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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우유가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지

만 우유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식품이 되

었다. 정부도 우유에 대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격을 

보장하고 낙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시유 소비가 침체되면서 우유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남에 따

라 잉여원유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

격이 시장 수급 상황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의 수급 문제는 

정부나 유업체가 인위적으로 가격이나 쿼터량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

출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낙농가들과 마찰의 소지가 상존한다. 또

한 DDA 협상에 따라 유제품관세가 낮아지면 수입이 늘어나 우유 공

급과잉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유 수급관리 제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

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우유 수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분석

과 향후 수급조절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의 적절하며, 

이 연구 결과가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유제품 수요와 우유 공급모형을 추정하고, DDA가 

국내 낙농산업에 미칠 향을 분석하여 주신 UC Davis의 이현옥 박사

와 안병일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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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유는 상품의 특성상 매일 생산되며 저장하기 어려워 많은 나라들

이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잉여원유를 처리함으로써 농가소

득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유 소비가 정체되면서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DDA 협상으로 유제품 수입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우유 수급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 

및 집유일원화 기능 쇠퇴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 우유 수급 관련 여건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우유 수급 조절 개선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수급 관련 제도를 분석해서 우리나라에의 시

사점을 도출하며, DDA 협상의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향 분석도 외

부 기관에 위탁연구를 통해 수행하 다.

  먼저 국내 우유 수급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우

유의 가격이나 물량 등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원유 조달체계가 낙농진흥

회를 통한 간접집유와 유업체 직접집유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점도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

인이다. 

  우유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관세율이나 PSE(생산자 보호추정

치) 수준에서 볼 때 다른 품목보다 높은 보호를 하고 있는 편이다. 미

국, EU, 캐나다 등 국가들은 국내에서 유제품을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가공원료유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우유의 경쟁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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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출보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일본의 우

유 수급관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농가 

생산 원유의 약 92%가 지정 생산자 단체인 집유조합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어 지역별 집유일원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

부가 지정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가공용 원유에 대한 

부족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유의 가격은 지정생산자 단체가 유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용도별 물

량과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도 도입

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제품 중에서 시유,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버터, 

그리고 분유에 대한 수요 함수를 추정하 다. 시유와 치즈는 가격탄성

치가 다소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탄력적

으로 소비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유와 조제분유는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유에 대한 수요

함수 추정 결과는 가격탄성치와 소득탄성치가 모두 비탄력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공급반응 모형의 구조는 착유두수와 마리당 산유량을 분

리한 모델을 설정하여 중․단기 우유 공급반응 모형을 설정하 다. 가

격탄성치 계측 결과 우유공급은 사료가격과 쇠고기 가격에 대해서 음

의 탄성치를 보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단․중기에 걸쳐 우유공급은 

사료가격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DDA 개방 확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유를 성분(지방, 

비지방고형분)별로 나누어 균형분석 모델을 이용하 다. 분석 결과 관

세를 50% 삭감하면 현행관세를 유지할 때 보다 국내 생산량은 2.1% 

감소하고, 가공용 우유의 가격은 7.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세를 100% 삭감하여 zero 관세를 가정하면 생산량은 6.5%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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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우유의 가격도 23.7%나 하락하게 되어 농가 수입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바람직한 수급조절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현행 우유 수

급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 다. 2000년 대 이후 원유과잉 공급이 

심화되면서 우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낙농진흥회에서는 2002년 10

월부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 고, 다른 유업체들도 이와 유

사한 제도를 각각 시행하면서 우유에 대해서는 기준 원유량이라는 개

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잉여 원유차등가격제하에서는 농가별로 과거 생산 실적에 따라 기

준 원유량을 배정받는데 이 기준 원유량은 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쿼터제는 시장왜곡을 가져와 쿼터 랜트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는 비용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으나, 단기적

으로는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재정지출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

으로 인해 낙농진흥회의 잉여물량은 제도 시행 당시인 2002년도 31만 

톤에서 2004년 말 12만 톤으로 줄어들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가들이 기준 원유량 증량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서는 잉여원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

를 진작시키거나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소비 확대는 논외로 

하고 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 다. 정책 대안으로 쿼터를 감축하

는 방안과 우유 관리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쿼터를 

감축하면 생산량은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우유 관리가격을 낮추

더라도 관리가격의 70%가 우유의 한계생산비보다 높으면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낮아져야만 생산량이 줄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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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농가의 수입 감소를 가져와 농가가 

반발하게 된다. 그리고 항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조절하게 되므

로 결정 과정에 많은 진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유 수급 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수급이 시장

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격이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일본처럼 낙농가 스스로 지역별 조직(낙농판매 

조합)을 만들어 유업체와 가격 교섭을 하도록 하되, 정부는 가격이 일

정 수준이하로는 낮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우유

에 대해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 스스로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고, 낙농가와 유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전국

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잉여원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계속 재정지원을 해야 하

며, 원유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용 원유에 대해서는 농가에게는 생

산비를 보전하되, 유가공업체에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싼값으로 공급해

서 국내 유가공 산업이 발전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유 수급관리 개편방안은 우유의 생산자와 수요자(유업체)

간에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쌍방 

간에 이해득실의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

야 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

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나친 기대를 미연에 방지해

야 한다. 최근의 우유 소비의 침체와 DDA 협상의 진전으로 인한 시

장 개방 폭 확대는 낙농산업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새로운 우유 수급관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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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Milk Demand and 
Supply Management System in Korea 

  In 1999, Korea Dairy Committee (KDC) was established with 

an aim to stabilize the supply/demand and price of raw milk. 

However, as the committee accounts for collecting only 27 percent 

of the entire milk production, it is less capable of adjusting the 

supply and demand of milk. Against the backdrop,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overall milk supply and de-

mand management system. 

   The problem of the milk supply and demand policy in Korea 

is that the system for flexible milk price and production volume 

adjustment is lacking. Milk price increased when production costs 

increased, but not vice versa, and the market situation was not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price. The current two-tier 

milk collection structure composed of the indirect milk collection 

by KDC and the direct collection by dairy product manufacturers 

makes flexible response to demand and supply changes more 

difficult.

   This study has estimated the dairy products demand function 

and the milk supply function. To build the mid- to short-term milk 

supply reaction model, the model of number of dairy cow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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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f milk production volume per head were separated. In ad-

dition, the effects of the expanded market liberation under the 

DDA were analyzed by milk components (fat and solid- non-fa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f the tariff is cut down 50 percent 

from the current level, the local milk production volume is ex-

pected to drop 2.1 percent compared with the production volume 

under the current tariff system (base volume), and the price for 

processed milk will fall 7.5 percent. If the tariff is 100 percent 

waived, the production volume is expected to drop 6.5 percent 

compared with the base volume and the price for processed milk 

is forecast to fall 23 percent. Likewise, the tariff reduction or 

waiver is projected to have a huge impact on the income of dairy 

farm households so income support policy is required. 

   With the milk oversupply unabated, KDC has introduced the 

differentiated pricing system for surplus milk from October 2002. 

Under the system, the committee classifies the milk collected 

above contracted amount as surplus milk and pays dairy farmers 

lower price for the surplus than the normal price. In this system, 

"Reference Amount of Milk" by farm household plays the same 

role as a quota. A quota system has brought about market dis-

tortion and quota rent, so it was criticized as lowering com-

petitiveness over the long run by causing additional costs. 

However, over the short term, the quota system is believed to con-

tribute to reducing the government's spending and stabilizing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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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income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Since introduced, the differentiated pricing system for sur-

plus milk has reduced the surplus milk volume from 310,000 

tonnes in 2002 to 120,000 tonnes at the end of 2004. However, 

farm households continue to demand the increase of the quota, 

making it instrumental to work out fundamental solutions.

   The study took a look at the measures to adjust supply and de-

mand of milk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

rent quota system. To enable price to function to adjust supply 

and demand, the current milk pric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this end, dairy farms should initiate the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by region and make them negotiate over price with 

dairy product manufacturers. The government should also guaran-

tee the minimum price. Besides, as in foreign countries, differ-

entiated prices should be applied to milk used for different pur-

poses, and the system of paying the blend price to farm house-

holds should be adopted. Furthermore, the price support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for milk processing in order to nurture the 

domestic milk processing industry.

Researchers: Song, Joo-Ho, Jeong, Min-Kook, Kim, Hyun-Jung,  
            Lee, Hyun-Ok, Ahn, Byung-Il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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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유는 상품적 특성상 정부 개입이 필요한 품목이다. 우유는 저장성

이 없고 신속한 처리 및 유통을 요구한다. 아울러 생산이 매우 경직되

어 있어서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산을 늘리기도 어렵고, 공

급 과잉 시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원유를 가공한 후 재고로서 보관해

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수요는 여름철이 제일 많고 생산은 여

름철이 제일 적어 계절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

유는 많은 나라들이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국내 우유 생산비는 유제품 수출국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비싸며 

유제품은 실질적으로 시장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1 다만 시유는 

짧은 유통기간 및 부피 문제 때문에 수입되기 어려워서 국내산 위주

로 소비되고 있다. 2004년도 우유 생산량은 226만 톤이며, 이중 약 

1
 전지․탈지분유의 양허관세는 2004년 기준 176%로 높으나 실제로 대체품

인 혼합분유의 관세율은 36%로 개방되어 있으며, 치즈도 36%로 자유화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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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인 161만 톤이 시유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 65만 톤은 유제품으

로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제품 수입 물량은 원유로 환산하

면 약 84만 톤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낙농진흥회가 유업체와 계약한 물량을 초과하여 집유한 잉

여원유에 대해서는 수입 유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보다 낮

은 가격으로 유업체에 가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유제

품 시장은 일종의 잉여원유 처리 목적을 위한 부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WTO/DDA 협상이 타결되면 유제품수입이 더욱 늘어나 원유 과잉공

급으로 인한 낙농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국내 원유 수

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999년 원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었

으나, 원유의 계약생산이나 집유일원화 규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

어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 다. 특

히 우유 과잉 공급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농가별로 

기준 원유량(쿼터)을 설정하고,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는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우유조합

들이 낙농진흥회를 탈퇴함에 따라 현재 낙농진흥회의 집유 비중은 전

체 우유 생산량의 28%에 불과하여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이 취

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유체계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이해 당

사자들 간에 활발해지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우유 기준가격은 원유 생산비 증감률이 5% 이상일 

때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 조정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생산비가 감소할 

때에는 원유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생산비가 인상될 때에만 원유가격 

인상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가격은 1998년 조정된 이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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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없었으며 2004년에 사료 값이 약 25% 오르면서 생산자 단체와

의 타협에 의해 2004년 9월부터 13% 인상되었다. 그런데 원유가는 

13% 인상된 반면, 시유 소비자 가격은 20% 이상 인상되었고 그 결과 

우유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앞으로는 우유 잉여 문제가 다시 심

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최근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 및 집유일원화 기능 

쇠퇴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 낙농 산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을 통해 현행 우유수급 관리체계의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진

행되고 있는 WTO/DDA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협상이 국내 낙농 수

급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해 봄으로써 국내 낙농산업의 장

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및 차별성

  우유에 관해서는 국내에도 많은 연구가 있다. 조석진 등(2002)은 집

유일원화의 전제하에 낙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원

유수급조절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쿼터제가 시장왜곡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쿼터제

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운용방안(기준

년도 설정, 쿼터배정, 매매, 신규농가에 대한 배정, 잉여유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 다. 박명섭 등(1998)은 최적수송모형을 이용한 수리모델 

분석을 통해 집유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제

시하 다. 신승열 등(2003)은 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용유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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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반 우유, 기능 강화, 저지방, 가공, 어린이 기능 우유) 수요관계를 

분석하 고, 정경수 등(2003)은 시유수요가 1989년부터 구조 변화가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유수요를 

추정하고 향후 시유수요를 전망하 다. 조석진(2004)은 최근의 원유생

산 억제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 다.

  우유의 쿼터제도에 관해서는 외국 문헌에 많은 분석이 있는데, 콜만

(Colman 2002)은 쿼터제는 쿼터보유자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신규 참

여자나 생산 확대의 경우 한계 생산비를 인상시킨다고 비판하고, 우유

쿼터제가 철폐되면 가격이 낮아져서 2010년에 EU 국가에 22.7억 유로

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고 분석하고 점차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썸너와 윌슨(Sumner and Wilson 1996)은 미국 캘리포니

아에서 음용유급 가격을 적용받는 우유의 물량을 농가별로 할당한 우

유쿼터제는 연방우유유통명령(federal milk marketing order)에서의 우

유 가격혼합제도보다 생산자 잉여는 더 크고 사회후생효과 감소는 더 

적다고 분석하 다. 

  송과 썸너(Song and Sumner 1999)는 국내 유제품에 대한 제품별   

(시유, 분유, 치즈, 버터) 수요분석을 토대로 유제품 시장 추가 개방의 

효과를 분석하 으나, UR 농산물 협상 결과를 단순 확대하는 시나리

오를 사용함으로써 최근의 DDA 협상내용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집유일원화를 전제로 현안들을 분석

하 다. 그러나 현재의 집유일원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다는 비판이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집유

체계를 유업체와 낙농가단체간의 직거래체계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논

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효용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집유

체계를 위한 원유가 결정 방식, 집유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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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2002년도부터 처음으로 시

행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에서의 우유 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

해서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유 수급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생산

량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방안 위주로 분석한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

의 수급관리와 가격 결정체계를 조사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찾아본

다. 아울러 국내 유제품 수요 및 우유의 공급 반응 모형을 추정하고, 

DDA 등 개방화 확대시 우리나라 우유시장에 대한 향을 분석한다.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통제뿐만 아니라 수요의 확대 정

책도 중요하다. 우유의 수요는 치즈 등 유제품 소비 촉진과 중국 등 

해외 수출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서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으나 여

기서는 수요 확대 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우유의 가

격 결정체계에서도 유지방, 체세포 함량 등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연구 방법으로는 통계자료와 문헌 조사를 토대로 우유 수급 현황 

및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수급 추정 및 DDA 향은 미국 UC 

Davis와 협동연구를 실시하 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유 수급 여건이 

유사한 일본을 현지 방문하여 수급 관련 자료를 수집하 으며, 우유생

산자, 유업체,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수급조절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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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우유 수급 현황과 수급관리 정책

  이 장에서는 국내 우유 수급 현황과 우유 수급 관련 정책의 문제점

을 분석한다. 우유 생산은 쿼터제를 통해 어느 정도 공급 증가를 억제

하고 있지만 소비도 정체되어 현재 우유는 과잉공급 상황에 있는 형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유 수급관리 정책은 시장 수급상

황에 따라 가격이나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지 못하고 있다. 

1. 우유 수급 현황

1.1. 국내 우유 생산량과 소비량 추세 

  국내 우유시장은 2002년 이후 감산대책에 따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도 정체되어 있어 과잉상태에 있다. 젖소 사육두수 및 착

유우 두수는 2002년 착유우 도태정책과 2003년 낙농폐업․원유감산정

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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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젖소 사육 동향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이로 인해 2004년 원유 생산량은 225만 5천 톤으로 2003년보다 

4.7% 감소하 고, 분유 재고도 2004년 말에 6만 8천 톤(원유환산)으로 

분유 재고가 심각했던 2002년 말보다 57.8% 감소하 다. 

표 2-1.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농림부. 낙농진흥회. 「낙농편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

급

전년이월 96 44 124 70 161 94

국내생산 2,244 2,252 2,339 2,537 2,366 2,255

수    입 456 640 653 646 604 842

계 2,796 2,936 3,116 3,253 3,131 3,192

수

요

소    비 2,752 2,812 3,046 3,092 3,037 3,124

차년이월 44 124 70 161 94 68

계 2,796 2,936 3,116 3,253 3,131 3,192

1인당소비량(kg) 58.9 59.6 63.9 64.2 62.4 63.9

480

500

520

540

56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1 2002 2003 2004 2005

230

240

250

260

270

280

290

총사육두수(천두) 착유우두수(천두)

총사육두수

착유우두수

착유우 도태정책 낙농폐업/원유감산
정책

체세포 수
패널티 강화

원유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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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재고가 감소하면서 2004년 유제품 수입량은 84만 2천 톤으로 

37.4% 증가하 다<표 2-1>. 한편, 시유 소비는 대체 음료의 개발로 정

체되어 2001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4년 9월 원유가격이 인상

된 이후에도 생산량은 감소하 지만, 우유 소비 감소와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2005년 분유 재고는 2004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1.2. 우유의 용도별 사용 물량

  2004년도 우유 수요량은 312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6만 톤(73%)이 국산 원유이고, 나머지 84만 톤(27%)은 치즈, 분유 

등 수입유제품이 차지한다. 국산원유 226만 톤 중 161만 톤(71%)은 

시유용(백색시유 135, 가공시유 26)으로 사용되고, 31만 톤은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으로, 나머지 34만 톤은 분유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그림 2-2>.

그림 2-2.  우유 수급상황(2004, 원유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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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유제품 중 전지, 탈지분유의 관세율은 176%(2004 양허관세 기

준)로 높으나, 대체재인 혼합분유의 관세가 36%로 낮아, 사실상 개방

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산 분유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낮

아 정부보조가 없으면 사실상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1.3. 우유의 수취가격 및 생산비 추이

  낙농은 생산비 이상의 원유가격 보장, 마리당 산유량 증가, 규모화 

등으로 타 축종에 비해 소득이 안정적이다. 우유 농가 수취가격은 수

급변동과 상관없이 생산비 이상이며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표 2-2>.

  전업규모 낙농가 소득은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2004년 기준으로 젖소 전업농의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비육

우 전업농의 소득률은 62.7이고 비육돈은 65.4이다. <표 2-3>.

표 2-2.  연도별 원유 생산비 및 농가 수취가격 비교
단위: 원/kg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생산비(A) 500 422 423 446 445 457 481

평균수취가격(B) 572 589 609 610 627 625 646

농가 수익

(A-B)
72 167 186 164 182 16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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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축종별 소득 지수 비교, 2004

  주: 농림부의 축산 전업농 사육규모 기준은 한육우 및 젖소 50두, 돼지 1천두 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

1.4. 음용유 시장 구조

  <표 2-4>에서 보듯이 국내 음용유 시장은 서울우유가 약 40%를 차

지하고 그 외 매일 유업, 빙그레, 남양우유 등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시

장의 80%를 차지한다.

  제품별로 보면 백색시유의 비율이 76%로 안정적이며, 가공우유는 

바나나, 검은콩, 딸기우유, 커피우유 등이 점유율이 높다<표 2-5>.

표 2-4.  음용유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LinkAztec (2004. 8)의 전국 Scanning Data Analysis

축종 젖소(50두 기준) 비육우(50두) 비육돈(1000두)

소득지수 100 62.7 65.4

제조사 2003 2004. 1. 1 ∼ 8. 1

서울우유 38.9 41.3

매일유업 14.5 14.0

빙그레 12.9 12.9

남양유업 11.9 11.9

롯데 7.5 6.9

해태유업 3.7 2.8

파스퇴르 2.8 2.6

삼양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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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 음용유 제품별 시장구조 
단위: %

자료: LinkAztec (2004. 8)의 전국 Scanning Data Analysis

2. 우유 가격 및 수급 정책

2.1. 우유 가격 결정체계

  우유의 생산자 가격은 1999년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낙농진흥회에

서 집유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원유 생산비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

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농림부가 조사한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때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당시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하

고 있다. 일반 유업체들은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

으나 대체로 낙농진흥회의 원유 기준가격을 참고하고 있다.

제품 종류 2003 2004. 1. 1 ∼ 8. 1

 ○ 백색 시유

    - 백색 일반우유

    - 백색 기능성우유

76.6

    59.7

    16.9

76.5

   61.4

   15.1

 ○ 가공우유

    - 가공바나나 우유

    - 가공딸기우유

    - 가공 검은콩 우유

    - 가공 커피우유

    - 가공쵸코우유

    - 가공현미우유

    - 기타 가공우유

23.4

   6.4

   4.2

   6.5

   3.5

   1.8

   0.1

   0.9

23.5

   5.8

   4.4

   5.5

   3.3

   2.3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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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원유 기준가격 변동 추이

자료: 농림부, 낙농진흥회. 「낙농편람」.

