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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축산물에

한 수요가 증가해 왔다.수요의 증가는 축산업의 양 성장을 이룩하여 농

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다음으로 높은 수 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와 악성 가축질병들이 발생하면서,보다 안 한 축산

물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더 나아가 농장 환경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근래 들어 농장동물복지 문제는 국제 인 주요 심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국제기구들도 그 요성을 인지하고 제도 도입에 한 정책 인 논

의를 진행 에 있다.우리나라도 련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다양

한 민간단체들이 농장동물복지 수 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그

러나 아직까지 농장동물복지에 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다.때문

에 농장동물복지의 국내 도입에 해 검토한 이번 연구는 시기 으로

하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사)축산물처리 회 등의 유 기 과 동물복지 련 민

간단체 그리고 학계 문가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이 연구가 농장동물복

지의 요성을 일깨우고 련정책 수립과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0.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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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동물복지의 도입

과 실행을 한 정책 방향에 해 검토한 것이다.

동물복지형축산의 국내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 축산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양질의 단백질 공 ’이라는

축산업의 기본목표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보호,그리고 농업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농가생산비 변

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단계를 제외한 생산단계에서의 동물복지

용에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농장동물복지에 한 구체 인 기 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

항생제 는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 동물복지 요소를 많이 도입

한 농가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분석에 한계를 지닌다.운송

도축과 같은 유통단계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유통비용의 증가가 상

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구체 수치 제시에도 한계가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이 지닌 공익 기능과 시장실패 성격을 고려할 때,정

부의 인센티 제공과 보조가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며,이 경우,소비자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수 의 가격 리미엄이 존재하게 된다.때

문에 생산자소득이 행축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

하고 있다.

첫째,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우리나라는 아직 생산자와 소비

자 모두 동물복지에 한 인지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수 이다.이들을

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특히 농장동물복지와 련한 연구



iv

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 이고 객 인 자료도 부

족하다.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추진을 해서 련연구의 확 가 요구

된다.

두 번째로는 장기 인 동물복지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재 정부

심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인증제도를 비 에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장

기 으로 어떤 형태로 운 될지에 해서는 아직 구체 인 계획이나 일정

이 제시되지 않았다.이는 아직까지 한국형 농장동물복지기 이나 가이드

라인이 공식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축산

업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규제도 도입이 지향하는 목 과 범 등이 구

체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한 지원이 요구된다.농장동물복지가 지니는 시

장실패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제도 개입이 필요하며, 한 제도

ㆍ법 규제와 함께 시장 안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수 의 인센티

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외부성이 갖는 특성상 정부의 규제만이 강조될

경우 사회 으로 최 의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때문에 농장동물복지가

사회 으로 바람직한 수 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 형식의 정부개

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책추진체계로서 가칭 한국동물복지 원회의 도

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발 이 소비자와

생산자,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 정책방향에 한

합의를 도출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는 환경오염이 식품안 성 문제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 인 건

강 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발생 때 정부의 신속한 처가 가능

하며 규제에 한 업계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다.그러나 동물복지의 경우

사회에 다양한 의견계층이 존재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서

로 틀리다.그 기에 의견합일을 한 실체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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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FarmAnimalWelfareandPolicyRoadmap
forKorea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omestic and foreign trend of farmed ani-

mal welfare and the policy direction of introducing farmed animal welfare 

to the Korea. Introduction of farmed animal welfare to the Korean live-

stock industry is a future direction in many ways. Introducing a concept 

of farmed animal welfare supplies the protein of good quality to the citi-

zen, protects the sustainability of livestock industry, and guarantees the 

multi-functionality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With consumer survey result and previous research of changing pro-

duction cost, this study identifies, there can be an economic incentive of 

introducing animal welfare in the production phase. So far, however, we 

have no standard or guideline for farmed animal welfare, the result is driv-

en mostly from the data of “anti-biotic free” and “organic” licensed farm. 

Furthermore, changes of transportation and slaughtering costs are not de-

rived from data restriction. Thus we still don’t has a clear shot of econom-

ic efficiency.    

  When consider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 and mar-

ket failure in farmed animal welfar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roper 

policy support to cure such problems. In this case, with the consumer sur-

vey result, expected price premium of animal welfare products can cover 

an increased production cost of farm.  

  To introduce farmed animal welfa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optio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both pro-

ducer and consumer. Especially the research which relates with farmed ani-

mal welfare is not adequate to provide scientific knowledge and proper 

government policy. Secondly, it is important to show a future direction of 

policy provision. The government now enacts a law to introduce f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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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cheme in a market. However, producer and 

consumer don’t has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ertification scheme. 

Without any proper information, market system can’t work efficiently. 

Thirdly, to maximize social welfare,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very 

important. The government can choos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direct 

payment, monitoring system, and setting standard with certification. The 

principle of economics indicates that incentive system is the best solution 

to cure existing market failure proble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new 

body, tentatively named “Korea Animal Welfare Council”, to discuss and 

manage domestic animal welfare issues.  

Researchers: Byung-Joon Woo, Duk Huh and Hyun Joong Kim
E-mail address: bjwoo@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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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연구 필요성과 목

1.1. 연구 필요

1.1.1.농장동물복지 개념 정의

동물복지는 인간의 리를 한 동물의 이용을 반 하는 동물권리운동

에 한 안으로 도입된 개념으로,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는

행 를 수용하는 신 그러한 행 의 주체인 인간에게 동물 이용에 한

윤리 (倫理的)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즉,동물복지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우해야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윤리 책임의 에

서 동물에게 필요한 기 인 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1

각 국가별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조건이나 자연환경,소비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동물복지의 개념이나 동물복지 용 수

1
조희경,“농장동물복지 실태와 축산물의 안 성”,동물복지와 축산물 안 성의

계 세미나자료,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 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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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존재한다.그 지만 동물복지 개념에 내포된 윤리 책임은

‘동물의 이용범 와 동물들이 받는 고통의 범 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

본원칙을 제로 한다는 것이 일반 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동물복지가 폭넓게 알려진 일반 인 개념이라

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 지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伴侶動物)을

심으로 동물복지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실험동물이나

농장동물과 같은 산업동물에 한 동물복지 용 문제도 어느 정도 다루어

지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 인간의 권리와 복지도 완 하지 못한 실에서 동물의

복지수 을 논의하는 데에 거부감을 표 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이다.이러한 부정 견해들은 동물,특히 농장동물의 복지가 인간의 보다

높은 수 의 환경과 식품안 성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농장동물복지의 범

운송, 도축
질병관리

면적, 사양관리
동물복지
(5가지 자유)

HACCP
(위해요소관리)

무항생제
(항생제)

유기축산
(유기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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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농장동물에 ‘친환경축산물인증제’,‘친환경안

축산물 직 지불제’,‘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축산물 해요소 리

기 (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system,HACCP)’등의 제도

들이 도입되어 운 되고 있다.그 지만 그림 <1-1>과 같이 이들 제도들은

본격 인 농장동물복지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즉,축종별 사육면 이나

사양 리 방법,운송 도축 리,질병 리 등에서 기존 제도와 일부분 연

결되는 개념들이 용될 뿐 철학 출발 배경은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개

념이라고 할 수 없다.

1.1.2.농장동물복지 연구 필요성

국제 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Union) 국,호주 등 선진 농업국

가 심으로 농장동물에 한 동물복지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OrganisationforAnimalHealth,OIE)와 국제연

합(United Nations,UN),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FAO)등도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재 국내 축산업은 기술향상,생력화(省力化),시설 화 등 생산성과

효율성 심으로 발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국내 농업생산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화 이면에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공장형 집약식 가축사

육 등으로 분뇨,악취,질병,항생제 남용,축산물 안 성 논란 등의 부정

인 문제들이 지속 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공장식 축산의 경우,사육환

경을 동물의 생리구조에 합하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에서

규격화된 사육조건에 동물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건강에 바람직한

최 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 발생과 소비자들의 높아진 의식수 ,동물복지

국제 규범화 등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장동물복지 에서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련 국내 연구가 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에서 농장동물 복지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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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 의 제도 뒷받침과 이해당사자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 국가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려동물 심이어서 농장동물에 한 구체

동물복지 실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법률을 통한 농장동물복지의 보장과 증진을 뒷받침하기 해서는

과학 인 연구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 이고 한국 실정에 맞는 농장동물복지 달성 목표 수 설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그러나 재까지 이러한 목표 수 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국내 련 산업계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요건에 한 기 도 제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때문에 제도 인 농장동물복지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1.2. 연구 목

앞서 언 했듯이 국내 농장동물에 한 동물복지 향상 논의는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 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이는 농장동

물복지 개념이 국내 산업 내에 어떠한 수 으로 도입되어야하는지,도입될

경우 산업계에 어떠한 향을 것인지에 한 과학 인 연구의 뒷받침이

부족하며,일반 소비자들의 농장동물복지 용 제품에 한 요구도 시장에

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입법 고된 “동물보호법”개정 법률안의 경우,농

장동물복지 향상을 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제와 동물복지형 축산식

품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이러한 신규제도

도입 움직임은 앞으로 농장동물복지 개념의 농가단계 확 용을 한

비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범 가 넓어지게 만드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변화 동향에 맞추어 재까지의 농장동물복지 개념의 개

와 이와 련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 축산

업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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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한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 은 농장동물복지 개념의 산업 용에 한

경제학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제도 도입에 한 경제주체들의 상충된

이해 계를 검토하고 해당 개념의 확산을 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선행연구 검토

2.1. 국내 연구

‘농업경제학의 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의 개념’을 최 로 소개하고 정

리한 조 호(2005)의 연구는 재의 친환경축산에서 앞으로 동물복지축산

의 요성이 부각될 것을 지 하고,국내 축산업에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한 우리 실정에 맞는 축종별 동물복지축산표 의 설정과

법률 뒷받침이 체 축산농가를 상으로 하기보다 기 에 맞는 축산농

가에 인센티 를 주는 방식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 인증제

가 필요함을 지 했다.동물복지축산 실천에 한 문제 으로는 높은 투자

비용과 토지면 요구,노동력 추가투입을 지 했으며,이러한 문제 해결

을 해 한국형 동물복지축산 기 설정의 요성과 소규모 맞춤형 축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이를 실 하기 한 가족경 의 요성을

지 했다.

조 호(2006)의 연구는 국내 축산업 장조사를 통해, 재 농장동물복

지와 련된 규정이 무한 한국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축종별

사육시설,환경,사육방법을 정립하고 규모,시설환경,분뇨처리에 한 기

을 제시했다.

조 호․송 찬(2007)은 소비자 809명을 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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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매 의향을 조사한 바 있다.분석 결과,축산물의 안 성을 불신하는

응답이 58.3%로 강하게 나타났으며,일반 축산물에 비해 유기 축산물을 구

입하는데 최소 1.1배에서 최 1.9배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송 찬․박민수(2007)는 동물복지형 양돈경 농가의 경 실태를

조사하고,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을 추정했

다.아울러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시하는 양돈농가의 경 실태 조사를 해

무항생제 양돈경 과 유기 양돈경 으로 구분하여 사육기술과 비용 등의

경 실태도 조사했다.그 지만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 기 이 없는 상황

에서 이들 농가를 동물복지형 양돈업 운 농가라고 가정한 후 분석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덕기(2007)는 자연순환형 유기농업의 기본원리와 목표를 악하고 유

기축산에 필요한 동물복지 조건,경제 효율성을 검토하기 해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한 평가방법으로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의 국가에서 유

기축산농가에 한 평가 등 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물권리지수(Tiergere-

chtheitsindex;TGI)와 같은 ‘가축 합성지수’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도 다른 연구들처럼 유기축산과 농장동물복지의 실행에

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유기축산과 농장동물복지 개념의 차이에 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안병일(2008)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축산물 생산의 경제

성 여부 단을 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단하는 것이 요함을 지 했다.이를 해 해당 축산물의 수

요함수를 사 (事前的)으로 계측했다.이 연구에 의하면 동물복지형 축

산물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순으로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품목의 일반축산물과의 가격차이에 따라 수요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그러나 이 연구 역시 실제 소비자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한 것이 아닌 다른 연구에서 획득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

한 사 수요함수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오상집(2007),최희철(2007,2008), 환(2008)등은 해외 농장동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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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이드라인 도입 동향에 한 소개와 함께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국내

양계,한우,산란계 산업에의 시사 사육방식 변경에 한 필요성과

안 과제를 논의했다.한편 정덕 (2006)은 운송과정에서의 동물복지에

한 국과 아 리카․ 동 지역의 정책과 법률을 소개하고 운송과정의 산

업동물 스트 스 발생에 한 문제를 지 했다.

최염순(2009)은 세계 인 농장동물복지 제도의 동향과 OIE등의 농장동

물복지 권고지침에 한 내용을 요약하고 국내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를 정리했다.특히 동물복지형 농장동물 시범사업과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장동물복지에 한 과학

․체계 인 연구 추진과 국민 홍보강화가 요함을 지 했다.

조 호 외(2009)는 동물복지형 축산이 생산물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그 부분이 단편 인 내용이고 생산시스템

반에 걸쳐 동물복지에 입각해 사육된 생산물의 품질과 일반축산물을 비

교한 문헌이 많지 않음을 지 했다.

2.2. 해외 연구

Bennett(1997)은 국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장동물복지

련 법률 제정과 생산자에 한 보조 지 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소비자

들의 선택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동물복지 수 제고에 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이러한 주장은 농장동물복지와

련한 법률을 입법할 때 시장 내에 존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선호와는 무 한,특정방향으로 선택을 강제

할 경우 심각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 과 련된 것이다.

Fraser(2003)은 농장동물복지 실천수 에 한 다양한 견해를 크게 3가

지로 요약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농장동물복지 도입과 련해서,1)공장

형 축산이어도 농장동물의 건강,성장,생산성을 고려하고 있으면 문제 없

다는 견해,2)동물이 선천 으로 행하는 모든 자연 행동에 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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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없애야 한다는 견해,3)어떠한 형태로든 동물들이 삶의 기쁨을

완벽하게 마음껏 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 등의 3가지 견해가 존재한

다.이 가운데 유기축산의 경우는 동물의 선천 ․자연 행동을 제한해서

는 안 된다는 견해에 가까우며,도축할 때에는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최소

화하여 동물도 삶의 기쁨을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미국 농무성이 운 하는 FTAA(FutureTrendsinAnimalAgriculture)

원회는 2006년에 열린 회의에서 농장동물복지의 세계 확산과 국제무역

에의 향에 해 검토하고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수 으로 설정된 동물복

지 기 이 향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지 했다.

