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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이다. 1인당 돼지고기 소

비량은 2005년,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7.8kg, 19.2kg과 21.5kg으로 매해 증가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총

45.1kg으로 이 중 쇠고기 10.8kg, 닭고기 12.8kg과 비교했을 때 돼지고기의 소비

량이 21.5kg으로 2배 가량 더 많다.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두수는 2014년 1,009만

두이며 이중 제주도는 전국 사육두수의 약 5%를 사육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축산물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가

축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1992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다. 1993

년 6월부터 개정된 축산법에 의거 등급판정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2009년 전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축산물등급판정소, 2009). 돼지의 최초 등급은 도체중 범위

별 등지방두께에 따라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시작되었다. 축산여건 변화,

소비형태의 다양화, 가축사양기술 발전 및 개량 촉진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개

정을 통해 2013년 7월, 돼지도체 등급은 1+, 1, 2 및 등외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

되었다. 등급은 우선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로 1차 등급을 산정하며, 외관, 육질,

결함 등으로 2차 등급을 산정한 후 그 중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주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 중 모색이 검은 돼지를 흑돼지, 그렇

지 않은 돼지를 일반돼지라고 부르고 있다. 흑돼지는 재래돼지와 개량 흑돼지로

구분되는데 개량 흑돼지가 일반 흑돼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Jung et al.,

2005). 재래돼지는 랜드레이스종 돼지와 비교하였을 때, 육색이 더 붉고 단단한

백색 지방을 가졌으며 근섬유수가 많고 가늘어 육질이 더 부드럽고 기호도가 높

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Jin et al, 2001). 하지만 등지방 두께가 두껍

고 도체중이 작으며 사료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생산성이 낮다고 한다(Jin

et al, 2001).

2007년 5월부터 제주도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제주산 흑돼지 도체에는 “흑”



- 2 -

자의 검인이 추가로 표시되고 있다. 제주도의 돼지는 흑돼지 검인의 유무를 통해

흑돼지와 일반돼지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다(동물위생연구소, 2007). 또한 축산

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ekapepia)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6월부터 제주지역에서 경매된 제주 돼지도체 경락가격을 흑돼지와 일반

돼지로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2014년 기준으로 kg당 평균 경락가격은 제주

도 전체돼지의 경우, 5,400원이며 제주도의 흑돼지는 6,228원, 일반돼지가 5,232원

이었다. 제주도의 흑돼지 경락단가가 일반 제주돼지보다 kg당 996원 더 높은 가

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돼지 평균경락가격은 4,656원/kg으로 제주의 일

반돼지보다 평균 576원 낮고, 제주 흑돼지와 비교하면 전국경락가격이 1,572원이

나 낮았다(축산물품질평가원, 201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도내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제

주도는 돼지 열병과 오제스키병 청정지역이기에 살아있는 돼지 및 돼지의 정액,

수정란 뿐 아니라 타 시·도 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의 반입이 금지되

고 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타 시·도로 반출은 되지만 타 시·도 산 돼지고기는

제주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는 다른 지역 보다 돼지고기 경락가격이 높

은 편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도의 개량 흑돼지는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제주 흑돼지 고기로 유

통망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중

인 260여마리의 제주흑돼지(Jeju Black Pig)가 천연기념물 제 550호로 지정되면

서 제주 흑돼지의 인지도와 가치를 더욱 높였다.

본 연구는 돼지의 모색과 도체 등급, 도체 특성, 경락두수 등이 제주도내 돼지

도체 경락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돈 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

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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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사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1) 등급판정 방법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을 기준으로 한다.

(1) 1차 등급판정

1차 등급판정은 도축한 후 2분할된 돼지 좌반도체에 대하여 도체중량,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여 판정하게 된다.

① 도체 중량 :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

② 등지방두께 :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의 등지방두께와

제11번 등뼈와 제12번 등뼈 사이의 등지방두께의 평균치를 ㎜단위로 적용

③ 1차 등급 부여 : 아래 기준에 따라 도체중량, 등지방두께에 따라 1+, 1, 2등

급으로 1차 등급 부여

(2) 2차 등급판정

외관과 육질을 등급판정부위를 확인하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2차 판정을 한

후 1차와 2차 등급판정 결과 중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① 외관판정 : 비육정도,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② 육질판정 :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

③ 결함판정 : 방혈불량, 골절, 척추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불량, 피부불량,

근육제거, 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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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따른 1차 등급 판정 기준]

1차

등급

인력판정

박피도체 탕박도체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1+등급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74 - 83 12 - 20 83 - 93 17 - 25

1등급

71 - 74 10 - 23 80 - 83 15 - 28

74 - 83 10 - 12 83 - 93 15 - 17

74 - 83 20 - 23 83 - 93 25 - 28

83 - 88 10 - 23 93 - 98 15 - 28

2등급 1+․1등급에속하지않는것 1+․1등급에속하지않는것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4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3) 등외 판정

아래와 같은 도체나 별정사유가 있는 경우는 등외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① 수퇘지와 같은 “성징 2형”으로 나타나는 도체

② 결함이 매우 심한 도체

③ 왜소한 도체이거나 탕박 110kg (박피 100kg) 이상 도체

④ 경산 모돈

⑤ 육색이 매우 짙거나 옅은 경우이거나, 지방색이 많이 노란 도체

⑥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도체

⑦ 바비큐 또는 제수용, 학술연구용의 도체

⑧ 자가소비용인 도체

⑨ 잔반먹이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취가 나는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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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흑돼지

2014년 12월 기준, 제주도 흑돼지 사육두수는 78,124두로 109농가가 사육하고

있다. 흑돼지 도축 두수(2014)는 168,353두로 총 도축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흑돼지의 유통의 경우 도내 소비용은 30%, 도외 반출은 70% 정도 내외

로 추정되고 있다(축산과학원 외, 2015).