  원유가격은 지난 1998년 IMF 사태로 인한 환율폭등으로 사료 값이 

인상되어 18.7% 인상한 이후 6년 반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2004년 

사료 값 인상으로 2004년 9월에 다시 13%가 인상되었다<표 2-6>. 원

유가격은 생산비가 인상되었을 때는 같이 인상되지만 생산비가 감소

할 때는 인하되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2004년 9월 사료가

격 상승을 이유로 원유 기본가격이 13% 인상되었는데, 그 후 사료가

격이 다시 인하(9.7%) 되었기 때문에 원유가격도 원칙적으로 인하 되

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2.2. 수급조절 정책

2.2.1.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의 시행

  1999년 낙농진흥회가 창설된 이래 낙농진흥회는 집유일원화 목표를 

기 간 1kg당 기준가격 (원) 인상률 (%)

80.02.02∼81.05.31 266 6.8

81.06.01∼82.03.31 307 15.4

82.04.01∼85.04.30 313 2.0

85.05.01∼89.03.31 322 2.9

89.04.01∼91.06.30 364 13.0

91.07.01∼93.05.31 383 5.2

93.06.01∼95.10.15 394 2.9

95.10.16∼97.12.31 423 7.4

98.01.01∼04.9.15 502 18.7

04.09.16∼ 56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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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낙농가들이 생산한 원유는 전량을 사들 으며, 생산자

들은 조만간 집유 일원화가 되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결국 우유 쿼

터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유 생산을 늘렸다. 이에 따라 

우유 생산량은 2001년도에는 전년 대비 3.8%, 2002년도에는 전년 대

비 8.5%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남아도는 우유를 감당하기 어

려워지자 낙농진흥회는 2002년 10월 우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

으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전격 실시하게 되었다. 낙농진흥회에서 

우유를 받지 않는 일반 유업체들도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와 유사한 방

식으로 남는 우유에 대해 차등가격을 지급하고 있다.

2.2.2.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와 쿼터제(기준원유량)

  낙농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도는 낙농진흥

회가 각 유업체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원유물량을 합산한 전체 계약물

량을 초과하여 집유되는 물량을 잉여원유라 규정하고, 잉여원유에 대

해서는 계약물량보다 낮은 가격을 농가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과거 생산 실적 비율에 따라 농가별로 

기준 원유량(우유 쿼터)을 할당하 으며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는 물량

에 대해서는 수급완충물량(기준원유량의 6%까지), 차등가격물량(기준

원유량의 11%까지), 초과물량(그 이상의 물량)으로 구분하여, 기준 원

유량과 수급완충물량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차등가격물량은 정상가

격의 70%를,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국제가격을 지급하고 있다<그림 

2-3>.2 

2
 이러한 방침에 추가하여 2003. 7에는 생산 감축 대책을 시행하면서 농가별

로 기준 연도 일평균 생산량의 91%를 「감축후 생산목표량」으로 새로이 

부여하 다. 이 감축후 생산목표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우유에 대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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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낙농진흥회 농가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내역

  낙농진흥회는 이렇게 농가에게서 매취한 원유량 중에서 유업체와 

계약한 물량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남는 잉여원유는 

수입유제품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유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

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실제 낙농진흥회에서는 2002년 10월 유업체와의 납유 계약물량을 

기준원유 총량(당시 총집유량의 79.42% 수준)으로 산정하고, 그 기준

대지급을 보류하고, 6개월간(후에 3개월로 단축) 총생산량을 계산하여 초과

물량에 대해 유대를 분유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

해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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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총량을 기준 연도(2001. 7∼2002. 6)의 농가별 생산량에 비례하

여 배정하 다. 그러나 그 후 생산자단체이면서 동시에 유업체인 서울

우유, 부산우유 등이 낙농진흥회를 탈퇴하 기 때문에 기준원유 총량

과 유업체 계약물량은 달라졌으나, 농가별 기준 원유량은 수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물량과 기준원유 총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2005년 4월의 경우 농가에게 배정한 기준원유 총량은 1,533톤/일인데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은 1,442톤/일에 불과하다. 낙농진흥회에서는 유

업체와의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음용용으로 정상가격으로 공급하고 계

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낮은 가격으로 가공용으로 공급하게 된다. 

2004년도 총 재정 지원액은 288억원(수매비, 운송비 등 포함)으로서 

잉여물량 12만 1천 톤으로 나누면 238.5원/kg씩 지원한 결과가 된다.

3. 우유 수급상의 문제점

3.1. 수급상황과 무관한 가격결정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조달체계는 낙농진흥회를 통한 간접집유와 

유업체 직접 집유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2004년 9월 원유 기본가격 인상(13%) 이후 사료가격

이 인하(9.7%)되었고, 소비 감소로 분유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원유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우유 기준가격은 원유 생산비 증감률이 5% 이상일 때에 이사회 결정

에 의해 조정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생산비가 낮아질 때에는 원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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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하되지 않고, 생산비가 높아질 때에만 원유가격 인상구실로 작용

하고 있다. 생산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원유가격은 

1998년 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2004년에 사료 값이 약 25% 오

르면서 생산자 단체의 원유가 31% 인상요구가 있었고, 타협에 의해 

2004년 9월부터 13% 인상되었다. 일반 유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농

가와 우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낙농진흥회의 가격을 

따르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고지방 우유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나, 유지방만을 고

려한 가격산정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행 가격산정체계 도입 초

기에는 평균 유지방률이 3.4%에 못 미쳤으나, 현재는 4.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유지방에 편중된 사양관리로 인해 젖소 경제수명이 단축

되고 수입사료 의존도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3.2.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 한계 

  우유 수급안정 등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설립하 으나, 집유일원화

의 참여가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낙농진흥회에의 

참여율 저조로 낙농진흥법에 명시된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

이다. 특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 후 서울우유, 부산우유, 제주우

유 등이 탈퇴함으로써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율이 급감하여 현재 낙농

진흥회의 집유비중은 27%에 불과한 형편이다<표 2-7>. 이와 같이 현

재 낙농진흥회는 전체 낙농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잉여원유의 처리는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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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연도별 집유일원화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낙농육우협회. 「중장기 낙농산업발전대책 협회시안」. 2005.

  낙농진흥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유업체는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

면 자체농가의 집유량은 늘리면서 연간 계약으로 공급하는 진흥회 물

량 증량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진흥회 농가의 기준 원유량이 공급계

약량을 초과하여 많은 잉여량이 발생함에도 낙농가들은 기준 원유량 

증량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3.3. 계절적 수급 불안 및 가공원료유 지원제도 미흡

  우유는 상품적 특성에 의해 여름에는 생산이 줄어드나 수요는 늘어

나고, 겨울에는 생산은 증가하나 수요는 줄어드는 등 불가피하게 계절

적 수급불안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그림 2-4>.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급완충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계절적 수급차이로 인한 잉여 

물량은 대부분 유제품으로 가공되는데, 현재 낙농진흥회의 잉여물량

에 대해서만 재정부담으로 값싸게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있고, 유업

체의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내 유가공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육성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우유 부산, 제주 우유

탈퇴 전 탈퇴 후 탈퇴 전 탈퇴 후

당초 목표 50 70 90 90 90

실적 36.9 56.1 62.7 65.9 37.4 37 27.8



18

그림 2-4.  원유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의 월별 지수, 2000-2004평균

자료: 농림부, 낙농진흥회. 「낙농편람」.

3.4. 원유의 집유, 판매에 관한 단체 간 기능 정립 미흡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수급 안정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낙농․유업

대책 심의 기구가 없어 전국 단위의 원유 수급조절에 제약이 된다. 낙

농진흥회도 집유율이 27%에 불과하여 대표성을 잃었고, 대부분의 유

업체가 낙농가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대해 낙

농가와 유업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농협 등 

전국 단위 생산자조직도 있으나 단일화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집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낙농조합도 원유 수송, 유대 정산지

불 등 단순 기능 수행에 그치고 있다.

  또한 원유의 집유와 검사비를 유업체가 부담함에 따라 집유조합들

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며, 농가 입지별 비용부담

이 차별화되지 않는 등 경쟁 원리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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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할인판매 심화와 분유재고 증가

  2004년 9월 원유가는 13% 인상되면서 유제품 가격은 20% 이상 인

상되었다. 이로 인해 유업체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끼워 팔기를 하

으나 백색시유 소비를 소폭 증가시키는데 그쳤고, 계속되는 끼워 팔

기로 유업체는 경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백색시유는 소폭 증가하

지만 가공시유는 크게 감소하여 전체 시유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감소

하 다. 국내 원유 사용량의 71%(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시유 소비

량 감소로 분유재고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연도별 월별 분유재고량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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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국의 우유 수급관리제도

  우유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다른 품목보다 높은 보호를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국들의 우유 수급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1. 주요국의 낙농산업에 대한 정부 보호 수준 비교

  우유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다른 품목보다 관세율이나 PSE(생

산자 보호추정치) 수준에서 볼 때 높은 보호를 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들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제품에 대해서는 대

부분의 나라가 훨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표 3-1>에서처럼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은 일반 농산물보다 유

제품의 관세율이 3배 이상 높으며, 심지어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도 

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일반 농산물의 평균 양허세율이 73.3%인데 유제품의 평

균 양허세율은 85.3%로서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낙

농부분에 대한 보호 수준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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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에서 주요국들의 생산자보호 추정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PSE는 1986-88평균 73.3%에

서 2000-2002평균은 69.0%로서 다소 낮아졌으며, 2000-2002 평균 

%PSE는 일본(77.3), 스위스(77.0), 노르웨이(74.7)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유제품에 관한 수출보조를 살펴보면, <표 

3-2>에서 보듯이 EU가 가장 많이 지출하고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도 수출보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실제 보조금액은 양허금액에 비해 못 미치고 있다. 

표 3-1.  주요국의 유제품과 농산물 평균 관세율, 1997 (종가세 상당)

주 1) 평균관세율은 in quota 관세율과 out quota 괸세율의 단순 평균임.

   2) 종량세는 국제 수입 단가를 감안하여 종가세 상당치로 환산하 음.

자료: Walkenhorst and Dihel (2003).

유제품 전체 농산물

실행세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양허세율

일본 77.6 280.0 23.6 63.7

한국 77.9 85.3 60.2 73.3

미국 48.0 48.0 14.6 14.6

스위스 229.3 229.3 109.8 109.8

노르웨이 167.6 365.9 55.9 150.6

EU-15 122.5 122.5 44.2 44.2

호주 12.9 14.4 1.9 5.3

캐나다 136.0 136.0 24.7 24.7

뉴질랜드 3.9 11.3 3.0 7.1

기타 국가 19.5 91.9 20.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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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국 낙농분야 %PSE 변화 비교

자료: OECD Dairy sector(2003).

표 3-2.  유제품 수출보조액, 1995-2001

주 1) 연도는 각국마다 역년, 유통년도, 예산년도 등 기준이 다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예산년도에 따라 10월1일부터 시작함.

   2) n.n.은 WTO에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자료: 각국의 WTO 통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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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우유 수급관리 제도

  미국, EU, 캐나다 등 국가들은 국내에서 유제품을 무제한 매입함으

로써 가공원료유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지지 정책

이 가능한 것은 유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을 갖고 있어서 수입 물

량을 어느 정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호주, 뉴질

랜드에 비해 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체된 유제품은 

수출보조를 통해 해외로 판매하고 있다. 일본은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

이 낮고 또 수출도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2.1. 미국

  미국은 가공원료유에 대해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수매를 통해 가격지지를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생산조

절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

2.1.1. 가격정책

  미국의 우유에 대한 시장가격지지는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Law)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상품신용공사(CCC)에서 버터

나 분유를 수매하여 가공원료유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가공유 지지

가격은 1980년에 100파운드당 $13.1이었으나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점차 낮추어 1999년에는 $9.9까지 인하되었으며 2007

년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이 가격은 상당수 낙농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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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우유유통명령제(Federal Milk Marketing Order)하

에서는 우유를 용도별로 5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용도별 우유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한편, 2002년 농업법에서는 우유 소득손실계약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보스톤의 1등급 음용유의 가격이 100파운드당 

$16.94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의 45%를 농가당 연간 240만 파운드

를 한도로 지급하도록 하 는데, 이는 WTO 규정상 감축 대상보조에 

해당한다. 

  우유가격은 모든 용도별 우유가격을 가중평균 하여 혼합가격(blend 

price)을 모든 낙농가들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한다. 물론 지방 함유량, 

비지방고형분량, 체세포 수 등 질적 차이에 따른 가격차별은 부수적으

로 적용된다.

즉, Pblend = (w1) P1 + (w2) P2+(w3) P3+(w4a) P4a +(w4b) P4b 

여기서 j 용도에 사용된 우유량을 Cj, 전체 우유소비량을 M이라고 표

현하면, 

      wj =Cj /M 

      w1+w2+w3+w4b+w4a=1 이 된다.

2.1.2  생산조절 정책

  미국은 과잉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자율적인 감산정책과 지지가격의 

인하를 통해 증산의욕을 억제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우유 과잉 현

상이 초래되었을 때는 낙농전환계획(Dairy Diversion Program)을 실시

하여 가공유의 지지가격을 100파운드당 $0.5 인하하고, 15개월 동안 

모든 낙농가에 부과금을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납유량을 5~30% 감

축하는 낙농가에 대해 100파운드당 1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 다. 



25

이 결과 총납유량의 7%를 감산할 수 있었다. 

  1986년의 낙농폐업계획(Dairy Termination Program)에서는 일정 기

간 우유생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금액을 입찰에 붙인 것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감산 정책은 판매되는 모든 

원유에 부과금을 징수하여 감산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생산 농가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02년 농업법에서는 그동안 국내산 원유에만 부과해 오던 원유 100

파운드당 15센트의 판매 촉진 부담금을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서도 

중량을 원유로 환산하여 똑같이 적용토록 하 다. 

2.2  EU 

  EU는 우유에 대해서는 목표가격제, 수출보조 등을 통해 낙농가를 

보호해 왔으며,3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해지자 1984년부터 쿼터제를 도

입하여 생산을 통제하고 있다. 

2.2.1 가격정책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는 탈지분유, 

버터에 대해 가격 하락시 수매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2003년

의 CAP 개혁에서는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06년에 7%씩 낮추

고 2007년엔 4% 감축하며(4년 동안 총 25% 감축), 탈지분유의 경우 

3 EU 전체로 볼 때 우유의 생산액은 약 380억 유로로서 EU 농업총생산액의 

1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젖소 고기는 EU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EC 전체 생산액의 약 

10%를 추가적으로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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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년에 5%씩 총 15% 감축하기로 하 다. 버터에 대한 개입물량

은 2004/05년에 7만 톤, 2005/06년에 6만 톤, 2006/07년에 5만 톤, 

2007/08년에 4만 톤, 2008/09년에 3만 톤으로 정해졌고, 탈지분유의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을 유지하기로 하 다. 아울러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지고 그 대신 우유쿼터에 대한 직접 지불은 2004년에 

톤당 11.81유로, 2005년에 23.65유로, 2006년 이후 35.50유로로 설정됐

고, 완전히 정착되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2.2.2. 생산조절 정책

  낙농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확고한 가격지지정책으로 인해 EU 역

내의 원유 생산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원유 과잉이 심화되었

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우유쿼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별로 쿼터

를 할당하 으며 각 회원국들은 할당 범위 내에서 또 개별 낙농가에

게 쿼터를 배정하 다. 쿼터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과징금(super levy)을 부과한다. 도입초기에는 5년간만 운용하려던 계

획이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2003년의 CAP 개혁에서는 2014년까지는 

쿼터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우유 쿼터를 2006/07~2008/09년에 0.5% 

증가시키기로 하 다. 쿼터의 목적은 생산을 제한하여 가격을 지지함

으로써 재정지출을 감소하는 것이다. EU의 쿼터는 EU 집행위가 기본

계획을 세우지만 각 회원국별로 운용방법이 다르다. 국 네덜란드 등

은 쿼터의 임대나 매매를 허용하고 있고, 덴마크나 프랑스는 국가가 

쿼터를 관리하고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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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가공원유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낙농위원회(Canada 

Dairy Commission)가 관리하며, 음용유에 대해서는 각 주에서 관리한

다. 쿼터를 통해 생산을 통제하며 가공원료유에 대해 종전에는 부족불

지불을 하다가 2002년부터 생산자 수취가격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

다.

2.3.1. 가격 정책

  버터 및 탈지분유에 대해 정부 수매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고 있으

며, 2001년까지 캐나다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목표가격(효율적인 생산

자가 가공원료유의 생산에 투입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을 설

정하고, 추정 생산자가격(버터 및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으로부터 추산

되는 가격)이 목표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직접 보전해 왔다. 

2002년부터는 보조금이 폐지되고, 그 대신 유제품의 지지가격(정부매

입가격) 수준을 높이고 가공업체가 지불하는 가공유에 대한 유대(=버

터 및 탈지분유 지지가격- 추정 가공업자 마진)를 높임으로써 가공원

료유 가격 인상분이 납세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었다.  

2.3.2. 생산 조절 정책

  시유 및 가공원료유를 합한 전체 원유에 대한 공급관리를 위해 연

방 및 주정부 합의로 전국 원유 출하 계획을 세워 운 한다. 매년 버

터 수요를 기준으로 가공원료유의 전국 생산목표를 정하고 각 주에 

분배하며, 각 주는 또 개별 농가에 할당한다. 음용유는 각 주별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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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쿼터를 자율로 정해 농가에 분배한다. 

2.3.3. 수출 정책

  캐나다는 생산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잉여 유제품을 

수출하여 왔으나 WTO에서 수출보조금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1995년부터 특별용도(Special Class) 유가제를 도입하 다. 이 제도로 

인해 수출용 유제품생산을 위한 원유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수출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국내 공급 과

잉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2.4. 일본

2.4.1. 수급 예측 및 계획생산제

  일본의 우유 수급 예측은 정부통계를 기초로, 전문용역업체의 예측

을 거쳐 생산자와 유업체의 공동 합의를 통해 확정한다. 생산쿼터는 

다원판매방식에 의거, 유업체에 시유 및 용도별로 판매하는 총 생유물

량으로 설정하며, 매년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도의 약 3%범위 내

에서 증량을 추진한다. 그러나 폐업 및 감산하는 농가들이 있어 생산

량 증가는 미미하다. 일본의 수급 예측 주관기관은 현재 일본낙농유업

협회(J-MILK)이다. 2001년까지 수급 예측은 생산자측인 중앙낙농회의

가 담당하 으나, 유업체측의 불신으로 2001년부터 일본낙농유업협회

가 담당하고 있다.

  수급 예측 대상 품목은 지정단체별 생유 생산량, 우유(학교급식, 일

반음용, 가공유․성분 미조정, 유음료, 발효유), 유제품(탈지분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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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며, 수급 예측 방법은 우유유제품통계(농림수산성)와 지정단체수

탁판매실적을 기초 자료로 하여 시계열 분석(통계적 방법을 이용)에 

의한 예측(연 4회 정도)을 하고 있다. 은행계통의 통계전문기관에 수

급 예측 용역 발주(1/2수준)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 검증

을 실시한다. 이러한 수급 예측 결과는 보통 2% 정도 오차가 발생하

나, 방향은 틀리지 않는다. 이러한 예측에 대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모

두 참여한 협회 내 수급위원회에서 수급 전망을 의결로 확정하고, 정

보를 공유한다.