BennettandBlaney(2003)는 산란계 생산 련 EU의 동물복지법을 지지

하기 해 국 시민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액을 가상가치법(contingent

valuation,CV)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BennettandLarson(1996)은 산란

계농장동물복지법에 한 시민들의 지불의사 액을 이 양분선택형질문법

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있다.Liljenstolpe(2008)은 양돈산업의 동물복지에

한 경제 가치를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동물복지법이 소비자

생산자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Grethe(2007)는 육계와 산란계에 한 높은 수 의 동물복지 기 용

이 EU의 련제품 생산을 제약하고,심한 경우 이들 축산물 생산기반이

제3국으로 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 기 하여 인증․표시제도,보조 제

도, 세차별 등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이 EU내에서의 가 산물 생산기반

유지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검토했다.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물복지

축산물에 한 인증․표시제도와 보조 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다 농장동물

복지 미 용 제품에 한 세차별 실시가 더 큰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Maria(2006)는 스페인에서의 농장동물복지에 한 소비자 이해도와

련제품에 한 소비자 지불의사에 해 조사했다.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분의 소비자들은 높은 수 의 농장동물복지 축산제품에 해 더 큰 지

불의사가 있으며,특히 은 여성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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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기 해서 설문결과를 비교할 경우,응답

된 지불의사 액과 실제 지출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비자에 한 교육과 홍보가 요함을 지 했다.

Gregory(2007)에 의하면 수송 도축 과정에서 가축이 스트 스를 받을

경우 근육의 경직에 의해 PSE(pale,soft,exudative,일명 물퇘지) 상이

발생함을 지 하고,축종별 발 정도와 육질 등에 미치는 향을 정리했

다.

3.이론 검토

농장동물복지는 동물을 감정과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동물을 경

제 인 목 으로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인도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경제행 의 틀에서 볼 때,농장동물복지의 사회 가치는 소

비자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해 지불하는 시장가격으로 나타난다.그러

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실패의 문제가 농장동물복지에서도 나타나

기 때문에 사회 으로 정한 수 의 농장동물복지 구 에 어려움이 따르

고 정부의 규제같은 제도 진입이 필요하게 된다.

3.1. 농장동 복지  외부 (Externality) 

가축 사육과정에서 동물을 학 할 때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한 감정과 거

부감을 가지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해당 제품의 시장가격에

하게 반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비

슷한 를 들면 공해발생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존재와 이를 해결하기 한

정부의 세 부과 행정조치 등 정부개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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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동물학 의 외부불경제 발생 과정

자료:http://www.sli.lu.se/pdf/bennett.pdf

3.2. 공공재  가 재

어떠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증진된 동물복지에 해 만족감

을 느낄 경우,해당 동물복지의 증진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

으며(non-excludable)이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는 다른 소비자의

만족감의 크기에 향을 주지 않는다(non-rival).따라서 동물복지는 경제

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公共材)의 성격을 가지며 그 결과 생산자는 공

공재 성격을 가지는 동물복지 향상을 사회 최 수 까지 유지해야할

경제 이유가 없게 된다.따라서 사회 최 수 을 유지하기 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동물복지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재(價値材)의 성격도 함께 갖는

다.가치재는 개개인의 자발 인 선택만으로는 사회 으로 바람직한 수

까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농장동물복지에

해 지불의사가 없는 소비자도 동물복지 증진에 의한 혜택을 얻기 때문에



서론 11

발생한다.따라서 사회 으로 동물복지 증진에 한 일정 수 의 지지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가치재 성격을 가지는 동물복지 증진을

확 시킬 수 있으며,정부가 가치재의 요성에 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간염 백신 는 자동차 안 벨트 매기 홍보 등).

3.3. 보 부재  보 칭 

일반 으로 생산자는 농장동물복지에 있어 동물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생산비 변화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때문에 동물복지 도입에 심이 있

어도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소비자도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동물복지 실천상태에 한 정보가 부

족할 경우 구체 인 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실천 제품의 정보

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라벨이나 인증마크 등이 필요하다. 한 인증

제도에 의해 련정보가 제공된다 해도,제도 자체에 한 신뢰성이 낮을

경우 동물복지 제품에 정한 액을 지불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평상시의 신뢰도를 바탕으

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제품은 신뢰재(信賴材,Credence

good)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시장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정부가 개입하여 한 기

과 규격을 설정하고 표시 는 인증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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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내용과 방법

4.1. 보고  구 과 주요 내용

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과 목 ,선행연구 검토,연구 내용과 방법 등이 설명된다.2장은

국내외의 농장동물복지 도입 동향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3장은 농가

와 도축업계의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식과 도입 의향에 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4장은 농장동물복지제도 도입에 한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시장에서 매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비

자들의 해당 제품에 한 지불의사 액을 조사했다.5장은 농장동물복지

제도 도입을 한 국내 정책과제를 정리했다.6장은 보고서 내용의 요약과

결론이다.

4.2. 연구 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농장동물복지제도 용 책

에 한 련문헌을 검토한다.이를 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 진흥청

축산과학원,기타 련 국내 정부 민간기 의 자료를 검토하고 해외의

경우 OIE,FAO,EU,미 농무성,RSPCA(RoyalSocietyforthePrevention

ofCrueltytoAnimals)등의 자료를 검토한다.

련된 통계자료 분석 계량분석을 해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소비와

련 EU,RSPCA 외국 정부기 등에서 소비자를 상으로 실시한 동

물복지 련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국내 소비자들의 농

장동물복지에 한 인식수 련제품과 인증제도, 정가격 수 등을

분석하기 해 수도권과 국 주요도시 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그림 1-3.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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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농장동물복지도입과 련한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획득하기 해

농장동물복지 련 문가,정책담당자,업계(생산자와 도축업계)를 상으

로 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특히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과 운

에 한 국내외 문가 청 워크 을 개최하여 련 정책담당자, 문

가,업계와의 정보교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련 정보의 공

유 성공 인 제도도입을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안을 도출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조 호(2009)

의 ‘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제성 분석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조사된 농장

동물복지실천농가 장조사 자료와 동물복지 용 축산물 소비자 인식

구매의향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생산단계 분석

∙동물복지 장 용 가능성 검

∙필요 정책과제 도출

∙해외사례 조사 시사 도출

시장단계 분석

∙동물복지제품시장 진입 가능성과

시장 규모 추정

∙해외 동물복지제품시장 동향과 시사

도출

∙해외의 정부정책과 업계의 응 동향

∙국제 무역에서의 동물복지 이슈 검

∙원고 탁(남 )

련 이론 정리 정책과제 도출

∙농장동물복지정의 제도 용에따른타정책과의차이 정리

∙제도도입을 한 련법과제도운 방향검토(TF구성 운 )

∙ 련 생산 농가와 제품에 한 인증제도 도입 운 방안 검토

∙제도 정착을 한 인센티 필요성 도입방안 검토

∙해외 동향 악 국내 응방향 검토

∙정책 추진을 한 로드맵 제시

원고 탁

장조사 문가 회의

농식품부,검역원합동TF
선행연구 해외문헌조사

문가 워크 개최





국내외 농장동물복지 련 동향 제2장

1.해외 농장동물복지 련 동향

1.1. 국

1.1.1. 련법률 입법과정 배경

1822년, 국에서는 농장동물의 학 를 방지하는 법으로서 세계 최 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Martin'sAct가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1824

년에는 농장동물 보호단체인 동물학 방지 회(SocietyforthePrevention

ofCrueltytoAnimals,SPCA)가 설립되었다.1835년에는 동물 간의 싸움

을 지시킨 “Pease'sAct”가 제정되었으며,1840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왕립동물학 방지 회(RSPCA)가 설립되었다.

최 의 동물복지운동도 국에서 시작되었다.그 출발은 1964년

에 국인 RuthHarrison이 집필한 <AnimalMachines>라는 책에서 비롯되

었다.이 책은 동물도 인간과 같이 불안,두려움,좌 기쁨 등을 느낀다

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이 책의 내용과 같은 연구와 논의를 토 로 국

은 동물복지에 한 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특히 국 정부가 1979년

에 설립한 독립자문기구(independentadvisorybody)인 농장동물복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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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FarmAnimalWelfareCouncil,FAWC)는 가축의 사육,수송,도축,시

장,정부의 입법활동 등의 분야에서 동물복지에 한 정부 자문을 실시하

고 있으며,1993년 농장동물복지를 한 다섯 가지 자유(fivefreedoms)를

제시하고 축산 련업계가 이를 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조 호 2005;조

희경 2007;최희철 2007).

FAWC가 제시한 농장동물복지를 한 다섯 가지 자유는 ①배고픔과 갈

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fromhungerandthirst),②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③고통,부상 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ain,injuryordisease),④정상 인 행동을 표 할 자유

(Freedomfromexpressnormalbehaviour),⑤공포와 정신 고통으로부터

의 자유(Freedomfromfearanddistress)이다.

국은 1911년의 “동물보호법”(1911ProtectionofAnimalsAct)이후

제정된 주요동물보호ㆍ복지 련 입법을 포 하기 해,199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AnimalWelfareAct)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는 새롭게 개정

된 “동물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다.새롭게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농장동

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에 한 학 도 지하고 있다.

1.1.2.왕립동물학 방지 회(RSPCA)

가.개요

국의 RSPCA는 ‘모든 합법 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한 학

를 방하고,친 을 도모하며,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

다.RSPC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로,반려동물에 한정되

지 않고 모든 동물을 고려하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이다.RSPCA

는 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들의 순수한 후원 으로 2009년에만 2,400억 원

의 수입을 얻었으며, 국의 동물복지법을 집행하면서 로비(lobby),캠페

인,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동물복지법 집행과 련 매년 약 14만

건의 동물학 신고를 조사하고 13만5천 마리의 동물을 구조하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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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약 1000명의 범법자에게 유죄선고를 이끌었다.

RSPCA는 국 역에 172개의 지부가 있다.52개의 동물입양센터,7개

의 동물병원 43개의 진료소를 운 하고 연간 23만 마리의 동물을 치료

하고 있다.RSPCA는 한해 평균 1만여 마리의 학 받거나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여 이 8000마리를 입양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RSPCA의

상징으로 불리는 감시 (inspector)300여 명을 포함해 1650명의 직원과 직

업 활동가들이 근무하며,자원 사자만도 수천 명에 달한다.2

나.동물복지 기 (welfarestandards)

RSPCA는 주요 축종별 농장동물복지기 을 제정하여 농장동물을 보살

피고 복지수 을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 기 은 동물의

먹이 음수 여,사육환경,사육방법,건강 리,이동,인도 도축 등

종합 으로 다루고 있다.이 기 은 동물이 사육되는 농장의 크기나 사육

방식(방목 는 행)에 상 없이 용되어 freedomfoodlabelling인증을

비롯한 여러 단체 개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국내외 다양한 유통업

체들의 기 설정과 인증제도 도입에도 이용되고 있다.특히 이 기 은 한

번 설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 발견이나 련 이해당사자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보강되고 있다.

RSPCA의 농장동물복지기 은 기본 으로 공간, 여,수의학 리

등에 한 것이지만,가장 요한 심사는 농장 리 효과가 복지수 에

어떻게 하게 나타는가의 문제이다.따라서 가축에게 제공된 행 가 농

장동물복지에 하게 반 되고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는 것보다는 실

제 농장동물복지에 한 신뢰할 만한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RSPCA는 농장동물의 육체 ․정신 복지수 평가(welfare

outcomeassessment)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평가 결과와 농장동물복지

2
PaulLittlefair,"AnimalWelfareLawEnforcementintheUK",2010International

ConferenceonAnimalWelfar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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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의 연계를 통해 원하는 수 의 복지 달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

다.

한 농장동물의 건강과 복지수 향상을 해 ‘수의건강계획’(Veterinary

HealthPlans,VHPs)이라는,농가와 수의사 간의 실행계획을 진행 이다.

이는 1990년 반부터 RSPCA의 복지 기 (welfarestandard)에서 이러

한 계획의 실천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근래 들어 국은 소비자에게

식품안 성을 보증하기 해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정부 차원에서

농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다.FreedomFood

RSPCA는 1994년부터 Freedom FoodProgram을 운 하고 있다. 재

사육,운송,도축 가공단계에서 약 28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RSPCA에 희망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RSPCA의 농장동

물복지기 수 여부를 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으로 인증을 받

는다.인증된 회원은 매년 한 번씩 재심을 받으며, 장감시 (RSPCA

farm livestockofficer)이 비정기 으로 방문하여 농장동물복지기 수

여부를 검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한 정기 으로

식품 매장에서 FreedomFoodlabel을 부착한 상품의 이력을 추 한다.

Freedom Food 로그램 참여회원농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다.이

들이 생산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는 freedomfoodslabel이 용되어 일반

축산물보다 더 높은 가격 리미엄(premium)을 얻는다. 한 시민단체들과

연계된 다양한 마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FreedomFood 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연간 회원가입비는 일반 인 농

가(를 들어 닭 3만 수 는 젖소 200마리 규모)의 경우 약 110 운드 정

도(한화 약 20만 원)로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이가 난다.회원가입비 외

에 생산된 제품에 FreedomFoodLabel을 사용할 경우,제품 가격,무게 등

을 기 으로 일정 요율의 이용료(licensefee)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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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U

1.2.1.동향 개요

유럽에서는 축산업이 오래 부터 요한 산업 하나 다.제2차세계

이후 축산물에 한 수요가 증가해 공장식 집약 축산이 성행했다.

그러나 국에서부터 시작된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식이 유럽 역으로

확산되면서 1992년 EU의정서(TreatyonEuropeanUnionof1992)에 동물

복지에 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2006년에는 EU집행부에서 EU의 동물복지 증진 동물보호와 련된

정책을 포 하는 기 실행계획으로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공표했다.이 행동계획은 농장동물복지와 련된 표 을

개선하고 련연구를 진하며,교육과 홍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5 정책분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EU

공동농업정책(CommonAgriculturalPolicy,CAP)과 연계한 농장동물복지

최 기 의 상향조정3,EU차원의 동물복지연구기 설립을 포함한 동물

복지 분야에서의 연구와 동물실험에서의 3R원칙(Rep-lacement,Reduction,

Refinement)의 강화,EU차원의 동물복지형 축산인증제도(labeling)도입과

연계한 농장동물복지품질표시지표 규격의 표 화,농가와 소비자에게

농장동물복지 련 정보제공,교육 훈련 강화,OIE․WTO와의 연계,EU

를 제외한 국가들의 조를 통한 국제 인 농장동물복지 논의의 주도권 확

보 등이 있다.