2007년 5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자체 지침으로 제주축협축산

물공판장으로 출하되는 제주산 흑돼지 도체에 검사합격 표시와 더불어 “흑”이라

는 별도의 검인을 추가로 표시하고 있다. 이 검인을 통해 둔갑방지는 물론 흑돼

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뿐 아니라 소비자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흑돼지

이미지 제고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동물위생연구소, 2007).

돼지 도축검사 후, 도체에 흑돼지 검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제주재래흑돼

지, 개량흑돼지, 버크셔, 햄프셔이다. 모색이 전체적으로 흑색인 돼지가 흑돼지이

며, 모색이 전체적으로 검으나 주둥이, 다리(비절 아래 부분만 해당), 꼬리에 육

백을 가진 경우도 흑돼지로 인정되고 있다(동물위생시험소, 2007).

[제주 흑돼지 검인]

제주도의 개량흑돼지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재래흑돼지, 버크셔,

듀록, 햄프셔 품종이다. 해당 품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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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래흑돼지

재래흑돼지는 모색이 흑색이며 털은 강직하고, 젖꼭지는 10~12개이고 산자수는

6~10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질은 강건하고 질병 저항력이 강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고 한다. 육질은 우수하나 성장률과 도체율이 낮

아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 단단하고 백색이며,

육질이 뛰어나고 고기 맛이 좋고 담백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흑돼지는 사육지역에 따라 강화도의 강화돈, 전북 정읍돈, 김천 지례

돈, 경남 사천돈, 제주도의 제주돈으로 구분된다. 1910년대 이후부터 무분별한 버

크셔와의 교잡으로 토종 한국재래돼지의 사육두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희

소가치를 보이게 되었다(김 등, 2011; 고영두, 2003).

(2) 햄프셔(Hampshire)

햄프셔 품종은 흑색 피모에 어깨부터 앞다리에 걸쳐 10~30cm 폭의 백색대를

지니고 있다. 머리는 중간크기이며 작고 직립한 귀에 얼굴은 못생긴 편이나 체질

이 강건하고 기후에 대한 적응성이 강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숙

시 체중은 수컷은 270~390kg, 암컷은 230~320kg 정도이며, 산자수가 랜드레이스

에 비해 적고 등지방 두께가 얇으며 도체품질이 떨어진다. 또한 수컷의 성적 충

동과 암컷의 포유능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영두,

2003; 채병조, 2002).

(3) 버크셔(Berkshire)

버크셔 품종은 영국의 버크셔 지방이 원산지이며 수컷은 230kg, 암컷은 200kg

정도로 중형종에 속한다. 얼굴이 조금 패어 있고 직립된 귀를 가지고 있으며, 다

리는 비교적 짧지만 강건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색 피모에 주둥이, 다리

끝, 꼬리 끝이 흰색인 육백을 가지고 있다. 체질은 강건하고 육질이 뛰어나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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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가공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번식 능력과 포육능력은 낮다.

한 때 우리나라의 재래종 돼지 개량에 많이 이용된 바 있다. 일본의 가고시마

흑돈 생산에도 버크셔 품종을 F1과 교잡하는 웅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 지

고 있다 (김 등, 2011; 신고 돈, 2002).

(4) 듀록(Duroc)

듀록 품종은 미국 동부 지방이 원산지로 대형종(수컷 380kg, 암컷 300kg)에 속

한다. 얼굴은 작고 오목하며, 2/3정도 앞으로 늘어진 귀를 가지며 체구는 깊고 두

텁다고 알려져 있다. 담홍색에서 농적색 사이의 피모색을 가지고 있으며, 튼튼한

다리와 강건한 체질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피부병에 강하며 번식능력

과 포유능력은 중간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 일당증체량, 성장능력, 사료이용성이

양호하고, 육질이 뛰어나며 근내지방이 높아 삼원교잡의 종료 웅돈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 등, 2011; 채병조, 2002).

2) 흑돼지의 특성

흑돼지 중 재래돼지는 백색의 단단한 지방을 가지며, 쫄깃한 육질, 풍부한 육

즙으로 인한 부드러움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다 (Jin

등, 2001). 그러나 다른 품종에 비해 낮은 사료효율, 늦은 성장속도, 두꺼운 등지

방, 적은 산자수, 작은 체구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

다(Jin 등, 2001).

제주도에서 사육된 개량 흑돼지와 일반돼지 등심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비교에

서 개량흑돼지는 일반돼지보다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대체로 높고 특히 taurine,

serine, valine, glycine, alanine, leucine 및 l-M-histidine이 현저하게 높았고, 기

호성에 영향을 주고 풍미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유리아미노산 함량도

개량흑돼지가 일반돼지보다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Yang 등, 2005; Watanabe

and Sato, 1974). 또한 Yang 등(2005)은 일반돼지와 개량흑돼지 등심의 관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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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수력, 경도, 다즙성, 씹힘성 및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일반돼지보다 개량흑

돼지가 다소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적색도 및 황색도도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송(2010)은 제주산 돈육의 품종 및 도체냉각방법에 따른 육질 평가 연구에서

제주흑돼지는 삼원 교잡종(LYD)에 비해 육색이 더 짙고 근내 지방 침착이 잘되

고, 고기 조직이 견고하여 고기가 쫀득하여 식감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또한 적

색 근섬유의 비율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 등(2005)은 재래흑돼지와 개량종 돼지의 육질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재래흑

돼지가 육량은 개량종 돼지보다 낮으나 근내 지방함량이 높고 육색이 짙고 다즙

성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고 등(2013)은 제주 개량 흑돼지와 국내 도

입 돼지 품종 간의 육질 및 근섬유 특성 비교 연구에서 제주 개량흑돼지가 도체

중이 가장 낮았고, 근내 지방함량도 적은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제주 재래흑돼지와 개량흑돼지 육질 및 유전자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돼지의 모색은 흑색, 적색, 백색, 백반, 육백 등 다양하고, 모색형질들이 품종에

따라서도 복잡하게 우성, 열성이 서로 교차한다(김 등, 2011).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의 모색은 두 가지의 색소 pheomelanin(적색/황색)과

eumelanin(갈색/흑색)의 양, 분포에 따라 결정되는데, Extention(E)과 Agouti(A)

좌위에 의해 이 두 색소의 상대적인 양이 조절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손 등,

2006).