  일본의 우유 수급 예측은 <그림 3-2>와 같은 순서로 설명할 수 있

는데, 2005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1) 국내 생유 생산량 예측 (814만 톤)

    - 각 지정단체의 생산량을 예측하고 전국 합산 후 자가 소비량(8

만 톤)을 빼서 국내 생산량을 산정 

  2) 우유류 소비량 예측 (480만 톤) 

     - 우유류 소비량을 우유(학교 급식용, 업무용, 일반 음용유) 소비

량과 기타 우유(가공유, 성분조정우유, 유음료, 발효유) 소비량

으로 나누어 각각 예측한 후 생유함량으로 환산하여 합계 

  3) 유제품용 생유사용 가능량 계산(334만 톤)

     유제품용 생유사용 가능량 = 국내 생유 생산량 - 우유류 수요량

  4) 기타 유제품용(생크림, 치즈 등) 생유사용 예정량을 정부 보조사

업의 공급계획량에서 산출 (123만 톤)

  5) 유제품용 생유사용 가능량에서 기타 유제품용 생유사용 예정량

을 빼면 특정 유제품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생유량을 산출 (210만 

톤) 

    특정 유제품용 생유 처리 가능량 = 유제품용 생유사용 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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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제품용 생유사용 예정량

  6) 특정유제품용 생유로 생산할 수 있는 탈지분유(18.3만 톤) 와 버

터(8.1만 톤) 제조량을 산식에 의해 산출

  7) 탈지분유와 버터의 수요량 예측

  8) 탈지분유와 버터의 수급차이에 따라 특정유제품용 MMA 물량의 

용도를 결정 (버터는 6천 톤 정도 부족하고, 탈지분유는 2.1만 톤 

과잉인 것으로 계산되어 MMA 물량은 전량 버터로 도입예정)

    

  향후 과제로는 수급 예측에 유우 두수 동향, 생유 거래가격, 경제동

향, 대체 음료 소비 동향 등을 반 하고, 적정한 예측을 위해 더욱 설

득력 있는 예측 모델, 통계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며, 2~3년 후를 내

다보는 예측방법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낙농회의는 낙농유업협회의 수급 예측을 토대로 전국 

단위의 생산 쿼터량을 확정한다. 음용유용 원유 수요 예측량에 탈지분

유 재고 누증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원료유예측량을 합한 

양을 전국「판매기준량」으로 설정한다. 지역별 지정단체는 전년도 

실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원유 판매실적, 용도별 증가율을 고려

하여 지정단체별 「판매기준량」을 설정하며,「판매기준량」에 「탈

지분유재고대책한계수량(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지정단체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해 확정)」을 합한 양을 지정 단체별「계획생산량(공급목

표수량)」으로 한다. 쿼터는 낙농가별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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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본의 우유 수급 예측 흐름
지정단체별

생유생산량

국내 생유 생산량 우유류소비량

(제품별)

우유 등의 용도 

생유 처리량

북해도

(386만톤)

생유공급량

(814만톤)

①

우유

우유 등 용도의

생유 처리량

(480만톤)

②

우유(386만kl)

학교급식용
(40만kl)

업무용(28만kl)
제품량 →

생유량환산

유제품 수급

일반음용

(318만kl)

●탈지분유 수급

2.1만톤 과잉

탈지분유제조량

(18.3만톤)

탈지분유소비량

(16.2만톤)

도호쿠

(73만톤) 유제품용

생유처리량

③=①-②

기타 유제품용

생유처리량
(생크림․치즈 등)

특정 유제품용

생유처리량
(가공원료유인정수

량)※탈지분유․버

터 등)

⑤=③-④

국내계

(822

만톤)
기타

후쿠리쿠(14만톤)

간토우

(140만톤)

가공유․성분조정
우유(50만kl)

제품량 →

생유량환산

유음료(122만kl)
※과잉재고 대책효과는 감안되지 않음

유제품용

생유처리량

(334만톤)

③

특정

유제품용

(210만톤)

⑤

도부

현계

(436

만톤)

●버터 수급
도우카이

(50만톤)

발효유(77만kl)

 0.6만톤 부족

버터제조량

(8.1만톤)

버터소비량

(8.7만톤)

긴끼(25만톤)

추코쿠(17만톤)
생크림 등 

용도(91만톤)
큐슈

(80만톤)
④ ※CMA 수입분은 감안되지 않음

치즈용
(32만톤)

오키나와(4만톤) 자가소비(8만톤)

보조사업의 공급계획

량에서 산출

특정 유제품 용도에서

제조량을 환산예 측 예 측 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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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가공원료유 보급금제도(2001∼)

  WTO/DDA협상에서 국내 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가격 형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은 가공원료유에 대한 

새로운 보급금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격 형성이 경직적

이었던 기존 부족불제도하에서의 행정가격, 기준거래가격 제도 및 이

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폐지하 다.

  가공원료유 가격은 과거에는 북해도 원유 생산비를 고려한 보증가

격에 의해 결정하 으나, 현재는 광역생산자단별로 유업체와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이때 광역단체의 유업체와 교섭력 여하에 따라 가공원

료유 생산 농가 수취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광역단체별 생유판매

가격(실제거래가격)은 유업체와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의 전

제조건은 사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사용실적 파악업무를 수행한다.

  생산자 보급금의 대상이 되는 가공원료유의 용도는 버터, 탈지분유, 

전지가당유, 탈지가당유, 전분유, 전지무당유, 가공분유, 탈지유 등이

며, <표 3-3>에서처럼 각 용도별로 한도수량이 설정되어 있다.

표 3-3.  일본의 보급금 지원 규모 및 단가, 2003

주: 총 수탁판매 수량 8,041천 톤, 생산자 지불 풀 유가(추정) 84.80엔/㎏.

자료: 일본 낙농유업협회 내부 자료, 2005.

품  목 판매단가 보급금 단가 농가수취단가 한도 수량

○음용우유 95.6엔/㎏ - 95.6 -

○발효유용 78.4엔/㎏ 10.3 88.7 385천 톤

○특정유제품(탈․전지분유) 59엔/㎏ 10.7 69.7 2,114천 톤

○생크림 등 66엔/㎏ 6.5 72.5 808천 톤

○치  즈 41.7엔/㎏ 3.6 45.3 306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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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제도의 시사점

3.1. 각국 제도의 요약

  미국, 캐나다, EU, 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우유 수급 관련 정책을 

낙농조직, 계획생산 여부, 쿼터이전허용 여부, 가격결정 메커니즘, 혼

합가격(Pooling)제도 등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표 3-4>와 

같다.

3.2. 외국 제도의 시사점

  미국이나 EU, 캐나다 등 국가들도 우유 수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쿼터를 설정하고 국경보호를 하는 등 정부

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국내에

서 유제품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으며 체화된 유제

품을 수출보조를 통해 외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우

유의 지지가격을 낮추고, 보조금도 줄임으로써 점차 우유에 대해서도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제품

을 수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비슷한 여건이며, 따라서 일본의 제

도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하에서는 일본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일본의 유제품용 원유사용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40%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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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요국의 우유 수급 관련 정책 요약

미국 캐나다 EU 일본 한국

낙농

조직

연방우유유통

명령제 및 주별 

우유유통명령제

낙농위원회, 

캐나다 우유공

급관리위원회

국가별 쿼터량을 

할당. 

낙농조직은 각

회원국에 일임

초기에는 유업

체 중심 수급조

절, 1965 도도부

현별 지정생유

생산자단체 (단

일집유) 45개를 

2000까지 8개로 

광역화 

낙농진흥회와 

개별유업체 

2중 체제

계획

생산

여부

없음.

단, 1983낙농전

환 계획 , 1986 

낙농폐업계획 

도입

1등급은 지역별 

쿼터설정, 가공

용은 전국 단위

쿼터-초과생산

은 과징금

1984 원유할당

제 도입-초과시 

과징금제,

2013까지는 쿼

터 유지

1979년부터 계

획생산제도 (9

5%참여)

낙농진흥회와 

유업체는 2002

부터 각각 별

도의 생산쿼

터 운용

쿼터

이전

여부

캘리포니아는 

쿼터이전 허용

동일주내 쿼터

매매 허용

국가별로 상이 

(*덴마크, 프랑

스는 매매불허

용)

쿼터매매허용
폐업시에 한

해 매매 허용.

가격

결정

가공용 우유 가

격지지, 등급별 

우유가격결정 

(가공용은 시장 

결정, 음용용은 

일정액 부가), 

가공용 원유 목

표가격, 지지가

격제도,

2002부족분 지

불폐지

목표가격과의 

차액 직접지불,

개입가격으로 

최저가격보장

음용유는 시장 

교섭, 가공용은 

정부가 결정

(업체지불+정부 

부족분지불금), 

2001 부족불지

불을 폐지하고 

직접지불지급

낙농진흥회에

서 가격이 결

정되면, 유업

체도 따르는 

형태 

pooling

제도

지역별 가격 po

oling제도

종전 가공용 우

유만 pooling, 9

6이후 전 등급 

pooling 제도로 

전환

price pooling

지역별 blend pr

ic e (음용+가공

용)

가격 pooling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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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30%보다 크며, 우리나라도 원유의 가공용 사용량을 늘릴 여

지가 있다. 다만, 일본은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을 예측한 뒤, 수급의 

차이(과잉공급)를 특정유제품(탈지분유, 버터) 용도의 원유수급에 반

하고, MMA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탈지분유 혹은 버터로 수입한

다. 일본은 UR 협상때 유제품의 관세를 높게 유지하 고 특정유제품

의 MMA 물량을 원유환산량(13만 7천 톤)으로 설정함에 따라, 탈지분

유의 재고가 많을 때는 버터를, 버터의 재고가 많을 때는 탈지분유로 

수입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혼합분유의 관세율이 36%에 불

과하여 사실상 분유 수입이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둘째, 일본은 농가 생산 원유의 약 92%가 지정 생산자 단체인 집유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집유일원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정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가공원유에 대한 부족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 기 

때문이다.

  셋째, 원유의 가격은 지정생산자 단체가 유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용

도별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용 원유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게 되어 유가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용우유의 가격은 생산자

와 유업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가공용 우유의 가격은 일본 낙농

유업협회(J-Milk)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합의하여 고안한 가격 결정 

공식(formula)에 따라 대체로 따른다.

유제품 업자 지불 가능 유제품 대금 = ∑{(유제품의 판매 가격 - 도

매업자의 마진-제조업자의 이익 - 제조 및 판매 코스트) ÷ 단위당 

제조 필요량 × 생유 환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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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원유의 수급조절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공동으로 조직한 낙농

유업협회(J-Milk)에서 원유 수급 예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단체인 중앙낙농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생산 쿼터량을 확정하고, 지역

별 지정생산자 단체로 할당하며, 회원단체, 농협을 거쳐 개별 농가로 

배정된다. 각 농가는 쿼터량 초과 생산이 거의 없으며, 원유 과잉 때

에는 사료용으로 공동 처리하는 등 생산자 단체 스스로 공급을 조절

하려고 노력한다. 쿼터거래는 가능하나 쿼터가격은 거의 없다고 한다.

  다섯째, 원유의 검사는 유업체의 검사 성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검사 공 화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구별된다.

  여섯째, 집유비, 검사비, 판매 수수료 등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원유과잉생산을 대비한 판매대책기금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등 농가가 스스로 적극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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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유 수급 추정 모형 개발

  이 장에서는 유제품의 수요함수와 우유의 공급함수 모형을 설정하

고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대상 유제품에

는 시유,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버터, 분유가 포함되었으며, 우유 공

급은 착육 두수와 마리당 산유량을 분리하고, 단기․중기를 구분하여 

추정하 다. 여기에서 추정된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성치 및 소득탄성

치는 제5장에서 시장개방의 향분석에 활용된다.

1. 유제품 수요 추정

1.1. 모델과 변수

  유제품의 수요 함수 추정은 시유(가공시유 포함), 발효유(액상 및 호

상 포함), 치즈, 조제분유, 버터에 대해 실시하 다. 유제품 수요분석

에 추정된 함수식은 추정계수가 수요 탄성치를 직접 나타내는 다음 

식 (1)과 같은 log-log 형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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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 Dt = α0 + α1ln Pt + α2ln Yt + α3ln Rt + α4d1t + α5d2t + εt

  여기에서 Dt는 1인당 유제품 소비량 (조제분유의 경우 총소비량), Pt

는 실질가격, Yt는 1인당 실질소득, Rt는 도시가구 당 식품 소비지출 

중 낙농품 지출액 비중, d1t는 더미변수로 IMF 외환 위기의 향을 나

타내기 위해 1998년 이전은 0, 그 후는 1 로 하 다. d2t는 치즈와 조

제분유에만 해당되는 변수로서 치즈의 경우 1987년 이후 치즈의 소비

패턴 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1987년 이전은 0, 그 후는 1), 조

제분유의 경우 출산율(log(출산율))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이다. 

  Rt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변수는 우유제품 소비에 대한 기호 변화를 나타내는 대리변

수인데, Song and Sumner (1999)의 경우 우유 및 유제품이 전통적 식

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제품 소비는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접

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나타는 대리변수로 ‘도시화율’을 사

용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제품에 대한 소비지출 변화를 보다 직

접 나타내는 ‘낙농품 지출액 비중’을 사용하 다.4 

4
 그러나 낙농품 지출 비중은 가구당 총 식품 소비지출액 중 모든 낙농품 지

출액의 비율이므로, 이 변수에는 각 유제품의 가격이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

여 각 수요함수에서 유제품가격과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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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자료

  유제품 가격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2000=100)를 사용하 으며, 수요함수 추정 시 소비자 물가지수 

(2000=100)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하 다. 1인당 유제품 소비 자료는 

농림부의 ｢낙농편람｣ 자료를 이용하 으며, 1인당 실질소득은 한국은

행 자료를 이용하 고, 낙농품 소비지출액 비중은 통계청의 도시 가구

당 식료품 지출액과 낙농품 지출액으로부터 계산하 다. 분석기간은 

1975년부터 2004년까지의 30년이며,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 다. 

1.3. 유제품 수요함수 추정결과

  각 유제품별 수요함수 추정 결과는 <표 4-1>에 요약되어 있다. 

1.3.1. 시유

  시유는 가격탄성치가 다소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

계수 -0.96), 소득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소비가 반응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추정계수 1.211). 선행 연구에서는 시유 소비의 가격탄성치

를 이철현(1997)은 -0.57, 송과 썸너(Song and Sumner 1999)는 -2.7, 백

종희 등(2002)은 -0.33~-0.68, 신승렬 등(2003)은 -1.48로 분석하 다.

  선행 연구의 시유 소비의 소득탄성치는 이철현(1997)은 0.64, 송과 

썸너(Song and Sumner 1999)는 0.77, 백종희 등(2002)은 0.31~1.16으로 

분석하 다. 시유의 대체재로 발효유 가격을 삽입하여 추정한 결과 통

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에서 제외하 다. 백종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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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대체재로 탄산음료 가격을 삽입하여 추정하 으나 이 역시 

통계적이 유의성이 없어 추정에서 제외하여 이 연구에서도 탄산음료

는 대체재로 삽입하지 않았다. 

  시유 소비는 낙농품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낙농품 지출 비중이 1% 변할 때 시유 소비

의 변화는 1.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추정계수 1.817). IMF 외환위

기의 향을 나타내는 D98 더미 변수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외환위

기가 시유 소비를 감소토록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2. 발효유

  발효유는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2.159). 이철현(1997) 역시 1981년부터 1996년의 자료를 가지고 추

정한 결과에서 -1.65의 매우 탄력적인 발효유 가격탄성치를 얻고 있

다. 

  발효유의 소득탄성치는 0.996으로 소득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철현(1997)은 1.25의 소득탄성치를 얻고 

있다. 

  시유와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는 발효유의 소비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낙농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수록 발효유 소비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낙농품 소비지출 비중 증가(%변화)보

다는 발효유 소비 증가(%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추정계

수 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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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치즈

  치즈 수요함수의 경우 낙농품 지출비중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

다. 이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치즈 수요는 외식업체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소비 패턴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삽입한 낙

농품 지출 비중은 가정에서 식품구입에 지출하는 지출액 중 낙농품에 

대한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치즈수요 함수에는 이 대리변수

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치즈는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가 다소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으나(-0.87), 소득에 대해서는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2.704), 향후 소득 증가에 따라 치즈의 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과 썸너(Song and Sumner 1999)는 

치즈 수요의 소득탄성치를 3.19로 추정하 다.

  1987년 이후 치즈는 자연치즈와 가공치즈로 구분해서 도입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치즈 수요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 변화

가 나타난다. 이 추세 변화를 대표하는 D87 더미변수에 대한 계수는 

1.507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도 추세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다른 유제품과 달리 치즈 수요는 외환위기가 수요 감소를 초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4. 조제분유

  조제분유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1975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로 추

정하 다. 다른 유제품 수요와 달리 조제분유는 소비 대상이 신생아이

므로 1인당 수요함수 대신 총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조제분유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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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0.368). 출산율이 높을수록 조제분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탄성치 0.682). 외환위기의 향은 조제분유 수요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5. 버터

  버터의 경우 1997년 이후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지 않아 

1975~1996년의 자료로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버터 수요는 가격에는 

탄력적으로 반응하나(-1.844), 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0.864). 

표 4-1.  유제품 수요함수 추정결과
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시유는 1차, 발효유는 2차, 치즈는 2차, 조제분

유는 1차, 버터는 1차 자기상관 오차를 수정하 음. ** 및 *는 각각 1% 

및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치즈 수요함수의 추정계수 중 α5는 더미변수로서 1987년 이후 치즈가 

자연치즈와 가공치즈로 분리된 것을 반 하기 위해 삽입하 음.  

   3) 조제분유는 총 수요함수를 추정한 것이며, 추정기간은 데이터 문제상 

1975~2002년 임. 추정계수 α5는 출산율에 대한 추정계수를 나타냄.

품 목
α0

(상수항)

α1

(자체가격)

α2

(소득)

α3

(낙농품 

지출비중)

α4

(D98더미)

α5

(D87더미

/출산율)

2R D.W.

시유
-14.411

(2.285)** 
-0.960

(0.437)*
1.211

(0.041)**
1.817

(0.152)**

-0.314

(0.076)**
- 0.988 1.871

발효유
-4.429

(7.657)

-2.159

(0.598)
**

0.996

(0.299)
**

0.663

(0.311)*

-0.553

(0.121)
** - 0.981 2.0069

치즈2)
-42.106

(6.158)
**

-0.874

(0.229)
**

2.704

(0.342)
** -

0.365

(0.154)
*

1.507

(0.205)
** 0.991 1.8515

조제분유3)
7.342

(4.577)

-1.200

(0.4542)
*

0.368 

(0.1694)
*

1.391 

(0.1936)
**

-0.284 

(0.0749)
**

0.682 

(0.2184)
** 0.949 1.6356

버터
-12.036

(5.088)*
-1.844

(0.645)**
0.864

(0.227)**
3.350

(0.549)**
- - 0.952 1.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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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1997)은 -1.66의 가격탄성치, 0.42의 소득탄성치를 얻고 있으

며, 송과 썸너(Song and Sumner 1999)는 -1.44의 가격탄성치, 1.65의 

소득탄성치를 얻고 있다. 버터 수요는 낙농품에 대한 소비 패턴 변화

가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낙농품 소비지

출 비중이 1% 변할 때 버터 수요는 3.35%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유 수요 추정

2.1. 모델과 변수

  분유는 일반 유제품과 달리 최종소비재가 아니며 분유를 원료로 하

는 유제품 및 식품가공업체들의 중간수요이다. 현재 분유는 성분에 따

라 국내에서는 탈지와 전지분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수입분유는 탈지

와 전지분유 이외에도 혼합분유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탈지, 전지, 혼합분유 각각을 분리하지 않고 각 분유

제품을 합산하여 총 분유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분유 수입의 경우 탈

지와 전지분유에 대해서는 TRQ 물량이 정해져 있으나, 혼합분유에 

대해서는 TRQ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도 2004년 당시 36%로 매

우 낮은 수준이다.5 

  국내의 분유 생산은 직접 분유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보다는 적정 

5
 혼합분유는 탈지 또는 전지분유에 설탕, 유장분말, 기타 식품 첨가물을 섞은 

것으로 혼합분유의 대부분은 분유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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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으로 생산된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 이유

는 수입 분유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분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

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분유가 없어도 분유수요는 수입 

분유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t기에서의 총 분유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Dt= Qt + St-1 + It - St

  여기서 Dt는 t기의 분유소비량, Qt는 t기의 국내 분유 생산량, It는 t

기의 분유수입량, St-1는 t-1기의 분유재고량, St는 t기의 분유재고량이

다. 

  국내의 분유의 가격은 우리나라 분유 소비구조의 특성상 분유의 수

입가격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서 필요한 분유는 국제가격으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유의 소비는 소비자의 최종수요가 아니라 유가공 업체 및 

식품가공업체에서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수요이므로, 수입 분

유 가격은 이들 가공업체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유효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분유수요 추정에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3) Dt= b0 + b1Pt + b2Yt + b3St-2 + b4d + εt

  여기서 Pt는 분유의 수입가격(관세포함), Yt는 도시 가구당 실질 소

득, St-2는 t-2기의 재고량, d는 IMF 외환위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1998년 1분기부터는 1, 그 전은 0)이다. 