3
이에 따라 EU는 2007년 1월부터 CAP에서의 직 지불 지 을 한 교차 수

사항(CrossCompliance)에 동물복지기 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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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생산자

EU농민단체(COPA-COGECA)4는 EU가 주도하는 수 높은 농장동물복

지를 극 으로 수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아울러 높은 수 의 농장동물

복지 실 으로 EU의 축산업이 국제교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EU에 요구하는 등 타국과의 무역 정 시 비교역 심사항

(Non-TradeConcerns,NTC)으로 동물복지 문제의 의제화를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다.그 결과 한-EUFTA 상에서 동물복지에 한 논의가 하

나의 주요한 쟁 이 될 수도 있다는 측이 있었으나,동물복지 정보, 문

지식과 경험의 교환 작업계획 수립,‘동물의 기 도축’에 한 동물

복지 기 개발 등에 양측이 력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수 에서 의견

근이 이루어졌다.

1.2.3.소비자

가.EuroBarometer2005조사 결과

2005년 EU 원회는 가맹국 25개국의 소비자 24,708명을 상으로 가축

복지에 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주요 내용

은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식과 의견,소비자 구매행 와 농장동물복지,

유럽의 동물복지 수 등이다.5

이 조사에 의하면,55%의 소비자가 EU에서 농장동물복지가 충분히 실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80%의 유럽 소비자는 동물의

권리는 비용과 련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그리스 91%),55%의

4
COPA(CommitteeofProfessionalAgriculturalOrganisations)는 직업농업인조직

원회를 의미하며,COGECA(GeneralConfederationofAgriculturalCo-operatives)

는 농업인조합총연합을 의미한다.
5
EuropeanCommission,“AttitudesofConsumerstowardsthewelfareoffarmed

animals”,SpecialEurobarometer229/Wave63.2-TNSOpinion& Soci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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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농장동물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

다(그리스 73%).한편,축산물 구입 시에 49%의 소비자가 가축복지에

해 고려하고 있으며,특히 58%가 육계와 산란계의 복지수 이 좋지 않다

고 평가했다(네덜란드․덴마크 77%).응답자의 59%는 농장동물복지에

합한 시스템으로 생산된 계란에는 추가 인 지불의사가 있으며,38%는

이지 사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계란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소비자들은 정부가 농장동물복지정책을

통해 가축의 건강과 복지수 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지만,그러한 노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구매행동을 통해 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그러나 시장도 소비자가 원하는 수 만큼 농장동물복지제품을 충

분히 공 하지 못하며,51%의 소비자는 농장동물복지를 실천한 제품을 찾

기 어렵다고 응답했다.이와 련해서 가축에 합한 환경에서 생산된 계

란에 해 일반 제품보다 25%이상 더 높은 추가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

한 소비자 82%는 어도 한 번 이상은 농장에서 직 계란을 구입하고

있으며,소매 에서 농장동물복지 라벨이 붙은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85%는 이러한 구매행 가 농장동물복지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나.EuroBarometer2007조사결과

2006년,25개 EU회원국가의 시민 29,152명을 상으로 동물복지 인식

조사가 다시 실시되었고,2007년에 보고서로 발간되었다.6일반 에 있

어 동물복지의 요성,동물복지에 한 지식수 ,해당국가의 동물복지

기 에 한 인식 정도,동물복지 기 향상이 생산자에게 미치는 향,소

6
European Commission,“AttitudesofEU citizenstowardsAnimalWelfare”,

SpecialEurobarometer270/Wave66.1-TNSOpinion& Soci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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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구매 습 과 인증표시제도(labeling)등이었다.

조사결과,응답자의 34%가 농장동물복지의 요성을 묻는 항목에 10

만 기 으로 10 (매우 요하다)을 부여한 반면 0 ( 요하지 않

다)을 부여한 응답자는 단 2%에 불과했으며,평균은 10 만 에 약 7.8

이었다.특이한 은 응답자의 정치 입장(우익 는 좌익)이나 거주지(도

시 는 농 )등 사회인구 요인은 통계 으로 답변과 아무 련이 없었

다.다만 농장동물복지에 한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느끼고 농장동

물복지 증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경우 농장동물복지의 요성

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농장동물복지 수 에 한 정보요구 조사결

과에 의하면, 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국가와 련된 정보를 얻고 있

지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련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응답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농장동물복지 수 에 한 지식수

과 더 많은 정보 획득 요구 수 과의 상 계를 국가별로 구분해서 나

타낸 것이 그림 <2-1>이다.

지난 10년간 EU국가 내에서의 농장동물복지 수 향상 여부에 한 질

문에 해 60%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구체 으

로 48%가 ‘조 향상되었다’고 응답했고,‘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20%,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12%,‘더 악화되었다’는 7% 다.앞으로 자

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농장동물복지 수 이 더 향상되어야한다는 응답은

77%에 달해 소비자들은 아직도 더 높은 수 의 농장동물복지 실 을 요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섭취 식품과 련된 동물복지 실 에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사람(기 )은 구(어디)인가에 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농업인

을 선택했다.그 다음으로 수의사(26%),정부(25%),동물보호단체(24%),

식품가공 운송업체(18%),EU의회(13%),소비자(11%),식당 매

(5%)을 선택하여 농장동물복지 실천을 해서는 농업인의 노력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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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EU국가별 농장동물복지 기존 정보량과 정보요구 수 계

자료:EuropeanCommission,“AttitudesofEUcitizenstowardsAnimalWelfare”,Special

Eurobarometer270/Wave66.1-TNSOpinion& Social,2007.

농장동물복지 수 을 더욱 향상시키기 한 생산비가 증가할 경우,생산

자의 경제 부담 보상 필요 여부에 해 34%가 ‘매우 그 다’,38%가‘아

마도 그 다’로 응답해 정 인 답변이 72%에 달했으며,부정 인 답변

은 19%에 그쳤다.EU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EU수 의 농장동물복지가

용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한편 농장동물복지가 용된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에 한 복수

응답 결과는 ‘다른 제품에 비해 더 건강에 좋기 때문’이 51%,‘품질이 더

좋아서’가 48%,‘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기에’가 43%,‘맛이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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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표시(labeling)와 련해서는 재 사

용 인 표시에서는 동물복지와 련한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응

답이 55%에 달해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련 정보를 쉽게 인식하기 한 표시

방법 가운데 련 정보가 포장지 에 문장으로 표시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39%,표시 로고가 포장지 에 부착되는 것이 35% 순이었다.

그림 2-2.농장동물복지 용 제품 구매 이유 조사 결과

주:복수응답 허용함.

자료:EuropeanCommission,"AttitudesofEUcitizenstowardsAnimalWelfare",Special

Eurobarometer270/Wave66.1-TNSOpinion& Soci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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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표시방법 선호도 조사결과

주:복수응답 허용함.

자료:EuropeanCommission,“AttitudesofEUcitizenstowardsAnimalWelfare”,Special

Eurobarometer270/Wave66.1-TNSOpinion& Social,2007.

1.3. 미국

미국은 1966년에 동물복지법을 제정하 으나 농장동물복지 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한 내용이었다. 신

1906년의 ‘28-HourLaw’7과 1958년의 ‘HumaneSlaughterAct’8등의 개별

법에서 농장동물복지와 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 농장동물복지를

한 구체 인 실행내용을 일부 주 단 에서 법률로 실행하고 있으나 앙

정부 단 의 입법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9

7동물을 28시간 이상 단 없이 운송하는 것을 지한다.
8
도축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지한다(가 류 제외).

9캘리포니아․ 로리다․애리조나․오 곤 등에서의 모돈 스톨사육 지,송아



국내외 농장동물복지 련 동향26

이처럼 미국 농장동물복지 도입의 특징은 법률을 통한 앙정부 차원의

통제보다는 생산자단체를 심으로 자체 인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guideline)을 제정하거나 동물복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기

업 슈퍼마켓 는 스토랑 체인 등이 독자 으로 동물복지 기 을 설정하

고 이를 만족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되고 있다.구체 으로

맥도날드(McDonalds),버거킹(BergerKing),KFC,데니스(Denny's)등의

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납품받는 축산물에 해 자체 인 동물복지 기

을 제정하고 납품업체에 이를 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세이 웨

이(Safeway),해리스티터(HarrisTeeter)등의 슈퍼마켓 체인도 납품업자에

한 농장동물복지기 확 계획을 발표했다.11

그러나 미국의 생산자단체와 업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EU와는 달리

산란계의 배터리 이지(batterycage)사육,임신한 돼지의 스톨(stall)사육

등을 인정하는 신 정한 면 의 제공이나 리를 실천하는 것 심이

다.아울러 식품 유통업체가 동물보호․복지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

에서 축산물 가공에 이르기까지,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수하는 축산물을 취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 략의 일환으로 실시되

기도 한다.

이처럼 법률 규제보다는 련업계에 의한 자체 인 응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농장동물복지 실행 방법과 방향은 EU와

조 이다.따라서 기업 이미지 제고 략으로서의 농장동물복지에의

응은 기업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한 차별화 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 이 있다.

지 사육틀 사용 지,산란계의 이지 사육 지 등이 해당된다.

10www.hsus.org/farm/news/pressrel/safeway_021108.html

11www.bizjournals.com/eastbay/stories/2008/02/18/daily56.html?ana=from_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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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학 에 한 사회 비 을 배경으로 1973년에

‘동물보호 리법’을 제정했다.1999년에는 동물학 방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애호 리법’으로 법을 개정하여 실험동물과 산업

동물에 한 기 을 책정했다.1987년 가축의 사육 보 12등에 한 내

용을 해 동법을 근거로 “산업동물 사육 보 에 한 기 ”이 만들어

졌으나 이 기 에는 농장동물복지증진을 한 구체 인 수치기 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그동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농장동물복지 도입의 필요성에

한 이해와 합의 도출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농장동물에 한

심이나 이해도가 낮고,농장동물의 복지향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으

로 인한 소매가격 상승 가능성에 한 국민 인 이해 형성이 미흡했기 때

문이다.그러나 동물복지 요소를 일정 부분 포함시킨 유기축산인증제도

가 도입되어 있는데다 유기축산제품에 한 소비자 요구수 이 높아지면

서 JAS(JapaneseAgriculturalStandard,일본 농림규격)13에서 유기인증 등

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7～2010년 동안 ‘동물복지에 응한 가축사양 리에 한

검토회’를 통해 일본 가축사육의 특징과 경제성을 고려한 축종별 동물복지

사양 리 지침을 만들고 보 하는 계획을 실행 에 있다.이 계획에 의해

2009년 돼지와 산란계에 한 동물복지 사육지침이 개발되어 보 되고 있

다.육계와 젖소에 한 지침은 2010년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육우에 한

사육지침도 개발 에 있다.

12가축의 탁사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3일본 농림수산 신이 농림물자에 해 정한 규격으로 식품 등의 품질개선,생

산 합리화,거래의 단순 공정화,사용 는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지 증진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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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동물의 생 리 안 의 보 유지

1) 리자 사육자는 산업동물의 정한 사육 는 보 을 실시하

기 해 산업동물의 생 리 안 한 보 유지에 한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할 것 2) 리자는 산업동물사육 는 보 에

있어 필요에 따라 생 리 안 한 보 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마

련하도록 노력할 것 3) 리자 사육자는 산업동물의 질병 방

기생충 방제를 해 일상의 생 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질병에 걸

리거나 부상당한 산업동물에 해 신속하게 한 조치를 강구하여

산업동물의 생 리 안 한 보 유지에 노력할 것 4) 리자

사육자는 산업동물의 이용에 있어 산업동물의 안 한 보 유지

산업동물에 한 학 방지에 노력할 것

제4조 도입․수송에 해당하는 배려

1) 리자는 시설의 입지,정비상황 사육능력을 감안하여 산업동

물을 도입14하도록 노력할 것 2) 리자는 시설에 산업동물을 도입함

에 있어 필요에 따라 한 생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 3)산

업동물을 수송하는 사람은 그 수송에 있어 산업동물의 생 리

안 한 보 유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산업동물에 의한 사고 방지에

노력할 것

제5조 해 방지

1) 리자는 산업동물로부터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하기 해 리

자 사육자의 건강에 해 필요한 건강 리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2) 리자 사육자는 산업동물이 시설에서 탈출하지 않게 배려

할 것,3) 리자는 지진,화재 등의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

게 산업동물을 보호하고 산업동물에 의한 사고의 방지에 노력할 것

제6조 생활환경의 보

리자 사육자는 산업동물 배설물의 한 처리,산업동물에 의

한 소음방지 등 생활환경의 보 에 노력할 것

표 2-1.일본의 ‘산업동물 사육 보 에 한 기 ’ 주요내용

14가축을 입식하는 행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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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농장동물복지라는 용어가 농장동물의 ‘행복’이나 농장동물

이 ‘잘 사는 것’이라는 개념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 을 감

안해서 ‘쾌 성을 감안한 가축의 사육 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추진 원회

-목 ：축종별 사양 리 지침 작성지도 심사

-구성：학자,생산자 표,소비자,동물보호단체유통 계자등

-활동내용

1)축종별분과회검토에 한 지도 분과회 간 조정

2)축종별 사양 리 지침 검토

분과회

-목 ：축종별 사양 리 지침(안)의 작성

-구성：축종별 계자(생산자,축산시설업자,학자 등)

-활동내용

1)분과회 개최,2)사양 리 방법에 한 실태조사

3)사양 리 방법에 한 비교조사,4)사양 리지침 검토

보 계발

-목 ：동물복지 보 계발

-활동내용

1)동물복지개발세미나,2) 지 연구회,3)보 개발책자 작성 배포

문부회

-목 ：과학 견해수집정리

-구성：학식경험자

-활동내용

1) 문부회 개최

2)해외정보수집,보고서작성

3)국제회의 출석

과학
견해제공

과학
견해제공

과학
견해

분석의뢰

지도
분과회의 조정

사양 리
지침(안)제시

그림 2-4.동물복지에 응한 가축사양 리에 한 검토회 체계도

자료: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국내외 농장동물복지 련 동향30

축종 2007 2008 2009 2010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육우

그림 2-5.일본의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지침 개발 일정

자료: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2.국제기구의 농장동물복지 련 동향

2.1. 계동 보건 구(OIE)

OIE는 축산업에 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질병의 만연을 막기

해 1924년에 랑스 리에서 28개국이 모여 설립되었으며, 재 177개국

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OIE의 6 임무는,1) 세계 동물보건 황의 투명성 보증 2)수의과

학정보의 수집,분석 보 3)동물 질병 리에 한 문지식의 제공

국제 결속 장려 4)동물과 동물생산물의 국제무역에 한 보건기 공표

를 통한 국제무역의 보호 5)국가 수의서비스의 법 구조 자원 제공 6)

동물복지 기본원리 개발을 통한 국제사회 조력 등이다.