돼지의 모색을 결정하는 주요 좌위는 I(우성 백색), E(유색 확장), Be(백색대),

A(agouti, 야생돼지) 좌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모색의 다양성은 완전

하게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김 등, 2011).

1) 흑색, 흑반,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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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흑모색은 MC1R(Melanocortin Receptor 1)유전자의 활성화 또는

Agouti 유전자의 불활성화로 인해 발현된다고 한다(Jackson, 1993; Vage 등,

1997). 돼지 피모색에 있어서 MC1R는 우성 흑색인자 ED1과 ED2, 야생형 E
+
인자,

검은 반점인자인 EP, 그리고 단일 적색 유전자인 e인자가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라지블랙 품종의 흑색(ED1)은 듀록의 적색(e)에 대해 우성이다. 버크셔 품종의

흑색은 듀록 품종의 단일색에 대해 우성이 아닌 달마시안 형태로 나타나면서 E
p

가 e에 완전 우성은 아니다. 듀록 품종과 햄프셔 품종을 교배하면 F1은 전부 모

색이 흑색으로 나타나고, F2는 흑색과 적색이 3 :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즉, 햄프

셔의 흑색은 듀록의 적색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김 등, 2011;

손 등, 2006; 채병조, 2002)

2) 백색

백색 피모색은 색 억제 대립유전자 I에 의해 결정된다. 요크셔, 라지 화이트,

랜드레이스 품종의 백색은 듀록 품종의 적색이나 버크셔 품종의 흑색에 대해 우

성이다. 그러나 요크셔 품종과 듀록 품종 간에 F1에서 대개 백색의 모색을 가지

나 적색미를 가진 백색도 출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 등, 2011; 채병조, 2002).

3) 백반, 육백, 백색대

햄프셔 품종에서 흑백반은 적색에 대해 우성이고, 백색대는 백색대가 없는 것

에 대해 우성이다. 햄프셔 품종을 버크셔 품종 또는 듀록 품종에 교배시키면 F1

은 백대를 가진 흑색의 모색을 가진다. 버크셔 품종의 육백은 듀록 품종의 단색

에 대하여 열성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손 등, 2006; 채병조, 2002).

4) 멧돼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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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색(쥐색)은 Agouti 좌위의 대립유전자들에 의해 결정되며, 백색 이외의

유색에 대하여 우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 등, 2011).

5) 제주 재래돼지의 흑모색 유전자

조(2002)는 제주 재래흑돼지와 개량흑돼지의 MC1R 유전자형을 조사한 연구에

서, 제주지역 흑돼지의 모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재래 흑돼지

와 개량흑돼지의 모색은 표현형적으로는 모두 전신 흑모색을 보였으나, MC1R

유전자에서는 ED1과 ED2 2가지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ED1/ED2 헤

테로 형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MC1R 유전자 빈도를 조사한 결과, 재래흑돼

지의 ED1/ED1의 유전자형을 가진 MC1R*2가 나올 수 있는 유전자 빈도는 0.611,

ED2/ED2인 MC1R*3의 빈도는 0.389이었으며, 개량흑돼지의 경우 MC1R*2는 0.518,

MC1R*3의 빈도는 0.482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과거 재래흑돼지의 모색은 전

신 흑모색으로 ED1/ED1의 유전자형을 가진 MC1R*2였으나 외국 흑모색 품종이

재래흑돼지에 유입되었기에 여러 형태의 모색이 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이 등(2001)도 재래 돼지에서 MC1R*2와 MC1R*3 유전자형이 동시에 출

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재래흑돼지의 흑모색은 MC1R*2와 MC1R*3

allele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 사육(출하)두수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 9,881천두, 2011년 8,171천두, 2012년 9,916천

두, 2013년 9,912천두, 그리고 2014년에는 10,090천두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김(2008)은 돼지도체의 가격과 사육두수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도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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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사육두수에 영향을 주고, 차후의 사육두수는 돼지 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즉 도체가격이 좋으면 사육을 많이 하여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게 되므로 도체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돼지 경락가격 상승은 수요에 비해 출하두수가 적으면 발생하고 가격 하락은 수

요에 비해 출하두수가 많으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2006) 역시 돼지가격이 상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축 두수가 감소하고 돼지

가격 하락기에는 도축두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돼지가격 상승기에는 수익 증대

를 위해 사육두수를 늘리며, 돼지가격 하락기에는 기대수익 감소로 사육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돈육의 소비량이 도축두수를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

2) 계절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갈수록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추울수록 하락한다

고 하였다(신, 2006). 최근 2년간 도매시장 경라가격은 소비지 가격과 유사한 경

향으로 6월 전후로 최고점에 이르며 1~3월에는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

다(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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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내 공판장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매에 상장

되었던 돼지 도체 515,538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서 흑돼지

도체는 85,950두, 비흑돼지(흑색이 아닌 피모색)는 429,588두 였다(Table 1). 모색

에 따른 등급별, 월별, 경락가격에 대한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는 별첨 Table A1

과 같다. 흑돼지의 등급별 월 평균 경락가격과 비흑돼지의 등급별 월 평균 경락

가격은 별첨 Fig A1와 Fig A2와 같다.