  St-2는 재고 보관비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 다. 보관비용

이 커질수록 금기(t기)에는 재고를 줄이려 할 것이므로, 식 (2)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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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금기의 분유소비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2 분석자료

  다른 유제품과 달리 분유의 경우 시장 개방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분석기간은 시장 개방의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1996년부터 2004

로 하 으며,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 다. 국내 분유생산량은 농림부의 

『낙농편람』자료의 국내 생산 전지와 탈지분유를 합산하여 구하 으

며, 분유재고자료 역시 농림부의 『낙농편람』 자료를 이용하 다. 분

유의 수입량은 관세청의 월별 품목별 수입 자료를 이용하여 전지분유

와 탈지분유 수입량을 합산하 으며, 혼합분유의 70%만이 분유성분이

라는 가정하에, 혼합분유의 70%물량을 전지와 탈지분유 수입량에 합

산하여 총 분유수입량을 구하 다.6 

  <그림 4-1>은 분유의 국내 생산량, 수입량, 소비 및 재고량을 타나

낸다. 분유의 국내 소비량변화는 그 패턴이 수입량 변화와 매우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의 분유소비량

을 직접 결정하는 가격은 분유의 수입가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6
 탈지와 전지분유 수입량 중 TRQ 물량을 넘어서는 물량은 국내 소비량 집

계에서 제외하 다. 탈지와 전지분유는 180-190%의 높은 고율 관세를 부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RQ 이상으로도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30-40%의 낮은 관세를 내고 혼합분유를 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탈지와 전지분유의 경우 수입된 분유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재수출 할 경우 저율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관세는 저율관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RQ 이상의 수입 물

량은 재수출 물량이라고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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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분유의 생산, 수입, 소비 및 재고

  <그림 4-1>에서 보면 분유의 국내 생산량과 재고량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유가공 업체 및 분유를 원료로 쓰는 식품가공 업체의 

분유 사용이 전기에서 넘어온 재고분유를 우선 소비하는 구조라고 가

정할 때, <그림 4-1>은 분유재고량이 분유의 생산량과 접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즉 분유의 수입량은 분유재고량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분유의 수입가격 자료는 관세청의 월별 품목별 수입자료 중 혼합분

유의 수입가격을 사용하 으며, 각 연도별 관세와 환율을 적용하여 국

내가격으로 환산하 다. 수입가격 및 도시가구 당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2000=100)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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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유 수요함수 추정 결과

  분유 총수요함수 추정 결과는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의 평균치

에서 계산한 탄성치는 가격탄성치가 -0.5084이며, 소득에 대한 탄성치

는 0.9851이다.7 재고보관 비용을 대표하는 t-2기의 재고량에 대한 변

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양의 부호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탄성치

는 0.1738로 계산되었다. 

 외환위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로 나

타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이 전반적으로 분유 수요에는 부정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분유 수요함수 추정결과1)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추정계수는 1차 자기상관 오차를 수정한 결과임. 

**는 1%에서, *는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탄성치는 데이터 기간 평균치에서 계산한 결과임.

7
 송과 썸너(Song and Sumner 1999)는 1975-98년의 연도별 자료로 분유 수요

의 가격탄성치와 소득탄성치를 -0.80과 0.64로 분석하 다. 

b0

(상수항)

b1

(가격)

b2

(소득)

b3

(t-2기재고)

b4

(더미)
2R D.W.

추정계수
7485.2

(4709)

-1.8718 

(0.8306)*
0.0026 

(0.0008)**
0.1893 

(0.0800)**
-4294.5

(989.4)*
0.6264 2.0152

탄성치2) -0.5084 0.9851 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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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유의 공급반응 모형 추정

3.1. 공급반응 모형의 구조

  착유두수와 마리당 산유량을 분리한 모델을 설정하여 중․단기 우

유 공급반응 모형을 설정하 다. 일반적으로 착유는 2세 이상의 젖소

를 대상으로 하므로, t기의 착유우 두수는 식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4) NCt = NCt-1 - Slt + r×Calt-2  

  여기서 NCt는 t기의 착유우 두수, Slt는 t기에 도태된 노폐우 수, 

Calt-2는 t-2기에 입식한 송아지 두수, r은 송아지의 생존율을 의미한다.

  마리당 산유량을 yt로 정의할 경우, t기의 우유 공급량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TMt = yt × NCt = yt × (NCt-1-Slt + r×Calt-2) 

  마리당 산유량 yt는 식 (6)과 같이 t기의 우유가격(납유가격), 사료가

격 및 쇠고기 가격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6) yt=fy(Pmt, Pft, Pbt)  

  여기서 Pm, Pf, Pb는 각각 우유가격, 사료가격, 쇠고기 가격을 나타

낸다.

  식 (5)의 정의를 따를 경우, 우유 공급반응 모형의 기본구조는 식 

(4), 식 (6)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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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기 공급반응 모형

  단기 공급반응 모형은 t-2기에 입식한 송아지 두수가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노폐우의 도태와 마리당 산유량 조절을 통해서 우유의 공급

이 결정되는 구조로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7) NCt= NCt-1 - fs(Pmt, Pf, Pbt, NCt-1) + r × Calt-2  

  여기서, fs(Pmt, Pft, Pbt, NCt-1)은 t기에 이루어진 노폐우 도태를 나

타내는 함수로 이는 t기의 우유, 사료 및 쇠고기 가격과 t-1기의 착유

우 두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기모형에서는 최종적

으로 식 (7)을 식(8)과 같은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8) NCt= fc(Pmt, Pft, Pbt, NCt-1, Calt-2) 

  단기모형의 정의상 사전적으로 Calt-2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1

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8

3.3. 중기 공급반응 모형 

  중기 모형은 일종의 투자행위로 2년의 시차를 가지는 송아지 입식

이 모형에서 함수로 표시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기에 착유를 

한 젖소 중 도태되지 않고 남은 젖소와 t-2기에 입식한 송아지 수를 

8
 이는 송아지 생존율은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임. 또한 NCt-1의 계수 역시 양

의 값을 가지며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도축함수에서

는 NCt-1이 1보다 작은 양의 값으로 추정될 것이므로(예를 들어 b̂ ),식 (5)에
서는 최종적으로 1보다 작은 값으로 도출 될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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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함수 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t기의 착유우를 구성하는 함

수를 정의할 수 있다. 

(9) NCt-1 -Slt = fsr(Pmt, Pf, Pbt)

   Calt-2 = fac[Et-2(Pmt), Et-2(Pft-1), Et-2(Pft)]

  송아지 입식은 t-2기에서 예상하는 t기의 우유가격 Et-2(Pmt)과 t-1기 

및 t기의 사료가격 Et-2(Pft-1), Et-2(Pft)의 함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최종

적으로 회기모형에서는 t기의 착유우 두수를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10) NCt = fc[Pmt, Pft, Pbt, Et-2(Pmt), Et-2(Pft-1), Et-2(Pft)]9

3.4. 분석 자료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1980~2003년의 연도별 자료로서 원유(납유)

가격, 착유우 두수, 마리당 산유량, 1세 이하 젖소 송아지 수 및 사료

가격은 농림부의 ｢낙농편람｣ 자료를 이용하 으며, 쇠고기 가격은 통

계청의 쇠고기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 다. 젖소 고기 가격과 상응

하는 가격인 수입 쇠고기 물가지수는 1990년 이전은 발표되지 않아 

한우쇠고기 물가지수를 쇠고기 가격을 대표하는 가격으로 사용하 으

며, 모든 가격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 다.

9
 식 (10)은 노폐우 도태 함수와 송아지 입식의 함수가 결합되어 단일 함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두 함수들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E(NCt)= E(far) + r×E(fac)=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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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기 공급반응 모형 추정 결과

  단기모형 추정에 사용된 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3단계 최소자승추정법 (3SLS)을 사용하여 

추정하 다.

yt = β0 + βmlnPmt + βflnPft + βblnPbt + βd93D93 + βd02D02 + εyt

NCt = α0 + αmlnPmt + αflnPft + αblnPbt + αncNCt-1 + αclfCalt-2

   + αd02D02+αd03D03 + εnt

  마리당 산유량 함수에서 D93 더미변수는 1993년 및 그 후는 1, 이

전은 0으로 한 것으로 1993년에 실시한 위생등급제의 효과를 보기 위

해 삽입하 고, D02 (2002년 및 그 후는 1 이전은 0) 더미변수는 최근

의 분유재고 감축정책인 ‘착유우 도태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삽입

하 으며, D03 더미(2003년은 1, 이전은 0)는 또 다른 분유재고 감축

정책인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와 ‘낙농폐업․원유감산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추가하 다. <표 4-3>에서 보면 설명변수 대부분이 95% 이

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마리당 산유량 함수에서는 설

명변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쇠고기 가격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으로 도출된 이유는 쇠고기 가

격이 높을수록 노폐우의 도태가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은 젖소 위주로 

착유가 되기 때문이다. 위생등급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D93 더미 변수

에 대한 계수는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위생등급제 실시로 

말미암아 노폐우의 도태가 촉진되어 생산성 높은 젖소 위주로 착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D02 더미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으로 

도출 된 것 역시 노폐우의 도태 촉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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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단기 우유공급반응 모형 추정 결과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 및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

함을 나타냄. 

3.6. 중기 공급반응 모형 추정 결과

  중기 모형 추정에서의 이슈는 낙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할 시점에

서 앞으로의 우유 및 사료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합리적 기대가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대이론 중 어떤 가정이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의사결정을 잘 반 하는 구조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 기대(naive expectation) 가설을 채택하 다. 그 

이유는 우유가격은 정부가 한번 고시하면 일정 기간 변동 없이 유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 모형의 추정에서 사용된 가격은 

Et-2(Pmt) =Pmt-2와 Et-2(Pft-1)=Et-2(Pft)=Pft-2이다.

  중기모형 추정에 사용된 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단기모형과 마

찬가지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3단계 최소자승추정

법 (3SLS)을 사용하여 추정하 다. 

yt = β0 + βmlnPmt + βflnPft + βblnPbt + βd93D93 + βd02D02 + εj

NCt = α0 + αmlnPmt + αflnPft + αblnPbt + αm2lnPmt-2 + αf2lnPft-2

   + αd91D91+αd02D02 + εnt

상수항 lnPm lnPf lnPbt NCt-1 Calft-2 D93 D02 D03 R
2
D.W.

착유우

두수

309.49

(273.1)

42.46

(32.57)

-63.08

(31.55)
**

-29.01

(17.50)
*

0.325

(0.162)
**

0.811

(0.315)
***

-

25.3

(8.81)
***

-25.50

(9.68)
***

0.943 2.231

두당

산유량

-10633

(6666)

3641.4

(798.3)
***

-2192.5

(625.8)
***

1080.3

(438.9)
**

- -

918.34

(106.2)
***

358.6

(198.7)
*

- 0.934 1.893



53

표 4-4.  중기 우유공급반응 모형 추정 결과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는 각각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

냄. 

  추정 결과 <표 4-4>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당 산유량 함수의 상수항

을 제외한 모든 계수가 95% 이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모형

에서와 마찬가지로 1993년에 실시한 “원유의 위생등급제”정책의 효과

는 마리당 산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착유우 도태정

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D02 더미 변수에 대한 계수 역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노폐우 도태로 말미암은 젖소의 평균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착유두수 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단기모형에 비해 추정된 계수의 

절대 값이 모두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기 모형이 낙농가들의 송아

지 입식을 통한 사육두수 조절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출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단기모형에 비해 중기모형에서는 착유두

수가 가격변수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수항 lnPm lnPf lnPbt lnPmt-2 lnPft-2
D91

/D93
D02 R2 D.W.

착유우

두수

2991.5

(344.7)
***

120.06

(60.47)
**

-332.31

(31.08)
***

-205.00

(27.79)
***

148.93

(53.38)
***

-292.13

(38.62)
***

-28.55

(10.01)
***

25.23

(12.42)
**

0.9538 1.881

두당

산유량

-1911.9

(5350)

2657.5

(812.7)
***

-2391.9

(469.4)
***

787.80

(374.7)
**

- -

825.39

(115.0)
***

448.58

(206.6)
**

0.9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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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격탄성치 계측 결과

  <표 4-5>에서 보는 것처럼 우유공급은 노폐우 도축과 양의 상관관

계에 있는 사료가격과 쇠고기 가격에 대해서 음의 탄성치를 보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단․중기에 걸쳐 우유공급은 사료가격에 가장 탄

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공급에는 우유가격

이 쇠고기 가격보다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으나, 

우유가격과 쇠고기 가격에 대한 탄성치는 절대 값을 기준으로 할 경

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우유공급의 가격탄성치는 1990년 이후

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우유가격에 대한 탄성치는 미미한 감소 추세

에 있으며, 사료가격에 대한 탄성치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4-5.  단․중기 우유공급의 가격탄성치 계측결과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1990~2003년의 평균치이며 유의하지 않은 상수항은 탄성치 계측시 제외하 음.

우유가격 사료가격 쇠고기가격

단기
0.2992

(0.0012)

-0.5338

(0.0025)

-0.2318

(0.0019)

중기
0.7722

(0.0046)

-1.6238

(0.0080)

-0.6884

(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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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단․중기 우유공급의 가격탄성치 변화 추이

<단기> <중기>

4. 수급 전망

4.1. 착유우 두수 및 원유 생산량 전망

  앞에서 추정된 착유우 두수 및 원유 생산량에 미치는 사료가격, 우

유 가격, 쇠고기 가격탄성치를 이용하여 2015년까지의 착유우 두수와 

원유 생산량을 전망하 다<그림 4-3>. 여기서의 전망은 향후 생산과 

수요에 향을 미치는 정책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추세치를 보여주

는 것이다. 원유 생산량 전망에 이용된 쇠고기 가격과 사료가격은 

2000~04년 사료가격 평균 상승률인 1.8%씩 상승하고, 원유가격은 연

간 2%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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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착유우 두수 및 원유 생산량 전망

주: 착유우 두수는 농림부 실국정보화 업무시스템 12개월 평균치를 이용하여 전망함.

  분유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한 원유 감산 정책으

로 착유우 두수는 2003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원유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시유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

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두수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

로 전망된다. 

4.2. 유제품 소비 전망

   앞 절에서 추정된 소득과 가격의 탄성치 수치를 이용하여 2015년

까지의 유제품별 소비량을 전망하 다<그림 4-4, 4-5>. 파라메터 rkat

으로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3%, 시유의 가격은 연평균 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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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제품의 가격은 연평균 1%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시

유 가격은 일반적으로 원유 가격 상승 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또 시유는 전량 국내산 원유로 사용되므로 다른 유제

품보다 가격 상승 폭을 높게 책정하 다. 

  유제품별 향후 소비 전망을 보면, 발효유, 치즈, 분유, 버터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치즈는 

2015년 소비량이 2004년보다 116% 증가한 13만 7천 톤으로 전망된

다. 2003년 이후 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는 시유는 장기적으

로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 178~180만 톤 수준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

된다. 조제분유는 출산율이 연평균 1%씩 저하된다면 2015년에는 

2004년보다 약 8% 감소한 1만 6천 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4.  유제품 소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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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유제품 소비 전망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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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제품 시장 개방의 향 분석

  이 장에서는 최근 논의 중인 DDA 협상에서 유제품에 대한 시장개

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별로 국내 우유 생산과 가

격에 어떤 향을 미칠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음용유를 제외한 

유제품을 유지방과 고형분으로 나누어 성분별 분석을 하 고, 최종산

물과 투입재 등이 포함된 균형분석 모델을 이용하 다. 

1. 우리나라의 유제품 수입현황

  1994년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낙농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실시

해 왔으나, UR 협상이후에는 MMA(TRQ)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었

다. 이러한 개방의 향으로 수입유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

여 2003년의 경우 유제품 국내 소비량 중 수입유제품은 21%를 차지

하 다. 유제품 수입은 단일 저율관세(양허관세)로 수입하거나 MMA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2중 

관세체제로 수입하고 있는데, UR협상에 의해 UR 이후 2004년까지 

MMA 이상물량에 대한 고율관세는 매년 감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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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 예를 들어 전지분유의 경우 

저율관세는 40%, 고율관세는 176% (2004년)이며, 버터의 경우 고율관

세는 89%인 반면, 조제버터의 경우는 8%의 저율 단일 관세로 수입되

고 있으며 치즈의 경우 36%의 단일 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관

세율의 차이 때문에 수입업자는 TRQ 초과물량을 고율 관세로 수입하

기 보다는 단일 저율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비슷한 품목으로 대체하

여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혼합분유의 경우 탈지분유와 

매우 유사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36%의 저율 관세로 수입할 수 있

으며, 조제 버터 역시 물량제한 없이 8%의 저율 관세로 수입할 수 있

어, 2003년의 경우 버터 수입량은 1,380 톤인데 비해 조제버터는 10배

가량 높은 13,161 톤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수입유제품의 대체현상은 

유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이외에도 우유성분에 대한 수요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유 성분을 유지방과 고형분으로 나누어 이

들 성분에 근거한 부분균형-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

여 관세감축 등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DDA협상 논의 내용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는 수출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

의되었으나, 수입 관세 감축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고율관세의 경우 50% 또는 그 이상의 감

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RQ 물량의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TRQ 

물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2배까지 물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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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적은 수준의 관세감축율과 

점진적인 TRQ 물량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각 국은 몇 개의 

민감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들 품목역시 개방 확대라는 큰 흐름

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시뮬레이션 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국내 유제품 시

장의 특징인데, 국내 유제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음용유는 국내산 원

유로 만들어 진다10는 점과 소비되는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지방

(fat)과 고형분(non-fat solid) 등 유성분은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 유성분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 중 음용

유로 가공되고 남은 원유와 경쟁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내의 원유가격은 원유의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음용유로 사용되는 원유의 경우 낙농진흥회의 고시가격이 기준가

격 역할을 하며, 유제품으로 사용되는 원유(또는 전지 혹은 탈지분유

로 저장한 국내산 원유)는 탈지분유 등 수입원료 가격과 거의 같은 수

준으로서 낙농진흥회의 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0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용유는 전량 국내산 원유로 만들고 있으나, 

향후 수입자유화가 확대되고 기술개발이 진전되면 외국산 원유가 음용용으

로 수입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일본 북해도산 원

유나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멸균우유가 음용용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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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특징은 음용유를 제외한 유

제품전체를 유지방과 고형분으로 나누어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음용유(Qft), 음용유 이외의 유제품

에 포함된 유지방과(Qfat) 고형분(Qnfs) 세 가지를 최종재로 간주했다. 

국내산 원유(X)는 음용유로(Xft)로 사용되는 경우와 유제품(Xpro)로 사

용되는 경우로 구분하 으며, 국내산 원유는 음용유로 사용될 경우 높

은 가격(P
H
)을 받는 것으로 하 고, 유제품으로 사용될 경우 낮은 가

격(PL)을 받는 것으로 하 다. 우유생산 농가들은 원유의 사용실적에 

따른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가중 평균한 가격을 수취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단위의 원유에서는 일정량의 유지방과 고형분이 포함되어 있는

데 유지방 성분은 원유의 4%이며 고형분 성분은 원유의 9% 수준이

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이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 다(α

ft=0.04, αnfs=0.09). 

  우리나라를 국제 유제품시장에서 소국(small country)으로 가정하여 

유지방과 고형분의 국내가격(Pfat과 Pnfs)은 수입가격과 같다고 가정하

으며 이들 가격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되었다. 다음의 방정식 

체계로 우리나라의 유제품 시장을 설명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정

하 다. 