OIE는 국제기구로서는 최 로 동물복지 문제를 공식 의제화해서 다뤘

사양관리 검토
(실태조사, 비교조사 실시)

사양관리 검토
(실태조사, 비교조사 실시)

사양관리지침

사양관리지침

사양관리 검토
(실태조사, 비교조사 실시)

사양관리 검토
(실태조사, 비교조사 실시)

사양관리지침

사양관리지침

사양관리 검토
(실태조사, 비교조사 실시) 사양관리지침

보급개발(세미나, 연
구회 개최, 보급개발 
책자작성, 배포)

보급개발(세미나, 연
구회 개최, 보급개발 
책자작성, 배포)

보급개발(세미나, 연
구회 개최, 보급개발 
책자작성, 배포)

보급개발(세미나, 연
구회 개최, 보급개발 
책자작성, 배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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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 세계 36개 단체 기구들과 력 교류를 갖고 있다.이러

한 폭넓은 력 계를 바탕으로 각 분야 문가의 의견교환을 용이하게 하

고 있다.그 결과 OIE의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농장동물복지에 있어

국제 인 기 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OIE의 ‘2001～2005년 5개년 계획

(2000년 수립)’에서 동물복지를 사업으로 선정했으며,2002년도 총회

에서는 ‘동물복지 문가 회의(adhocgroup)’의 ‘...동물복지는 동물의 건

강과 한 계가 있으며,이에 한 검토 주체로는 OIE가 최 이다.…’

라는 제안에 따라 동물복지기 에 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의하 다.

2005년의 OIE총회에서 채택된 육상동물 생규약(TerrestrialAnimalHe-

althCode)은 ‘동물복지를 한 지도 원칙으로서 국제 으로 인식되고 있

는 다섯 가지 자유가 동물복지에 한 유익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명기하여 FAWC가 주장한 다섯 가지 자유가 동물복지에 한 기본 원칙

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총회에서는 가축의 수송(육상운송,해상운송 항공수송)

과 도축,질병 리 목 의 살처분,유기견 개체수 조 의 6개 분야에 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2009년에는 축사시설과 사양 리 가이드라인

제정 상으로 육우와 육계를 선정하여 2010년에 안 작성을 완료하고

2011년 가이드라인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15

참고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WTO)설립과

함께 ‘생식물검역조치 용에 한 정(SanitaryandPhytosanitaryme-

asures,SPS)’이 발효되었으며,OIE가 WTO/SPS 정에 근거하여,동물의

건강과 인수공통 염병에 한 국제기 을 작성하는 기 으로 결정되었다.

재까지 OIE사무국에서는 ‘동물복지에 한 가이드라인이 SPS 정상의

국제기 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즉 OIE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국가들에 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동물복지기 설정 는 련문제가

발생할 경우,개별 국가의 법규가 우선 으로 용된다.

15
돼지 생산시스템에 한 복지기 은 동물복지 문가회의에서 안을 개발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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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 국 구

UN산하의 농업식량기구(FAO)는 농장동물복지정보에 한 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료,문서, 로젝트,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국제부흥

개발은행(InternationalBankforReconstructionandDevelopment,IBRD)

과 국제 융공사(InternationalFinanceCorporation,IFC)는 개발국가

개발도상국의 농장동물복지 증진을 한 시설개선자 을 지원하고 있다.

3.국내 농장동물복지도입 동향

3.1. 농장동 복지 사 책과 도

환경문제와 안 한 먹거리에 한 일반 국민들의 심이 증가하면서 친

환경축산과 안 한 축산물 생산을 해 축산업등록제에서의 사육면 에

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친환경안 축산물 직 지불제,환경친화 축산

농장 인증,HACCP등의 정책과 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다.서론에서 언

했듯이 이들 정책 일부는 축종별 사육면 이나 사양 리 방법 등과

련해서 농장동물복지와 일정 부분 련이 있다.

3.1.1.축산업등록제

축산법은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축

산업의 체계 리와 친환경축산 유도를 한 각종 지원 지도의 효율

실시,농가와 생산단체 간의 정보교류 확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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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다.

축산업등록제의 등록 상은 한ㆍ육우 300㎡,젖소 100㎡,돼지 50㎡,닭

300㎡ 규모 이상 농가이다.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에 따라 등록한

농가의 과도한 집사육을 억제하기 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361호’로 가축사육시설 단 면 당 정 가축사육기 을 설정하고 있다.

축종별 사육기 은 다음과 같다.

가.한․육우

한ㆍ육우의 마리당 최소 축사면 은 번식우 5～10㎡,비육우 5～7㎡,

송아지 2.5㎡ 이상이다<표 2-2>.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표 2-2.한ㆍ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단 :㎡

주:1)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육성우 2두)

주:2)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 으로 함(포유 인 송

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주:3)성장단계 구분은 송아지(6개월령 미만),육성우(6개월령～14개월령 미만),성우(14

개월령 이상)로 구분함.

나.젖소

젖소의 경우 마리당 최소 축사면 은 시설형태별로 착유우 8.3～16.5㎡,

건유우 8.3～13.5㎡, 임우(13～24월령)8.3～10.8㎡,육성우(7～12월령)

6.4㎡,송아지(3～6월령)4.3㎡이다<표 2-3>.일 사육시의 마리당 가축사

육시설 면 은 깔짚 12.8㎡,계류식 8.6㎡,후리스톨 9.0㎡이다<표 2-4>.기

용에 있어 <표 2-3～2-4>의 기 택일해서 용하며,송아지는 번

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 으로하고 포유 인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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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수에서 제외한다.

시설형태
경산우 임우

(13～24월령)
육성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착유우 건유우

깔짚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표 2-3.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단 :㎡

다.돼지

성장단계별로 돼지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은 웅돈 6.0㎡,번식

동 1.4～3.9㎡,비육돈 0.2～0.8㎡이며,경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은 일 경 0.79㎡,번식-분만 2.42㎡,번식-분만-자돈 0.90㎡,자

돈-비육 0.62㎡,비육 0.73㎡이다.기 용에 있어 의 기 택일해

서 용하며,자돈은 번식돈(어미돼지)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

으로 하고 포유 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한다.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
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기 후기

두당

면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표 2-4.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단 :㎡

주:성장단계의 구분은 자돈 기(20㎏ 미만),자돈 후기(20㎏～30㎏ 미만),육성돈(30～

60㎏ 미만),비육돈(6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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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닭

닭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은 산란계의 경우 0.042～0.11㎡,산란

육성계 0.025㎡,육계는 ㎏당 33～39㎡이다.닭의 경우 육성계 2수,병아리

4수를 각각 성계 1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며,토종닭은 유계 소요면 을

용한다.닭의 성장단계는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 3주령 미만을 병아리,3주

령～18주령 미만을 육성계,18주령 이상을 성계로 구분한다.

구분 시설형태 소요면 비고

산란계
이지 0.042

평사 0.11

산란 육성계 이지 0.025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

개방계사
강제환기 36㎏

자연환기 33㎏

표 2-5.닭 수당ㆍ체 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

단 :㎡

마.오리

오리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면 은 산란용 오리의 경우 0.333㎡,육용 오

리는 0.246㎡(무창 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는 0.15㎡)이다.오리의 경우

육성오리 2수,새끼오리 4수를 각각 성오리 1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성

장단계별 구분은 산란용 오리의 경우 3주령 미만을 새끼오리,3주령～18주

령 미만을 육성오리,18주령 이상을 성오리로 구분한다.육용 오리는 3주

령 미만을 새끼오리,3주령～6주령 미만을 육성오리,6주령 이상을 성오리

로 한다.

3.1.2.친환경안 축산물 직 지불제

친환경안 축산물 직 지불제는 친환경축산을 확산시키기 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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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축산물의 생산을 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여

하여야 한다.다만,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 에 따라 유

기사료를 여할 수 있다.

(가)건물(乾物 :drymatter)을 기 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의 경우

에는 85퍼센트 이상,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 여

(나)‘유기축산물(환기)’로 표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 건물을 기

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비반추가축은 40

퍼센트 이상 여(무농약농산물 는 그 부산물로 유래된 사료

를 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기 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여)

표 2-6.유기축산물 인증요건 사료 양 리 내용

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축산업등록자 축산물 HACCP지정을 받고 ‘친환

경농업육성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생산물인증(유기 축산물

ㆍ무항생제 축산물)을 받은 농가를 상으로 한다.농가당 지 한도액은

연간 최고 2000만 원이고 지 기간은 최 지 연도로부터 3년간이다.이

와 병행해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에는 보조 으로 받은

액의 20%를 인센티 로 추가지 한다.

‘친환경농업법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축산생산물인증을 해서는 일반원

칙,사육장 사육조건,자 사료 기반,가축의 선택,번식방법 입식,

환기간,사료 양 리,동물복지 질병 리,운송도축ㆍ가공과정의

품질 리,가축분뇨의 처리 등에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이 가운데 농장동물복지에서 일반 으로 요구하는 내용보다 더 높은 수

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기축산물인증 요건들 농장동

물복지와 한 련이 있는 내용들은 <표 2-6～2-8>과 같다.무항생제축

산물인증의 경우,유기축산물인증이나 농장동물복지의 요구수 보다 더 낮

은 수 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구체 인 축사면 기 은 <표 2-9>

와 <표 2-10>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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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방하여야 한다.

(가)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한 선택

(나)질병발생 확산방지를 한 사육장 생 리

(다)비타민 무기물 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지역 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항력이 있는 종/품종의

선택

(2)가축의 기생충감염 방을 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 염병이 발

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한 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법정 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 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으로 필요한 질병 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1)내지 (3)에 따른 방 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

표 2-7.유기축산물 인증요건 동물복지 질병 리 내용

(2)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심각한 천재지변,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

하여 (1)에 따른 사료 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

는 인증기 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여해서는 아니 되고,비반추가축도 가능

한 조사료 여를 권장한다.

(4)유기사료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여할 경우에도 유

자변형농산물 는 유 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

지 아니하여야 한다.다만,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이 정한 범 안

에서 비의도 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5)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보조사료는 별표 1제1호 나목의 자재

기 과 같다.

(…일부 생략…)

(7)｢지하수의 수질보 등에 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

기 에 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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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기자극이나 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2)가축의 도축은 스트 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오염방지 등을 해 ｢축산물 생 리법｣제9조에 따른 해요

소 리기 (HACCP)을 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도체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하여 ｢축

산물 생 리법｣제9조에 따른 해요소 리기 을 용(농가

에서 직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

야 하고,유기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 2-8.유기축산물 인증요건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 리 내용

(4)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이 경우 동물용의약품

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약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정기 으로 투여하거나,생산성 진

을 해서성장 진제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다만,호르

몬 사용은 치료목 으로만 수의사의 리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7)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착밴드 붙이기,꼬리 자르기,이빨 자르

기,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와 같은 행 는 일반 으로 수행되어

서는 아니 된다.다만,안 는 축산물 생산을 목 으로 하거나 가

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 는 인증기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

다.

(8)생산물의 품질향상과 통 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하여 물리

거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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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성장 단계별
는 종류별

체 단
축사시설면
(㎡/두(수))

축사형태기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1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 소

육성우 450kg이하 10.9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13.2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9.5 후리스톨우사

17.3 깔짚우사

돼 지

분만돈 두당 4.0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이하 1.0 깔짚․슬러리돈사

비육돈 60kg이상 1.5 깔짚․슬러리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슬러리돈사

웅돈 두당 10.4 깔짚․슬러리돈사

표 2-9.유기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최소 축사 면 기

유기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최소 축사면 기 은 <표 2-9>와 같다.

(4)생축의 장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

니 된다.다만 수의사 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고시한 식품공 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 의 10분의 1이하여야 한다.

(6)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다만,물리 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하게 이용할 수 있다.

(7)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 생법｣의 련 규정에 합하고 가

생물분해성,재생품 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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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성장 단계별
는 종류별

체 단
축사시설면
(㎡/두(수))

축사형태기

닭

육계 수당 0.1 깔짚평사

산란성계 수당 0.22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16 깔짚평사

종계 2.5kg이하 0.22 깔짚평사

주:1)축종별 환산기 의 경우 성우 1두=육성우 2두(송아지:6개월령 미만,육성우:6～

14개월령,성우:14개월령 이상).성계 1수=육성계 2수=병아리 4수(토종닭은 산란

계 평사기 ),육성돈 1두=자돈 3두(자돈:1개월령 미만)임.기타 사육 도 환산과

련된 사항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 단 면 당 정사육기 ”을 따름.

주:2)반추가축은 축사면 의 2배 이상 방목지 는 운동장 확보해야함.다만 충분한 자

연환기,햇빛이 제공되는 축사는 축사시설면 의 2배 이상을 축사에 추가 확보하

여 방목지나 운동장 신 이용 가능함.비반추가축은 축사 이외의 활동공간 제공을

권장함.

3.1.3.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가축의 리,환경보 는 악취 감

리를 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

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진에 한 규칙’에 근거한다.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한 기 에는 가축의 사육 도에 한 규정이

있으며,이를 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9조의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을 한 가축사육 도 기 을 용하고 있다<표 2-10>.

3.2. 농장동 복지 도 국내 도입 동향

우리나라는 동물의 생명과 그 안 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

했다.이후 2007년 1월 26일 기존 ‘동물보호법’ 문을 개정하여 법(26조),

시행령(11조),시행규칙(26조) 6개의 련고시16등으로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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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종
성장 단계별
는 종류별

체 단
축사시설면
(㎡/두(수))

축사형태기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0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 소

육성우 450kg이하 6.4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3.5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8.3 후리스톨우사

16.5 깔짚우사

돼 지

분만돈 두당 3.9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이하 0.6 깔짚․슬러리돈사

비육돈 60kg이상 0.9 깔짚․슬러리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슬러리돈사

웅돈 두당 9.7 깔짚․슬러리돈사

닭

육계 수당

0.042 이지

0.046 깔짚평사(무창)

0.066 깔짚평사(개방)

산란성계 수당
0.042 이지

0.11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025 이지

0.066 깔짚평사

종계 2.5kg이하 0.11 깔짚평사

표 2-10.환경친화축산농장 가축사육 도 기

주:축종별 환산기 의 경우 성우 1두=육성우 2두(송아지:6개월령 미만,육성우:6～14

개월령,성우:14개월령 이상).성계 1수=육성계 2수=병아리 4수(토종닭은 산란계

평사기 ),육성돈 1두=자돈 3두(자돈:1개월령 미만)임.기타 사육 도 환산과 련

된 사항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 단 면 당 정사육기 ”을 따름.