피모색과 도체등급의 경락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여 경락가격에 영

향할 수 있는 요인인 경매 연도, 성별, 경매 요일, 도축 월(계절), 경매 상장두수

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계적 선형 모형을 설정한 후, SAS(version 9.4)의 GLM을

이용하여 최소자승평균을 추정하고 유의차를 진단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통계적 선형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ijklmnop

= μ + Year
i
+ CC

j
+ Gender

k
+ Day

l
+ Month

m
+ Grade(CC)

jn
+

Farm
o
+ b·Heads + e

ijklmnop

여기서, Y
ijklmnop

는 kg 당 돼지도체 경락가격,

μ는 공통평균,

Year
i
는 경매 연도의 효과(i = 2013, 2014 ,2015),

CC
j
는 돼지의 모색 효과(j = 흑색, 기타색),

Gender
k
는 성별 효과(k = 암, 수, 거세),

Day
l
는 경매 요일의 효과(l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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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grade Coat color N Mean S.D. Max Min C.V.

1+

White and

not black
72,057 5,503.4 750.9 7,999 2,902 13.6

Black 7,290 6,795.6 1,021.2 10,290 3,990 15.0

1

White and

not black
103,717 5,356.3 786.6 8,599 2,525 14.7

Black 14,962 6,594.6 1,054.1 10,036 3,399 16.0

2

White and

not black
235,497 5,155.1 801.3 9,245 966 15.5

Black 59,237 6,299.6 1,131.9 10,003 891 18.0

Offgrade

White and

not black
18,317 3,844.9 1,188.1 6,999 511 31.0

Black 4,461 4,793.4 1,363.3 8,699 511 28.4

Overall

White and

not black
429,588 5,206.2 870.0 9,245 511 16.7

Black 85,950 6,314.9 1,189.5 10,290 511 18.8

Month
m
는 경매 월의 효과 (m = 1, 2, 3,..., 12),

Grade(CC)
jn
는 흑/일반돼지 별 도체등급의 효과(n = 1+, 1, 2, 등외등급),

Farm
o
는 출하농가 효과(o = 출하농가),

Heads, 당일 경매두수, b는 회귀계수,

e
ijklmnop

는 오차항

Table 1. Dat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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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GLM 통계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Table 2)에 의하면, 경매 연도, 모색, 성별,

경매 요일, 경매 월, 모색 별 도체 등급, 출하농가, 경매두수가 유의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p<0.01). 분석모형의 설명력(R2)은 0.71로 이들 요인들은 비교

적 높게 경락가격 변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p<0.01).

Fig 1은 경락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산량으

로 나타낸 그래프다. 경매 연도가 50.6%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모

색 27.0%, 경매 월 8.8%, 모색 별 도체 등급 5.4%, 성별 5.0%, 그리고 경락두수

가 3.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경매 요일, 농가의 영향은 1% 미만을 보이고 있

었다.

돈육의 경락가격에 경매 연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연도 별 돈육 생산 공급

을 포함하여 돈육의 수급조절에 기복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품종의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돼지의 피모색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Factor-percent contribution for carcass prices at the wholesale auction

by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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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value

Total 383 380173069721 992618981 3308.0 <0.01

Error 515,154 154580921701 300067   <0.01

Year at auction 2 87571992238 43785996119 145921.0 <0.01

Coat color 1 23429104873 23429104873 78079.5 <0.01

Gender 2 8624122452 4312061226 14370.3 <0.01

Day 4 494735662 123683916 412.2 <0.01

Month 11 84057118650 7641556241 25466.1 <0.01

Meat grade

within coat color
6 27799540518 4633256753 15440.7 <0.01

Farm 356 7143872470 20067058 66.9 <0.01

Heads/day 1 2662691116 2662691116 8873.6 <0.01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statistical model of carcass prices.

Estimate of regression coefficient(b) for heads is –0.43440**

R-Square = 0.71

경락가격에 대한 통계모형 분석결과 경락가격의 공통평균(μ)은 5384.7원/kg으

로 추정되었다.

경매 연도에 따른 돼지도체 경락가격의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경락가격은 2013년, 2014년 및 2015년에 각각 kg 당 4,427.0원,

5,418.9원 및 6,308.3원으로 2015년 돼지도체 경락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2013년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Fig 2는 경락가격에 대한 경매 년도의 효과를 나타낸 표로서, 공통 평균에 대

한 각 수준의 편차로 나타낸 것이다. 공통평균에 비해 2013년은 -957.7원/kg,

2014년 34.2원/kg, 그리고 2015년은 923.6원으로 2013년과 2015년의 경락가격 차

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12월 4일 ~ 2015년 5월 22일 동안 충북,

충남, 경기, 경북, 세종 등 8개 시·도, 37개 시·군에서 185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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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rice (won/kg) S.E.

2013 4,427.0a 5.1

2014 5,418.9b 4.8

2015 6,308.3c 5.2

인해 약 17만마리가 살처분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지 등, 2015). 또한

2013년 11월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됨에 따라 자돈폐사로 인한 돼

지 출하두수 감소로 인해 2014년 이후 경락가가 상승한 것으로 여겨진다(농림축

산식품부, 2015). 특히 제주도에서는 2014년 4월 6일 10년 만에 발생한 PED는

2014년 37호에서 발생하여 돼지자돈의 폐사로 인해 제주도내 돼지 사육두수가

줄어들어 경락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또한 사육

마릿수 과잉에 따른 돈가 폭락을 막기 위해 2013년에 정부와 (사)대한한돈협회가

합심하여 “모돈 10% 감축 운동”을 실시한 결과, 모돈 두수 감소로 인한 사육두

수 감소가 2014년 이후 돈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3. Least-squares means of carcass prices for the level of

year effe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p<0.01).

Fig 2. Effect of year on the carcass prices at the wholesale auction.

(Estimates is the deviation from the common mean, 5,384.7 wo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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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체의 경락가격은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암퇘지가

5,655.5원/kg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거세돼지 5,407.9원/kg, 수퇘지

5,090.8원/kg으로 수퇘지가 암퇘지와 거세돼지에 비해 경락가격이 가장 낮았다.