(1) Qi = Di (Pi;z i )) i= fl(음용유), fat(유지방), nfs(고형분)

(2) pft = (1 + w )p H 

(3) pj = (1 + πj )p̂ j  j=fat, nfs
(4) Qft = X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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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j = αjXpro + Mj   j=fat, nfs

(6) X = Xft + Xpro 

(7) p X (p H ,p L ) =
∂C (w,X )

∂X

(8) p L = Σ
j

αjpj  j=fat, nfs

(9) vn = ∂C (w, X )
∂wn

 n=1, …, N (n은 원유생산을 위한 투입요소)

(10) wn = G (vn;hn )  n=1, …, N

  식 (1)은 음용유와 우유성분의 수요를 나타내며, zi는 수요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이다. 식 (2)는 음용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정식으로 

원유가격에 일정률(w )의 마진이 붙어 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하

다. 식 (3)은 우유성분의 가격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우유성분의 수

입가격(p̂  j )에 관세 (πj)가 부과 되어 국내 가격으로 환산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식 (4)와 (5)는 유제품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관계를 타나낸다. 식 (5)에서 Mj는 수입 유성

분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유성분(αjXpro)과 더해져 총 공급량이 된다. 식 

(6)은 국내산 원유는 음용유와 기타 유제품으로 사용된다는 관계를 나

타내는 항등식이며, 식 (7)은 균형점에서는 원유생산의 한계비용은 원

유수취가격과 같아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식 (8)은 원유가격을 나타내

는 것으로 원유가격은 각 원유성분 가치의 합계로 표시할 수 있다. 식 

(9)와 (10)은 요소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으로서, 식 (9)는 요소수

요량이며 식 (10)은 요소의 공급을 나타내는 역공급함수이다(w는 요

소가격). 식 (10)에서 hn은 요소공급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이다.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했으므로 국내의 정책변화는 모형에서 유



64

성분의 가격인 pfat과 pnfs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유고

시가격 (PH) 인상 등 국내 정책변화로 발생하는 외생적인 충격은 모형

에서 X, Xpro, Mj 등은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나 pfat과 pnfs에

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 

  식 (1)~(10)을 전미분 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 탄성치 모델을 얻을 

수 있다(Muth, 1964; Sumner et al., 1999).

(1')                      , k=fl, fat, nfs,  i=fl, fat, nfs

(2') 

(3')           , j=fat, nfs

(4')  

(5')                             ,  j=fat, nfs

(6')  

(7') 

(8') 

(9')                           , n=1, N

(10')                     , n=1, N  

 식 (1')~(10')에서 연산자 E는 변화율을 나타내며, η와 λ는 수요의 

자체가격과 그 외 외생변수에 대한 탄성치를 나타낸다. jπ̂ 는 관세율

의 변화 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1(ˆ jj ππ +=  이며, s는 물량비중을 나

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Q
js 는 유성분 j 의 소비 중 국내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 fatprofat
Q
fat QXs α=  , 

Q
nfss nfspronfs QXα= ). 

X
fls  )( XX fl=

ii zλ+∑=
k

kiki EpEQ η
H

fl EpEp =

jj EEp π̂=

flfl EXEQ =

j
Q
jpro

Q
jj EMsEXsEQ )1( −+=

pro
X
flfl

X
fl EXsEXsEX )1( −+=

∑=
n

nn
X EwEp γ

nfs
p
fatfat

p
fat

L EpsEpsEp )1( −+=

EXEwEv knk
Nk

kn +∑=
=

σγ
,..,1

nn hµ EEvEw nnn +=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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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산 원유중 음용유의 비중을 나타내고, 
p
fats  )( L

fatfat ppα= 는 음

용유를 제외한 기타 유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원유가격에서 유지방이 

차지하는 가치의 비율이다. kγ 는 생산비용 중 요소 k가 차지하는 비율

이고, nkσ 는 요소 n과 k간의 Allen의 대체 탄성치 이며, ρn은 요소 n의 

자체가격에 대한 공급 탄성치, µn는 요소 n의 기타 외생변수(supply 

shifter)에 대한 공급 탄성치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정책변화의 시나리오는 2015년도의 관세를 대

상으로 하 다. DDA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협상의 구체적인 내

용이나 완료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지만, 일단 2015년까지는 

DDA협상에 따른 이행기간이 완료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시점을 2015년으로 하 다. 우리나라에 대한 2015년의 유제

품시장에 관한 전망치는 앞 장에서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최근

의 유제품 가격관련 자료로 전망치를 보완하 다. 

  정책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형에 필요한 

탄성치 등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하는데, 모형에 필요한 우유의 공급, 

우유성분의 수요와 공급 탄성치 등은 기존의 연구 등에서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또한 유지방과 고형분 물량에 대한 자료 역시 발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파라미터와 유지방 물량 등 

필요한 자료를 직접 추정하고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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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의 가정

4.1. 유성분 소비량

  우선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유성분 소비량 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 
Q
fats  과 

Q
nfss 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Q
fats  

는 αfatXpro/Qfat로 표시되며 총 유지방 소비량(Qfat)은 (αfatXpro+∑FiGi)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중 Fi는 유제품 gi의 수입량 중 유지방 성분의 비

율을 나타낸다. 수입유제품(gi)은 관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2004년 기준

으로 수입실적이 있는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 다<표 5-1>. 유제품 

중 우유의 성분 비율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 다. 이 연구

에서는 발효유는 음용유로 포함하 으며, 따라서 총 유성분 소비량 계

산시 국내산 원유 중 유제품에 사용된 원유(Xpro)에는 발효유가 포함

되지 않았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는 유제품 소비량에 대한 전망치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유제품 수입량과 국내산 원유 중 유제품으로 쓰이

는 물량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된 생

산 및 수요 전망 자료에서 Xpro 및 Xfl 수치를 계산하 다. Xfl 은 음용

유 수요와 발효유 수요를 더한 값이고, Xpro 는 전체 생산량 전망치에

서 Xfl를 뺀 값이다. 유성분에 대한 전망치는 몇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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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유제품 수입량(2003년 및 2004년)과 관세율

자료: 농림부․낙농진흥회, 「낙농편람 2004」. 

계산되었다. 우선 각 유제품별 수입량에 대한 전망치가 없기 때문에 

버터와 분유를 기준 품목으로 선택하여 이 두 품목이 함유하고 있는 

유성분량의 2004년 값과 2015년 값을 계산하 다. 다음으로는 이들 

2003년 2004년 단일관세(%) 2중관세 MMA(톤)

1000$ 톤 1000$ 톤 1995년 2004년
저율

관세

고율

관세

(1995년)

고육

관세

(2004년)

1995년 2004년

전지

분유
7,866 4,560 8,729 4,389 ― ― 20 215.6 176 621 1,034

탈지

분유
2,972 1,660 3,190 1,512 ― ― 40 215.6 176 344 573

연유 125 53 295 190 ― ― 40 98 89 78 130

유장 25,035 39,582 26,334 35,861 ― ― 20 94.1 49.5 23,000 54,233

버터 3,003 1,380 8,774 4,055 ― ― 40 98 89 250 420

조제

버터
21,891 13,161 35,348 17,411 8 8 ― ― ― ― ―

크림 2,113 2,030 7,276 5,286

치즈 93,829 35,782 120,197 41,351 39.6 36 ― ― ― ― ―

유당 9,287 15,770 9,678 14,672 ― ― 20 94.1 49.5 15,000 9,400

혼합

분유
25,000 12,713 63,593 29,612 39.6 36 ― ― ― ― ―

조제

분유
13,597 3,035 16,959 2,995

카제인 23,977 5,236 34,411 6,179 24.8 22.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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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품목이 함유하고 있는 유성분의 2004년 값 대비 2015년 값의 증가

율을 구한 다음, 이 증가율을 2004년의 유지방과 고형분 소비량에 적

용하여 2015년의 유지방과 고형분 소비량에 대한 전망치를 계산하

다. 이러한 방법을 따라 유성분 소비량에 대한 전망치를 계산할 경우,  

2004년과 2015년 기간 동안 유지방은 13%, 고형분은 30%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4.2. 유성분에 대한 수요 탄성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유성분에 대한 수요 탄성치를 유제품 수요로

부터 도출하기 위하여 알스톤 등(Alston et al., 2005)의 방법을 사용하

다. 유성분에 대한 수요 탄성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iiη̂ 는 유제품 i에 대한 자체가격 탄성치 이며, Fi 는 유제품 i
의 유지방 함유량이며, Ni는 유제품 i의 고형분 함유량이다. F와 N은 

모든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지방과 고형분의 합계이며, pi와 qi는 

유제품 i의 가격과 수요량이다. 유성분 가격 pfat과 pnfs는 FAPRI의 버

터 가격과 탈지분유 가격 전망치를 사용하 다. 유지방 가격은 FAPRI

의 버터가격 전망치에 1/0.85를 곱하여 계산하 다. 이는 버터의 경우 

약 15%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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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성분 관세

  유성분에 대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유제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를 각 제품에 함유된 유성분의 비중으로 가중평균 하 다. 2004

년 기준으로 13개 품목의 유제품이 수입되고 있고 이중 몇몇 제품은 

TRQ 이상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적용

되고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적용하여 유성분 관세를 계산하 다. 구체적으로 유지방의 경우 관세

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이 중 TXi는 유제품 i에 대한 관세율이며, Fi는 유제품 i의 유지방 함유

량, F는 전체 수입 유지방이다. 

4.4. 그 외 파라미터 

  음용유 가격탄성치는 제 4장에서 추정한 -0.96을 자체 가격 탄성치

로 사용하 으며, 하이엔과 웨셀(Heien and Wessells1998)을 따라 유성

11
 탈지와 전지분유의 경우 MMA를 초과하는 물량이 수입되는 경우도 있으

나, 대부분의 경우 MMA 초과수입 물량은 가공하여 재수출되고 있으며, 

재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제도에 따라 저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탈지와 전지분유에 대해서는 MMA 이상의 물

량은 국내소비량으로 보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 분유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에 삽입하 다. 

∑ 





=

i

i
Xifat F

FTT



70

표 5-2.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 및 기본 시나리오 전망치

자료: 음용유 수요 탄성치는 추정된 값임. 유성분 수요탄성치는 추정된 유제품 수요

탄성치로부터 계산한 값임. 

유제품 및 원유 관련 파라미터

음용유 및 유성분 수요 탄성치(η )
음용유 유지방 고형분

음용유 -0.96 0 0

유지방 0 -0.458 -0.032

고형분 0 -0.053 -0.382

물량 비중
Q
fats =0.1523

Q
nfss =0.1177

X
fls =0.918

가치 비중
p
fats =0.3110

요소 관련 파라미터

요소비용의 생산비에 대한 비중( kγ )

노동=0.18 사료=0.50 자본=0.32

대체탄성치( nkσ )

노동=0.1 사료=1.0 자본=0.3

요소의 공급탄성치(역공급함수)(ρn)

노동=0.67 사료=0.25 자본=0.5

2004년 자료와 2015년 기본시나리오 결과

2004년 2015년

원유생산량 (톤) 2,255,450 2,641,000

음용유 소비량 (톤) 1,973,593 2,351,440

유지방 소비량 (톤) 44,976 50,727

고형분 소비량 (톤) 113,198 146,810

유지방 가격 ($/톤) $2,450

고형분 가격 ($/톤) $2,400

유지방에 대한 관세율 (%) 30.9% 30.9%

고형분에 대한 관세율 (%) 31.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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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교차 탄성치는 0으로 가정하 다(fl, fat=fl, nfs). 시뮬레이션 모형에

서는 이들 탄성치가 시간이나 정책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생산비용 중 요소투입 비용에 대한 비중 kγ 는 농림부의 「낙농편

람」 자료의 원유 생산비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요소간 대체 탄성치

는 <표 5-2>에서 처럼 매우 낮은 것으로 가정하 다. 생산요소에 대한 

공급 탄성치는 탄력적이라고 가정하 는데, 이는 원유 생산농가들이 요

소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시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5. 시장개방 시나리오

  이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의 시나리오로 2015년에 수입개방이 확대되

는 상황을 설정하 다. DDA협상은 2015년까지 TRQ를 넘어서는 물량

에 대해서는 50%이상의 관세 감축과, TRQ 이내의 물량에 대한 관세

와 단일관세(양허관세)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감축이라는 형태로 귀

결될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정책 변화 시나리

오는 DDA의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감축 시나리오이다. 아울러 DDA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하여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자유무역 시나

리오도 함께 분석하 다. 

  관세 감축은 수입유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시뮬

레이션 모형에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성분에 대

한 관세 감축률로 전환하여야 한다. DDA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할 경

우 유지방에 대해서는 20.9%, 고형분에 대해서는 21.4%의 관세가 적

용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72

  DDA의 국내보조 부문 협상은 우리나라의 낙농부문에 대한 보조가 

AM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낙농가들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는 WTO 규정(rule)에서 비교적 자유로

울 것으로 가정하 다.

6. 시장개방 시뮬레이션 결과

  <표 5-3>은 DDA 시나리오와 자유무역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한 결

과이다. 모든 수치는 정책변화가 없는 상황과 대비한 증가율로 계산된 

것이다. DDA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감축을 수입가격에 적용하면, 

7.6%의 유지방 가격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7.5%의 고형

분 가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음용유외 유제품으로 사용되

는 유지방은 3.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형분은 3.3%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음용유를 제외한 유제품으로 사용되는 원유에 대한 가격

은 7.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음용유로 사용되는 원유에 대한 가

격은 낙농진흥회의 고시가격이므로 관세감축은 음용유 가격에는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DDA 시나리오하에서의 국내 원유 생산량은 미미하게(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음용유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고 대부분의 국내산 원

유는 음용유로 가공되므로 원유의 생산량 감소는 음용유 이외의 유제

품에 대한 국내산 원유의 투입량 감소를 의미한다. 음용유 이외의 유

제품에 투입되는 국내산 원유는 18.8% 감소하며, 그 대신 유지방 

(7.8%)과 고형분 (6.2%)의 수입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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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관세 감축의 효과

주 1) 2015년 기준 MMA 이상의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 삭감, MMA 이내 물량과 

단일 관세에 대해서는 25% 삭감 시나리오임. 

   2) 0%의 관세 시나리오임. 

  비록 DDA 시나리오에서 큰 폭의 관세를 삭감(MMA 초과물량은  

50%, MMA 이내 물량은 25%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 지만, 이러한 

큰 폭의 관세감축은 요소시장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요소의 투입량은 약 1.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

구  분 우유, 유성분 및 투입재

관세감축

(다른 정책은 불변)

DDA 

시나리오1) 

자유무역

시나리오
2)

물량변화(%)

음용유 0 0

유지방 0.037 0.116

고형분 0.033 0.103

가격변화(%)

음용유 0 0

유지방 -0.076 -0.236

고형분 -0.075 -0.238

원유가격 및 물량 변화(%)

원유생산량 -0.015 -0.049

음용유에 대한 투입량 0 0

유제품에 대한 투입량 -0.188 -0.593

유제품에 투입되는 원유가격 -0.075 -0.237

유성분 수입량 변화(%)
유지방 0.078 0.243

고형분 0.062 0.196

요소 투입량 변화(%)

노동 -0.014 -0.046

사료 -0.016 -0.050

자본 -0.015 -0.048

요소가격 변화(%)

노동 -0.010 -0.031

사료 -0.004 -0.013

자본 -0.0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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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약 1%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DA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유제품에 투입되는 원유가격의 7.5% 하

락과 18.8%의 물량 감소는 유제품에 사용된 원유의 판매액을 

24.9%(=1- 0.925×0.812)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유제품

으로 투입되는 원유의 비중이 30% 이내임을 감안해 보면, DDA시나

리오에 따른 관세 감축은 우유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약 7% 정도 감축

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모든 관세를 폐지하는 자유무역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DDA 

시나리오 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지방과 고형분

의 가격은 각각 23.6%와 2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량은 각

각 24.3% 와 19.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각

각 3.1%, 2.4%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음용유 이외의 유제품으로 투

입되는 국내산 원유는 59.3% 감소하고, 이들 원유에 대한 가격은 

23.7%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의 원유 생산량은 4.9% 감

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유생산농가의 소득은 DDA 시나리오

하에서 보다 훨씬 커서 약 25% 내외의 소득감소를 보일것으로 분석

된다.

  정부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라고 보면,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정부가 유제품관련 관세감축율을 

최대한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DDA에서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에 대해서

는 낮은 관세감축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유제품이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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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현행 우유 수급 정책의 효과 분석

  이 장에서는 현행 우유 수급 관련 정책의 효과를 가격 결정체계, 쿼

터제의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현재 우유 가격은 생산비에 연동된다

는 점에서 일종의 관리가격이며 수급 상황이 반 이 안 되고 있다. 잉

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농가별로 기준 원유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쿼

터제도라고 할 수 있고, 쿼터 초과량에 대해서는 차등가격을 지불한다

는 점에서 강제적인 생산통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유 생산량을 제약

하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1. 가격 측면의 경제적 효과분석 

1.1.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관계

  원유 생산자 가격인 기준가격과 시판 우유가격의 관계는 <그림 

6-1>에서와 같이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 인상폭과 

시유가격 인상폭을 비교해 보면 원유기준가격 인상시기에 따라 시판

우유 가격의 인상 폭은 약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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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원유기준가격 및 시판우유 소비자 물가 지수 

자료: 통계청, 낙농진흥회

  이를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아래의 등식으로 회귀분석을 하 다.

CPt = α + β0RPt + β1D1 + β2D2 + β3D3 + β4D4 + β5D5 + εt

  CP는 시판우유 소비자 물가 지수, RP는 원유기준가격, D1은 1991

년 7월 이전에는 0, 이후에는 1, D2는 1993년 6월 이후는 1, D3는 

1995년 10월 이후에는 1, D4는 1998년 1월 이후에는 1, D5는 2004년 

9월 이후에는 1 이며, 분석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별 자료를 활용하 다. 

  분석 결과 <표 6-1>에서 RP와 D1, D2, D5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

로 5% 범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D3와 D4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추해 낼 수 있는 점은, 

1) 원유가가 1원 올라가면 시판우유 지수는 0.26 올라간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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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가 65원(13%) 인상되었으므로 시판우유 지수는 약 17포인

트 인상된다는 의미인데, 2004년 8월의 시판우유 지수가 107 이

었으므로 약 16% 정도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D5의 추정계수가 12이므로 2004년 9월의 원유가 인상은 시판우

유 지수에 12포인트의 추가적인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D5의 계수는 과거의 원유 기준가 인상보다 시판 우유가격 인

상에 더 큰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D4의 계수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당시 IMF로 인해 국민소득이 감소하여 우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유기준가 인상에 따른 시판우

유 가격 인상폭은 평소의 인상비율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우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자 유업체들은 끼

워 팔기로 우유적체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한국유가공협회 추정에 의

하면 끼워 팔기 물량은 유업체별로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판매

량의 5∼10%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6-1.  원유가격과 소비자 가격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 **, *는 각각 1%, 5%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변수 계수 t-값 유의확률  

RP(원유기준가격)      0.263975** 3.030927 0.0028

D1(1991.07∼)      7.386890** 3.908244 0.0001

D2(1993.06∼)      6.808542
**

5.408360 0.0000

D3(1995.10∼)      0.022473 0.008640 0.9931

D4(1998.01∼)     -8.115347  -1.166731 0.2449

D5(2004.09∼)      12.00634* 2.195061 0.0294

R2: 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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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유가격 및 정책 변화가 분유재고에 미치는 효과 

  1997년 유제품 시장이 개방된 이후 주요 낙농정책을 살펴보고, 원

유가격 및 관련 정책의 변화가 분유재고량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다. 관련 정책의 분유재고 변화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원유재고량의 계절적 특성을 제거한 순 재고량(실제치-추세치)

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시장 개방 이후 주요 낙농정책은 <표 6-2>

와 같다. 원유재고량의 계절적 추세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별 더미변

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3>과 같다.  