16
6개의 고시에는 동물보호명 감시 교육 운 규정(농식품부),지방자치단

체장이 주 (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식품부),동물 매업자 동물장묘

업자 등의 교육세부 실시요령(농식품부),동물등록번호 체계 운 규정(농식품

부),동물운송세부규정(농식품부),동물보호,동물복지 는 동물실험에 련된

교육의 내용 교육과정 운 요령(수의과학검역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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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용되는 동물을 기 으로 나 경

우 1)동물학 행 지 등 모든 동물에 용되는 일반규정 2)반려동물의

등록, 매업․장묘업 등록제 3)동물실험 실험동물의 윤리제도 4)농

장동물 복지에 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이 농장동물복지와 련된

내용은 법 제6조의 한 사육․ 리,제8조의 동물 운송,제11조의 동물

도살방법,제12조의 수술(거세,제각,단미)등이 있다.

한편 2010년 8월에 새롭게 입법 고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경우

농장동물복지와 련하여 국제 기 에 부합하고 국내 실에 기반을 둔 농

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로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신설해

‘농장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와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도입

근거를 마련할 정이다.

‘농장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 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

으로 살 수 있도록 리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

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한다.’라고 하고 있으며,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

제를 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 , 차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해 농림수

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경과를 반 한 하 법령(통령령,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축종별(산란계와 돼지)로 인증 기 을 마련

한 후 법제화하고 인증제도 시행을 한 인증 고유마크와 로고 개발 등의

제도 기반도 마련 에 있다.

국내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은 재 TF와 의회 구성을 통해

진행 으로 산란계 농장과 돼지 농장에 한 안 작성이 이루어진 상태이

다. 한 OIE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기존의 ‘동물운송세부규

정’과 같은 동물 육상운송 인도 도축에 한 복지지침을 개발할 정

이다. 한 이러한 제도 뒷받침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된 농가에 한 인센티 부여 방안도 검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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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외 사례의 시사

4.1. 시민사회  요구

농장동물복지에 한 논의는 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 역으로 확

산되었다.동물복지에 한 논의가 시작된 국의 경우 산업화와 함께 육

류 섭취량이 증하면서 단기간에 축산물 공 량을 확 하기 해 공장식

집사육을 축산업에 도입했다.이로 인해 농장동물복지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단체와 학자,정부가 함께 문제해결을 해 근하기 시작했다.특히

소해면상뇌증(BovineSpongiformEncephalopathy,BSE일명 우병)과 인

간 우병(VariantCreutzfeldt-JakobDisease,vCJD)이 국을 심으로 발

생하면서 축산업과 식품안 성에 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극 화

되었다.그 결과 농장동물복지 제도 도입의 가속화,입법화와 함께 동물복

지형 축산물의 시장진입과 련 인증제도의 정착이 함께 이루어졌다.

4.2. 생산자  자각과 동참

EU등 해외사례의 특징은 시민단체의 동물복지 주장과 함께 생산자들의

농장동물복지 도입에 한 자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이다.일례로

국의 동물복지단체인 ‘사랑의 세계 농장(CompassioninWorldFarming,

CIWF)’은 1967년 국의 낙농업자인 PeterRoberts에 의해 설립되었다.이

단체는 농장동물복지 증진을 해 EU와 국 정부를 상으로 소송을 제

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990년 국 내에서의 송아지 사육틀(Veal

crates)17사용을 지시켰으며,2007년에는 EU 체에서 법 으로 사용

17송아지 사육틀(Vealcrates)은 어린 송아지를,육색이 하얗고 연한 고기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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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끌어냈다.18

4.3. 부  개입

EU를 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농장동물복지 증진을 해 정부가 법

규제를 통해 시장의 외부불경제 발생을 통제하고 생산자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동물복지 기 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의 경우 강력

한 입법을 통해 동물학 에 한 징벌요건을 강화하고 RSPCA와 같은 민

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 EU차원에서 CAP을 통한

동물복지 실천농가에 해 인센티 를 부여하고,FreedomFood와 같은 인

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정보제공과 생산자의 소득보 기회 제공을 도와

다.이와 같이 당근과 채 을 병행하여 정부의 개입과 시장기구 내에서

경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동물복지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한 이 과정에서 앙정부 차원에서 농장동물복지 도입에 한 비 과

략을 제시하고 련 정부기 과 민간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구체 인 실

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원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모든 이

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동물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있

다.

하는 비육우로 사육하기 해 이용하는 장치로 송아지가 돌아설 수 없도록 매

우 좁은 상자틀 안에 가두고 키우는데 쓰인다.
18http://www.ciwf.org.uk/about_us/history_achievements/achieveme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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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자 농장동물복지의향 조사

농장동물복지의 성공 인 정착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업 장에서

동물복지에 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요하다.이

는 앞에서 언 한 EU의 2007년도 소비자조사 결과에서도 지 된 내용으

로,이 연구에서는 국내 축산농가의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지도와 수용

태세를 확인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1. 생산자 조사결과 

1.1.1.조사 개요 응답자 황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축종별(한우,젖소,돼지,육계,산란계)표본농가

를 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의 인지도,필요성,도입 의향 등의 내용을 조

사 문기 인 참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년 6월 9～22일 동안 화로 조사

했다.조사에 응한 축종별 표본농가는 총 651개 농가이며,이 한우는 87

개 농가,낙농 63개 농가,양돈 220개 농가,육계 219개 농가,산란계 62개

농가가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농가들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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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표 3-1>. 한 친환경축산과 HACCP인증여부에

해서 응답 농가의 반 정도가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비 에 있

다고 답해 비교 높은 생산성과 품질 리에 심이 많은 농가들이 응답

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2>.

구분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경기도 8 9.2 11 17.5 49 22.3 50 22.8 22 35.5

강원도 9 10.3 7 11.1 8 3.6 11 5.0 1 1.6

충청도 20 23.0 18 28.6 53 24.1 55 25.1 18 29.0

라도 22 25.3 17 27.0 39 17.7 72 32.9 9 14.5

경상도 23 26.4 9 14.3 55 25.0 31 14.2 12 19.4

제주도 5 5.7 1 1.6 16 7.3 - - - -

계 87 100.0 63 100.0 220 100.0 219 100.0 62 100.0

표 3-1.조사응답 농가의 지역별 분포

단 :명,%

구분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유기축산 인증 - - 2 3.2 1 0.4 - - 1 1.4

무항생제 인증 15 17.2 - - 8 3.5 27 11.4 25 33.8

HACCP인증 - - 7 11.1 51 22.5 26 11.0 12 16.2

인증 비 25 28.7 9 14.3 72 31.7 62 26.3 18 24.3

심․계획없음 47 54.0 45 71.4 95 41.9 121 51.3 18 24.3

계 87 100.0 63 100.0 227 100.0 236 100.0 74 100.0

표 3-2.친환경축산과 HACCP인증 여부

단 :명,%

주:복수 응답 허용

응답 농가를 사육유형별로 구분해 보면,한우 농가와 양돈 농가는 일

사육 형태가 각각 64.4%와 87.3%로 가장 많았으며,육계 농가는 유창계사

49.8%,무창계사 33.3% 다.육계 농가는 계열화 참여 비율이 90.4%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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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산란계 농가의 경우, 닭 구입 육성 후 산란계로 편입하는 경우가

54.8%,병아리 육성 후 산란계 편입이 37.1%에 달했다.

응답 농가의 축종별 사육규모를 보면,한우 농가는 100두 이상이 41.4%,

양돈 농가는 1천～5천 두 규모가 54.5%로 가장 많았다.낙농 농가는 착유

우 30～50두 사이가 49.2%로 가장 많으며,육계 농가는 5만～10만 수 규

모가 45.7%,산란계 농가는 5～10만 수 규모가 33.9%로 가장 많았다.

1.1.2.조사결과

응답 농가들의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 인지도,필요성,도입 의향 도

입 이유 등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동물복지형 축산 인지여부

체 으로 응답 농가의 과반수 이상은 동물복지형 축산에 들어본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다만 양돈농가의 경우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이 있다.’고 답한 농가가 약 80%에 육박해 다른 축종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산란계 농가의 경우도 ‘잘 알고 있다.’는 농가가 25.8%로 다른

축종에 비해 높은 인지도 수 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생산자들도 EU의

모돈 스톨 사육 지와 산란계의 배터리 이지 사육 지 같은 해외동향을

하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구분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총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잘 알고 있다 13 14.9 4 6.3 95 43.8 14 6.4 16 25.8142 21.9

들어본 있다 17 19.5 22 34.9 78 35.9 74 33.8 14 22.6205 31.6

처음 들어본다 57 65.5 37 58.7 44 20.3131 59.8 32 51.6301 46.5

계 87 100.0 63 100.0217100.0 219 100.0 62 100.0 648 100.0

표 3-3.동물복지형 축산의 인지 여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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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물복지형 축산도입 필요성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필요성에 한 조사에서는 모든 축종에의 도입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 다.특히 산란계 농가를 제

외한 나머지 축종의 경우,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 농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산란계를 제외한 다른 축종 농가들이,동물복지형 축산을

도입했을 때 질병 감소와 같은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특히 한우와 낙농 농가의 경우

는 이미 친환경축산인증제나 HACCP인증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

고 있다.이는 앞으로 농장동물복지를 용할 때 기존 생산시스템의 면

변경 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구분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필요없음 5 5.8 2 3.2 22 10.2 7 3.3 7 11.3

필요없음 23 26.7 14 22.2 61 28.2 78 36.3 21 33.9

보통 8 9.3 4 6.3 25 11.6 21 9.8 5 8.1

필요함 39 45.3 31 49.2 87 40.3 102 47.4 23 37.1

매우 필요함 11 12.8 12 19.0 21 9.7 7 3.3 6 9.7

계 86 100.0 63 100.0 216 100.0 215 100.0 62 100.0

표 3-4.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필요성

단 :명,%

다.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의향

동물복지형 축산을 해당 농가에 실제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한 질문에 육계 농가의 경우 50%가 고려 이라는 응답을 보 지만,그 외

축종의 경우 계획이나 심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 다.

특히 양돈 농가와 산란계 농가의 부정 인 응답 비율이 65%이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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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국내 농장동물복지 용에 있어 이들 축종의 심한 반발을 상할 수

있다.이와 같이 양돈이나 산란계 농가에서 강하게 부정 인 응답을 제시

한 배경에는 앞에서 언 했듯이 사육방식 변경에 한 EU의 동향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농장동물복지 도입을 해 국내에서 축

종별로 행 으로 이루어지던 특정 생산방식에 해 제도 규제를 용

할 경우,농가 반발 최소화와 생산시스템의 변경 진을 한 정책 고려

는 동물복지형 축산제품에 한 충분한 시장 가격 리미엄 보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이미 도입했음 4 5.6 3 4.8 2 0.9 4 2.5 2 3.8

극 고려 임 6 8.5 12 19.0 17 7.9 12 7.6 8 15.1

고려 26 36.6 12 19.0 51 23.6 79 50.0 8 15.1

계획ㆍ 심 없음 35 49.3 36 57.1 146 67.6 63 39.9 35 66.0

계 71 100.0 63 100.0 216 100.0 158 100.0 53 100.0

표 3-5.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의향

단 :명,%

라.동물복지형 축산을 도입하려는 이유

동물복지형 축산을 해당 농가에 이미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한 질문에 부분의 농가들은 ‘생산성 제고’와 ‘고품

질 축산물 생산’을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반면 인도 차원에서 도입한다

는 답변은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농장동물의 특성에서 비

롯한 것으로 사람이 경제 목 으로 이용하는 가축의 동물복지는 시장가

격이나 생산성 등의 경제 가치로 환산해서 그 요성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은 낙농 농가와 산란계 농가의 경우,농장동물복지 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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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생산성 제고보다는 고품질 제품 생산을 더 많이 선택했다.이는 이들

축종의 경우 이미 기술수 이 높아져서 생산시스템이 변경되어도 추가

인 생산성 제고를 기 하기 어렵거나,반 로 생산시스템의 변경이 생산성

을 하시킬 수 있는 반면 품질 향상은 기 할 수 있다고 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인도 차원 2 4.4 2 7.4 3 4.3 8 6.4 2 8.0

생산성 제고 16 35.6 4 14.8 24 34.8 41 32.8 5 20.0

농가소득 향상 8 17.8 3 11.1 8 11.6 24 19.2 1 4.0

고품질제품 생산 13 28.9 14 51.9 16 23.2 20 16.0 14 56.0

소비자 요구 4 8.9 1 3.7 13 18.8 19 15.2 2 8.0

기타 2 4.4 3 11.1 5 7.2 13 10.4 1 4.0

계 45 100.0 27 100.0 69 100.0 125 100.0 25 100.0

표 3-6.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이유

단 :명,%

1.2. 시사

축종별로 응답 농가들의 농장동물복지 도입 의향과 사육규모,친환경축

산 등의 인증여부에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얻지 못했다.이런 결과는 기존 친환경축산실천농가들이 농장동물

복지 개념을 극 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이는 해당 농가들이 기존 제도의 인증을 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

울여 생산시스템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농장동물복지 용을 해 새로

운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을 시사한다.

한 기존의 친환경농업 인증이나 HACCP인증 획득이 상당한 부분 농

가의 경제 인 득실여부에 기 한 단이었음을 고려할 때,농장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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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생산 농가에 어떠한 경제 이득을 주는가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

과 제도 인 인센티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많은 농

가들이 농장동물복지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인이 직 실천하

는 것에 해서는 유보 인 입장을 취한다는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농장동물복지의 국내 도입을 해서는 결국 실천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

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이를 해서

는 국내 축산실정에 맞는 축종별 농장동물복지기 설정과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병행되어야하며,동물복지 기 을 충족시킬 경우 행축산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용 상승효과가 발생하는지에 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2.도축단계 동물복지도입 련조사

기존의 농장동물복지에 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부분 생산자의 시각

에서 근하고 있다.이러한 근은 아직 뚜렷한 농장동물복지기 이나 가

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당

연하고 한 근이다. 한 근래 들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시장에 진

입했을 때의 소비자 지불의사에 한 연구도 조 씩 수행되고 있어 시장이

라는 에서 정책입안자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의 간에 치하는 유통 측면에 있어서의 연구는 거

의 없는 상황이다.즉,도축단계에 있어 동물복지 용 가능성이나 근방

향 수립,시장마 과 제품인증에 한 한 정책 방향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도축장을 상으로 동물복지수용에

한 의사와 동물복지 용과 련한 의견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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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축장 조사 결과 분

2.1.1.조사 개요

이 연구는 도축업계의 동물복지에 한 인지도와 용의사,동물복지 실

에 있어서의 실 인 문제 등을 확인하기 해 (사)한국축산물처리

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국 80여 개 도축장19을 상으로

2010년 9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상 도축장 총 33개 도축장에서 조사에 응했고,응답율은 약

40%에 머물 는데 이는 조사시기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 으로 작

업량이 폭주하여 업체들이 설문에 극 으로 응하지 못한 것과 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조사에 응한 도축장의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인천지역이 10개소

(30.3%)로 가장 많으며,뒤이어 충청ㆍ 라도가 각각 7개소(21.2%),경상

도가 6개소(18.2%),강원도가 3개소(9.1%)순이다.