Fig 3은 경락가격에 대한 성별 효과를 공통평균에 대한 편차로 나타낸 것으로,

kg 당 암퇘지 270.8원, 수퇘지 -293.9원, 그리고 거세돼지 23.2원으로 나타났다.

수퇘지의 경락가격이 가장 낮은 이유는 웅취(boar-taint)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퇘

지 기피현상 때문으로 여겨진다. 웅취(boar-taint)는 비거세 수퇘지에서 나타나는

역겨운 냄새로서, 특히 가열을 하면 더 잘 나타나며 skatole과 androstenone이

웅취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김 등, 1996). 또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에서 성징 2형(수퇘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외등급으로 판정되기에 경락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ho 등(2007)은 암퇘지가 수퇘지에 비해 육질특성에

서는 보수력이 높고, 전단력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관능특성에서 연도, 다즙성,

향미에서 더 우수하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이 암퇘지

를 더 선호하여 성별 간 경락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Effect of gender on the carcass price at the wholesale auction.

(Estimates is the deviation from the common mean, 5,384.7 wo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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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Price (won/kg) S.E.

Female 5,655.5a 4.4

Male 5,090.8b 8.6

Barrow 5,407.9c 4.5

Table 4. Least-squares means of carcass prices for the level of

gender effe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p<0.01).

경매 요일에 따른 kg 당 경락가격은 월요일 5,411.1원, 화요일 5,396.9원, 수요

일 5,397.2원, 목요일 5,409.5원, 금요일이 5,308.9원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의 경락

가격이 높았다(Table 5). 다른 요일에 비해 금요일의 경락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경락가격에 대한 경매 요일에 대한 영향을 공통평균에 대한 편차로 나타낸 결

과는 Fig 4와 같다. 금요일이 -75.8원/kg으로 확연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대부분 육가공업체들의 주 5일 근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돼지 도체가 경

매로 낙찰되면 다음날 새벽에 도축장에서 출고가 되어 해당 업체들로 운송이 되

기 때문에 경매 다음날에야 가공을 할 수 있다. 금요일에 낙찰 받은 돼지도체는

업체들의 주 5일 근무로 인해 월요일에 가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예냉실 보관으로 인한 냉장 감량이 생기고 주말 사이에 얼마나 물량이 소비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경매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월요일과 목요일의 경우, 월요일은 주말동안의 판매로 인해 물량

부족을 채우기 위해 수요가 많고, 목요일은 주말동안 필요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

해 수요가 늘어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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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Price (won/kg) S.E.

Monday 5,411.1a 5.0

Tuesday 5,396.9b 5.0

Wednesday 5,397.2b 5.0

Thursday 5,409.5a 5.0

Friday 5,308.9c 5.2

Table 5. Least-squares means of carcass prices for the effect of

the day of the week.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p<0.01).

Fig 4. Effect of the day of the week on the carcass price at the wholesale

auction. (Estimates is the deviation from the common mean, 5,384.7 won/kg)

경매 월에 따른 kg 당 경락가격은 9월이 5,989원으로 가장 경락가격이 높았고

6월 5,808.6원, 8월 5,797.6원, 10월 5,723.2원, 11월 5,671.8원, 12월 5,594.6원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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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Price (won/kg) S.E.

January 4,513.0a 5.5

February 4,514.1a 5.5

March 4,901.2b 5.5

April 4,990.0c 5.5

May 5,569.0d 5.6

June 5,808.6e 5.6

July 5,544.7f 5.6

August 5,797.6g 5.4

September 5,989.0h 5.5

October 5,723.2i 5.4

November 5,671.8j 5.5

December 5,594.6k 5.4

로 나타났다(Table 6). 또한 1월이 4,513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는 경락가격에 대한 경매 월에 영향을 공통평균에 대한 편차로 나타낸

그래프로서 월 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다. 1월이 -871.7원/kg으로 가장 낮았고

9월이 604.3원/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9월과 10월은 육류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과 나들이, 캠핑문화 확산 등으로 11월과 12월은 김장철 등으로 돼지고기 수

요가 늘어 경락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돼지가 출하되기까지의 기간

이 180일 정도로 동절기에 유행한 PED로 인한 자돈 감소가 6개월이 지난 하절

기에 공급량 감소로 여름철 경락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많아 소비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

승한 요인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월과 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of carcass price

for the effect of month.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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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month on the carcass price at the wholesale auction.

(Estimates is the deviation from the common mean, 5,384.7 won/kg)

돼지의 모색에 따른 경락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흑돼지가

5,883.7원/kg으로 비흑돼지(일반돼지) 4,885.8원/kg에 비해 kg 당 997.9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Fig 6는 돼지도체 경락가격에 대한 모색의 영향을 공통평균에 대한 편차로 나

타낸 그래프다. 흑돼지와 비흑돼지는 평균(5,384.7원/kg)에서 각각 ±498.95원/kg

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들이 제주 흑돼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면서 흑돼지고기를 찾는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흑돼지는 사육두수 및 경매두수가 비흑돼지보다 적어 많은 수요에 비

해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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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 color Price(won/kg) S. E.

Black 5,883.7a 5.5

White and not black 4,885.8b 4.7

Table 7.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of carcass price

for the effect of coat color.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p<0.01).

Fig 6. Effect of coat color on the carcass price at the wholesale auction.

(Estimates is the deviation from the common mean, 5,384.7 won/kg)

모색별 돼지 도체등급에 따른 경락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Table 8), 모색별 등

급에 따른 경락가격에 차이를 보였다. 흑돼지의 경우, kg 당 경락가격이 1+등급

이 6,472.6원으로 가장 높았고, 1등급 6,314.4원, 2등급 6,054.4원, 등외 4,693.4원으

로 등급에 따라 경락가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비흑돼지의 경우 1+등급이 5,354.8

원/kg으로 가장 높았고, 1등급 5,223.9원/kg, 2등급 5,049.9원/kg, 등외 3,91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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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 color Meat grade Price(won/kg) S.E.

