐 축산업 시장 참여자들에게 
소중한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생우, 
비육우 및 돈육에 대한 선물과 옵션은 축산물 생산업체와 
가공업체는 물론, 이들 시장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기회를 
활용하려는 거래업자들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선물 및 옵션 시장에 참여하기에 앞서 
기초 현물 시장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CME Group 
축산물 선물 및 옵션 : 기초 시장의 펀더멘털 원리는 
기초적인 정보를 우육 및 돈육 산업은 물론, 기초적인 
경제적 가격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이 정보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육우 및 돈육 산업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각 가축의 생산에서 도살에 이르는 수명 주기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아울러, 각 산업의 서로 다른 가격 
메커니즘, 그리고 현물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둘째 부분은 가격 예측에 사용되는 분석 
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예측에 사용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축산업 보고서를 찾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 발행물은 잠재적인 거래자가 기초 산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각 시장 참여자는 반드시 
다른 유형 및 출처의 관련 정보는 물론, 제공되는 해당 
정보의 사용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펀더멘털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이지만 초보 트레이더는 
기술적 분석도 검토하여 기술적 분석이 거래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 참가자에 

따라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 선호하는 기법이 
다르며, 어떤 시장 참가자들은 두 가지 분석 유형을 모두 
활용해 거래 기법을 보강합니다. 사용할 기법의 유형이나 
조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완하는 유용한 자료로 “축산물 선물 및 옵션을 
활용한 헤지 학습 가이드”가 있습니다. 동 자료는 선물과 
옵션을 이용하여 축산물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에 
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cmegroup.com/livestock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돈육 산업은 돼지의 수명 주기에 해당하는 다음의 몇몇 
기본적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새끼돼지의 생산, 
2) 도살이 가능한 체중까지의 사육, 3) 도살 및 가공.

돼지 생산 시설
비육돈을 생산하는 돈육 농가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즉, 
분만에서 출하까지, 또는 출하 전문, 아니면 분만에서 
사육까지나, 분만에서 이유 시점까지만 전담하는 다양한 
돈육 농가 유형이 있습니다. 일괄사육, 즉 분만부터 
출하까지 담당하는 유형은 돼지 생애의 전단계, 즉 
생산에서부터 시장에 판매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처리하는 
축산업체입니다. 이에 비하여 분만-사육 유형은 돼지를 
생산 후로부터 비육돈이 되는 시점(체중 40-60파운드)
까지만 사육한 후, 출하 전문 사육업체에 판매합니다. 
분만-이유 시점 유형의 업체는 돼지를 생산 시점부터 
10-15파운드로 성장할 때까지만 사육한 후,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체중까지 사육할 전문 사육업체에 판매합니다. 
돈육산업은 계약제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육돈 생산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http://cmegroup.com/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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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산업

현재 대부분의 돈육 업체는 마무리 비육까지 
처리하며 서부 옥수수 지대(주로 아이오와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및 다른 비전통적인 돈육 생산 
지역도 새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도 1은 미국농무부
(USDA) 농업통계국(National Agriculture Statistics 
Service; NASS)의 자료에 토대한 1995년부터 2009
년까지의 각 주별 사육량을 보여주며 돼지 생산지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돈육 시설의 규모는 과거 소규모 돼지 농장 위주였던 
것이 대규모 기업 및 자영업으로 진화하며 그 규모가 
극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07년 연간 2,000두 이상 
판매하는 업체들이 한 해 동안 판매된 모든 돼지의 85%
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이르러서는 동 비중은 87.5%

Source: USDA, NASS  (Total State Inventory December 1, 2009) 
Total State Inventory December 1, 2012 

Map 1.  Total Hog Inventory by State (in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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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해 돈육농장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얻는 혜택이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돈육농장의 돼지 두당 생산 원가가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사료 효율 및 노동 생산성의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판매량이 1,000두를 넘어서면 
생산원가는 급격하게 감소하며 1,000두를 넘어서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원가가 비록 감소 속도는 
줄어들지만 계속하여 감소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돈육 
업체들은 돈육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가공업체와 
장기 계약 협상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돼지 생산 단계
돼지 생산의 수명 주기는 새끼 돼지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암퇘지(출산하지 않은)와 성돈 암퇘지(출산 경험이 
있는)는 지속적인 사육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스케줄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2회 새끼를 낳게 됩니다. 종돈을 얻기 
위해 사육업체들은 발육과 육질이 뛰어나고 어미 돼지가 
보여준 대로 잠재적인 번식력이 뛰어난 어린 암퇘지를 
사육합니다. 번식에 사용되는 수퇘지(성적으로 성숙한 
숫놈)는 일반적으로 돈육 농가에서 구매하며 약 2년간 
번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돼지 번식의 주유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웅 교배로 
하나 이상의 수퇘지를 여러 암퇘지나 새끼 암퇘지와 
한 우리에서 사육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유형은 가장 
흔한 번식 기법으로 관리교배로 한 번에 한 마리의 
수퇘지와 한 마리의 암퇘지나 새끼 암퇘지를 한 우리에 
넣고 교배가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단웅교배에 비해 더 노동집약적이지만 암퇘지가 
번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셋째 방법은 인공수정입니다. 
이 기법은 새로운 유전자를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 언급한 세 가지 기법 가운데 가장 
노동집약적입니다.

암퇘지의 임신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약 9-10마리의 
새끼를 출산합니다. 돼지 건강 및 유전학과 생산 효율의 
개선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복당 새끼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미국의 돼지 사육량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복당 새끼 수는 
판매될 돼지의 공급량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농무부의 분기별 Hogs and Pigs 보고서를 통하여 
주시되는 수치입니다.

이 새끼돼지들이 약 3, 4주만에 젖을 떼면 암퇘지는 재차 
번식하거나 시장에 판매됩니다. 암퇘지는 일반적으로 
번식용 돼지 우리 안에서 2, 3년간 지내며 이후 도살용으로 
판매되지만 유전자나 건강상태 및 체중에 따라 더 일찍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분만과 이유 시기 사이에 사망으로 잃는 돼지는 약 5%
에 달합니다. 사망 원인은 암퇘지가 새끼돼지를 깔고 
누워서 발생하는 질식사, 질병, 기후 여건 및 기타 외부 
요인 등이 있습니다. 분만에 사용되는 시설에 따라 혹한의 
겨울철에는 기후 여건으로 인한 사망 손실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끼돼지들이 성장하면서 미리 지정된 체중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사료를 
먹입니다. 돼지는 효율적으로 사료를 근육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료는 곡물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아울러, 거세한 수퇘지와 새끼 암퇘지는 서로 다른 영양분 
필요를 감안하여 분리되어 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별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므로 이 두 그룹을 
분리함으로써, 각 성별의 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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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돼지 사료는 주로 옥수수, 보리, 마일로, 
귀리, 증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모, 또는 때로는 밀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유지종자 사료, 비타민 및 미네랄 
첨가제를 통해 섭취합니다. 때로는 항생제도 돼지의 
사료에 포함됩니다.

사료의 대부분은 사육 현지에서 혼합되며 일부 
돈육농장들은 사료 원료를 직접 재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사료 완성품을 구매하기도 
하여 추가적인 가공 없이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세한 비육 마무리 단계의 수퇘지나 새끼 
암퇘지는 하루 약 1.5파운드씩 체중이 불어나며 사료 
요구율은 대략 사료 3파운드당 체중 1파운드입니다.

사료의 대부분은 사육 현지에서 혼합되며 일부 
돈육농장들은 사료 원료를 직접 재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사료 완성품을 구매하기도 
하여 추가적인 가공 없이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세한 비육 마무리 단계의 수퇘지나 새끼 
암퇘지는 하루 약 1.5파운드씩 체중이 불어나며 사료 
요구율은 대략 사료 3파운드당 체중 1파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하 준비가 된 비육돈은 도축업체에 직접 
판매되지만 일부는 구판장이나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도매 시장에서도 소량이 판매됩니다. 2012년의 경우, 약 
67%의 비육돈이 독립 축산업자들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나머지는 가공업체 소유 축산시설에서 생산됐습니다. 
비육돈 생산업체들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한 협상을 통한 
거래나 가격 산출 공식에 따라 비육돈을 판매합니다. 
대량의 비육돈을 가공업체나 다른 업체와 장기간 동안 
선도 계약한 경우, 산식에 따른 가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식에 따른 가격은 아이오와-남부 미네소타 51-52% 
돈육 평균가격과 같은 “가격 선도 시장”의 가격을 토대로 
합니다. 아울러 위치나 돈육의 전반적인 품질과 같은 기타 
요인을 토대로 한 가격 가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돈육은 일반적으로 해체된 도체의 실제 살코기 비율(이 비율이 
도체에서 나올 고기의 실제 양을 결정하므로)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면 비육돈이 
경매를 통해 판매될 때에는 예상 살코기 비율, 보편적으로 51-
52%를 토대로 판매됩니다.