지역 경기/인천 충청도 경상도 라도 강원 계

개소 10 7 6 7 3 33

비율(%) 30.3 21.2 18.2 21.2 9.1 100

표 3-7.응답 도축장 지역 분포

192009년말 기 국에서 운 인 도축장은 83개소로 이 75개소는 소와 돼

지 도축을 병행하고 있으며 8개소는 돼지 용도축장이다.이 연구에서는 축종

별 도축에서의 동물복지 특성을 감안하여 도계장에 한 조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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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시설 황

응답한 도축장들의 기본 시설 황을 보면,평균 부지면 은 20,719㎡이

며 계류장 평균면 은 1,992㎡,1일 평균 소 최 계류 가능두수는 90두,1

일 평균 돼지 최 계류 가능두수는 925두 다.도축장의 연간 평균 도축두

수의 경우 소는 12,066두,돼지는 217,146두 으며 1일 평균 최 도축 가

능두수는 소 148두,돼지 1,502두 수 이었다.

시설 황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축종별 ‘1일 최 계류 가능

두수’와 ‘1일 최 도축 가능두수’의 비율이다.동물복지를 고려할 때 도축

장 계류시설은 가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면 을 필요로 하며,이를

해서 <표 3-8>의 A/C와 B/D가 최소한 100%수 을 충족시켜서야 할 것

이다.

구분 최 치 최소치 평균치

부지 면 61,677 5,663 20,720

계류장 면 33,903 158 1,992

소 1일 최 계류 가능두수(A)

돼지 1일 최 계류 가능두수(B)

225

2,500

30

200

90

925

소 1일 최 도축 가능두수(C)

돼지 1일 최 도축 가능두수(D)

350

3,000

30

450

148

1,502

A/C(%)

B/D(%)

64.3

83.3

100.0

44.4

60.8

61.6

소 연간 도축두수

돼지 연간 도축두수

53,514

550,000

1,300

45,334

12,066

217,146

표 3-8.응답 도축장 기본시설 황

단 :㎡,두,%

그러나 <표 3-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와 돼지 모두 해당 비율이 평

균 으로 60%수 에 머물러 있다.즉 비수기의 경우 도축장 가동률이 낮

기 때문에 계류시설에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수기의 경우 처리물량 과

다로 도축장 시설 밖의 차량에서 가축이 계류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업계의 농장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54

때 계류시설에의 충분한 공간면 공 이 부족한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체 33개 도축장 7개 도축장(22%)이 성수기에 1

일 이상 차량에서 가축이 계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2.1.3.동물복지 인지 필요성 여부

조사에 응답한 33개 도축장 1곳을 제외한 32개 도축장(97%)에서 동

물복지에 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 축산농가에 비해 매우 높은 인

지도를 보 다.

구분 응답 수 비율(%)

잘 알고 있다 11 33.3

들어본 있다 21 63.7

처음 듣는다 1 3.0

계 33 100.0

표 3-9.동물복지 인지 여부

동물복지의 필요성 여부에 해 14개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

곳의 도축장만이 필요 없다고 응답해 국내 도축업계는 동물복지의 도입 필

요성에 해 매우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도축과정에 동물복

지를 용함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주장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응답 수 비율(%)

매우 필요함 2 6.1

필요함 12 36.4

보통 17 51.5

필요 없음 1 3.0

필요없음 1 3.0

계 33 100.0

표 3-10.동물복지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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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동물복지 도입 의향

해당 도축장에 동물복지 개념을 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한 질문

에 반이 넘는 24개(72.7%)도축장이 이미 동물복지 개념을 일부 용하

고 있거나 앞으로 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부분의 도축장이 동물복

지 용에 해 정 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응답 수 비율(%)

재 일부는 용하고 있다 5 15.2

극 고려할 것이다 2 6.1

고려할 것이다 17 51.5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3 9.0

실 으로 고려가 불가능하다 5 15.2

생각해 본 이 없다 1 3.0

계 33 100.0

표 3-11.동물복지 용 의향

한편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이유에 해서 25개 도축장(83.3%)이 동물복

지를 용할 경우 품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윤리 차원

보다 품질 제고와 같은 경제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 수 비율(%)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4 13.4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소비하려하기
때문에

1 3.3

동물복지를 용할 경우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으므로

25 83.3

계 30 100.0

표 3-12.동물복지 고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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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계류장 면 확 련

해당 도축장의 가축 계류 여건 개선을 해 계류축사를 신설하거나 확장

할 수 있는 추가 인 면 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 응답한 32개

도축장 21개(65.6%)도축장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도축장에의 계류

축사 확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가장 먼 도축장 부지 소 문제가

있으며,그린벨트 등의 토지변경 허가문제와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건축물

증축 승인 변경 불가능 등의 제도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한 계류장

시설 증축에 한 경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가동률 하로 인

해 시설의 유지조차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계류시설 확보를 한 추가 인 비용소요액에 해 추가 인 면 확보

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답 도축장 평균 약 3억 6천만 원 수 이며,계류축

사 건물 건립비용은 평균 4억 9천만 원정도로 나타나 총 8억 5천만 원 정

도의 추가 인 비용이 소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최 최소 평균

면 확보 비용 1,600,000, 15,000 358,846

계류축사 건립 비용 2,000,000 10,000 490,000

표 3-13.면 확보 비용 계류축사건립 시 상 소요비용

단 :천 원

2.1.6.기 방식 련

응답한 도축장들의 경우 소 기 방식으로 총포식(화약)을 가장 많이 사

용하며(68.7%),타격식(21.9%),공기실린더 방식(9.4%)순으로 응답했다.

돼지 기 방식으로는 응답 도축장의 69.7%가 압 기 방식을 사용한

다고 응답했으며,고 압 기 방식(15.2%),CO2기 방식(12.1%)등의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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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율(%)

총포식(화약) 22 68.7

타격식 7 21.9

공기실린더 3 9.4

계 32 100.0

표 3-14.소 기 방식

구분 응답 수 비율(%)

압 기 23 69.7

고 압 기 5 15.2

CO2기 4 12.1

CO2기 과 고 압 기 1 3.0

계 33 100

표 3-15.돼지 기 방식

(사)한국축산물처리 회의 의견에 따르면, 재 기 방식에서 CO2기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1일 350두 작업을 가정할 때 가스탱크

와 설치비를 포함해서 국내산 설비를 용할 경우 약 6억 원,외국산 설비

를 용할 경우에는 약 12억 원의 고정비용이 소요된다. 한 이 경우 운

비용은 가스비와 기료 등을 포함해서 돼지 마리당 약 300원 정도가 소

요된다.

행 도축장에 앞으로 동물복지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는 부분에

한 질문에 45.2%의 도축장이 기 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

답해서 가장 높은 비 을 보 으며,계류방식의 변경이 29.0%,음수 ㆍ사

료기 등의 시설보완이 22.6%등으로 조사되었다.기타 도축장에서 시설 변

경 이외에 동물복지 용이 가능한 역으로는 차량 하차 의 높낮이 조

정,장기간 운송에서의 스트 스 감,가축 몰이시 간이 기 사용을

지하고 가축 특성에 따른 자연유도 방식으로의 개선,직원들의 동물복지에

한 의식개 등을 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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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사

조사결과 국내 도축장들은 동물복지에 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

며 동물복지 용에 해서도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러나 실 으로 계류축사 확보를 한 추가 인 부지확보의 어려움

과 경제 부담 등으로 동물복지를 용하기 한 면 인 시설 개보수는

실 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2기 방식과 같은 동물복지 방법을 용할 경우 추가비용 상

승이 발생하지만 반 로 육질개선과 상품성 상승 등의 정 인 요인이 있

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많은 수의 도축장이 동물복지 용을

극 으로 고려하고 있다.그 지만 시설변경에 따른 업계의 경제 편익발

생 정도를 과학 으로 정 하게 계측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며,

행 축산물 등 정제도 방식의 특성상 이러한 효과가 육질등 개선에

제 로 반 되지도 못하고 있다.따라서 해당 분야에 한 추가 인 연구

와 효과 인 제도변경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도축업계는 동물복지를 용할 때 기존방식에 비해 생산

성이 낮아지는 문제와 동물복지를 용한 상품에 한 충분한 유효수요가

존재하는지에 한 근본 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 동물복지에 한

직원들의 의식개 에 소요되는 교육비용과 기존 행 작업방식에 비해 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기되는 직원들의 안 문제 등을 다

른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결국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한 충분한

경제 보상문제가 앞으로 국내 도축장에의 동물복지 용에 있어 핵심과

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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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인지도 인식조사20

1.1. 조사 개요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인지도와 축종별 지불의사 액을 살

펴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은 조사 상 소비자의 사회인구

학 특성,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인지도 인식조사와 축종별 동물

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액 등 총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서울,경기 6 역시(인천, , 구, 주,울산,부

산)에 거주하는 20∼64세 기혼 여성 500명을 상으로,소비자 조사 문

기 에서 실시하 다(조사기간:2010.6.7～6.22).표본추출은 지역별 연

령별 일정비 을 고려하는 임의할당추출법을 용하 다.

20제4장의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인지도 축종별 지불의사 액 평

가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 다.조사 결과

의 정리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남 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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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 30 40 50-64세 지역 합계

서울 13 29 33 35 110

부산 4 13 19 22 58

구 4 13 17 16 50

인천 4 14 18 14 50

주 5 12 13 11 41

5 11 14 11 41

울산 3 11 14 10 38

경기 10 35 39 28 112

합 48 138 167 147 500

표 4-1.지역별 연령별 표본 수 분포

<표 4-2>의 조사가구의 사회․경제 특성을 살펴보면,응답자 연령은

20 가 48명(9.6%),30 가 138명(27.6%),40 가 167명(33.4%),50-64세

147명(29.4%)으로 30∼40 가 61%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학력은 고졸이 58.4%, 졸 이상이 36.6%, 졸 이하가 5.0%로,비교

교육수 이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3.8%,200만 원 23.6%,

300만 원 34.6%,400만 원 26.4%,500만 원 이상이 11.6%를 차지하

다.월 평균 축산식품 지출액은 30만원 미만이 78.8%,30만 원 이상이

21.2%를 차지하 다.

조사 상자 가구주의 직업은 사무직이 42.2%,상업/자 업이 34.4%를

차지하 으며,응답자의 성장지역은 소도시 출신이 41.2%, 도시 출신

이 34.8%로 부분이 도시 출신이었으며,농어 출신은 24.0%로 상

으로 낮은 비 을 차지하 다.가족 구성원의 건강질환(아토피 피부질환

등)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체 응답자의 11%가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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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비 (%)

500 100.0

연령별
20
30
40
50～64 세

48  
138  
167  
147  

9.6  
27.6  
33.4  
29.4  

학력별
졸 이하
고졸
재 이상

25  
292  
183  

5.0  
58.4  
36.6  

월평균 소득별
200만 원 이하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

19  
118  
173  
132  
58  

3.8  
23.6  
34.6  
26.4  
11.6  

월평균 축산식품 지출액
10만 원 미만
10～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49  
189  
156  
106  

9.8  
37.8  
31.2  
21.2  

출신지역별
도시
소도시
농어

174  
206  
120  

34.8  
41.2  
24.0  

직업별
사무직
농/임/어업
상업/자 업
공무/공사/교직원
노무직
문직
무 직
기 타

211  
1  
172  
19  
32  
6  
16  
43  

42.2  
0.2  
34.4  
3.8  
6.4  
1.2  
3.2  
8.6  

가구원 질병 여부
있음
없음

55  
445  

11.0  
89.0  

표 4-2.조사 상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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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 복지  축산 에 한 인지도

조사 상 소비자의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응

답자의 31%(156명/500명)가 ‘동물복지’에 해 들어 본 이 있다고 응답

하 다<표 4-3>.응답자의 연령이 30∼40 일수록,학력이 고졸 이상일수

록,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수록,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인지도는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명) 비 (%)

156 100.0

연령별

20 11 7.1

30 53 34.0

40 59 37.8

50～64세 33 21.2

학력수

졸 이하 3 1.9

고졸 86 55.1

재 이상 67 42.9

친환경농산물 구입

행태

주로 구입 12 7.7

가끔 구입 125 80.1

구입하지 않음 19 12.2

표 4-3.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

무항생제 축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인지에 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동물복지형 축산물보다는 인지도(31%)가 높게 나

타났다. 한 응답자의 46%는 유기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조사 상자 소비자들의 반이상은 동물복지형 축산물과

비슷한 개념인 무항생제축산물과 유기축산물에 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있다

모른다

64%

36%

N=500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지도

그림 4-1.무항생제 축산물,유기축산물에 한 인지도 구매경험

구매한 적있다

구매한 적없다

46%

54%

N =500

유기축산물구매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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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의 78%가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향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그림 4-2>.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구매하

고자 하는 이유는 52.1%가 ‘자연 으로 기른 축산물이 건강에 좋기 때문

에’,29.5%가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기 때문에’,12.3%가 ‘농장 동물

들도 인도 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6.2%가 ‘스트 스 게 받아

서 맛이 더 좋기 때문에’로 응답하 다.따라서 소비자는 동물복지형 축산

물 구매의사 결정에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보다는 건강 안 성 등을 더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EU여론조사 결과(EUROBarometer,No.290)에서는 동물복지

형 축산물을 구매하는 이유에 하여 맛,건강,품질 등 소비자 자신의 입

장에서의 유리함이 50% 지만,건강하고 행복한 동물로부터 생산되기 때

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4%를 차지하고 있으며,동물복지형 농장의 농장

주,환경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3%를 차지하 다.본 연구의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지도

유기축산물 구매경험



구매의사 있다

구매의사 없다

78%

22%

N=500

동물복지형 축산물구매의사

그림 4-2.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의사

그림 4-3.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구매의사 이유(1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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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아직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 인지도도 낮고,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도 식품안 성에 이

맞추어져 있어,다른 친환경축산물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1.3. 동 복지  축산 에 한 인식

농장동물(소,젖소,돼지,닭 등)의 사육환경에 한 인식에 한 질문에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의사

구매의사 없다

구매의사 있다

스트레스 적게 받아서

맛이 더 좋기 때문에

6%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기 때문에

30% 

자연적으로

기른 축산물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52%

농장 동물들도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12%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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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응답자의 5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반 이상의 소비

자들이 축산물 생산 과정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인지도가 높을수록,동물복지형 축산물에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 확 를 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농장동물 사육환경 축산물 생산과정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 교육도 요하다.