Black

1+ 6,472.6a 8.1

1 6,314.4b 6.7

2 6,054.4c 5.4

offgrade 4,693.4d 9.5

White and

not black

1+ 5,354.8e 5.3

1 5,223.9f 5.2

2 5,049.9g 5.0

offgrade 3,914.3h 5.8

/kg으로 등급에 따라 경락가격이 차이가 있었다. 등급 간에 경락가격은 비흑돼지

보다 흑돼지에서 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흑돼지의 경우, 1+와 1등급은

158.2원/kg, 1과 2등급 260.0원/kg, 그리고 2와 등외등급에서 1,361.0원/kg의 차이

를 보였고, 비흑돼지의 경우, 1+와 1등급 130.9원/kg, 1과 2등급 174.0원/kg, 그리

고 2와 등외등급에서 1,135.6원/kg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색에 따른 도체별 경

락가격 차이는 1+등급 1,117.8원/kg, 1등급 1,090.5원/kg, 2등급 1,004.5원/kg, 등외

등급 779.1원/kg의 차이를 보였다. 도체 등급이 높을수록 모색에 따른 경락가격

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모색 별 도체 등급에 대한 영향을 공통평균에 대한 편차로 나타낸 그

래프이다. 비흑돼지는 공통평균 보다 모든 등급에서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흑돼

지는 등외 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of carcass prices

for the level of meat grade effect within coat color.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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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meat grade within coat color on the carcass price at the wholesale

auction. (Estimates is the deviation from the common mean, 5,384.7 won/kg)

분석자료에 포함된 돼지 생산농가는 전체 357농가였는데, 상장된 도체의 생산

농가의 영향은 전체 가격변동 분산량에 비하면 0.02%(MS-farm, 평균 분산량 기

준)로 비교적 경미했지만, 경락가격에 유의적으로 영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p<0.01).

경락가격에 대한 경매 당일 상장 도체두수의 회귀계수(b)는 –0.4344(원/두)으

로 경락가격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p<0.01). 즉 상장두수 전체 평균

(Mean, 1106.7; SD, 226.9)을 기준으로 상장두수 100두 증가에 따라 돼지 도체

kg당 경락가격은 43.44원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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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fat

thickness

Carcass

weight
Heads/day Carcass Price

Backfat

thickness
1.00 0.45** -0.01** -0.04**

Carcass

weight
1.00 -0.01** 0.02**

Heads/day 1.00 -0.32**

Carcass price 1.00

등지방두께, 도체중, 일 경매두수, 경락가격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는 Table 9와 같다. 도체중은 등지방두께와 중등정도(r=0.45)의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경락가격과는 미약한 상관(r=0.02)을 보이고 있었다. 즉 도체중이 증

가할수록 등지방두께도 증가함을 나타냈다(p<0.01). 이는 김 등(2013)이 도체중과

등지방두께 간에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r=0.538)이라는 보고와 거의 일치하였

다.

또한 경매두수와 경락가격은 –0.32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경매두수의 증가는 가격하락은 초래하는 결과와 같다(p<0.01).

Table 9.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backfat thickness, carcass

weight, heads, and carcass price.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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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약

본 연구는 제주도 돈육 도매시장에서 모색과 도체 등급이 경락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주도내 축산물공판장으로 경매를 위해 출하된 515,538두의 돼

지도체 자료를 이용하였다. 돼지도체 경락가격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경매 연도,

성별, 경매 요일, 경매 월, 모색, 모색별 도체 등급, 출하농가, 경매 두수를 설정

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의 설명력(R2)은 0.71로, 이들 요인들은 모두 경락가

격에 유의적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매 연도에 대한 효과는 2015년이 가장 높았고, 2014년, 2013년 순이었다. 성

별에서는 암퇘지>거세돼지>수퇘지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또한 경매 요일에

따른 영향은 월요일과 목요일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해 경락가격이 높았고 금

요일이 가장 낮은 경락가격을 보였다. 경매 월에서는 9월이 가장 높았고, 1월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경매 두수에 대한 효과는 평균 경매 두수를

(1106.7±226.9) 기준으로 경매 두수 100두 증가에 따라 돼지 도체 kg당 경락가격

은 43.44원(b=-0.43)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p<0.01). 등지방두께, 도체

중, 일 경매 두수, 경락가격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도체중은 등지방두께

와 0.45로 정(+)의 중등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01), 일 경매두수와 경락가격

간에는 -0.32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모색에 따른 경락가격은 kg 당 흑돼지 5,883.7원, 비흑돼지 4,885.8원으로

(p<0.01), 흑돼지가 비흑돼지에 비해 997.9원 더 높았다. 또한 등급별 경락가격은

흑돼지의 경우, 1+등급 6,472.6원/kg, 1등급 6,314.4원/kg, 2등급 6,054.4원/kg, 그

리고 등외 4,693.4원/kg이었고, 비흑돼지는 1+등급 5354.8원, 1등급 5,223.9원, 2등

급 5,049.9원, 등외 3,914.9원으로 모색에 따른 등급별 경락가격은 흑돼지와 비흑

돼지 모두 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등급 간 경락가격은 비흑돼지보다 흑돼지

에서 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흑돼지의 경우, 1+와 1등급은 158.2원/kg, 1

과 2등급 260.0원/kg, 그리고 2와 등외등급에서 1,361.0원/kg의 차이를 보였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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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의 경우, 1+와 1등급 130.9원/kg, 1과 2등급 174.0원/kg, 그리고 2와 등외등

급에서 1,135.6원/kg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색에 따른 도체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는 1+등급 1,117.8원/kg, 1등급 1,090.5원/kg, 2등급 1,004.5원/kg, 등외등급