표 6-2.  유제품 시장 개방 이후 주요 낙농 관련 정책

주요정책 주요내용

1998
․원유가격 인상(1월)

․체세포 페널티 완화(7월)

․원유가 18% 인상

․체세포 3등급 페널티(50만 초과)

 : -60원 → -30원

1999 체세포 페널티 강화(10월)
체세포 3등급 페널티(50만 초과)

 : -30원 →  -60원

2002
․착유우 도태정책(3-5월)

․체세포 등급 조정(7월) 

․체세포 20만∼50만미만: 0원 → 23원∼3원  

  50만 초과 -30원 → 75만 초과 -40원 

․분유재고 감축을 위해 착유우 3만두 도태

2003
․낙농폐업 및 원유감산 정책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

․폐업농가 리터당 10만원 지급

․낙농진흥회 및 유업체 원유 쿼터제 실시

2004

․사료가격인상(1월)

․원유가 인상(9월) 및 

  체세포 페널티 강화

․원유가 13% 인상

․체세포 75만 초과 2회 시 국제원유가 적용  

    (05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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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는 분유재고의 실제치와, 계절적 편차를 감안한 분유재

고 추세치, 그리고 그 차이인 순재고량을 보여 준다. 1998년 1월 원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계절적 추세치를 제거한 순 재고량은 증가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1998년 7월 3등급 원유의 체세포 패널티를 리터

당 -30원에서 -60원으로 강화함에 따라 순 재고량은 1998년 8월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 다. 패널티를 -60원에서 -30원으로 다시 환

원한 1999년 10월부터 재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및 체

세포 페널티 정책이 분유재고를 조정하는 데 유효한 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3.  분유재고의 계절성 분석 결과

주: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변수 계수 t-값 유의확률  

C(상수)    8441.0
***

6.5674 0.0000

D1(1월)    1598.7 0.9023 0.3689

D2(2월    3503.4** 1.9775 0.0506

D3(3월)    4319.7** 2.4382 0.0164

D4(4월)    4387.0** 2.4762 0.0149

D5(5월)    4419.0** 2.4942 0.0142

D6(6월)    3735.2** 2.1083 0.0374

D7(7월)    3135.1* 1.7696 0.0797

D8(8월)    2265.8 1.2789 0.2037

D9(9월)     975.4 0.5506 0.5831

D10(10월)    -188.5 -0.1037 0.9176

D11(11월)     206.1 0.1133 0.9099

R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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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분유 재고 실제치와 추세치 변화

  분유재고 감축을 위해 2002년 3∼6월 착유우 도태정책(목표두수 3

만두)를 실시하 으나 계절적 추세치를 제거한 분유재고량은 11월까

지 계속 증가하여 도태정책이 분유재고 감축에는 실효성이 낮았다. 반

면 2003년 낙농폐업․원유감산정책과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 

2004년 상반기 사료가격 인상의 경우 재고량이 2004년 8월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9월 원유가 인상(13%)으로 분유재고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

작하 으며,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체세포 페널티 강화(체세포 75만

/ml 2회 연속 초과 시 원유가를 국제가격으로 적용)정책으로 분유재

고량은 증가세에서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원유가 인상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분유재고량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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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유 쿼터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2.1 쿼터의 의미 및 경제적 효과

  쿼터는 생산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이나 지역 단위의 생산 총량

을 정하고 각 생산자별로 생산량의 상한선을 할당해서 공급물량을 제

한(supply management)하는 제도이며,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가격지지

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쿼터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쿼터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할당받

은 쿼터량 이상으로 생산할 경우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

며, EU는 우유 쿼터량 이상으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가격

의 115%를 벌과금으로 부과하고 있다(EC 2002).

  쿼터는 불가피하게 시장 왜곡을 가져와 쿼터 랜트가 발생하며 장기

적으로는 비용으로 작용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한다

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과 연계할 경우 낙후지역 농업 유지

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수급 균형으로 

재정 지출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평가 받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유 쿼터가 시행된 2002년 10월 이래 낙농진흥

회의 잉여원유는 2002년 31만 5천 톤을 정점으로 2003년에는 20만 4

천 톤, 2004년에는 12만 1천 톤으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정부 재정지출

도 2002년에는 1,387억원에서 2003년에는 860억원, 2004년에는 288억

원으로 급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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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쿼터거래 허용의 필요성

  쿼터제를 처음 시행할 때 쿼터를 할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으나, 보통 각 농가의 과거의 생산 실적에 따라 배분하기 때

문에, 모든 생산자들이 일정 비율로 생산량을 삭감하게 된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생산도 삭감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도 일부 삭감되

므로, 생산시장이 왜곡되어 생산효율이 저하되게 된다.

  이를 <그림 6-3>에서 보면 당초 Q에서 생산하다가 쿼터총량을 Q*

로 설정하게 되면 생산곡선은 SS에서 SS* 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쿼터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 감소는 

A+C+D+E 가 되며, 이러한 생산자 잉여 감소는 생산축소(쿼터제)로 

인한 불가피한 생산자 잉여 감소분(A)과 쿼터의 비례적 할당으로 초

래되는 생산의 왜곡현상에 따른 생산자 잉여감소분(C+D+E) 로 구별

할 수 있다. 

  그러나 쿼터의 이전이 허용되면 효율적인 생산자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쿼터를 사거나 임대하려 할 것이

며, 경쟁시장에서의 쿼터거래가격은 시장가격(PS)과 한계비용(PC)의 

차이와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격으로 쿼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량은 Q* - QT만큼 될 것이다. 이 경우 쿼터판매자는 B+C만큼 수익을 

얻게 되고, 쿼터매입자는 B+C를 지불한 대가로 B+C+D+E만큼 수익

을 얻게 되므로 결국 E+D만큼 추가이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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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쿼터 배정의 비효율성과 쿼터거래 가격

출처: OECD (2004) p.40.

  따라서 쿼터제하에서의 쿼터이전 허용은 쿼터배정초기의 비효율성

을 교정하는 효과가 발생시킬 수 있다. Colman(2000)은 이렇게 쿼터배

정 초기의 비효율성을 상쇄하려면 국에서 전체 쿼터의 15∼26%가 

비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효율적인 생산자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2.3. 쿼터 거래가격

  한계비용곡선이 서로 다른 개인별로 쿼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쿼

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그림 6-4>를 

통해 나타내 볼 수 있다. 2명의 생산자가 서로 다른 한계비용(MC1, 

MC2)으로 동일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총 한계비용곡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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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쿼터제하에서의 매매의 경제적 효과

MCT 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이 P0라고 한다면 쿼터를 소지하면 이익

이 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2명의 생산자가 동일한 물량의 쿼터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2 생산

자는 1 생산자로부터 쿼터의 일부를 사들여 생산을 늘리고, 생산비용

이 상대적으로 높은 1 생산자는 쿼터의 일부를 판매하고 생산을 줄이

는 경우 두 생산자 모두 생산자후생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쿼터의 수

급을 일치시킬 균형가격은 P0-P3 가 될 것이다.

  실제 쿼터의 임대나 매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가격 전망, 쿼터제도

의 존속 예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된다. 쿼

터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

라고 할 수 있다. 

      쿼터의 가격t =    Σ
n = 0

N

   
Et [Rt+n ]

(1 + Et [rt+n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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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t(Rt+n)는 t 시점에서 예상한 t+n 기간의 쿼터 기대수익, 

Et(rt+n)는 t시점에서 예상한 t+n 기간의 이자율, N은 쿼터 존속기간이다. 

  윌슨과 썸너(Wilson and Sumner 2004)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우

유 쿼터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쿼터로 인한 추가이익이 높을수록, 

자본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체 생산량 중에 쿼터량의 비율이 

낮을수록 쿼터가격은 높아진다고 분석하 고, 정부정책 변화에도 민

감하게 반응하여 우유지지가격을 인상한 기간에는 쿼터가격이 낮아지

고, 낙농폐업 보상 기간에도 쿼터가격이 낮아진다고 분석하 다.

2.4. 외국의 우유 쿼터

2.4.1. EU

  EU는 1984년 우유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1986년부터 쿼터의 임대를 

허용하 고, 국은 1993년부터는 매매를 허용하 다. 쿼터매매가격을 

보면 국은 쿼터제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여 1994

년에는 60펜스/ℓ 정도로서, 당시 평균유대 24.29펜스보다 2.47배 높게 

형성되었다12.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쿼터 매매가격이 평균유대의 약 4

배로 국보다 더 높게 거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프랑스는 국가가 

쿼터를 관리함으로써 쿼터가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았다(조석진 등 2002).

12
 유대가격과 쿼터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유생산으로 인한 수익과 쿼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더 알기 쉬운데, 여기서는 우유생산 수익 자료가 없

어 비교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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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미국 캘리포니아의 우유 쿼터제

가. 미국 연방제도와 캘리포니아 주 제도의 차이

  미국의 연방우유유통명령제는 우유쿼터를 인정하지 않으나, 캘리포

니아의 경우는 연방우유유통명령과 달리 독자적인 우유유통명령을 갖

고 있으며, 각 낙농가별로 우유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용도별 우유가격을 가중평균 한다는 개념은 연방우유유통명령과 유사

하나, 낙농가들은 단일 혼합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산량 

중 쿼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게 된다.

즉, Pi = (Qi/Mi) Pq + [(Mi - Qi)/Mi] Pn

  여기서 Pi는 쿼터량 Qi를 보유한 I농가가 받는 혼합가격이고 Pq는 

쿼터량이 사용되는 용도별 우유 값의 가중 평균값(쿼터우유는 우선 

class1인 음용유소비량을 채우고, 남으면 class2, class3, class4로 순차

로 할당된다)이며, Pn은 쿼터 초과량의 용도별 가중평균가격이다. Mi

는 개별 농가의 우유생산량이다.

  캘리포니아의 우유쿼터는 다른 일반적인 쿼터제도와는 달리 생산자

체를 제한하거나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며, 가격 혼합제도

(pool)하에서 단지 생산자의 실제 수취가격에만 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도는 캘리포니아에서 1969년에 곤잘베스 우유혼합법에 따

라 우유에 대해 가격혼합제도로 전환하면서 도입되었다. 즉 1969년 

이전에는 낙농가들은 캘리포니아 우유유통명령에 의해 용도별로

(class) 정해진 가격에 따라 각자 용도별로 납유계약을 체결하 으나 

1969년부터는 주 전체로 우유의 가격을 혼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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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음용유용으로 쓰일 때 가장 비싼 값을 받고 가공용(아이스크

림, 치즈, 버터 등)으로 사용된 우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종전에 음용유(class 1)로 납유를 많이 하던 농가들이 급격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쿼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권익을 

보호하 다.

나. 쿼터의 배정

  1969년에 각 낙농가들은 기준 기간(1966.7.1~12.31까지 혹은 1967년 

1년간 선택)동안 음용유용(class 1)으로 유통한 원유량의 1.1배 (유지방

과 SNF로 각각 계산)를 각자의 쿼터로 최초로 부여 받았고, 그 후 주 

정부는 매년 음용유용 우유 소비량과 아이스크림용(class2) 소비량이 

과거 최고소비량보다 늘어날 경우 총 우유쿼터를 늘리고 있다.  1975

년에는 쿼터량이 전체 생산량의 71% 으나 2002년에는 26%에 불과

할 정도로 쿼터량 증가 속도는 생산량 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  

  쿼터를 증량할 때는 기존의 낙농가뿐만이 아니라 신규참여자에게도 

배정하고 있다. 순 증량분의 20%까지는 신규 참여자에게 순서대로 배

정하는데, 각 신규 참여자(최근 10년간 쿼터매매한 경험이 없어야 함)

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 쿼터를 배정받고(배정 비율은 낮아서 캘리포

니아 주의 낙농가 당 평균 사육두수는 500마리 이상인데 약 33마리의 

젖소가 생산하는 우유량만큼을 신규쿼터로 받는다(Sumner et al 

1996), 나머지 중 40%는 기존 낙농가 중 쿼터량이 기준 기간의 생산

량에 비해 95%(equalization point)에 미달하는 농가에게 배정하고, 또

한 나머지 40%는 쿼터량이 95%를 초과하는 기존 낙농가에게 보유하

고 있는 쿼터량에 비례해서 추가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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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캘리포니아의 우유 가격과 쿼터 가격

주: 3.5%지방과 8.7% SNF 기준가격임.

자료: 캘리포니아 dairy statistics.

다. 쿼터의 매매

  각 낙농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쿼터를 팔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쿼터량을 변동할 수 있다. 쿼터매매의 효력은 매월 1일에 발효하

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가격등을 포함하여 주 정부에 전달 15일까

지 신고하여야 한다. 쿼터를 양수한 사람은 2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쿼터를 양도할 수 없다. 쿼터의 임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표 6-4>의 쿼터매매가격을 분석해 보면 SNF가 8.7%라고 가정할 

때 2003년의 경우 쿼터매매가격은 쿼터우유가격과 쿼터 초과우유가격

의 차이인 1.7$/100파운드를 기준으로 2,105~2,688일분에 해당한다.

2.5. 우리나라의 우유 쿼터 거래

  우리나라의 경우 쿼터 거래가격은 지역별, 시기별, 업체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그 이유는 업체별로 잉여 원유에 대한 가격차별 정도가 다

르며, 또 쿼터 거래 시의 회수율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쿼터거

연도
쿼터 우유가격(A)

($/100파운드)

쿼터초과가격(B)

($/100파운드)
비율(A/B)

쿼터 매매가격

($/파운드 SNF/일)

1975  9.70 7.95 1.22 275

1980 13.44 12.17 1.10 288

1994 12.48 10.78 1.16 426

2002.10 11.84 10.14 1.17 435∼538

2003.10 14.45 12.75 1.13 4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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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의 회수율은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는 20%이며, 일반 유업체의 경

우 5개 업체는 10%, 2개 업체는 20%, 1개 업체는 7%, 1개 업체는 0% 

등이다.13

  2004년 9월 원유가를 13% 인상한 이후 쿼터의 거래가도 대폭 인상

되어,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의 경우 2004년 160천원/ℓ에서 2005년 8

월에는 238천원/ℓ으로 인상되었다. 쿼터의 매입자가격을 20만원/ℓ/

일 (판매자는 16만원/ℓ/일) 정도라고 할 때, 2004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우유 ℓ당 경 비는 388원, 생

산비는 495원인데, 2004년 상반기의 기준 원유량의 평균유대는 ℓ당 

625원이므로, 순수익(수입 -생산비)은 130원, 소득(수입-경 비)은 237

원이 된다. 따라서 쿼터의 가격(매입자 기준으로 ℓ당 20만원)은 순수

익을 기준으로 볼 때 1,538일, 소득으로 볼 때 844일분에 해당하는 금

액이다. 만일 기준원유와 잉여원유가격(국제가격)의 차이인 320원/ℓ

로 계산하면 625일분이 되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20일분이 된다.

  낙농진흥회에서는 낙농가가 폐업할 때에 한하여 기준 원유량의 개

인간 분할매매를 허용하며14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거래되는 물량의 

20%를 회수한다. 2003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2개월간 거래된 

물량은 983농가의 기준 원유량 34만 2천ℓ으로서, 이중 7만 1천ℓ는 

13
 낙농진흥회에서 2004년에 파악하고 있는 비공식 내부 자료임.
14 현재처럼 폐업의 경우에만 쿼터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쿼터의 일부 매매도 

허용하게 되면 각 농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쿼터의 이전이 훨씬 늘

어날 것임. 현재처럼 쿼터의 매매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선 쿼터미달 생

산 농가가 많아지고, 쿼터 초과 농가도 많아져서,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처

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쿼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할 때보다 줄어든다

고 할 수 있음. 다른 유업체들도 대부분 쿼터의 매매를 폐업시에만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점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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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낙농진흥회의 월별 쿼터 거래가격(매수자 기준)

낙농진흥회가 회수하 다. 폐업농가로부터 쿼터를 매입한 농가는 

2,158농가로서 1 농가가 폐업할 때 평균 2.2농가가 쿼터를 분할 매입

하 다. 2005년 6월 현재 낙농진흥회의 기준 원유량이 2,886농가의 

1,530톤/일인 점에 비추어 이 기간 중 월간 기준으로는 0.73%, 32개월

간 누적 기준으로는 약 23%가 매매되어 상당히 급격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폐업 시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쿼

터의 거래제한을 완화하면 쿼터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

  낙농진흥회에서 거래되는 쿼터의 월별 인도 현황을 보면 12~1월, 

4~5월, 9월에는 다른 달보다 쿼터거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그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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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낙농진흥회 쿼터의 월별 인도량(2004.1 - 2005.9)

3.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3.1. 잉여원유의 감소 효과

  <표 6-5>에서 보듯이 2002년 10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당시 잉여우유는 31만 5천 톤이었으며, 2003년에는 20만 4천 톤, 2004

년에는 12만 1천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 다. 2005년도에도 11만 6천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잉여 원유 차등가격제가 

실시되면서 잉여 물량이 급속히 줄어들어 어느 정도 수급조절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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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낙농진흥회의 연도별 집유량, 계약량, 잉여량 비교
단위: 천 톤

자료: 낙농진흥회 내부자료.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쿼터의 인위적인 조절이 매우 경직화되

어 있어 우유 수급조절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2. 농가 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

  현재 낙농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서는 <그림 

6-7>에서처럼 우유기준가격(정상가격)을 P라고 하고 농가에게 할당된 

기준 원유량(쿼터)을 Q라고 하면, 1.06Q물량까지는 농가는 P가격을 

받게 되고, (1.17-1.06) Q까지는 0.7P, 그부터 실제 생산량(M2)까지는 

국제가격(PW)를 받게 된다. 여기서 M1은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을 나타

낸다.

  따라서 농가의 수입은 <그림 6-7>에서 검게 표시된 부분의 합이며, 

평균수취가격은 굴절된 형태를 갖게 된다. 낙농진흥회가 아닌 일반 유

업체에서의 차등가격제도도 차등가격의 정도나 물량비율만 낙농진흥

회와 다를 뿐 일반 원리는 똑같다. 여기서는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

등가격제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9까지

일평균 집유량(A) 1,348 1,542 743 611 455

수요

  - 계약공급(B) 1,151 1,227 539 490 368

  - 잉여량(A-B) 197 315 204 1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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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우유 쿼터제하에서의 농가 수입과 평균 수취가격

- 생산자 수입 = 1.06Q × P +(1.17-1.06)Q × 0.7P + (M2-1.17Q) × PW

      = 1.137P × Q + (M2 -1.17Q) × PW

- 평균수취가격(AR)= 생산자 수입/생산량= [1.137P×Q + (M2-1.17Q) ×  

      PW] / M2 

  이러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에서의 재정지출부담액은 유업체와의 

계약물량(M1)을 초과하는 물량부터 수급완충물량 (1.06Q)까지는 P-PW 

차액만큼을, 차등가격 물량인 (1.17-1.06)Q에 대해서는 0.7P-PW 차액만

큼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정지출부담액은 <그림 6-8>에서 검게 표시

된 만큼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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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현행 우유 쿼터제하에서의 재정지출액 

- 재정지출 = {(Q-M1)+ 0.06Q}× (P-PW) + (1.17-1.06)Q × (0.7P- PW)

3.3. 생산량에 대한 효과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의 농가의 이윤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

다.

 (1)  π = PH  QH + PM QM + PW (M − QH − QM ) − C (M)

        = P × 1.06Q + 0.7P × 0.11Q + PW × (M- 1.17Q ) - C(M)  

  여기서 PH는 정상가격, QH는 쿼터 물량, PM은 정상가격의 70%, QM

은 70%가격을 받는 물량, M은 총생산량이라고 하면,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생산량(M)을 구하기 위해 1계조건(FOC)을 계산하면, P는 관리

가격이며, 쿼터인 Q도 정해진 물량이고 국제가격도 주어진 수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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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M = PW - MC(M) = 0을 만족시키는 PW = MC(M)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고 농가의 생산량도 결정된다. 

  이를 <그림 6-9>에서 나타내면, DF는 음용유에 대한 수요곡선이고 

DM 은 M1에서부터 시작되는 가공용 우유에 대한 수요곡선이다. 음용

유는 부패성이 크고, 부피가 커서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

공용에 대해서는 유제품시장이 사실상 거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

제가격(관세 부과 후 국내 통관가격)에 따라 수요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유제품에 대해서는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에 대해 

높은 관세와 TRQ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혼합분유가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 장벽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

라는 국제 유제품시장에서는 작은 국가(small country)이기 때문에 국

제가격은 수평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6-9>에서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국제가격과 가공용 수요곡선

이 만나는 점 M3에서 결정된다. 한계 생산비 곡선을 MC1라고 가정하

면 국내 생산량은 M2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DM과 PW가 만나는 점에

서 가공용 우유에 대한 총수요가 결정된다고 보면, M2-M1은 가공용 

우유의 국내 공급량이고, M3-M2는 수입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 M1물

량은 음용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된다. 

  따라서 우유의 한계생산비 곡선의 위치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결정

되는데, <그림 6-10>과 같이 MC1과 MC2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MC2가 옳으면 1.17Q에서 생산되고(즉 쿼터가 기속력이 있고), 

MC1 곡선이 옳으면 국제가격과 MC1가 만나는 M2에서 생산이 이루어

진다. 현재 낙농진흥회의 경우 쿼터(1.17Q)보다 많은 물량이 생산되

고, 국제가격을 받는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MC1가 더 현실에 적합

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제가격을 받고도 



96

그림 6-9.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서의 음용소비, 가공용 생산, 수입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쿼터량 이상으로 많다고 하기는 어렵

다. 