돈육 도축 및 가공
비육돈이 판매되면 도축업자에 이송돼 도축됩니다. 도체는 
도매용으로 절단하여 소매업체에 판매합니다. 도축전 
체중 270파운드의 판매용 비육돈에서는 일반적으로 
200파운드의 도체가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20%는 
뒷다리살, 20%는 등심, 15%는 삼겹살(옆구리 및 배), 
10%는 앞다리살, 5%는 갈비살, 5%는 머리입니다. 
나머지는 턱밑살, 순살코기(lean trim), 지방 및 기타 작은 
부위들입니다.

돼지고기의 대부분 부위는 추가적인 가공을 통하여 
상당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뒷다리살과 앞다리살(
앞다리 부분의 뒷다리살과 유사한 형태로 절단한 부위)
은 훈제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베이컨에 사용하는 원 절단 부분)은 
냉동하여 가공 하기까지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돼지의 배 부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이 부위는 
두 조각으로 자릅니다. 돼지의 크기에 따라 삼겹살의 
크기도 다양하며 2파운드의 크기로 자릅니다. 대부분의 
삼겹살은 12-14, 14-16 및 16-18파운드 중량으로 
자릅니다. 거의 모든 옆구리살은 보존을 위해 가공하며 
가늘게 잘라서 베이컨으로 만듭니다.

2009년, 28개의 도축장이 1백만 두 이상을 도축하였으며 
이들이 도축한 물량은 전체 돼지 도축 물량의 약 90%
를 차지했습니다. 농무부는 2012년에 상위 4개 돼지 
도축장이 이 해에 도축된 돼지의 64%를 도축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육우 사업
육우 생산은 육우 생산업체나 암소를 사육하여 수소와의 
자연 교배 또는 인공수정을 통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육우 축산업체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지만 평균 육우 사육농가는 약 45두의 소를 
보유합니다. 100두 이상의 육우 암소를 보유한 육우 
업체는 전체 육우 업체의 9%, 전체 암소 사육량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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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산업

를 차지합니다. 자연 교배 번식을 사용하는 경우, 각 
생산업자는 20-25두의 암소당 한 마리의 수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육우업체들은 보다 우수한 유전자 
관리 차원에서 인공수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쇠고기와 무게가 더 나가는 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유전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우 업체는 수소를 사육하든 사육사지 않든, 각 
단위집단의 육우 암소를 먹일 일정 면적 이상의 목초지나 
방목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 단위의 육우 집단당 
필요한 방목지를 흔히 단위 면적당 방목율(이하 “방목율”)
이라 말하며 이 방목율은 기후 여건 및 경영 관행의 차이 
때문에 미국 전반에 걸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우량이 많은 동부와 중서부의 경우, 방목율은 육우 집단 
1단위당 작게는 5에이커에 불과하며 서부와 남서부의 
경우에는 150에이커에 이르기도 합니다.

목장 규모는 100에이커 미만에서부터 수천 에이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서부 지역 주의 경우, 여름에는 
공유지(특히 미국 산림청 및 토지관리국 소유의)의 
방목권을 임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방목 리스는 
토지 소유에 따르는 비용 부담 없이 여름철 내내 육우를 
방목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육우는 9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늦여름에 번식하며 
봄에 송아지를 생산합니다.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은 겨울철의 
혹한을 피해 송아지가 태어난 후, 몇 달간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봄에 송아지를 출산하도록 소를 교배시킵니다. 
이러한 송아지 출산 주기는 전체 육우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강력한 계절적 공급 효과를 초래합니다.

각 암소는 한 마리의 송아지를 출산하지만 드물게 
쌍둥이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한 무리의 모든 암소가 
임신에 성공하지는 않으며 수태율(교배한 암소 중 실제로 
송아지를 출산하는 비율)은 질병, 악천후 및 영양 부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찾아오는 
가임기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암소는 “오픈(open)”이라 
불리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반적으로 무리에서 도태돼 
도축장으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각 무리의 암소 중 15-25%가 축출당합니다. 
암소가 축출되는 데에는 수태실패, 고령, 치아 결함, 가뭄 
또는 높은 사료 비용과 같은 시장 여건 등 몇몇 이유가 
있습니다. 사육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축출된 암소들은 
반드시 새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중에서 일정한 숫자의 암송아지를 번식용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송아지 중에 적합한 
암송아지가 없으면 번식용 암송아지를 다른 곳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육우 업체들이 육우를 확보하는 육우 
주기의 확대 기간 중에는 유지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육우의 처분 기간 중에는 유지율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번식용 암송아지이든, 도축을 위한 판매용 송아지이든, 
송아지는 생후 최소 6개월간 어미 소와 함께 지냅니다. 
출생 시, 송아지는 오로지 어미소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풀부터 시작하여 
마침내는 곡물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송아지가 생후 
6-8개월이 되면 어미소로부터 젖을 뗍니다. 식용 송아지의 
이유 시점 체중은 500-600파운드 사이입니다. 체중이 더 
나가는 몇몇 송아지는 가축 사육장에 직접 투입하지만 
대부분은 “육성 작업”이라 불리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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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작업
육성 작업 즉 “백그라운딩” 작업은 젖을 뗀 송아지들을 
지역과 시기에 따라 여름풀, 겨울 밀 또는 몇몇 유형의 
건초를 먹을 수 있는 곳에 투입합니다.

육우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성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송아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송아지의 육성 단계는 사육장에서의 무게가 
600-800파운드에 이를 때까지 6-10개월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떼가 사육장에 들어갈 준비가 됐을 때, 
이들을 가리켜 비육용 소라 말합니다. 무리가 또 한차례 
육성 과정에서 사육장으로 옮겨질 때 이 동물들의 
소유권은 바뀌거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를 
받는 대다수의 사육장들은 주로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및 텍사스의 대평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 2는 미국농무부 농업통계국(NASS) 자료를 근거로, 

송아지가 사육되는 장소는 물론, 판매되는 지역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육우를 사육하는 목장의 
수는 총 690,000여 곳에 달했으나1 미국 매출의 약 75%
가 35,000여 목장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의 
경우, 약 4만여 사육장이 있었으나 2천 개의 사육장에서 
육우 총 생산량의 85%를 생산했습니다.

사육장
육우에게 사료를 주는 단계에 이르면 육우 생산업체 또는 
이른바 백그라운더들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자체적으로 사료를 주거나, 2) 육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 상업 사육장에 보내 맞춤형 사료를 먹이거나 3) 
소를 다른 사육업체나 사육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육우가 이 단계에 
이르면 육우에 열량 높은 사료를 먹여 빠르게 체중을 
늘립니다. 대부분의 육우는 거세된 수소와 출산하지 않은 
암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육우 업자들이 출산하지 
않은 암소 중 일부를 번식용으로 남겨 두므로 사육장에는 
일반적으로 수소가 암소보다 많습니다. 출산 경력이 있는 

1 농무부 농업센서스는 5년마다 실시됩니다. 2012년 조사 결과는 2014년 2월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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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 주별 송아지 총생산량 및 비육우 판매량(단위 1천)



10 LIVESTOCK FUTURES AND OPTIONS | CME GROUP

암소와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사육장에 넣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육우 사육은 대평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옥수수 
지대, 남서부 및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도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육우 사육장은 곡물 및 기타 농축 사료를 먹여 
셀렉트 등급 이상의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합니다. 사육장에 
보내는 시점의 체중, 사육 여건 및 목표 출하 상태에 따라 
사육 기간은 90일에서 최대 300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150일에 이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송아지의 영양 섭취원은 풀이 대부분이지만 
사육장에서 배급하는 사료는 약 70-90%가 곡물과 단백질 
농축물입니다.