0.4

50.2

22.4

20.8

6.2

매우잘알고 있다

어느정도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N=500

농장동물사육환경에대한소비자인식정도

그림 4-4.농장동물사육환경에 한 소비자 인식

농장동물사육환경 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해서는 조사 상자의

62%이상이 필요한 편(매우 그 다 7.4%,어느 정도 그 다 54.6%)이라고

응답하여, 반이상의 소비자들이 재 농장동물 사육환경 방식의 개선

에 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산물 구매시,동물복지에 해 고려하는지에 한 질문에 39.6%가 고

려하는 편(어느 정도 고려 37.6%,매우 많이 고려 2.0%)이라고 응답하여,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같은 질문

에 EU여론조사(EUROBarometer)에서는 52%가 고려한다고 응답하여,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이 유럽 소비자들보다 동물복지에 심을 덜 갖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동물복지에 한 효율 인 홍보와 교육을 통

해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 심을 극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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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4.6

32.4

5.6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N=500

농장동물사육환경및방식개선의필요성인식

그림 4-5.농장동물 사육환경 방식 개선의 필요성 인식

2.0 

37.6 

37.0 

19.8 

3.6 

매우많이고려

어느정도고려

보통

별로고려하지않음

전혀고려하지않음 N=500

축산물구매시, 동물복지고려정도

그림 4-6.축산물 구매시 동물복지 인식 정도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가 농장동물의 복지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7%이상(매우 좋은 향 6.4%,어느 정도 향

60.6%)으로 나타나,조사 상자의 반 이상이 소비자의 극 인 구매를

통해 동물복지형 축산이 확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같은 질문에 EU

여론조사(EUROBarometer)에서는 74%가 정 으로 응답하 다.따라서

동물복지에 한 필요성에 한 인식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확산된다

면,결과 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도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축산물보다 동물복지형 축산물 가격이 비싼 것에 해서는 59.6%

가 타당한 편(어느 정도 타당 58.2%,매우 타당 1.4%)이라고 응답하여,



6.4

60.6

29.2

3.4

0.4

매우좋은영향을 미친다

어느정도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N=500

동물복지형축산물구매의농장동물복지에대한영향

그림 4-7.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의 농장동물 복지에 미치는 향

1.40 

58.20 

27.40 

13.00 

매우타당함

어느정도타당함

보통임

별로타당하지않음

N=500

일반축산물보다동물복지형축산물가격이 비싼것에대한의견

그림 4-8.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보다 비싼 것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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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 리미엄에 해 인정하

고 있었다.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 진을 해 가장 시 한 방안에 해서는 가격

인하가 27%,인증제도의 확립 신뢰성 제고가 26.2%,동물복지 축산물

에 한 소비자 홍보 교육 확 가 25%등으로 나타났다.즉,가격인하,

인증제도 확립,소비자 홍보가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며 소비 진을

해 시 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따라서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 확 를

해서는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동물복지형 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

뢰성을 구축하는 방안이 시 하다.



가격인하

인증제도의확립및신뢰성제고

동물복지축산물에대한소비자홍보/교육확대

소비자와생산자교류확대

판매처의확대및다양화

지속적인공급체계구축

27

26.2

25

10.4

9.8

1.6

N= 500

동물복지형축산물소비촉진방안

(1순위)

그림 4-9.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 진 방안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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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불 사 시 액과 구간자료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지불의사 액을 명시한 지불카드를 무작 로

배정하여 1단계에서 제시된 카드의 액에 지불의사가 있다고(Y,‘’)응

답하면 2단계에서는 1단계 액보다 높은 액을 제시하고,1단계 제시

액에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N,‘아니오’)에는 1단계 액보다 은 액을

제시하여 ‘’ 는 ‘아니오’의 응답을 하도록 하는 이 양분선택형을 이용

하 다.그러므로 두 번의 지불의사 응답결과는 ‘Y-Y','Y-N','N-Y',

N-N'의 4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우유 각각에 해 일반 축산물,무항생

제 축산물,그리고 유기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을 비교 가격으로 하여(표

4-4참조),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개방형 지불의사 액을 묻는 포커스

그룹(focusgroup)인터뷰를 두 차례 실시하 다.그 결과,<표 4-5>∼<표

4-9>와 같은 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지불의사 액 범 를 얻었고,이

를 기 으로 구간 자료를 설정하 다.

지속적인 공급체계 구축

판매처의 확대 및 다양화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홍보/교육 확대

인증제도의 확립 및 신뢰성 제고

가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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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부 단
일반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50,000원 65,000원 80,000원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12,000원 15,500원 20,000원

닭고기 냉장 한 마리 5,000원 6,500원 7,500원

계란 1등 특란 10개 2,000원 4,000원 7,000원

우유 1등 1리터 2,000원 5,000원

표 4-4.축종별 일반,무항생제,유기축산물의 소매가격(2010.5월 기 )

자료:농 하나로클럽 소매가격(http://www.hanaro-club.com),무항생제 축산물 가격자료

은 풀무원 올가푸드(www.orga.co.kr)

첫 번째
제시 액

두 번째
제시 액

응답형태 하한값 상한값 자료형태

55,000원
50,000원

60,000원

YY 60,000원 - 우측 도 단

YN 55,000원 60,000원 구간자료

NY 50,000원 55,000원 구간자료

NN - 50,000원 좌측 도 단

60,000원
55,000원

65,000원

YY 65,000원 - 우측 도 단

YN 60,000원 65,000원 구간자료

NY 55,000원 60,000원 구간자료

NN - 55,000원 좌측 도 단

65,000원
60,000원

70,000원

YY 70,000원 - 우측 도 단

YN 65,000원 70,000원 구간자료

NY 60,000원 65,000원 구간자료

NN - 60,000원 좌측 도 단

70,000원
65,000원

75,000원

YY 75,000원 - 우측 도 단

YN 70,000원 75,000원 구간자료

NY 65,000원 70,000원 구간자료

NN - 65,000원 좌측 도 단

75,000원
70,000원

80,000원

YY 80,000원 - 우측 도 단

YN 75,000원 80,000원 구간자료

NY 70,000원 75,000원 구간자료

NN - 70,000원 좌측 도 단

표 4-5.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한 제시가격과 자료형태

주:‘YY'는 ’ - ‘,’YN'은 ' -아니오‘,’NY'은 '아니오- ‘,’NN'은 '아니오-아니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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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시 액

두 번째
제시 액

응답형태 하한값 상한값 자료형태

14,000원
12,000원

16,000원

YY 16,000원 - 우측 도 단

YN 14,000원 16,000원 구간자료

NY 12,000원 14,000원 구간자료

NN - 12,000원 좌측 도 단

15,000원
13,000원

17,000원

YY 17,000원 - 우측 도 단

YN 15,000원 17,000원 구간자료

NY 13,000원 15,000원 구간자료

NN - 13,000원 좌측 도 단

16,000원
14,000원

18,000원

YY 18,000원 - 우측 도 단

YN 16,000원 18,000원 구간자료

NY 14,000원 16,000원 구간자료

NN - 14,000원 좌측 도 단

17,000원
15,000원

19,000원

YY 19,000원 - 우측 도 단

YN 17,000원 19,000원 구간자료

NY 15,000원 17,000원 구간자료

NN - 19,000원 좌측 도 단

18,000원
16,000원

20,000원

YY 20,000원 - 우측 도 단

YN 18,000원 20,000원 구간자료

NY 16,000원 18,000원 구간자료

NN - 16,000원 좌측 도 단

표 4-6.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한 제시가격과 자료형태

주:‘YY'는 ’ - ‘,’YN'은 ' -아니오‘,’NY'은 '아니오- ‘,’NN'은 '아니오-아니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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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시 액

두 번째
제시 액

응답형태 하한값 상한값 자료형태

5,500원
5,000원

6,000원

YY 6,000원 - 우측 도 단

YN 5,500원 6,000원 구간자료

NY 5,000원 5,500원 구간자료

NN - 5,000원 좌측 도 단

5,800원
5,400원

6,400원

YY 6,400원 - 우측 도 단

YN 5,800원 6,400원 구간자료

NY 5,400원 5,800원 구간자료

NN - 5,400원 좌측 도 단

6,200원
5,800원

6,800원

YY 6,800원 - 우측 도 단

YN 6,200원 6,800원 구간자료

NY 5,800원 6,200원 구간자료

NN - 5,800원 좌측 도 단

6,600원
6,200원

7,200원

YY 7,200원 - 우측 도 단

YN 6,600원 7,200원 구간자료

NY 6,200원 6,600원 구간자료

NN - 6,200원 좌측 도 단

7,000원
6,500원

7,500원

YY 7,500원 - 우측 도 단

YN 7,000원 7,500원 구간자료

NY 6,500원 7,000원 구간자료

NN - 6,500원 좌측 도 단

표 4-7.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한 제시가격과 자료형태

주:‘YY'는 ’ - ‘,’YN'은 ' -아니오‘,’NY'은 '아니오- ‘,’NN'은 '아니오-아니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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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시 액

두 번째
제시 액

응답형태 하한값 상한값 자료형태

3,500원
2,000원

5,000원

YY 5,000 - 우측 도 단

YN 3,500 5,000 구간자료

NY 2,000 3,500 구간자료

NN - 2,000 좌측 도 단

4,000원
2,500원

5,500원

YY 5,500 - 우측 도 단

YN 4,000 5,500 구간자료

NY 2,500 4,000 구간자료

NN - 2,500 좌측 도 단

5,000원
3,000원

6,000원

YY 6,000 - 우측 도 단

YN 5,000 6,000 구간자료

NY 3,000 5,000 구간자료

NN - 3,000 좌측 도 단

5,500원
4,500원

6,500원

YY 6,500 - 우측 도 단

YN 5,500 6,500 구간자료

NY 4,500 5,500 구간자료

NN - 4,500 좌측 도 단

6,000원
5,000원

7,000원

YY 7,000 - 우측 도 단

YN 6,000 7,000 구간자료

NY 5,000 6,000 구간자료

NN - 5,000 좌측 도 단

표 4-8.동물복지형 계란에 한 제시가격과 자료형태

주:‘YY'는 ’ - ‘,’YN'은 ' -아니오‘,’NY'은 '아니오- ‘,’NN'은 '아니오-아니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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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시 액

두 번째
제시 액

YY 하한값 상한값 자료형태

2,500원
2,000원
3,000원

YY 3,000원 - 우측 도 단

YN 2,500원 3,000원 구간자료

NY 2,000원 2,500원 구간자료

NN - 2,000원 좌측 도 단

3,000원
2,500원
3,500원

YY 3,500원 - 우측 도 단

YN 3,000원 3,500원 구간자료

NY 2,500원 3,000원 구간자료

NN - 2,500원 좌측 도 단

3,500원
3,000원
4,000원

YY 4,000원 - 우측 도 단

YN 3,500원 4,000원 구간자료

NY 3,000원 3,500원 구간자료

NN - 3,000원 좌측 도 단

4,000원
3,500원
4,500원

YY 4,500원 - 우측 도 단

YN 4,000원 4,500원 구간자료

NY 3,500원 4,000원 구간자료

NN - 3,500원 좌측 도 단

4,500원
4,000원
5,000원

YY 5,000원 - 우측 도 단

YN 4,500원 5,000원 구간자료

NY 4,000원 4,500원 구간자료

NN - 4,000원 좌측 도 단

표 4-9.동물복지형 우유에 한 제시가격과 자료형태

주:‘YY'는 ’ - ‘,’YN'은 ' -아니오‘,’NY'은 '아니오- ‘,’NN'은 '아니오-아니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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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불 사 향  지불 사 액

동물복지를 최 한 감안하여 사육된 축산물로부터 얻는 다양한 만족감

(안 성, 생, 양,동물보호 등)을 고려할 때,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시

일반 축산물에 비해 추가 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응답결과,

돼지고기의 경우 응답자의 67.8%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축종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닭고기,계란,우유도 65%이상으

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쇠고기의 경우,일반 쇠고기도 다른 축종에 비해 소매가격이 높은 상황

에서 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해 추가로 액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추가지불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악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55.6

67.8 67.0 66.0 66.0

44.4

32.2 33.0 34.0 34.0

N=500

추가로돈을 지불할 의사가있다(%) 추가로 돈을지불할의사가 없다(%)

그림 4-10.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 시 추가 액 지불의향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응답자들에게 축종별

평균 최 지불의사 액을 물어본 결과,쇠고기는 62,031원,돼지고기는

15,747원,닭고기는 6,621원,계란은 4,237원,우유는 3,542원으로 나타났

다.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평균 최 지

불의사 액은 해당 축종의 무항생제 축산물과 유기축산물 가격 사이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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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한 최 지불의사 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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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다.그러나 동물복지형 쇠고기의 최 지불의사 액 평균값은 무

항생제 한우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평균 액(원) 62,031 15,747 6,621 4,237 3,542

표 4-10.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시 평균 최 지불의사 액

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최 지불의사 액 분포를 살펴보면,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의 경우 평균 심에 지불의사 액이 모여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계란과 우유의 최 지불의사 액은 확률 도가 퍼져

있어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각 축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우유)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해 지불의사 액을 응답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살펴보면,

40.6%가 축산물의 품질,36%가 식품안 성,19.6%가 가격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반면 동물복지에 해 고려한 응답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즉,조사 상 소비자는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의사결정에 있어

확률밀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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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한 최 지불의사 액 분포

0.00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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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11234 13060 14886 16712 18538 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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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그림 4-13.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한 최 지불의사 액 분포

농장동물의 복지보다는 품질 식품안 성 등을 더 요하게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동물복지형 축산의 확 를 해서는 우선 동물복지

형 축산물의 품질과 식품안 성 측면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홍보하는 략

이 필요할 것이다.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확 는 농가의 동물복지형 축산

방식의 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확률밀도

확률밀도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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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동물복지형 계란에 한 최 지불의사 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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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동물복지형 우유에 한 최 지불의사 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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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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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품질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기타

19.6

40.6

36

3.4

0.4
N=500

그림 4-16.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 결정시 고려한 사항

(1순 )

2.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가치평가

2.1. 분 법: 이 양분 택  조건부가 추 법

본 연구는 이 양분선택형(double-boundeddichotomouschoicemodel,

는 이 투표모형)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ValuationMethod,CVM)

을 이용하여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물에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을 추

정한다.