  이렇게 볼 때, 한계생산비 곡선은 MC2이지만, 우유의 생산이 기계

처럼 정확히 맞추어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조건인 

1.17Q 만큼만 생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계절별로 단위당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쿼터 물량에 맞추어 나가는 조정기간

으로 보거나, 혹은 구조적 잉여물량은 항상 조금씩 발생한다고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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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한계 생산비 곡선에 따른 생산량 차이

  통계 자료를 갖고 분석하면 2004년도에 낙농진흥회에서는 정상가격

으로는 평균 643원/ℓ, 70% 가격은 450원/ℓ, 국제가격으로는 평균 

287원/ℓ을 지급하 다. 그런데 우유의 한계생산비에 대한 자료는 없

으나, 2004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우유 ℓ당 경 비는 388원, 생산비는 495원이었다. 따라서 단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 한다고 가정하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 비를 기준으로 하여도 국제가격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게 되므로 MC2 곡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제가격을 받는 초과물량과 기준물량(정상가격과 70%가격

을 받는 물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초과물량 

비율이 높았으나, 2003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04년과 

2005년도에는 2~5% 정도로 낮아져, 이제는 어느 정도 과도기의 조정

을 거쳐 계절적인 구조적 잉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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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초과물량의 기준물량 대비 비율 추이

<그림6-11>에서는 원유의 단위수량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잉여비율이 

높아지다가 단위수량이 떨어지는 6월 이후에는 초과물량의 비율이 급

속히 낮아지는 계절별 특징을 볼 수 있다.

3.4. 외국의 우유 쿼터제와의 차이 

  우리나라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다른 나라의 우유가격제도와 차

이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의 쿼터는 생산량을 직접 통제하기 위

한 목적이 아니고 차등가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외

국의 쿼터는 배정된 쿼터량을 초과해서 생산될 경우 금지적인

(prohibitive)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량을 쿼터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우유 쿼터는 생산량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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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우유가격을 차등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와 비슷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우유 가격은 우유의 용도와는 상관없

이 쿼터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차등가격을 지불하는 데 비해, 

외국의 우유 가격은 보통 용도(음용, 치즈, 분유 등)별로 가격이 다르

며 각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한 우유의 용도별 사용물량과 상관없이 

국가 전체(혹은 지역별)로 용도별 사용되는 물량과 가격을 곱해 산출

한 전체 수입(pooling)을 전체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혼합가격

(blend price)을 지급받는 형태를 갖고 있다.

3.4.1. 쿼터제 없는 혼합가격제의 경우(미국 연방 

우유유통명령제)

  우리나라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서는 각 농가는 다른 사람의 생

산량이나 쿼터량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산량과 쿼터량에 따라 가격을 

받기 때문에, 한계수입과 한계 생산비가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

정한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가격제하에서 혼합가격제(blend price)15를 

채택할 경우에는 생산자 개인의 생산량은 혼합가격에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혼합가격과 

자신의 한계 생산비가 일치하는 점에서 적정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때 

각 농가의 수입은 생산량에 혼합가격을 곱해 원유대금으로 받게 된다.

  혼합가격 Pb = ∑ wi Pi  로 나타낼 수 있고,

15
 혼합가격제는 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할 경우에 사용된다. 즉 음용

유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가공용 우유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지불할 때, 농가별로 생산된 우유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곤란 하거나, 서로 음용유로만 공급하려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혼합가

격제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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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i = Ci / M, ∑ wi = 1 이며 Ci와 Pi는 I용도로 쓰이는 물량과 

가격이며, wi는 용도별 사용 비율이다. 이 경우 농가의 이익은

(2)   π = Pb × M-C(M)   이며,

여기서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라 M에 관해 1계조건(FOC)를 구하면  

Pb = MC(M)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3.4.2. 혼합가격제 +생산량 통제 없는 쿼터제의 경우(미국 

캘리포니아 우유제도) 

  미국 캘리포니아는 혼합가격제하에서 개인별로 쿼터를 부여하되 쿼

터가 생산량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쿼터량 이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

을 지불하게 된다. 즉, 쿼터량까지의 물량은 순차로 높은 가격을 받는 

용도에 배정하고, 그 이외 물량은 차례로 낮은 가격을 받는 용도로 사

용하게 된다. 

  이때, 쿼터 물량의 혼합가격 Pbq = ∑wqi Pi로 나타내지는데 여기서 

wqi = Ci/Q,  ∑wqi = 1이고 Q는 전체 쿼터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쿼터 초과물량의 혼합가격 Pbn = ∑wni Pi  이며, 

여기서 wni = Ci /(M-Q),  ∑wni = 1 이다.

이 경우, 이윤은 

(3)       π=PqQ + Pn (M− Q ) − C (M )  으로 나타내지며

식 (3)를 M에 관해 FOC를 구하면, Pn = MC(M)에서 생산이 결정된다.

3.4.3. 정책별 생산량 차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이한 가격제하에서의 적정 생산량 차이를 살펴

보면 <그림 6-12>와 같다. 편의상 3가지 용도(예컨대 음용유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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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용, 치즈용 등)가 있고 용도별로 가격이 각각 P1, P2, Pw이며 사용

되는 물량은 C1, C2-C1, C2초과물량 이고 쿼터는 Q라고 가정하자. 이

때 MS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에서의 생산량 [식 (1)]이고, M
b는 혼

합가격제하에서의 생산량이며 [식 (2)], M
b
n,는 혼합가격제와 쿼터제가 

혼용된 경우의 생산량 [식 (3)]이 된다. 따라서 생산량은 잉여원유 차

등가격제에서 가장 적고, 쿼터제와 혼합가격이 병용되는 경우의 생산

량이 중간이며, 쿼터제 없는 혼합가격제에서의 생산량이 제일 많다. 

그림 6-12.  여러 우유가격제하에서의 생산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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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우유 수급 조절 방안

  이 장에서는 우유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본다. 우선 현행 관리 가격제하에서 쿼터량이나 가격 

변동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우유수급조절 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현행 잉여 원유차등 가격제하에서의 정책대안

  현행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에서는 우유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쿼터를 줄이든가 혹은 원유가격을 낮추는 정책 대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1.1. 쿼터량 감축 방안의 효과 

  <그림 7-1>에서 쿼터(기준 원유량)를 Q에서 Q1으로 줄이면, 한계 

생산비 곡선이 MC1와 같다면, 쿼터에 기속된 생산량은 1.17Q에서 

1.17Q1으로 줄게 된다. 만일 한계생산비곡선이 MC2라면 쿼터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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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정책 대안 1: 쿼터 감량의 효과 

도 생산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1.2. 기준원유가 인하 방안의 효과 

  쿼터를 줄이는 대신 기준 원유가를 인하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이 

낮추지 않는 한 생산량에 향을 주지 못한다. <그림 7-2>에서 P가격

이 P2로 인하한다면, 한계 생산비 곡선이 MC1일 경우 생산량은 1.17Q

에서 변동이 없게 된다. 그런데 만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0.7P3가 한

계생산비보다도 낮아지면, 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농가의 우유 한계 

생산비를 2004년 경 비 수준인 379원/ℓ으로 본다면, 현재 정상가격

의 70%가격이 479원이므로 현재보다 17.2% 이상 인하되어야 정상가

격의 70%가격이 한계 생산비 이하로 낮아지며, 이 경우 우유 생산량

은 17.2% 초과 1% 당 0.77%(제4장의 우유 중기 공급모형에서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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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정책 대안 2: 원유가 인하 효과

가격탄력성)씩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만일 한계 생산비 곡선이 

MC2 일 경우는 생산량은 국제가격과 한계 생산비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므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70% 가격이 국제가격 이하로 낮아

지지만 않는다면, 생산량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농가의 수입

은 가격 하락에 따라 감소할 뿐이다. 

1.3. 대안별 실제 효과분석 

  이러한 정책 대안별로 생산자 수입, 재정지출, 생산량에 미치는 효

과를 실제 수치를 갖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계 생산비 곡선

은 MC1으로 간주하되 구조적 잉여물량은 일정 비율 발생한다고 가정

한다.

  2005년 6월 현재의 낙농진흥회의 실제 수치인 원유 정상가격 685원

/kg(원유기준가격 567원에 유지방, 체세포 수 등을 감안한 실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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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취가격), 총 생산량 1,659톤/일, 농가에 배정된 기준 원유량(쿼

터량) 1,530톤/일, 유업체 계약물량 1,330톤(기준원유량의 87%), 국제

가격 340원/kg을 사용하 다.

  실제로 농가에게 지불할 원유가격을 산정할 경우, 어떤 농가는 기준 

원유량 이내에서만 생산할 수도 있고, 어떤 농가는 기준 원유량보다 

훨씬 초과해서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합계된 잉여우유의 비

율이 모든 농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05년 6

월의 경우 농가배정 기준 원유량 총량은 1,530톤/일이지만, 실제 납유

농가의 유대를 계산하여 각 농가별 기준 원유량에 해당되는 물량을 

합산해 보면 1,475 톤에 불과하 고, 6%버퍼물량은 60톤(이론적으로

는 92톤), 70% 가격 물량은 63톤(이론적으로는 37톤), 국제가격으로 

받는 물량은 61톤(이론적으로는 0이어야 함)이었다. 이렇게 현실을 반

하여 2005년 6월의 실제 지불한 실적을 토대로 기준 원유 생산량은 

쿼터량의 96.4%, 버퍼물량은 기준 원유 생산량의 4.1%, 70% 가격을 

지급받은 물량은 기준 원유 생산량의 4.3%를 적용하 고, 그 밖에 정

상가격과 70%가격을 받는 물량을 합한 물량의 3.8%가 항상 구조적 

잉여 물량으로 남아 국제가격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 다.

 -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한 기준 원유량(Q) = 

배정된 기준원유량(Q0)×0.964

 - 생산량(M) = 1.084Q × 1.038

 - 생산자 수입(R)=1.041×Q×P + 0.043×Q×0.7P + (M-1.084×Q)×PW

 - 평균수취가격(AR)=생산자 수입(R)/생산량(M) 

={1.041×Q×P + 0.043×Q×0.7×P + (M-1.084×Q)×PW}/M

 - 재정 지출(G)=[(Q-0.87Q0) + 0.041Q] ×(P-PW) + 0.043×Q×(0.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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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로 계산되며 따라서 생산자 수입(R)= 1,103백만 원/일, 평균수취가

격(AR)=665원/kg, 재정 지출(G) =79.3 백만 원/일 이 된다. 여기서 P는 

원유 정상가격이다.

1.3.1. 배정된 기준 원유량(Q0)을 a%만큼 감량할 경우: Q'= 

0.964Q0 ×(1-a/100)

  농가별로 쿼터 소진율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

정하 다. 이 경우

 - 생산량(M) = 1.084Q'× 1.038

 - 생산자 수입(R)=1.041×Q'×P + 0.043×Q'×0.7P + (M-1.084×Q‘)×PW

 - 평균수취가격(AR)={1.041×Q‘×P + 0.043×Q’×0.7×P + 0.038×1.084 

     ×Q‘×PW} /M

 - 재정 지출(G)= [(Q‘-0.87Q0) + 0.041Q’] ×(P-PW) + 0.043×Q‘×(0.7×P

                - PW)

1.3.2 원유 정상가격을 b%만큼 인하할 경우: P'=P×(1-b/100)

  쿼터 감량과 달리, 원유 정상가격(P)을 P'로 인하할 경우에는 Q0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변하지 않으나 생산자 수입, 평균수취

가격, 재정지출은 달라진다.

 - 생산량 (M) = 1.084Q × 1.038

 - 생산자 수입(R) = 1.041×Q×P' + 0.043×Q×0.7P' + (M-1.084×Q)

    ×PW

 - 평균수취가격(AR)=생산자 수입(R)/생산량(M) 

           ={1.041×Q×P' + 0.043×Q×0.7×P' + (M-1.084×Q)×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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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지출(G)= [(Q-0.87Q0) + 0.041Q]×(P'-PW) + 0.043×Q×(0.7×P'

 - PW)

  위의 수식을 갖고 쿼터 삭감과 원유기준가격 인하의 정책 효과를 

비교하 다. <표 7-1>에서처럼 쿼터를 삭감할 경우 생산량과 농가 수

입에 감축 폭만큼 100% 향을 미치고 재정지출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가격(기준가격, 70% 가격, 국제가격)이 

변동 없고 생산량이 쿼터 감축 폭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 으므

로 당연한 결과다. 

  쿼터는 현행대로 두고 대신 기준가격을 인하할 경우 기준가격을 

17% 이상 인하하지 않는 한 농가 생산량은 변동이 없으나, 농가의 수

입은 줄어들며 재정지출도 줄어든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감소 폭은 

같은 비율로 쿼터를 삭감할 때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수

입 감소 폭은 쿼터 삭감 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

가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농가의 전체 수입액은 기준가 인하폭과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표 7-1.  쿼터삭감과 가격 인하 대안의 효과 비교

대안 삭감률(%) 1 3 5 7 9 10

쿼터

삭감

생산량 변화율(%) -1.0 -3.0 -5.0 -7.0 -9.0 -10.0 

농가 수입 변화율(%) -1.0 -3.0 -5.0 -7.0 -9.0 -10.0 

재정지출 변화율(%) -6.8 -20.4 -33.9 -47.5 -61.1 -67.9 

가격

인하

생산량 변화율(%) 0.0 0.0 0.0 0.0 0.0 0.0 

농가 수입 변화율(%) -1.0 -2.9 -4.9 -6.9 -8.8 -9.8 

재정지출 변화율(%) -2.1 -6.4 -10.7 -15.0 -19.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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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유 수급관리 정책 개편을 통한 수급 조절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뿐만 아니라 유업체 소

속 낙농가에게도 우유 쿼터제가 시행 중인데, 쿼터제는 한번 도입되면 

철폐하기 어려우며, 특히 쿼터의 매매를 허용하여 쿼터가 자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철폐하기가 어려워진다. EU는 지난 

1982년 우유 쿼터제를 도입할 때 한시적으로 5년간만 도입하기로 하

다가 매번 연장되었으며, 2013년까지는 유지하기로 하 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쿼터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 기능의 

회복과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 수급조절 방안16을 강구해 본다. 

2.1. 시장 가격 기능의 강화

  현재처럼 관리가격제하에서는 가격이 시장 수급 상황을 반 하지 

못하므로 쿼터량으로 생산을 조절하게 되지만, 쿼터감축에 농가가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쿼터의 감축은 한계가 있다. 따라

서 가격체계를 바꿔서 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향을 받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농가도 과잉생산으로 낮은 가격을 받는 

16
 2005년 7월부터 정부와 낙농가, 유업계, 학계 대표들로 「낙농산업발전대

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집유체계 개편에 관해 논의 중이며, 연구자도 구성

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수급조절 개편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중에서 연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

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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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는 적정 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율적으로 쿼터를 조절할 유인이 된다.

2.1.1. 가격결정 체계 개편

가.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간 직거래 체계로 전환

  현재 낙농진흥회는 소속 농가로부터 원유를 사들여 유업체에 팔고 

있으나, 앞으로는 낙농가 스스로 지역별 조직(낙농판매 조합)을 만들

어 유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유업체 소속농가도 지역의 낙농가 조직에 참여하여 생산자

들의 교섭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잉여원유에 대한 

정부의 차액 지원도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정부가 우유 문제를 시장

원리에만 맡기고 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킴으

로써 농가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나. 낙농조합과 유업체간의 원유가격 협상 및 정부의 지도가격 제시

  우유는 재고로 남기기 어려우므로 생산자는 유업체에 비해 가격협

상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지역별로 우유생산자 단체가 지역 유업체와 

원유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되,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

다. 선진국들은 가공원료유에 대해 최저가격을 정해 놓고, 정부가 유

제품을 무제한 수매함으로써 최저가격을 지지하지만, 유제품 시장이 

거의 개방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 가공원료유 시장이 형성되지 않

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공 원료유 최저가격제는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공원료유는 일본처럼 일정 한도 물량에 대해 보조금을 주

어 수입 유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음용유에 대해서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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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에서 다 팔릴 수 있는 적정 소비자 가격과 유업체의 제조경비, 

유통마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유가격의 적정 범위를 지도가격으

로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급과잉이 되면 가격이 낮아지

고, 공급 부족이면 가격이 높아지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안정장치로서 너무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 할 수 있는 경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도가격을 제시할 때 하한선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

러 농가의 평균수취가격이 평년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

분을 소득 보전 직불로 지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7

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우유는 가공되어 여러 종류의 유제품으로 판매되므로 원유의 용도

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야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

우 시유는 변질 가능성과 부피 때문에 수입되기 어려우므로, 시유용은 

다른 용도보다는 가격이 높게 된다. 유제품 중에서도 고급 발효유용은 

국산원유가 많이 사용되므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분

유의 경우는 수입 분유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 가격도 낮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혼합가격제(pool price)도 아

울러 도입되어야 한다. 개인이 생산한 원유가 어떤 용도로 얼마큼 쓰

이는지는 알 수 없고, 조합단위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

17 현재 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소득보전직

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FTA 특별법에서도당해연도 가격이 기준가격의 일

정 비율이하로 하락할 경우 소둑보전 직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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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용도별 차등 가격제하에서의 생산량과 농가 평균유대 결정

가에게 지급되는 혼합가격은 원유 판매 조합 단위별로 다를 수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농가의 평균수취가격은 생산량에 따

라 달라진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량은 농가의 평균수취가격(혼합가격)

이 한계생산비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잉여원유차등가격

제와는 생산량이 달라진다. 

  <그림 7-3>에서 음용용으로 Qf가 사용되고 가격은 Pf, 요구르트 용

도로 Qy - Qf 만큼이 사용되고 가격은 Py, Qy이상 물량은 C용도로 처

분되고 가격은 Pc라고 하면 농가의 평균유대는 AR로 표시된다. 이때 생

산량은 MC와 AR이 만나는 점 M에서 결정되고 농가가 받는 평균유

대는 Pb가 된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하에서 쿼터를 감량할 경우의 효과는 <그림 

7-4>와 같으며 공급의 가격탄성치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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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용도별 차등 가격제하에서의 쿼터 감량의 효과

라. 계절별 유대 차등가격제

  현행 쿼터제하에서는 개인에게 배정된 쿼터 물량은 매월 일정하므

로, 계절별로 생산량이 쿼터량과 유사해야 농가에게 유리하고 생산량

이 큰 격차를 보이면, 생산 농가는 쿼터 초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또한 유업체 입장에서도 계절별 잉여 물량의 격차가 크면 

원유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쿼터제 실시 이후

에도 계절별 생산량 비중 격차는 쿼터제 실시 이전과 비교할 때 <그

림 7-5>처럼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절별 유대에 변동이 없

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시유수요가 적은 동절기에는 기준원유가를 낮

춤으로써 생산량은 더욱 줄이고, 수요는 더욱 늘려서 재고가 낮아질 

수 있도록 계절별로 유대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표 7-2>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평균 월별 우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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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월별 우유 생산비중의 변화(쿼터실시 전․후 비교)

자료: 낙농진흥회, 낙농편람 2004.

산량과 시유 소비량, 시유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이 표시되었다. 적정

초과 생산량은 월별 시유초과 생산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

해 월별로 가격에 최대 ±5%차등을 두었을 때의 가상적인 초과생산량

을 나타내며, 필요가격진폭은 그 경우의 월별 가격차등 폭을 나타낸

다. 실제로 매월 차등가격을 적용하기는 번거로우므로 12월부터 5월

까지는 -3%, 6월부터 11월까지는 +3%로 단순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

이다.

  <표 7-2>의 필요가격진폭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표 7-3>에서 

현재 균일가격하의 시유 초과생산량을 기준(Base)으로 표시했을 때 기

준대비 가격진폭별로 시유 초과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계산하

다. 다음으로 현재의 연간 초과생산총량 61만 5천 톤을 월별로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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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유지하려면 초과생산물량을 매월 5만 1천 톤 정도 유지해야 하

며, 월별로 5만 1천 톤에 가장 근사한 가격차등 폭(밑줄 그은 수치)을 

찾았다. 이 가격진폭이 <표 7-2>에서의 필요 가격진폭이 된다. 이러한 

계산에 필요한 우유공급과 시유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제4장에서 추정

한 0.722와 -0.96을 각각 사용하 다. 