사육장은 100두 미만에서 5만두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육장은 농가 
사육장이며 개인 소유의 업체로 가족 단위로 운영되거나 
몇몇의 파트너가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육장은 
다양한 농업경영의 일부로서 다른 업체의 소를 사육하지는 
않습니다. 이 출판물의 목적상 소규모 사육장은 한번에 1
천 두 미만만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으로 정의합니다. 
대다수 사육장이 이러한 소규모 업체이기는 하지만 총 
육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2,000두 이상의 육우를 사육하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육우는 총 판매량의 40%에 달합니다. 
이 산업은 고급 육우를 생산하기 위해, 소수의 특화된 
초대형 사육장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육우업 및 가공 부문과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몇몇 상업 사육장은 맞춤형 사육이라 불리는 사육 대행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육장들은 마케팅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사육을 원하는 생산업체에 몇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육장들은 소규모 농가 육우업자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다수의 도축 공장과 관계를 
맺고 있어 보통 육우 판매 능력이 우수합니다. 아울러 
도축업체들이 여러 작은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것보다 
상업적 사육 전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업적 사육 전문 업체는 여러 육우업체로부터 소를 
매입해 육우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상업적 사육 전문 업체들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 기법 및 
자금조달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육우가 사육장에 입식되면 그것이 농가이든 상업적 

사육시설이든 상관 없이 도축용 소를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사육이 시작됩니다. 육우에게 먹이는 사료는 사료 
요구율이 낮고 체중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대평원 
지역의 사육장에 입식된 수소의 경우, 체중이 하루 평균 3
파운드 증가하며 1파운드의 체중을 늘리는 데 8파운드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소의 일 평균 체중 
증가량은 이보다 낮으며 사료 요구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소와 암소 모두 경영 관행과 기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식욕 부진을 가져와 일 
평균 체중 증가량을 낮출 수 있으며 사육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혹한은 보통 식품 열량이 체중 증가 대신 소의 
체온 유지에 사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 평균 
체중 증가량을 낮추고 사육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사료 
요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육장의 효율과 수용력도 사육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의 사육장, 특히 대규모 사육장들은 전업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료 섭취량을 
측정하는 장비 및 소에게 먹일 사료를 제조하는 현지 
사료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여타 시설 
및 서비스는 육우 사육의 효율을 높여 일 평균 체중 증가량, 
낮은 사료 요구율, 사육 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의약품 또한 육우 사육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항생제 및 기타 질병 예방 조치, 또는 처방 제품은 육우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줄입니다. 
돈육업 및 양계업과는 달리, 육우는 매일의 항생제 투여가 
없으며 질병이 감지될 때만 투여합니다.

육우는 흔히 매일 베타 차단제(β-agonists)란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순수 근육 성장과 사료 
효율을 높여 판매될 육우의 체중을 높이고 살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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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지방 대비 근육)을 높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보통 사육기간의 마지막 30-45일간 투여합니다. 몇몇 
도축업자들이 절름발이 소가 베타 차단제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면서 육우 사육에 사용되는 몇몇 베타 
차단제의 사용이 최근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육우가 농가 시설이나 상업적 사육 시설에서 사육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보통 곡물, 단백질 보충제, 섬유질이 
함유된 먹이를 먹게 됩니다. 곡물은 주로 옥수수나 
마일로가 주종을 이루며 가격이 충분히 낮을 경우, 밀을 
먹이기도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에는 대두박, 면실박 
또는 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주모가 사용됩니다. 섬유질은 
알팔파, 사일리지, 초원 건초나 으깬 사탕무 근대와 
같은 다른 농업 부산물을 사용합니다. 사료 선택은 다른 
대체품과의 상대적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소의 사육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체중, 근육, 지방의 
조합이 최적 수준에 달하여 도축 준비가 될 까지 사료를 
먹이는 과정은 계속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연방기관이 검사한 도축시 체중은 약 1,305파운드, 도축 
후 체중은 약 791파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중은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료 가격이 하락하거나 
도축된 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육우업자들은 체중이 더 
불어날 때까지 소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소의 가격은 많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사육 기간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가벼운 육우 송아지를 더 이른 나이부터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 사육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가 도축 체중에 이르고 주인이 소를 팔 준비가 되면 
육우가 판매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도축업자에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2)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쇠고기 도축 및 가공
도축업자는 육우를 구매해 도축하여 도축한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판매합니다. 도축업자의 주요 수익원은 
고기 판매(도체 그대로 또는 박스 형태, 또는 최근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소요에 따라 준비된 상태)와 가죽 및 내장, 
또는 기타 각종 부산물(“drop”; 가죽, 정리된 지방, 다양한 
부위 고기, 뼈, 피, 침샘 등등)의 판매에서 창출됩니다. 
도축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도축한 고기를 주요 부위로 
나눠 진공포장한 박스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 박스가 
소매점에 도착하면 추가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육우산업에서는 도축업자가 소요별로 미리 준비된 
형태의 쇠고기를 판매하여 소매 매장 도착 즉시 고기 

진열장에 바로 진열하여 팔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별 준비된 상태의 
쇠고기는 소매업자로서는 별도의 가공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스 형태나 소요별 준비 상태 육우의 포장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도체들은 포장방식과는 무관하게 도체의 
중앙을 반분하여 다시 부분별로 잘라집니다. 뒤쪽 
부분이 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홍두깨, 우둔살, 
채끝, 옆구리살이 포함됩니다. 도체의 남은 절반은 앞쪽 
부위이며 갈비, 목심, 양지, 차돌양지 및 앞사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우(약 65%)는 스테이크 및 다른 
컷으로 가공되며 남은 부위는 갈은 고기와 스튜용 고기로 
사용됩니다.

도축업체의 직원인 구매 담당자들이 사육장에서 직접 
도축할 육우를 구매합니다. 이 바이어들은 현재 시세와 
기타 경제 요인을 토대로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육우의 입찰에 참여합니다. 매수 제안이 수락되면 가격 
책정 방법에 따라 7-14일 이내에 육우가 도축업체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인도 일정은 도축업체로 하여금 도축 
일정을 며칠 전에 확정짓게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육우 가격의 표시방법은 도축 전 체중과 도축 후 체중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축전 체중을 기준으로 한 가격표시는 예상 
도체중과 품질(일반적으로,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및 표준) 및 
수율등급(1~5; 숫자가 클수록 소매 판매가 가능한 도체 부위가 
적음)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예상을 토대로 결정된 가격은 
전체 육우 집단 전반에 걸쳐 평균이 산출됩니다. 도축 후 가격은 
예상 품질 및 수율 등급, 그리고 확인된 도체 체중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아 가격은 전체 육우 집단 전반에 걸쳐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대신 개별 도체의 가격을 따로 산출합니다. 일부 지역, 
특히 남부 평원 지대에서는 도축전 체중 기준 가격 책정 방법이 
도축 후 가격, 즉 이른바 “우육” 가격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가격 결정은 공식이나 빈번한 협상을 통해 책정됩니다. 
산식을 이용한 가격 산정은 해당 공장의 도축 이전의 주당 
평균 구매가격과 같은 몇몇 다른 참고 가격이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육우 가격은 현물시장에서 협상하여 도출됩니다. 
육우는 현재 시장가에 판매됩니다. 현물 시장 판매에는 
도매 시장(일반적으로 도축 시설 인근에 위치함), 경매 및 
도축업체 상대 직판(현물 호가)이 포함됩니다. 최종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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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지을 때에 흔히 가격 그리드가 사용됩니다.

가격 그리드는 기준 가격을 확정하여 (협상을 통하든 
공식을 이용해 산출하든) 품질, 수율등급 및 도체의 경중 등 
다양한 도체 특성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합니다. 각 
도축업체에 따라 달리 기준가격이 달리 책정하며 여러 다른 
가격을 토대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중에는 
선물 가격, 박스 형태의 쇠고기 가격, 또는 도축업체의 도축 
1주 전 육우 평균 구매가가 포함됩니다. 그리드 가격 산정은 
개별 도체의 확인된 도체중, 품질 및 수율등급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가치 기준 가격 책정법으로도 불립니다.