779.1원/kg의 차이를 보였다. 도체 등급이 높을수록 모색에 따른 경락가격의 차

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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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oat Color and Meat Grade on the Carcass Price of Pig

at the Wholesale Auction in Jeju

Mi-Na Kim

Department of Biotech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at color and the

meat grades on the carcass price of pig. Data from a total of 515,538 heads

of pork carcass for auction in Jeju from July 1, 2013 to June 30, 2015 were

collected and used.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carcass price were gender,

coat color, meat grade within coat color, and the year, month, and the day of

the week at auction. R2 of the statistical analysis model was 0.71 and all the

factors were significantly found in carcass price of auction(p<0.01). Among

gender(female, male, barrow), the carcass price of female was the highest and

male was the lowest. Also, for the effect of the day of the week, the carcass

prices of Monday and Thursday were higher than the carcass price of

Tuesday, Wednesday, Friday. Friday showed the lowest carcass price among

the days of the week. In the effect of the month, the carcass price of

September was the highest, and January showed the lowest price. For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arcasses a day at auction, based on the Mean heads,

1106.7, as 100 heads increase, the carcass price of pig(won/kg) decreases by

43.44won/kg(b=-0.43)(p<0.01). As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backfat thickness, carcass weight, heads per day, and carcass pr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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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arcass weight and backfat

thickness was significantly postive as 0.45(p<0.01). The number of heads a

day at auc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arcass price as -0.32(p<0.01).

By coat color, the carcass prices of the black and the white and not black

color were 5,883.7 and 4885.8 won/kg, respectively(p<0.01). The price of the

black was 997.9 won/kg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The auction prices by

meat grade within coat color were as follows. For the black colors the

carcass prices of the meat grade, 1+, 1, 2, and offgrade were 6,472.6, 6,314.4,

6,054.4, and 4,693.4 won/kg and for the white and not black color were

5,354.8, 5,223.9, 5,049.9, and 3,914.9 won/kg, respectively. Price variation with

meat grade in the black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other coat color. For

the black coat color, the differences between 1+and 1 grade, 1 and 2 grade,

and 2 and offgrade were 158.2, 260.0, and 1,361.0 won/kg and for the white

and not black, those were 130.9, 174.0, and 1,135.6won/kg, respectively. The

price differences between coat colors were 1,117.8(1+ grade), 1,090.5(1),

1,004.5(2), and 779.1won/kg(offgrade). The price differences between coat

colors were higher in high grade than in low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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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Coat color Grade N Mean S.D. C.V.

January

Black

1+ 788 6,420.6 984.1 15.3

1 1,560 6,045.7 1,013.3 16.8

2 4,935 5,635.6 1,196.3 21.2

offgrade 329 4,789.1 1,149.6 24.0

White and

not black

1+ 7,986 5,125.9 764.4 14.9

1 11,021 4,849.9 866.1 17.9

2 19,802 4,654.1 920.3 19.8

offgrade 1,124 3,970.4 1,046.9 26.4

February

Black

1+ 661 6,286.0 926.9 14.7

1 1,322 5,972.1 998.3 16.7

2 4,606 5,558.7 1,254.1 22.6

offgrade 357 4,767.9 1,375.9 28.9

White and

not black

1+ 6,468 5,156.8 787.4 15.2

1 9,193 4,930.5 826.1 16.8

2 16,811 4,736.1 938.5 19.8

offgrade 937 3,795.2 1,260.7 33.2

March

Black

1+ 789 6,894.6 675.7 9.8

1 1,383 6,720.4 746.0 11.1

2 4,564 6,489.4 834.2 12.9

offgrade 468 4,631.7 1,410.3 30.4

White and

not black

1+ 7,572 5,514.0 275.4 5.0

1 9,714 5,378.4 335.5 6.2

2 16,631 5,230.5 418.5 8.0

offgrade 1,248 3,721.7 1,124.9 30.2

April

Black

1+ 760 7,228.7 1,092.4 15.1

1 1,437 7,074.2 1,174.3 16.6

2 4,479 6,929.7 1,211.4 17.5

offgrade 432 5,307.7 1,442.6 27.2

White and

not black

1+ 7,865 5,507.0 306.6 5.6

1 9,785 5,364.0 344.9 6.4

2 17,563 5,202.5 429.3 8.3

offgrade 1,206 3,921.2 1,029.8 26.3

Table A1. Number of recor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carcass price

by month, coat color, an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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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Coat color Grade N Mean S.D. C.V.

May

Black

1+ 516 7,909.6 985.7 12.5

1 1,247 7,660.1 885.7 11.6
2 4,639 7,320.4 925.0 12.6

offgrade 275 5,582.1 1,240.5 22.2

White and

not black

1+ 5,615 6,130.4 810.8 13.2
1 8,246 5,977.6 816.8 13.7
2 15,448 5,807.2 863.6 14.9
offgrade 1,160 4,668.7 1,211.4 25.9

June

Black

1+ 647 7,592.6 850.1 11.2
1 1,206 7,431.1 850.9 11.5
2 4,947 7,134.2 888.2 12.4
offgrade 334 5,411.0 1,270.6 23.5

White and

not black

1+ 5,342 6,497.3 5360 8.2
1 7,712 6,397.6 540.3 8.4

2 16,562 6,209.8 589.5 9.5
offgrade 1,416 4,677.7 1,217.5 26.0

July

Black

1+ 469 6,848.6 561.6 8.2
1 1,069 6,691.0 609.4 9.1
2 4,976 6,384.8 792.5 12.4
offgrade 328 4,393.3 1,358.5 30.9

White and

not black

1+ 4,872 5,283.2 709.6 13.4
1 7,852 5,165.8 722.7 14.0
2 20,900 4,917.2 737.0 15.0
offgrade 1,814 3,415.8 1,026.7 30.1

August

Black

1+ 367 7,173.6 520.5 7.3
1 933 6,965.2 635.7 9.1

2 5,632 6,598.8 844.1 12.8
offgrade 447 4,690.6 1,293.1 27.6

White and

not black

1+ 4,239 5,470.7 376.1 6.9
1 7,420 5,361.4 395.6 7.4
2 24,933 5,058.2 521.8 10.3
offgrade 2,251 3,375.8 1,131.2 33.5

September

Black

1+ 357 6,709.2 550.2 8.2
1 802 6,433.8 559.3 8.7
2 4,794 6,128.3 676.8 11.0
offgrade 302 4,655.7 1,241.0 26.7

White and

not black

1+ 3,260 5,819.1 402.8 6.9
1 5,755 5,678.7 415.8 7.3

2 24,022 5,324.0 473.0 8.9
offgrade 1,973 3,871.0 1,056.7 27.3

Table A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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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Coat color Grade N Mean S.D. C.V.