표 7-2.  월별 우유 생산량, 시유 소비량, 초과생산량, 2000-2004 평균
단위: 천 톤

자료: 생산량, 시유 소비량은 낙농진흥회의 낙농편람에서 인용. 

생산량

(A)

시유소비량

(B)

초과생산량

(A-B)

적정 초과 

생산량

필요

가격진폭

1 200 123 76 63 -5%

2 186 118 67 55 -5%

3 206 149 57 51 -2%

4 206 154 52 52 -1%

5 209 156 53 50 -1%

6 195 150 45 51 +2%

7 194 152 42 51 +3%

8 191 148 43 51 +3%

9 187 150 37 51 +5%

10 194 154 40 51 +4%

11 187 142 44 50 +2%

12 196 137 59 50 -3%

합계 2,350 1,735 615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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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가격진폭별 월별 시유초과 생산량 변화
단위: 천 톤

2.1.2. 가공용 원료유 지원방안

  원유 생산과 수요의 계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공용 원료유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일정 한도물량을 정해 유업체에게 수입유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생산비가 보전되

도록 차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공원료유 지원체

계를 확립하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공원료유 한도수량과 지원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지원물량

이 많아질 경우 지원 단가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원물량을

월 Base -1% -2% -3% -4% -5% +1% +2% +3% +4% +5%

1 76 74 71 69 66 63 79 82 84 87 90 

2 67 65 62 60 57 55 70 72 75 77 80 

3 57 54 51 48 45 42 60 63 66 69 72 

4 52 49 46 43 40 37 55 58 61 64 67 

5 53 50 47 44 41 38 56 59 62 65 68 

6 45 42 39 37 34 31 48 51 54 56 59 

7 42 39 36 34 31 28 45 48 51 54 56 

8 43 40 37 35 32 29 46 49 51 54 57 

9 37 34 31 28 25 23 39 42 45 48 51 

10 40 37 34 31 28 25 43 45 48 51 54 

11 44 42 39 36 34 31 47 50 53 55 58 

12 59 56 53 50 48 45 61 64 67 7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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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면 지원 단가는 높일 수 있다. 현재 요구르트나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유업체에서 보조 없이도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므

로 일단 분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량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우유는 생산 및 소비의 계절적 차이로 인해 월별로 잉여  

물량의 비율이 달라진다. 과거 5개년(2000-04년) 평균 월별 우유 생산

량과 시유 소비량 차이는 <그림 7-6>과 같다. 여기서 요구르트, 크림 

등 유제품 소비량을 연간 36만 톤(2004년 수준)으로 보고, 매월 일정 

물량씩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월별 가공원료유(분유용) 지원한도 수량

은 <그림 7-6>에서 나타낼 수 있고, 연간 물량으로 환산하면 25만 5천 

톤이 된다.

 가공원료유의 보조금 지급단가는 생산비와 수입유제품 통관가격의 

차이를 보전해 주면 되며, 일본처럼 매년도 생산원가의 변동률을 감안

하여 지급단가의 공식을 정하게 되면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그림 7-6.  월별 시유 수요 초과생산량 및 가공원료유 한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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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국 단위의 우유 수급조절 체계로 전환

2.2.1. 전국 단위 수급관리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집유체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낙

농진흥회가 농가로부터 원유를 매취하여 유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이

고, 둘째는 유업체가 직접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서울우유처럼 집유조합이 가공까지 함께하는 방법이다. 앞으

로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뿐 아니라 유업체 소속 농가도 집유조합을 

<참고: 일본의 가공원료유 지원제도>

 ○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단가 산정

    가공 원료유 지역의 생산비 및 유량, 각각의 이동 3년 평균 변화율을 감안  

    한 생산비용 등 변동률을 전년도의 보급금 단가와 비교하여「해당 연    

    도의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단가」를 산정

 ○ 계산식

    해당 연도의 보급금 단가 = 전년도의 보급금 단가×생산 비용 등 변동률

   　- 생산 비용 등 변동률 : C1/CO ÷ Y1／Y0 

      　C1／C0 ： 착유우 1두 생산비의 변화율(이동 3년 평균）

      　Y1／Y0 ： 착유우 1두 유량의 변화율(이동 3년 평균）

 ○ 가공원료유 한도 수량 : 2003년은 2002년에 비해 10만 톤 감소한 210만 톤

  한도 수량은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등 잠정 조치법의 규정에 근거한 생  

  산자 보급금 교부의 대상으로 된 가공 원료유 수량의 최고 한도로 정해지  

  는 수량이고, 생유의 생산 사정 음용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 사정, 그 밖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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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업체와 원유공급계약을 맺도록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업체와 유업체 소속 농가를 새로운 제도에 참여시키

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일본처럼 새로운 제도에 참여

하는 유업체와 소속 농가에게만 가공원료유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 대표,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위

원회(Dairy Commission)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참여방안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전국 단위의 수급관리제도가 만들어지면 

수급 예측과 쿼터 관리가 가능해지며 따라서 수급 예측을 토대로 한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우유처럼 집유조합이 가

공까지 하는 경우에는 집유조합과 가공조합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1.2.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계획 생산 유도

  각 지역의 낙농조합을 규모화, 광역화하여 지역별 원유 계획 생산 

및 수급조절 실천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각 농가별 쿼터를 합산

하여 조합에게 총량쿼터를 인정하고, 조합이 쿼터를 관리토록 함으로

써, 조합원들의 쿼터량 초과 생산을 억제하여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게 하여야 한다.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기면 낙농진흥회와 각 유업체별 쿼터를 표준화

하여, 전국 단위의 쿼터제도로 만들어 쿼터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

다. 쿼터 거래 시 20% 회수제도는 유지하여 쿼터의 자연 삭감을 도모

하고, 신규 생산자에게도 일정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아울러 현재 6% 버퍼물량을 쿼터 범위 내로 통합하고, 70% 

가격을 받는 물량도 폐지하여 쿼터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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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납유체계를 농장문전도 집유에서 공장 문전도 

납유방식으로 변경

  현재 일반 유업체들은 농가문전도 방식으로 집유한다. 즉 유업체가 

자기 업체 소속 낙농가의 목장에서 집유하고 그 비용을 유업체가 부

담한다. 과거 우유가 만성부족일 때 유업체들이 직접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업체

들은 수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유업체와 서로 경쟁을 하여야 

하고, 항상 최적으로 집유선이 조정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전국적인 집유일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낙농진흥

회를 만들었으나,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율이 20%대로 머물면서 집유비

용을 최소화하려던 정책 목표는 수포가 되었다. 

  <그림 7-7>에서 한 지역에 유업체가 3개 있고, 낙농가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농가의 원유품질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유

업체들은 집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최단거리에 있는 농가에

서 집유하려고 할 것이고, 유업체별 가공능력(Capacity)에 따라 반지름

의 크기가 달라지며 그림의 왼편처럼 다른 유업체와 중복되는 집유선

이 발생한다. 이때 집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7-7>의 오

른편처럼 집유농가를 분배하면 되지만 현재 체제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유업체가 낙농진흥회 소속이라면 낙농진흥

회에서 집유선을 조정하면 되지만 낙농진흥회 비참여 유업체들은 서

로 간에 치열한 집유선 쟁탈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집유주체를 바꿔 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집유를 맡아 공장문전

까지 원유를 배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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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생산자 단체를 점차 광역화하면 지역 간의 집유선 중복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과거의 집유일원화 사업은 전국 단위의 집유일원화를 목표로 추구

하 으나, 사업 참여를 농가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번에는 집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유일원화라는 개념

을 지역 단위로 낙농가 단체가 조직되어 수송비가 적게 드는 유업체

에 납유 농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7-7.  농가문전도 집유와 공장문전도 납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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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요약 및 결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유의 과잉생산이 지속되어 재정부담이 가중

되고 있고 업계는 재고해소를 위해 끼워팔기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앞으로 WTO/DDA 협상이 타결되면 유제품수입이 더욱 

늘어나, 원유 과잉공급으로 인한 낙농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국내 원유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999년 원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낙농진흥회가 설립되

었으나, 원유의 계약생산이나 집유일원화 규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 다. 특

히 우유 과잉공급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농가별로 

기준 원유량(쿼터)을 설정하고,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는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차등가격제를 실시하 다. 이에 반발한 일부 우유조합들이 

낙농진흥회를 탈퇴함에 따라 현재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중은 전체 우

유 생산량의 27%에 불과하여,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이 취약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유체계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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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최근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 및 집유일원화 기능 

쇠퇴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 우유 수급 관련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

석을 통해 원유 수급을 전망하고, 가격 결정체계의 개선과 수급조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

이 국내 우유 수급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함으로써 국내 낙

농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낙농산업 현황

  국내 우유시장은 2002년 이후 감산대책에 따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정체로 인해 잉여 상태에 있으며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

고 있다. 젖소 사육두수 및 착유우 두수는 2002년 3월 착유우 도태정

책 및 잇따른 감산대책으로 말미암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원유의 소비는 대체 음료의 개발로 시유 소비가 정체되어 2001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4년 우유 수요 312만 톤 가운데 226만 톤

(73%)이 국산 원유이며, 나머지 84만 톤(27%)은 치즈, 분유 등 수입유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국산원유 226만 톤 중 161만 톤(71%)은 시유

용(백색시유 135, 가공시유 26)으로 사용되고, 31만 톤은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으로, 나머지 34만 톤은 분유로 사용된다. 수입유제품 중 전

지, 탈지분유의 관세율은 176%(2004 양허관세 기준)로 높으나 대체재

인 혼합분유의 관세가 36%로 낮아 사실상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국내산 분유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낮아 정부보조가 없으

면 사실상 생산이 어려운 실태이다.

  2004년도의 경우 낙농진흥회의 집유량 61만 톤 중 49만 톤(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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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공급하고 나머지 12만 톤(20%)은 잉여 처

리하 다. 진흥회 원유 잉여량은 2002년도에 31만 톤에 달했으나, 원

유 감산대책에 힘입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낙농진흥회 잉여원유를 처

리하는데 2002년에는 1,387억원, 2004년에는 288억원이 지출되었다.

국내 우유 수급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우유 가격․물량 등이 탄력적으로 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낙농진흥회의 우유 기준가

격은 원유 생산비 증감률이 5% 이상일 때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 조

정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생산비가 낮아질 때에는 원유가격은 인하되

지 않고, 생산비가 높아질 때에만 원유가격 인상구실로 작용하고 있

다. 

  둘째, 현재 원유 조달체계가 낙농진흥회를 통한 간접집유와 유업체 

직접집유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점도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 대

응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셋째, 원유의 공동 집유, 공동판매에 관한 생산자단체의 기능이 미

흡하다. 대부분 유업체가 낙농가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서, 수급조절

과 관련하여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낙농진흥회는 전체 낙농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잉여 원유의 처리는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회 농가의 기준 원유량이 공급계약량을 초과하여 많은 잉여

량이 발생함에도 낙농가들은 기준 원유량 증량을 요구한다. 

  다섯째, 원유 수급 안정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낙농․유업대책 심의 

기구가 없어 전국 단위의 원유 수급조절이 어렵다. 계절적 요인에 의

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잉여원유(가공원료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수급완충 장치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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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소비 감소로 인한 분유재고 증가 및 할인판매가 심각하다. 

2004년 9월 원유가는 13% 인상된 반면, 유제품 가격은 20% 이상 인

상된 결과 우유 소비 위축으로 분유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유업

체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끼워 팔기가 성행하는 등 유업체의 경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  외국의 우유 수급관리 정책

  우유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다른 품목보다 관세율이나 PSE(생

산자 보호추정치) 수준에서 볼 때 높은 보호를 하고 있는 편이다. 주

요국들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은 일반 농산

물보다 유제품의 관세율이 3배 이상 높으며, 심지어 호주 및 뉴질랜드

의 경우도 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 EU, 캐나다 등 국가들은 국내에서 유제품을 무제한 매입함으

로써 가공원료유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지지 정책

이 가능한 것은 유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을 갖고 있어서 수입 물

량을 어느 정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유의 경쟁력이 낮고 수출보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와 비슷하며, 일본의 우유 수급관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

점을 주고 있다. 우선, 일본은 농가 생산 원유의 약 92%가 지정 생산

자 단체인 집유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집유일원화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정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가공원유에 대한 부족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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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유의 가격은 지정생산자 단체가 유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용도별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용 원유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게 되어, 

유가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용

우유의 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가공용 우유

의 가격은 일본 낙농유업협회(J-Milk)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합의하

여 고안한 가격 결정 공식(formula)에 따라 대체로 따른다. 또한 일본

은 집유비, 검사비, 판매 수수료 등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원유과

잉생산을 대비한 판매대책기금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등 농

가가 스스로 적극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우유의 수급 모형 추정과 시장개방 향 분석

  유제품 중에서 시유,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버터, 그리고 분유에 

대한 수요 함수를 추정하 다. 시유는 가격탄성치가 다소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추정계수 -0.96), 소득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소

비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정계수 1.211). 발효유와 치즈는 소

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분유나 버터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가격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발효유와 조제분유 버터

가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품목들은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급반응 모형의 구조는 착유우 두수와 마리당 산유량을 분리한 모

형을 설정하여 중․단기 우유 공급반응 모형을 설정하 다. 중기 모형 

추정 결과 1993년에 실시한 “원유의 위생등급제” 정책의 효과는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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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산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탄성치 계측 결과 우

유공급은 노폐우 도축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사료가격과 쇠고기 가

격에 대해서 음의 탄성치를 보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단․중기에 걸

쳐 우유공급은 사료가격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우유공급에는 우유가격이 쇠고기 가격보다 더 큰 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DDA 개방 확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유를 성분(지방, 비지방

고형분)별로 나누어 개방 확대 효과를 분석하 다. 유제품은 제품별로 

결합생산 되기도 하고(버터와 탈지분유, 치즈와 유장 등), 최종제품(치

즈, 조제분유 등)과 중간제품(탈지분유, 탈지유 등)으로 쓰이기도 하므

로, 제품별 수급 균형 모형 개발은 한계가 있다. 제품별 수요와 관세

를 제품별 유지방, 비지방고형분 성분으로 구별하고 가중치를 사용하

여 성분별 수요와 관세로 전환하 다.

  최종산물, 가격, 수입량, 투입재 등을 모두 포함한 균형분석 모형을 

사용하 으며 개방시나리오를 유제품관세 50% 삭감, 100%삭감으로 

구분하여 생산량, 가격 등에 대한 효과를 Base와 비교하 다.

  개방 확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세를 50% 삭감하면 현행관세를 

유지할 때 보다 국내 생산량은 1.5% 감소하고, 가공용 우유의 가격은 

7.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100% 삭감하여 zero 관세를 

가정하면, 생산량 감소는 Base와 비교하여 4.9% 감소하고, 가공용 우

유의 가격도 23.7%나 감소하게 되어, 농가 수입에 커다란 향을 미

치게 되므로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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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유수급제도의 효과 분석

  우유의 생산자 가격이 시장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농진흥회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

행하 고, 다른 유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각각 시행하면서 우유

에 대해서는 기준 원유량(쿼터)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잉여

원유 차등가격제란 낙농진흥회가 유업체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물량을 

초과하여 집유된 물량을 잉여원유로 규정하고 이 잉여 원유에 대해서

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잉여 원유차등가격제하에서의 농가별 기준 원유량은 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쿼터제는 시장왜곡을 가져와 쿼터랜트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비판도 있으

나, 단기적으로는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재정지출 절감과 농가소

득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쿼터제가 시행되면 쿼터

의 거래를 허용해서,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효율적인 생산자에게 쿼터 

값을 받고 쿼터를 양도 혹은 임대하면 생산의 효율을 높이게 된다. 이

때 쿼터의 값은 쿼터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유 쿼터에 대해 폐업 시

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며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의 거래를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변동이 크나, 20만원/ℓ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낙농진흥회의 잉여물량

은 제도 시행 당시인 2002년도 31만 톤에서, 2004년 말 12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부 재정 지출도 2002년 1,387억원에서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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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88억원으로 감소하여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농가들이 계속 기준 원유량 증량을 요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수급관리 조절 방안 및 결론

  현행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에서 잉여원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쿼터

를 감축하는 방안과 우유 관리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쿼터를 감축하면 생산량은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우유 관리가격

을 낮추면 낮아진 가격의 70%가 한계생산비보다 높은 한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낮아져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농가의 수입 감소를 가져와 농가가 반발하

게 된다. 그리고 항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조절하게 되므로 많

은 진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유 수급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수급이 시장

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쿼터제는 한번 

도입되면 철폐하기 어려워지며, 특히 쿼터의 매매를 허용하여 쿼터가 

자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철폐하기가 어려워진다. 따

라서 현행 쿼터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급조절 

방안을 강구하 다.

  첫째, 현재처럼 관리가격제하에서는 가격이 시장 수급 상황을 반  

못하므로, 가격체계를 바꿔서 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향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농가도 과잉생산으로 낮은 가격

을 받는 것보다는 적정 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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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율적으로 쿼터를 조절할 유인이 

된다.

  둘째, 가격이 시장에서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농가 스스로 지역별 조직(낙농판매 조합)을 만들어 유업체간 직거래

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업체 소속농가도 앞으로는 지역의 낙

농가 조직에 참여하여 생산자들의 교섭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잉여원유에 대한 정부의 차액 지원도 계속 지원되도록 하여, 농

가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안정장치로

서 너무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 할 수 있는 경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가공원료유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원유 

생산과 수요의 계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도물량을 정해 유업체에게 수입유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낮

은 가격으로 가공용 원유를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생산비가 보전되도

록 차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공원료유 한도수량

은 25만 5천 톤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원료유의 보조금 지

급단가는 생산비와 수입유제품 통관가격의 차이를 보전해 주면 되며, 

일본처럼 매년도 생산원가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공식을 정해 결정할 

경우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유는 가공되어 여러 

종류의 유제품으로 판매되므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

야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혼합가격제(price pooling)도 아울러 도입되어야 한다. 개인이 생산한 

원유가 어떤 용도로 얼마큼 쓰이는지는 알 수 없고, 조합단위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게 지급되는 혼합가격은 원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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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단위별로 다를 수 있다.

  다섯째, 계절별 유대 차등가격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시유수요가 

적은 동절기에는 기준원유가를 낮추어 생산량을 더욱 줄이고, 따라서 

재고를 낮출 수 있도록 계절별로 유대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계획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각 지역의 낙농조합을 규모화, 광역화하여 지역별 원유 계획 

생산 및 수급조절 실천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각 농가별 쿼터를 

합산하여 조합에게 총량쿼터를 인정하고 조합이 쿼터를 관리토록 함

으로써 조합원들의 쿼터량 초과 생산을 억제하여 수급 균형을 도모하

고 원유가격하락을 방지하게 하여야 한다. 

  일곱째, 전국 단위의 수급조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 뿐 아니라 유업체 소속 농가도 집유조합을 

통해 유업체와 원유공급계약을 맺도록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전국 단위의 수급관리제도가 만들어져야 수급 

예측과 쿼터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 대표, 정

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위원회(Dairy Commission)를 설립할 필요

가 있다.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기면 낙농진흥회와 각 유업체별 쿼터를 

표준화하여 전국 단위의 쿼터제도로 만들어 쿼터거래를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여덟째, 납유체계를 농장문전도 집유에서 공장 문전도 납유방식으

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 유업체들은 자기 업체 소속 낙농가

의 목장에서 집유하고 집유비용을 유업체가 부담한다. 집유주체를 바

꿔 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집유를 맡아 공장문전까지 원유를 배달하게 

되면, 집유선 중복 문제는 해결된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를 점차 광역

화하면, 지역 간의 집유선 중복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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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유 수급관리 개편방안은 우유의 생산자와 수요자(유업체)

간에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쌍방 

간에 이해득실의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

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된다. 일시에 

개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부터 집유조합을 

통해 유업체와 직거래를 하도록 하고, 2단계로 유업체 소속 낙농가들

을 제도에 동참시키는 단계적 추진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한도를 명

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나친 기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최

근의 우유 소비의 침체와 DDA 협상의 진전으로 인한 시장 개방 폭 

확대는 낙농산업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우유 수급관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시장원리의 강화라

는 방향과 제도적 틀을 제시하 지만, 낙농가들은 수급이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의 소득 불안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해 정부의 우유 최저가격 보장 방안과 낙농가의 교섭력 강

화를 위한 조직 강화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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