도표 1은 협상가, 산식에 의한 가격, 협상 그리드 및 선도 
계약 등 다양한 가격 책정법의 상대적 비중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통한 거래의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협상을 통한 거래의 대부분을 산식에 의한 가격 
책정 거래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협상을 통한 
거래의 경제적 “비용”과 가격 책정 시 쉽게 관측 가능하고 
투명한 외부 시장을 사용하는 데 따른 이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14개 도축장이 1백만 두 이상을 
도축하여 전체 도축물량의 70%를 차지하였습니다. 
2012년, 농무부 곡물검사도축관리청(GIPSA)은 도축된 
육우의 84%가 상위 4대 도축업체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출처 : 농무부 마케팅지원국

도표 1. 판매계약별 비육우 판매 비중 (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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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

비육돈과 비육우의 생산 주기를 이해한 후에는 그러한 
지식이 경제적 요인과 결합하여 각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경제적 여건과 가축 가격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가축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 
접근법과 공급/수요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 가축 생산 
주기 및 계절적 변동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접근법
파이프라인 접근법은 생산 주기의 다양한 시점에 관찰되는 
내용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특정 상품의 수량을 추정하는 
예측 기법입니다. 가축은 태생 시 농장에서 시작해 
수퍼마켓에서 끝나는 생산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에 투입된 가축은 사망, 손실 및 수출로 인한 
일부 “누수”를 제외하고는 결국 최종 상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이 예측 기법은 다음의 사항을 필요로 합니다 : 1)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에 있는 현재 공급량 추정치, 2) 해당 
상품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그리고 3) 일체의 중요한 누수, 추가 투입(
수입) 또는 환류(도살장에서 사육장으로의 반환).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미국 농무부의 공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육돈 파이프라인
비육돈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 

중 하나는 비육돈의 재고량입니다. 비육돈 재고 데이터는 
농무부(USDA)의 농업통계국(NASS)이 공표하는 Hogs 
and Pigs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별로 미국 전체 50개 주의 새끼돼지 수확과 총재고 
정보는 물론, 비육돈(hog)과 새끼돼지(pig)에 관련된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한 배당 새끼 수, 사육 가축 
숫자 및 암퇘지와 미출산 암퇘지 등 사육에 대한 보고서도 
월별로 공표합니다.

미국 전 지역의 판매용 비육돈(번식의 목적으로 보존하는 
돼지는 제외) 재고량에 관한 분기별 데이터, 총 상업용 
비육돈 도축 및 상업용 돈육 생산량이 표 1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이 연구 중인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별 비육돈 도축 관련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월간 가축 도축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농업통계국이 출판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도축된 전체 비육돈 수량, 주별 상업 
도축장에서의 평균 도축전 체중 및 도체중 정보,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검사한 비육돈에 관한 정보 및 도축 관련 
여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육돈 파이프라인 분석가들은 누수, 투입 및 
환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가축, 유제품 및 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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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전망 등 농무부의 경제조사국(ERS)이 공표하는 
몇몇 보고서는 수출 및 수입 데이터를 주요 국가별로 
분류하여 도체중 및 도축전 체중에 관한 월, 분기, 연 단위 
통계를 제공합니다.

환류 데이터나 번식 목적 유지 비율에 관련된 데이터를 
구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은 Hogs and Pigs 보고서, 특히 
“Hogs Kept for Breeding”(번식용 돼지)와 “Monthly 
Sows and Gilts Bred”(월간 암퇘지 및 미출산 암퇘지 
사육)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해당 
산업의 확장기 또는 수축기 여부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퇘지를 번식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번식용도 결과적으로는 파이프라인에 다시 투입되어 도축 
대상이 되고 돼지고기 생산 수치에 포함됩니다.

도축 규모 예측
농무부 Hogs and Pigs 보고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비육돈 도축 물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육돈 판매 수치 대비 과거 도축 비율을 산출하면 미래의 
도축 수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초 시장의 
비육돈 재고량은 59,817,000(표 1) 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비육돈은 2013년 1, 2분기에 도축되었습니다. 해당 
시기의 비육돈 도축 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1분기에 
판매된 비육돈 재고 대비 1, 2분기 도축의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비율의 5년 평균(2008년에서 2012
년)은 0.931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2013년 1분기의 시장 
비육돈 재고량에 곱하면 2013년 1, 2분기의 도축 예상치는 
55,414,000 두입니다.  

2013년 2분기의 실제 도축 규모는 54,651,000 
두였습니다. 따라서 도축 예상치는 실제 도축 규모의 1.4%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도축 수량의 예측은 판매될 
비육돈의 공급량에 대한 일부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향후 

비육돈 재고량 
(단위 1,000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4 53,558 54,760 55,553 55,002

2005 53,759 54,756 55,865 55,432

2006 54,295 55,621 56,829 56,399

2007 55,746 57,777 61,066 61,944

2008 61,018 61,269 62,135 61,087

2009 59,828 60,842 60,842 59,037

2010 57,808 58,862 60,201 59,147

2011 57,896 59,517 61,428 60,558

2012 59,117 60,797 62,384 60,556

2013 59,817 60,765

상업적 비육돈 도축
량(단위 1천 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4 25,717 24,737 25,817 27,192

2005 25,529 25,027 25,527 27,486

2006 26,208 24,839 25,810 27,878

2007 26,684 25,526 26,566 30,396

2008 29,601 27,941 28,696 30,214

2009 28,503 27,072 28,428 29,615

2010 27,631 26,069 26,931 29,626

2011 27,483 26,110 27,379 29,888

2012 28,105 26,661 27,965 30,433

2013 27,874 26,778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NASS)

표 1 – 미국 시장 비육돈 재고량, 도축량 및 돈육 생산량

상업적 돈육 생산량
(단위 백만 파운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4 5,130 4,897 5,047 5,435

2005 5,136 5,022 5,000 5,525

2006 5,335 5,008 5,086 5,625

2007 5,396 5,128 5,256 6,163

2008 6,024 5,593 5,632 6,098

2009 5,814 5,490 5,699 5,996

2010 5,607 5,302 5,401 6,126

2011 5,719 5,370 5,484 6,186

2012 5,858 5,519 5,631 6,244

2013 5,777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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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가격의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상품의 흐름 속도
파이프라인 접근법은 상품의 유통 속도에 관한 지식을 
요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산에서 도축에 이르는 
평균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이며, 실제 기간은 경제적 
여건은 물론, 계절적 변화 및 예기하지 못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 원가 하락은 가축 사육의 
수익성을 높이므로 생산업체들이 돼지의 체중을 최대한 
늘려 판매할 것이므로 해당 파이프라인에 있는 돼지들의 
사육 기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사료 원가 상승은 비육돈의 
조기 출하(더 가벼운 체중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축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 생산업체들은 가격 상승을 
바라고 판매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은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축을 
유보한 암퇘지들의 숫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확장기에 있을 때에는 번식용 암퇘지의 숫자를 늘립니다. 
하지만 수축기에는 사육하는 무리에서 암퇘지의 숫자를 
줄이고 암퇘지와 새끼 암퇘지의 도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체 돼지 도축과 비교한 암퇘지 도축 비중에 관한 
정확한 공식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나 Hogs and Pigs 
보고서를 통해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더 많은 비육돈을 사육할 경우, 도축되는 암퇘지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파이프라인 접근법을 사용해 비육돈 도축 
규모를 예측할 때, 이러한 수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이 미치는 영향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은 정확한 비육돈 도축 수치를 
예측하려면 비육돈 파이프라인에 수출, 수입 물량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농무부 데이터를 참고하여 해당 
파이프라인에 투입되거나 유출되는 수출입 수량을 
확인하고 이 수치를 파이프라인 예측에 적용한 후, 총 도축 
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접근법으로 수출입 데이터를 고려할 때, 
비육돈이 투입되고 유출되는 파이프라인 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육돈의 수출은 비육돈이 살아 있는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도축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육 
수출 물량은 미국의 생산 수치를 산출한 후에 차감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돼지가 수출되면 돼지 수확 단계와 도축 단계 중간에 “
증발하게” 되며 이러한 유출을 감안해야만 정확한 예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로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돼지만 이 돼지들이 미국에서 도축되므로 미국 도축 및 생산 
수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돈육 수입 물량은 미국에서 
도축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도축 및 생산 수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표 2는 농무부의 경제조사국이 제공한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손쉽게 볼 수 있듯이 돈육 수출과 비육돈 
수입 무역량은 매년 그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돈육 
수출은 중국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수출 증가로 
2008년까지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로부터의 사육돼지 수입은 200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원산지 표시법이 
통과되면서 수입 원가가 높아지자 이후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파이프라인 예측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망률입니다. 최종 도축 수량 추정에 일정 비율만큼의 
사망률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서 판매 
단계 사이에 사망으로 인한 손실은 3~6% 사이입니다.