October

Black

1+ 625 6,347.6 812.7 12.8

1 1,252 6,249.0 786.0 12.6
2 5,448 5,923.7 853.0 14.4
offgrade 434 4,269.2 1,343.8 31.5

White and

not black

1+ 5,041 5,450.0 697.7 12.8
1 7,880 5,355.3 664.4 12.4
2 22,176 5,058.5 669.4 13.2

offgrade 1,901 3,467.3 1,098.8 31.7

November

Black

1+ 575 6,536.5 1,125.6 17.2
1 1,242 6,408.3 1,139.2 17.8
2 4,403 6,155.4 1,201.9 19.5
offgrade 370 4,675.1 1,346.1 28.8

White and

not black

1+ 6,008 5,282.5 789.2 14.9

1 8,577 5,186.5 768.9 14.8
2 19,483 4,991.2 748.7 15.0
offgrade 1,765 3,807.7 1,181.4 31.0

December

Black

1+ 736 6,022.0 737.7 12.2
1 1,509 5,814.6 744.9 12.8
2 5,814 5,531.3 871.8 15.8

offgrade 385 4,614.3 1,150.8 24.9

White and

not black

1+ 7,789 5,259.0 793.0 15.1
1 10,562 5,083.8 806.5 15.9
2 21,166 4,965.9 847.2 17.1
offgrade 1,522 4,106.5 1,060.1 25.8

Year N Mean S.D. Max Min C.V.

2013 140,163 4,701.1 667.9 8,069 520 14.2

2014 259,625 5,448.7 941.5 8,299 511 17.3

2015 115,750 6,097.3 1,004.4 10,290 511 16.5

Table A1. Continued.

Table A2. Number of recor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arcass price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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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N Mean S.D. Max Min C.V.

January 47,545 4,940.32 1,024.1 8,299 511 20.7

February 40,355 4,986.03 1,031.1 7,906 555 20.7

March 42,369 5,479.23 769.5 8,210 511 14.0

April 43,527 5,534.27 915.3 9,999 511 16.5

May 37,146 6,137.03 1,085.5 10,290 750 17.7

June 38,166 6,406.02 848.3 9,101 520 13.2

July 42,280 5,176.06 1,001.5 7,799 560 19.3

August 46,222 5,302.25 932.0 8,069 520 17.6

September 41,265 5,465.23 728.4 7,699 520 13.3

October 44,757 5,236.23 898.4 7,711 511 17.2

November 42,423 5,203.18 1,004.8 8,299 520 19.3

December 49,483 5,116.05 893.1 7,319 522 17.5

Gender N Mean S.D. Max Min C.V.

Female 252,102 5,542.9 984.5 10,290 520 17.8

Male 7,214 3,629.2 1,250.6 7,125 511 34.5

Barrow 256,222 5,291.3 984.5 9,999 520 18.6

Table A3. Number of recor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arcass price

by gender.

Table A4. Number of recor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arcass price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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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N Mean S.D. Max Min C.V.

Monday 118,382 5,402.7 990.8 9,917 511 18.3

Tuseday 104,631 5,377.3 1,022.3 9,499 520 19.0

Wednesday 99,032 5,415.2 1,025.9 10,290 511 18.9

Thursday 109,150 5,431.7 1,021.6 9,999 522 18.8

Friday 84,343 5,310.8 1,034.5 9,799 511 19.5

Table A5. Number of recor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arcass price

by the day of the week.

Fig A1. Monthly trends and carcass prices by meat grade for the coat color

of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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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Monthly trends and carcass prices by meat grade for the coat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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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0

4,514.1

4,901.2
4,990.0

5,569.0
5,808.6

5,544.7
5,797.6

5,989.0
5,723.2

5,671.8

5,594.6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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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kg)

price(won/kg)

Fig A3. Least-square means for the effect of month．



- 42 -

6,472.6 6,314.4
6,054.4

4,693.45,354.8 5,223.9 5,049.9

3,914.3
3,000 

4,000 

5,000 

6,000 

7,000 

1+ 1 2 offgrade

Black White and not black

(won/kg)

Fig A4. Least-square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coat color.


	Ⅰ. 서 론 
	Ⅱ.
	1. 돼지도체 등급판정 
	2. 돼지의 모색과 경락가격 
	3. 돼지 모색의 유전적 결정 
	4. 기타 경락가격에 영향하는 요인 

	Ⅲ. 재료 및
	1. 공시재료 
	2. 통계분석 

	Ⅳ. 결과 및 고찰 
	Ⅴ. 요 약 
	ABSTRACT 
	참고문헌 
	부표(APPENDIX) 


<startpage>8
Ⅰ. 서 론  1
Ⅱ. 연구사
 1. 돼지도체 등급판정  3
 2. 돼지의 모색과 경락가격  5
 3. 돼지 모색의 유전적 결정  8
 4. 기타 경락가격에 영향하는 요인  10
Ⅲ.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12
 2. 통계분석  12
Ⅳ. 결과 및 고찰  14
Ⅴ. 요 약  26
ABSTRACT  28
참고문헌  30
부표(APPENDIX)  3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