비육돈의 최종 도축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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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면 2분기 이전의 돼지 수확이 돼지 도축의 
완벽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논의되지 않고 쉽게 계량화할 수 없는 생산업체의 행태나 
기후 등 다른 요인들 역시 비육돈 도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육돈 도축 수치 예측 외에 시장 참여자들이 비육돈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따라 예측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이 있습니다. 돼지 도축 전망을 돈육 생산 전망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비육돈의 평균 
도체중은 205파운드(농무부 농업통계국 자료)였습니다. 
2013년 2분기에 도축된 26,778,000 두의 비육돈을 
다시 참고해 이 수치에 평균 도체중 205파운드를 곱하면 
2013년 2분기에 약 54억 8천 9백만 파운드의 돈육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26,778,000두 × 두당 205
파운드). 2013년의 실제 2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55억 
1천 9백만 파운드(표 1)에 달했으며, 이는 예측한 수치와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실제 생산량이 예측치보다 0.5% 
높았음). 또 다시, 이러한 돈육 생산량 예측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기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우 파이프라인
시장 참여자들은 비육돈 파이프라인과 거의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 육우 파이프라인에 있는 육우의 규모를 

산출합니다. 동일한 요인을 고려하고 유사한 농무부 공표 
정보를 참고하게 됩니다. 비육돈 파이프라인 분석가들처럼 
육우 분석가들은 파이프라인의 어느 단계에서 자신의 
예측을 시작할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파이프라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육돈 
파이프라인은 태생 시점, 즉 돼지 수확 예측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송아지를 사육용 송아지로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송아지의 사육이 
시작되는 입식시점, 또는 사육장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예측을 시작하면 보다 정확하게 육우 도축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축 규모 예측
매월, 농무부는 사육장에 입식된 육우 추정치를 제공하며 
이 수치는 사육장에 투입되어 도축에 대비해 고 에너지, 
곡물 기반의 영양 사료를 먹게 되는 육우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사육장에 입식된 육우 데이터는 농무부의 
농업통계국이 매월 공표하는 사육 육우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해당 월에 이미 사육되고 
있는 육우 수량, 사육 육우 판매량, 또는 사육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된 육우 수량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표 3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육장에 입식된 
육우의 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를 
적절한 조정 요인과 함께 사용하여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돈육 거래(단위 백만 파운드) 미국 비육돈 거래량(단위 1천 두)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03 1,186 1,718 7,438 170

2004 1,100 2,181 8,506 174

2005 1,023 2,666 8,191 154

2006 990 2,997 8,763 165

2007 968 3,142 10,004 137

2008 831 4,668 9,348 97

2009 833 4,128 6,365 21

2010 859 4,224 5,749 15

2011 803 5,189 5,794 31

2012 801 5,383 5,652 55

표 2 – 미국 비육돈 및 돈육 거래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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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칩니다. 춥고 강우량이 많거나 덥고 건조하면 
육우의 체중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없으며 도체중에 
이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육우 
과정이 지연되며 도축이 보통 때보다 늦어집니다. 다수의 
비육돈은 악천후로부터 보호받는 실내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기후는 전체 비육돈 도축에 그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출 및 수입
육우 도축 규모 예측에 따르는 어려움에는 누수, 투입 
및 환류가 있습니다. 쇠고기 수출(누수)과 수입(투입) 
정보는 경제조사국이 출판하는 가축, 유제품 및 양계 현황 
및 전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제공되며 주요 국가별 도체중과 도축전 체중으로 
구분되어 발표됩니다. 이러한 출처에서 얻는 수출입 
수치를 파이프라인 예측에 적용하여 총 도축 규모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4, 5개월 이후의 총 상업적 도축 및 
쇠고기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를 예측하는 
이유는 육우를 평균 도축전 체중 1,305파운드로 사육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사육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앞서의 사육장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4, 5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미국에서는 187만 6천 두의 육우가 
1,000두 이상 규모의 사육장에 입식되었습니다(표 3).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숫자의 육우가 2013년 5월경에 
도축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1,000 
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사육장은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수치는 실제로 사육된 육우 판매량의 
단 8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13년 5월의 육우 판매량은 
소규모와 대규모 사육장을 모두 포함하면 220만 7천 두
(1,876,000두 ÷ 0.85)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 
예측치를 사용해 5월의 도축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의 상업적 도축 물량은 2,864,000두로 
예측보다 23%나 많았습니다(표 4).

육우 파이프라인 접근법에 내재된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육우 도축 예측이 실제 사육장에 입식되는 시점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는 육우 사육에 중대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 1,754 1,888 2,199 1,690 1,787 1,858 1,822 1,889 1,847 1,876

2월 1,612 1,523 1,588 1,659 1,723 1,678 1,674 1,667 1,714 1,482

3월 1,810 1,750 1,837 1,960 1,736 1,808 1,856 1,914 1,792 1,899

4월 1,600 1,660 1,619 1,568 1,536 1,600 1,627 1,785 1,521 1,750

5월 2,370 2,223 1,903 2,159 1,900 1,638 2,022 1,810 2,084 2,052

6월 1,647 1,769 1,946 1,657 1,518 1,391 1,628 1,695 1,664 1,587

7월 1,719 1,678 1,958 1,622 1,656 1,863 1,758 2,135 1,922

8월 2,102 1,993 2,290 2,119 2,061 2,113 2,271 2,246 2,007

9월 2,375 2,355 2,227 2,415 2,281 2,388 2,463 2,469 2,004

10월 2,701 2,788 2,430 2,725 2,438 2,474 2,505 2,492 2,180

11월 1,743 2,045 1,884 2,125 2,016 1,844 1,959 2,037 1,943

12월 1,834 1,884 1,714 1,701 1,647 1,546 1,789 1,673 1,664

표 3 – 미국 비육우 사육 현황(1000두 이상의 사육장, 단위 1천 두)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N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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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나 쇠고기 수입도 도축 규모 및 생산량 수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로지 도축전에 수입된 육우만이 미국 
내에서 도축될 것이므로 미국의 도축 규모 및 생산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은 오로지 전체 미국 
공급 수치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에서 도축되지는 
않았으므로 미국 총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표 5는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손쉽게 
볼 수 있듯이 쇠고기와 육우의 교역 수준은 매년 그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쇠고기 수출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2003년 이후 급감했습니다. 광우병의 발견으로 인해 
다수 국가들이 미국 쇠고기 및 육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사하게 멕시코로부터의 사육 육우 수입도 2008년 
원산지 표시법이 통과되면서 수입 원가가 높아지자 이후 
물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육우의 수출, 수입이 파이프라인에 투입되고 유출되는 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쇠고기 수출은 보고되는 수치가 
미국 내 총 도축 및 생산량이므로 전체 도축 규모나 생산 
수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쇠고기가 수출되었지만 
미국에서 도축되었고, 따라서 총 도축 및 생산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계를 산출한 후에 수출된 물량을 생산량에서 
차감하므로 미국 내 총 쇠고기 공급량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육우가 도축전에 수출되면 파이프라인에서 생명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누수”되므로 도축 규모 예측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수출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누수 
수치를 감안해야 합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 2,579 2,528 2,643 2,800 2,899 2,718 2,707 2,734 2,715 2,835

2월 2,429 2,343 2,347 2,561 2,643 2,529 2,548 2,621 2,558 2,359

3월 2,869 2,725 2,854 2,793 2,728 2,730 2,913 2,959 2,753 2,585

4월 2,698 2,560 2,609 2,701 2,961 2,773 2,847 2,719 2,570 2,730

5월 2,836 2,793 3,039 3,051 3,140 2,849 2,786 2,819 2,876 2,864

6월 2,994 2,938 3,159 3,077 2,957 2,982 3,051 3,102 2,864 2,731

7월 2,787 2,718 2,834 2,903 3,063 2,922 2,899 2,765 2,793

8월 2,821 2,993 3,134 3,132 2,908 2,782 2,955 3,097 2,998

9월 2,737 2,776 2,767 2,665 2,889 2,815 2,897 2,876 2,543

10월 2,746 2,679 2,858 3,102 2,989 2,886 2,862 2,857 2,955

11월 2,542 2,668 2,842 2,831 2,516 2,601 2,876 2,785 2,785

12월 2,690 2,667 2,613 2,648 2,672 2,754 2,916 2,753 2,543

표 4 – 미국 상업적 비육우 도축량(단위 1천 두)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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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도축 보고서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암소, 수소, 
거세 수소의 도축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최종 도축 및 생산 
파이프라인 예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육우 도축 규모 예측 시, 사망으로 인한 
손실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합니다. 사망 손실 비율을 
연구할 때, 분석가는 반드시 해당 육우가 생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육을 위한 투입 단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 단계의 비육우 및 어린 암소 사망 
손실률은 1%선입니다. 하지만 육우가 어린 암소이거나 
더 낮은 체중에 사육장에 투입될 경우, 사망 손실 비율은 
높아집니다.

쇠고기 생산량을 예측하려면(표 6 참조), 도축량(두 기준)
을 두당 평균 체중에 곱해야 합니다. 이전의 “사육장” 

수출, 수입 외에 추가로 육우 파이프라인의 다른 
취약점으로는 사망 손실 및 환류가 포함됩니다. 시장 
참여자가 생명주기의 사육 시작 단계 이후 시점이나 
또는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번식용 어린 암소는 육우 
파이프라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번식용 
어린 암소가 사육장에 투입되지 않으므로 예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우가 더 이상 출산 기능을 
잃게 돼 무리에서 도태된 후에는 육우 환류가 시작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암소는 물론, 수소와 거세 
수소가 파이프라인에 투입되며 도축 및 생산 수치에 
포함됩니다. 이 소들은 도축 및 생산 수치에는 포함되나 
사육을 위한 입식 육우 수치 및 사육 중 수치와 판매 
수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도축 
데이터는 가축, 유제품 및 양계 현황 및 전망 보고서는 물론 

미국 쇠고기 거래량(단위 백만 파운드) 미국 비육우 거래량(단위 1천 두)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03 3,005 2,518 1,752 99

2004 3,680 461 1,371 16

2005 3,599 697 1,816 22

2006 3,085 1,144 2,289 50

2007 3,052 1,433 2,495 66

2008 2,538 1,887 2,284 107

2009 2,628 1,870 2,002 58

2010 2,297 2,299 2,284 91

2011 2,057 2,785 2,107 194

2012 2,219 2,455 2,253 141

표 5 - 미국 쇠고기 및 비육우 거래량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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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2012년 평균 도체중은 791파운드였습니다. 
이 수치에 2013년 5월의 도축 물량 2,864,000 두를 
곱하면 쇠고기 총 예측 생산량은 22억 6천 5백만 파운드
(2,864,000두 × 791파운드)가 됩니다. 이 달의 실제 
생산량은 22억 2천 8백만 파운드였습니다(표 3). 이 오차의 
일부분은 평균 도체중을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도체는 다른 도체보다 중량이 더 나가거나, 덜 
나갑니다.

육우의 사육장 투입 데이터 대신 판매 데이터를 사용하면 
도축 및 생산량 모두의 예측이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내에서 판매는 육우 투입의 다음 단계입니다. 
판매 단계를 예측에 사용하면 사육장에서의 사망 손실로 

인한 예측 오류를 줄임으로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육우가 판매되고 나면 바로 도축장으로 가므로 
판매 데이터를 쓸 경우에는 해당 비육우가 사육장에 
투입된 날로부터 판매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점은 수출 및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오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비육우는 일반적으로 판매 단계에서는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으며 사육장 단계나 그 이전에 거래됩니다.

 파이프라인 접근법의 예측 도구는 도축 및 생산량의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예측을 
할 때 가축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 경제요인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 1,926 1,916 2,051 2,166 2,233 2,118 2,083 2,123 2,113 2,260

2월 1,804 1,767 1,827 1,953 2,039 1,986 1,956 2,020 2,009 1,874

3월 2,108 2,042 2,204 2,118 2,101 2,144 2,212 2,266 2,160 2,039

4월 1,956 1,888 1,969 2,015 2,255 2,133 2,140 2,053 1,991 2,127

5월 2,070 2,074 2,309 2,285 2,380 2,179 2,088 2,132 2,232 2,228

6월 2,227 2,227 2,446 2,349 2,263 2,289 2,321 2,375 2,251 2,166

7월 2,104 2,083 2,214 2,257 2,372 2,271 2,230 2,134 2,201

8월 2,151 2,319 2,450 2,451 2,267 2,184 2,287 2,387 2,369

9월 2,105 2,158 2,170 2,095 2,270 2,234 2,252 2,215 2,016

10월 2,114 2,081 2,236 2,443 2,341 2,276 2,235 2,215 2,345

11월 1,941 2,071 2,227 2,229 1,959 2,016 2,236 2,149 2,208

12월 2,042 2,057 2,050 2,061 2,082 2,134 2,271 2,126 2,020

표 6 – 상업적 쇠고기 생산량(단위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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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린 가축을 구매하여 사육하는 가축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가축 사육업체들이 첫 대안을 선택하면 더 많은 
암컷이 도축용에서 배제되어 사육 집단에 투입됩니다. 이 
가축들이 번식할 때, 새로 태어나는 가축은 도체중에 이를 
때까지 사료를 주게 됩니다. 사육업체가 더 어린 가축을 
구매하기로 선택하면 해당 가축이 도축 중량에 이를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사료를 주어야 합니다. 양 대안 
모두에서 이처럼 추가된 가축들의 사육 주기가 완료되어야 
공급의 증가가 최종적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생산업체가 가축의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 동기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사육 기간 중에 있는 가축은 적절한 
도축 체중에 이를 때까지 계속 사육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업체의 완전한 결정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가장 어린 가축들이 도살을 마쳐야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투입물의 가격
I투입물이라 함은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상품과 요소들입니다. 가축 산업의 양대 중요한 투입물은 
사료와 사육 동물입니다. 이 두 투입물의 원가는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료나 사육 동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모든 
변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급량을 변동시키는 요인들과 공급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공급 곡선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론적으로 공급 
곡선은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공급량도 증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상향의 모양을 띠기 머련입니다. 특정 
생산물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는 공급될 물량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더 중요하게 기존의 공급 곡선을 따라 
공급량이 변하게 됩니다. 공급 물량의 변화는 해당 상품 
자체의 가격 변화로 인한 변화만을 말합니다. 아울러 공급 
물량의 변동은 단기적이거나 즉시적인 개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부 요인들이 공급의 변화, 즉 전체 
공급곡선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1) 투입물의 가격 변동, 2) 대체재의 가격 변동, 3) 연산품의 
가격 변동, 4) 기술의 변동, 및 5) 제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모두 공급곡선을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요인이 기존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이동의 방향은 해당 상품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우측으로 
이동)인지, 부정적(좌측으로 이동)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공급 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효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는 장기적이며 다음 생산 주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업체들이 더 많은 도축용 가축을 사육할 동기가 
부여되면 이들은 암컷을 구매하여 새끼를 번식하거나 

공급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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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게 되면, 상품 A의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상품 A의 공급이 늘어날 것입니다. 상품 B의 가격이 상품 A 
가격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품 B의 가격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락)하거나 
생산 원가가 하락(상승)하여 상품 A에 대한 상대적 가격이 
상승(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산품 가격
연산품은 돼지 도체에서 나온 삼겹살, 또는 쇠고기 
도체에서 나온 갈비와 같이 하나의 상품에서 파생되고 
그 생산량이 그 상품의 생산량에 정비례하는 상품입니다. 
연산품 중 하나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연산품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술
기술의 발전은 특정 제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게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이 어떤 제품의 
투입량에 변화가 없음에도 산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 발생합니다. 가축 생산업에 있어 기술 향상의 예는 
새로운 종자, 유전자 지식에 따른 번식 기법 향상, 가축이 
사료를 체중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가장 뛰어난 사료 발굴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육돈과 비육우 
생산업체들은 생산 원가 상승 없이 도체로부터의 저지방 
고기 수율을 높임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요인들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이나 폐기물 
처리 규정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나 규제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업계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 곡선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강력한 폐기물 처리 규제에 따른 지침이 
가축 생산 수익성을 낮추면 가축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금리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입니다. 심각한 
금리 변동은 생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동하여 동일한 산출물의 가격에 대하여 더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투입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른 모든 조건은 변함이 없다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더 많은 물량이 동일한 
산출물 가격에 공급됩니다.

투입물 가격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신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꾸로, 단기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비육우 및 비육돈의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급의 증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료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시장에 판매될 
가축들은 이미 사육을 거의 마친 상태여서 마지막 1파운드의 
체중을 늘리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체중 1파운드의 가격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사료 가격이 하락하면 비육돈이나 비육우의 체중을 1파운드 
늘리는 데 소요되는 사료 원가가 낮아집니다. 이러한 낮은 원가 
환경에서는 이들의 체중을 계속 늘려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단기적으로 공급 축소를 가져옵니다. 기대되는 공급의 증가는 각 
동물의 사육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료 가격이 하락하면 사육업자들은 더 어린 가축을 구매하여 
사육 가축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 가축들이 도축 체중에 이를 
때까지는 공급 증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체재의 가격
대체재 또는 경쟁 상품은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다른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는 돼지고기의 대체재가 될 수 있고, 
역으로 돼지고기가 쇠고기의 대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재는 경쟁상품(상품 B)의 가격이 해당 상품(상품 A)의 
가격과 비교하여 변할 때, 공급에 영향을 미쳐 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상품 B의 가격이 상품 A의 가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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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는 질병이 발생하면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공급곡선이 즉각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축을 치료할 수 있으나 도축 전 유예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질병이 발생하여도 공급곡선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곧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은 사료 및 가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입요소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산업은 투자 비용이 생산 기간 중에 고르게 발생하는 
산업에 비해 금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은 추가 금융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생산업체들이 가축 수를 확대하지 않거나, 시설을 개선하지 
않거나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부분적으로 보다 저렴한 차입 비용에 
힘입어 축산산업 내의 가축 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지금까지 논의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업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예를 들어 악천후와 질병 및 페스트 발생은 즉각적으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다른 모든 
요소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가축 사육에 있어 극도로 
덥거나 추운 날씨는 체중 증가 속도를 늦춥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 곡선은 즉각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특정 시기에 도축될 예정이었던 가축이 
제때 공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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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 분포의 변화도 인구가 많은 
연령층의 기호나 필요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이유식의 판매가 증가하는(이유식 수요 증가) 
반면 이 아기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다른 식품이 판매되게 
됩니다(이유식 수요 감소). 하지만 인구 증가는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단기 분석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득 변동
소득 수준의 증감 또한 수요곡선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을 물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적은 부분만 저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에 대한 수요곡선의 반응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는 식품 상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동차 및 전자제품과 같은 다른 
임의소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고기 
수요는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물론 소득이 아무리 크게 늘어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반응의 정도 역시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비록 고기 수요가 소득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고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면 스테이크와 같은 더 비싼 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갈은 쇠고기와 같은 값싼 상품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하락하면 비싼 고기의 
수요는 감소, 즉,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값싼 
고기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수요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대체재의 가격 변동
대체재는 다른 상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는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대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재(상품 B)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상품(
상품 A)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상품 B의 사용자들이 상품 

공급 요인을 이해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시장 참여자들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도 탄탄한 지식을 
갖추는 한편, 이 요인들이 흔히 소비자의 태도 및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이번에도 역시 수요량을 변동시키는 요인과 
수요의 변화(수요곡선 이동)를 초래하는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량의 변동은 기존 수요곡선을 따라 
일어나는 이동입니다. 공급곡선의 반대격인 수요곡선은 
이론적으로 우하향입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여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만이 수요량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요인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수요 요인들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변화를 초래하는 해당 
요인이 긍정적(오른쪽 또는 바깥으로의 이동)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정적(왼쪽 또는 안쪽으로 이동)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이동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1) 인구 변동 및 분포, 2) 소득 변동, 3) 
대체재 가격의 변동, 4) 보완재 가격 변동 및 5) 고객의 
기호 변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요인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수요 요인들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변화를 초래하는 해당 
요인이 긍정적(오른쪽 또는 바깥으로의 이동)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정적(왼쪽 또는 안쪽으로 이동)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이동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1) 인구 변동 및 분포, 2) 소득 변동, 3) 
대체재 가격의 변동, 4) 보완재 가격 변동 및 5) 고객의 
기호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인구 변동 및 분포
인구 성장은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인구 대비 

수요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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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방 식단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기호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기호 변화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수요곡선의 
이동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호 
변화는 소득 증가(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소득)
와 같은 다른 수요 변화 요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절 또한 뚜렷하고 예측 가능한 취향과 기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기므로 특정 부위의 고기가 
인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에는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칠면조 수요가 
증가합니다.

도표 2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인 1인당 연간 
쇠고기 및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의 감소 
및 닭고기 소비량의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1
인당 소비량 하나만이 수요의 측정치는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고기 수요를 연구할 때, 상대적 가격과 소득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합니다.

지연된 수요의 영향

B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상품 A로 전환할 때, 
상품 A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유사하게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 A의 사용자들이 대체재 B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A의 수요가 하락하고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보완재의 가격 변동
보완재는 특정 상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상품이나 그 
상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비큐 소스와 쇠고기/돼지고기를 보완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보완재 상품 중 하나(이 경우에 쇠고기/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상품 
(바비큐 소스)의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가격 하락시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다른 
모든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면 바비큐 소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
소비자 기호는 항시 변화합니다. 여기에는 연령, 인식 
개선 및 광고와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식 개선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새로운 유형의 음식에 
대한 노출 또는 조리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한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구의 큰 특정 집단이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

도표 2 – 1인당 육류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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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계속 구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 요소가 수요의 
지연반응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요의 
지연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장 펀더멘털의 변화에 따른 
과거의 가격 반응
도표 3는 비육우의 현물 가격 및 CME 비육우 가격 지수를 
보여주며 도표 4은 CME 돈육지수 가격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가축 현물 가격이 농무부의 마케팅지원국(AMS)
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들 농무부 보고서 중 몇몇은 CME 
현물가격 지수에 집계됩니다. 공급과 수요의 동력이 
결합하여 각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을 가져옵니다. 

파이프라인 접근법을 통한 생산 예측은 물론, 공급과 수요 
요인에 대한 지식 외에 추가로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예측 시 가축 순환주기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할 
것입니다.

가축 순환주기
역사적으로 가축의 재고량 및 생산량은 예측 가능한 
순환주기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순환주기는 비육우 및 
비육돈 시장에서 확장 및 축소 단계, 즉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과거 
비육돈 순환주기는 평균 4년에 달했으며, 비육우 주기는 
일반적으로 10-12년이었습니다. 실제 순환주기는 한 
재고량 저점에서 다음 재고량 저점까지의 기간이나 

수요곡선의 변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닭고기 
가격에 비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구매 및 식사 습관을 바꿀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가격이 더 하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세번째 이유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품 구매를 제한하는 장애 요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고기 얼마만큼을 전 주에 구매했으면 
금주의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나 냉동칸이 꽉 
차,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소비자가 
식품 예산을 다 써버려서 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요변화가 지연질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습관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점입니다. 특정 유형의 고기만 구입해 
왔다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 고기의 가격이 다른 대체 
가능한 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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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ME 

도표 4 – CME 돈육지수

출처 : 농무부 마케팅지원국 및 CME

도표 3 - 비육우 선물 및 사육업체 비육우 지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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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비육돈 
순환주기는 여전히 존재하며 가격의 이동 방향을 시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육우 주기에 관해서는 이와 유사한 논란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육우 산업이 비육돈 산업과 같은 
극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육돈이나 비육우 순환주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두 경우 모두 순환주기를 장기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하며, 
장기 가격 분석에 사용되어질 때 가장 유용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절적 요인
계절적 요인은 특정 상품의 공급과 수요 모두가 해마다 
계절에 따른 규칙성을 보이며 변하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송아지 및 돼지 분만 시기, 소비자의 
여름철 그릴용 고기 수요 및 다양한 계절별 휴가철 수요 
등이 표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육우의 판매는 방목 
시즌이 끝나는 가을과 비육우가 겨울 밀 식단을 끝내는 
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육돈 업계의 경우, 
겨울철 휴가 시즌에 햄과 다른 돼지고기 부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부활절 휴가철에 다시 증가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추이는 관련 상품의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적 추세는 몇몇 변수의 반복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시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변화는 과거 
데이터에서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한 재고량 고점에서 다음 재고량 저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순환 주기의 확장 단계는 암컷 가축을 번식 
연령으로 사육시켜 새끼를 생산하는 시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가격 상승은 생산업체로 하여금 사육용 가축을 늘리기 위하여 
암컷을 보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에 도축 숫자를 
줄이며, 그로 인해 가격은 더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암컷들이 
출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태어난 가축이 도축 체중에 도달하면 
가축의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어린 가축의 사육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은 사육 수량을 줄이기 시작하고 도축업체에 보내기 
시작하여, 공급은 더 늘어나고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소 또는 하방 단계이며 그 기간은 가격이 
제시하는 동기 부여 또는 저해의 수준에 따라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비육돈과 비육우의 순환주기 평균 기간은 서로 다르지만 
주기의 역학은 동일합니다. 최근 비육돈 주기의 신뢰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비육돈 경영 전략과 
구조의 변화로 인해 비육돈 주기가 불규칙적이어서 가격에 
대한 생산업체의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비육돈 
생산량의 불규칙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육돈 주기에 따른 가격의 심한 변동이 
여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육돈 

축산물 주기 및 계절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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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도표 6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판매되는 비육우(이 
도표에서는 700-800파운드)의 계절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계절적 저점은 늦겨울-봄 초에 나타나며 방목지에서 
사육장으로 이동하는 비육우의 숫자가 많은 늦가을에 한 
차례 더 나타납니다.

도표 7은 비육우 도축 업계의 계절적 추이를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계절적 가격 변동을 일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수선의 양측에 표시된 점선은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도표 7의 도축 숫자가 연간 평균 수치를 
상회할 때, 도표 5의 평균 가격은 연간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주로 비육우의 공급량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도축 숫자가 연 평균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달에는 
가격이 연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비육우 가격과 도축수량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앞서의 논의를 뒷받침합니다.

이 수치들이 비육우의 계절적 추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일부 계절성은 평평한 수준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비육우가 사육 기간 중의 경제적  요인과 유전자 구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에 사육되기 때문입니다. 사육 기간이 
다르지 않았다면 가을과 봄의 송아지 출산 시기에 연 2
회 엄청난 공급 물량이 동시에 집중되며 봄철과 가을철의 

도표 5, 6, 7은  각각 사육된 비육우와 사육용 비육우의 
가격 및 상업적 비육우 도살에 관한 계절지수를 
보여줍니다. 해당 지수들은 각 연도의 연간 평균을 
산출하여 도출했습니다. 각 월간 수치(가격 또는 상업적 
도축 수량)를 연간 평균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해 전반에 걸쳐 월간 
평균 백분율을 표시하여 계절 지수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월별 표준편자를 추가로 산출했습니다. 이어 해당 
표준편차를 각 월별 계절 지수 수치에 가감하여 가격 또는 
생산 수량의 변동 범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도표 5를 자세히 보면 사육된 비육우 가격에 계절적 추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5월부터 8월, 그리고 1월부터 2
월 사이 사육된 비육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연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이는 실선으로 표시된 지수가 
이들 월에는 100% 미만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육우 가격의 계절적 저점은 도축 준비가 완료된 
비육우가 가장 많은 시점으로 이 시기의 공급이 이같은 
가격 저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중 다른 달에는 
공급이 제한적이서 연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초와 8월 말에는 실선이 100%선에 도달하여 연 
평균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 이릅니다. 실선으로 표시된 
지수선의 상하에 자리한 점선은 신뢰 구간, 즉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만듭니다. 어느 한 달의 평균 
가격은 이 신뢰 구간 범위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68%

출처: 농무부 마케팅지원국

도표 5 – 비육우 가격 계절 지수(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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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가격은 낮아집니다.

아울러 계절 지수는 가격과 도축량이 연간 평균에 가장 
가까울 확률이 높은 시기를 구분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도표 8의 가격과 도표 9의 상업적 
도축량에서 볼 수 있듯이 9월입니다. 신뢰구간선은 월간 
평균 가격이나 월간 평균 도축량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신뢰구간이 좁을 때, 월간 평균 변동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신뢰 구간이 넓을 때 월간 평균 변동폭이 큽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계절적 추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변동의 일부는 돈육산업 내의 생산 및 
경영 관행으로 인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당수 돼지들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실내에서 사육되므로 돼지 분만기는 이전처럼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이고 다른 기간 중에는 공급량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돈육 산업의 계절적 변동성은 개념적으로 육우산업과 
유사합니다. 계절적 돈육 가격지수 및 상업적 비육돈 
도축량을 산출하였습니다(도표 8, 9  참조). 다시 말하지만 
이 지수들은 계절적 비육우 지수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도표 8은 비육돈 가격이 봄부터 초가을까지 계절 지수선 
100% 지점 위에 자리하고 있어 연간 평균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에 월간 
상업적 비육돈 도축량(도표 9)은 연간 평균 도축량보다 
낮습니다. 도축량이 적을수록 가격이 높으며 도축량이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NASS)

도표 7 – 비육우 도축 계절 지수(2006–12)

출처: 농무부 마케팅지원국

도표 6 – 오클라호마 시 사육업체 비육우 가격(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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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Index of Cattle Slaughter (2006-12) 

Source: USDA-N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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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생산업자들이 겨울철의 혹한 때문에 새끼돼지의 겨울철 
분만을 기피했었습니다. 이제는 겨울철 분반 기피는 더 
이상 엄격한 관행이 아니며, 따라서 보다 평탄한 수준의 
생산 주기가 연중 내내 진행됩니다. 

다양한 생산 및 경영 기법을 통해 연중 내내 비육돈의 
공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수요 
요인은 돈육산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휴가 시즌에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 
관행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소비자들의 계절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NASS)

도표 8 – 돈육 가격 계절 지수(2006–12)

출처: 농무부 농업통계국(NASS)

도표 9 – 비육돈 도축 계절 지수(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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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뉴스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이 당장 상승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비육돈의 사료 비용을 
높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육돈 출하업체들은 사육 
기간을 줄이고 사육 중인 돼지를 더 가벼운 중량에 출하할 
것입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사육 중인 비육돈의 수가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뒤따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별 뉴스의 조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이러한 요인들은 특정 상품의 
물량에 즉각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인도월의 축산물 선물 가격은 
같은 금액만큼 변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가격 예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계절적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반드시 일회성 이벤트와 실제 추이를 
구별해야 하는데 이 두 현상은 매년 같은 시점에 몇 년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추이를 식별하고 나면 해당 지수들을 사용해 해당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계절 지수 사용에 따른 마지막 주의점은 특정 월의 전반적인 평균 
가격이나 도축량이 전체 연간 평균에 비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 해의 해당 월간 가격이나 도축량은 해당 연도의 
평균 수치에 비해 높거나 낮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들은 특정 기간(연도)에 걸쳐 산출한 평균 가격과 도축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어느 개별 연도의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장단
어떠한 펀더멘털 분석이든지 시간의 장단에 유념해야 
합니다. 향후 수주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들과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다음의 상황을 예로 들어 논의해 보겠습니다 : 농무부 
Hogs and Pigs Report에 나타난 비육돈 판매량이 업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동시에 
휘발유 성분에 재생가능 연료(옥수수로 만든 에탄올과 
같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아울러 악천후가 당장의 옥수수 수확 수율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육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가격 하락세에 이어 몇 달 후에는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몇 주간 막대한 규모의 비육돈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하고 도축업체들이 할인된 가격에만 
이를 구입할 것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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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축산물 트레이더(헤지거래자이든, 
투기거래자이든)나 축산물 시장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육우와 비육돈의 생산 및 수명 주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출판물은 그러한 주기의 개요를 
설명하여 이 상품들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책자는 각 산업의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다양한 분석 기법과 정보를 소개하지만, 그 내용은 이들 
상품을 성공적으로 거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축산물 선물과 옵션 상품들을 이해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양한 매도 및 매수 주문의 유형, 
계약이행보증(증거금) 요건, 포지션 한도 및 각 상품의 규정 
용어 등을 포함한 실제 거래 철차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진입할 시점과 
벗어날 시점을 적절히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기술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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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상품의 가격은 기후, 질병 및 정치적 의사결정과 
같이 통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요인에 종속됩니다. 
또한 그것들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 
확장이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고정적인 상품 공급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CME Group
의 농산물 상품은 생산업체와 리스크 관리 및 헤지 수단을 
찾는 이용자들 및 펀드 및 이 시장이 제공하는 경이로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타 트레이더들에게 기여합니다.

CME Group은 미국 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폭넓은 농산물 

선물, 옵션 및 스왑 상품을 제공하며 다음 상품의 거래를 
지원합니다 :

 상품 지수

 유제품

 곡물 및 유지종자 상품

 축산물 상품

 임산물 상품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 Group
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 Group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 Group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장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 Group 및 “芝商所” 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공인시장운영자(Recognized Market Operator)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자동매매서비스(Automated Trading Service)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25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CME유럽거래소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CME Group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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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1 713 658 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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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1 2565 5999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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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Illinois 60606
cmegroup.com

http://cmegroup.com/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