CVM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자원을 포함한 공공재의 가치를 측

정하기 하여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가설 인 조건을 만들어 특정 환

경재나 공공재를 소비할 경우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WillingnesstoPay,

WTP)이나 오재에 한 보상가격(WillingnesstoAccept,WTA)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추정,해당자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김선희 외,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가치 평가 79

2004;김재홍,2006).

CVM은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재 는 공공재의 가치에 한 지불의사

를 응답자로부터 직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직 으로 환경재의

개선 혹은 신규공 에 한 가치를 지불의사 액 형태로 구할 수 있기 때

문에 효용함수에 한 일반 인 가정이나 수요함수의 도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출함수에서 직 힉스보상잉여함수(Hicksiancompensatingsurplus

function)를 소득보상함수 형태로 도출할 수 있다(신 철,1997;김재홍,

2007).힉스의 보상잉여(CompensatingSurplus,CS)는 식(1)과 같이 표 된

다.

    (1)

여기서 는 시장재화의 가격벡터,는 특정 환경재의 개선 는 신규공

이 의 수 ,는 특정 환경재의 개선 는 신규 공 수 ,는 최

의 효용수 ,는 다른 환경재의 공 수 ,는 개인 특성과 선호를 의

미하는 벡터이다.

식(1)에서 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최 의 환경질 수

에서의 효용을 얻기 해 지출하는 응답자의 최소 지출수 이며,

는 환경질 수 이 에서 로 변화하고 주어진 다른 조건

들이 일정할 때 최 의 효용수 인 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지출수

 이다.따라서 특정 환경재의 환경질 변화에 따른 힉스보상잉여는 환경질

변화에 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액(WTP)이 되며,이는 와  의 차이

로 표 된다.그리고 최 의 효용수 은 와 같이 간

효용함수로 표 될 수 있다.그러므로 환경질 개선에 한 지불의사 액은

다음의 식(2)와 같이 표 된다.

     
   
 

(2)

CVM의 설문방법으로는 개방형(open-endedquestion),경매법(bidding

games),지불카드형(paymentcardformat),가상순 형(contingent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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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선택형(dichotomouschoicequestion)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권오

상,2000).이 양분선택법은 일반 인 시장거래와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

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최근 환경재 공공재의 가치측정에 가장

활발하게 용되고 있다.미국 해양 기 리처(NationalOceanicandAtmo-

sphericAdministration,NOAA)의 1993년 보고서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으로 권고한 추정법이다(이선희 외,200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서 좀 더 발 된 형태로서,처음에 제시한 액에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는 응답자에게는 기존 액의 1/2정도의 좀 더 낮은 액을 제시하

도록 하고,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에게는 기존 액의 약 2배 정도의 좀

더 높은 액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Hanemann,1985;Carson,1985).

이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 한 번 질문하는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표본 수를 얻을 수 있으며, 략 편의(strategic

bias)나 출발 편의(startingpointbias)와 같은 문제 이 은 편이다.

한 ‘-아니오’나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자신의 지불의사가 이 두

액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응답결과 자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아니오-아니오’ 는 ‘-’로 응답하는 경우 지불의사의 범

에 한 정보를 주지는 않으나 처음 한 번 물을 때에 비해 더 분명한 지불

의사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양분선택법의 단 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 간 상호의존

성에 의한 편의(偏倚)발생 가능성이다(신 철,1998)21.다른 단 으로는

지불의사 액의 평균값이나 앙값이 조사설계 방식이나 계량경제 계산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즉 지불의사 액 분포곡선의 상단이

21이 양분선택형 CVM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간의 상호의존성에 한 가설은

지속성 가설(persistenthypothesis),정박가설(anchoringhypothesis),비용기 가

설(costexpectationhypothesis), 정응답가설(yes-sayinghypothesis), 임가설

(framinghypothesis)등이 있다(Chienetal.,2005;Bulteetal.,2005;신 철,

1998;박주 ,2003;김재홍,2007).각 가설에 한 자세한 설명은 김재홍(2007)

의 p.9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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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단에 제시가격이 있을 경우 실제 지불의사 액에 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우선 포커스그룹(focusgroup)에게 개

방형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 액 범 를 도출하고,이 액들을 제시가격으

로 하는 방법(Cooper'smethod,1993)이 있다.이 방법을 쓰면 지불의사

액 추정의 평균자승오차(meansquareerror)를 최소화할 수 있다.

2.2. 분  모

2.2.1.지불의사 액 추정모형

이 양분선택형 질문에서 1차 질문과 2차 질문 각각에서 찰되지 않은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 액을 각각 
,

라고 하면,두 내재

지불의사 액 간의 일반 인 상 계를 허용하는 이변량 정규분포모형

(bivariatenormaldistributionmodel)은 다음의 식(3)과 같다.


    (3)


   

식(3)의 오차항 와 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와

는 각각 1차 질문과 2차 질문에서의 설명변수벡터(제시 액을 제외한

다른 변수는 동일),과 는 회귀계수벡터를 의미한다.이런 모형의 특성

에 근거하여,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정규분포함수를 가정하는 이변량 로

빗모형(BivariateProbitModel)을 이용하여 지불의사 액을 추정한다22.

22일반 으로 단일양분선택형 질문에서는 로짓분포모형을 주로 사용하지만 로짓

분포는 이변량 분포함수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양분선택형 CVM을 이

용하는 본 연구는 이변량 정규분포함수를 가정하는 이변량 로빗모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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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는 응답자의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

서의 내재 지불의사 액인 
과 

을 직 찰할 수는 없으며,

제시 액에 한 양분선택 응답결과인 ‘’ 는 ‘아니오’를 얻을 수 있다.

과 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제시 액이라 할 때,에 지불의사가

있으면   ,없으면   이므로,이 양분선택형 질문에

한 응답의 결과는      의 4가지 경우

가 발생한다.응답자 가 첫 번째 제시 액에 지불의사가 있고,두 번째 제

시 액에도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 액이 찰될 확률은 다음 식(4)과 같다(CameronandQuiggin,

1994).

Pr  Pr≥ ≥

Pr≥ ≥

Pr≥ ≥









(4)

여기서 확률변수 과 는 각각 평균이 0,분산이 
,

,상 계수는

  


를 가지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며,그 분포함수는

로 표시한다.다른 세 가지의 응답유형이 나타날 확률도 마찬가지 방

법으로 표 하면 식(5)와 같다.

Pr  Pr≥ ≥









(5)

하여 지불의사를 추정한다(김재홍,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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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응답자의 이변량 로빗모형의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의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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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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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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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응답자의 응답으로부터 구성되는 로그우도함수를 모두 곱한 체 로

그우도함수를 극 화하는 , 그리고 ,,를 최우추정법(Maxi-

mumLikelihoodEstimation,MLE)으로 추정한다.

응답자의 기 지불의사 액(ExpectedWTP)은 주어진 특성 변수값에서

응답자에게 제시된 지불의사 액에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를 곱한 값을 최 제시가격까지 수치 분하여 계산한다.

즉,가 응답자에게 주어진 지불의사 액을 나타내는 제시 액 변수이고,

을      에 응하는 확률 도함수로 놓으면 는

다음의 식(7)로 계측되며,여기서 는 제시 액,는 이변량 정규확

률 도함수를 의미한다(김재홍,2007).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가치 평가84




max

  max 


max

 


max
  (7)

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 액의 통계 검정을 해 평균값

을 심으로 하는 신뢰구간을 추정한다.신뢰구간 설정에 필요한 분산을

추정하기 해 KrinskyandRobb(1986)의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방법을

이용한다.이 방법은 추정된 라메터의 비선형함수에 한 경험 분포를

구축하는데 용할 수 있으며,단일양분선택형 는 이 양분선택형 CVM

에 의해 추정된 WTP의 신뢰구간을 설정하기 해서도 용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추정된 WTP의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은 이변량 로빗모형로

추정된 라메터의 이변량정규분포로부터 10,000회 시뮬 이션 함으로써

계산되었다.

2.3. 분 결과

2.3.1.설명변수

본 연구에서는 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을

해 일반 인 이변량 로빗모형을 추정한다. 한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

뿐만 아니라 1차 응답과 2차 응답 모형의 계수 간 동일성과 두 응답 간의

상호독립성( )에 해 검정한다.

축종별 각 모형에 설정된 설명변수는 제시 액,연령,교육연수(0∼20

년),가족원 수,가족구성원의 질병여부,월 평균 가구소득,축산식품 구매

비용 비 (식료품에서 차지하는 비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농장동물의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가족구성원의 질병 여부

는 가족구성원 아토피 피부염,당뇨 등의 질환이 있으면 1,아니면 0으

로 처리하 으며,월평균 소득은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은 구매한 이 있으면 1, 구매한 이 없으면 0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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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의 사육환경 인지도는 ‘ 모른다’가 1 ,‘매우 잘 알고 있다’

가 5 인 5단계 리 르트척도를 사용하 다.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설명

기술통계량은 <표 4-11>에 요약되었다.

변수 설명 평균 표본편차 최소값 최 값

연령 만 나이 43.35 9.24 23 64

교육연수 총 교육연수 13.12 1.99 6 18

가족원수 명 3.52 .96 1 9

월평균 소득

‘99만원 이하’=1

‘100-199만원’=2

‘200-299만원’=3

‘300-399만원’=4

‘400-499만원’=5

‘500만원이상’=6

4.18 1.06 1 6

축산식품 구입

비

식료품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 (%)
37.86 17.0 0 100

가족질병 여부 있음=1,없음=0 0.11 0.31 0 1

유기축산물

구매경험
있음=1,없음=0 0.31 0.46 0 1

사육환경인식도
‘ 모름’=1

‘매우 잘 앎’=5
3.18 0.97 1 5

표 4-11.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추정모형에 이용된 변수

2.3.2.이변량 로빗모형 추정결과

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을 추정한 모형은 이변

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식(3)의 이변량 로빗모형을 이용하 다.각 품

목별 추정결과에 있어 공통 으로  의 가설 검정은 통계 유의수 에

서 기각되어,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서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가

독립 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을 독립 으

로 두 번 하면 지불의사 액 추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모든 품목에서 공통 으로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의 내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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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사에 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의 모든 추정치가 같다는 가설검정은 통

계 으로 기각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양분선택형 질문을 이용한 본 연

구에서는 평균 지불의사 액을 추정하기 하여 첫 번째 응답 추정결과를

사용하여도 평균 지불의사 액의 편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각 품목별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쇠고기

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을 해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총 278개의 측치를 이용하 다.이 가운데 우측 도

단자료가 91개,좌측 도 단자료가 78개,구간자료가 109개로 나타났다.

1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는 가구소득과 제시 액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즉,소득이 높을수록 제시된 지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높으며,높은

액을 제시할수록 지불의사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차 응답 추정

결과는 제시 액과 축산식품 비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축산식품 비 이 높을수록 지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나.돼지고기

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을 해 지불의사가 없

는 응답자를 제외한 총 339개의 측치를 이용하 다.이 가운데 우측 도

단자료가 92개,좌측 도 단자료가 53개,구간자료가 194개 다.

1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는 제시 액,축산식품 구입액 비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추정결과,높은 액을 제시할수록

지불의사는 낮게 나타났다. 한 축산식품 구입액 비 이 높을수록 제시된

지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낮으며,유기축산물 구매경험이 있을수록 지

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낮게 나타났다.2차 응답 추정결과,월평균 소

득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즉,월평균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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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지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변수 추정치 z값

1차 응답

제시 액 -0.0001 -6.34***

연령 -0.0048 -0.46

교육수 -0.0485 -1.05

가족원 수 -0.0458 -0.51

월평균 소득 0.2006 2.21*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035 -0.67

가족원 질병 여부 0.1970 0.79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0515 0.29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0488 0.51

상수항 5.4292 4.45
***

2차 응답

제시 액 -0.0001 -5.05
***

연령 -0.0057 -1.23

교육수 (년) -0.0685 -1.55

가족원 수 -0.1298 -1.00

월평균 소득 0.0837 1.20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123 -2.55
*

가족원 질병 여부 -0.0165 -0.03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0014 -0.03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1160 1.27

상수항 6.3206 4.10***

 0.6014***

Loglikelihood -335.19

표본수 278

표 4-12.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한 이변량 지불의사 액 추정결과

주:*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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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치 z값

1차 응답

제시 액 -0.0004 -6.55***

연령 0.0100 1.10

교육수 -0.0112 -0.26

가족원 수 0.1275 1.56

월평균 소득 0.0391 0.48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136 -2.87**

가족원 질병 여부 0.1914 0.84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4319 -2.64
**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1375 1.55

상수항 6.2517 4.81
***

2차 응답

제시 액 0.0000 -0.07

연령 -0.0148 -1.74

교육수 (년) 0.0126 0.31

가족원 수 -0.0573 -0.70

월평균 소득 0.2049 2.63
**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083 -1.69

가족원 질병 여부 -0.2935 -1.34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0462 0.28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0567 0.69

상수항 0.5398 0.27

 -0.3422

Loglikelihood -415.19

표본수 339

표 4-13.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한 이변량 지불의사 액 추정결과

주:*p<0.05;**p<0.01;***p<0.001

다.닭고기

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을 해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총 335개의 측치를 이용하 다.이 가운데 우측 도

단자료가 163개,좌측 도 단자료가 112개,구간자료가 60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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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는 제시 액,축산식품 구입액 비 ,유기축산물

구매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추정결과,높은 액을 제시할수록 지

불의사는 낮게 나타났다. 한 축산식품 구입액 비 이 높을수록 제시된

지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낮으며,유기축산물 구매경험이 있을수록 지

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낮게 나타났다.2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도 제시

액,축산식품 구입액 비 ,유기축산물 구매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으며,각 추정치의 부호는 1차 응답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라.계란

동물복지형 계란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을 해 지불의사가 없는 응

답자를 제외한 총 330개의 측치를 이용하 다.이 가운데 우측 도 단

자료가 70개,좌측 도 단자료가 81개,구간자료가 179개로 나타났다.

1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는 제시 액과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즉,제시 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낮게

나타났다. 한 사육환경 방식에 한 인식도가 낮을수록,지불의사

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차 응답 추정결과는 제시 액,월평균 소득,

축산식품 구입액 비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축산식품 비 이 높을수록 지불 액에 한 지불의사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축산식품 구입액 비 이 낮

을수록,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을수록,동물복지형 계란에 한 지불

의사 액은 높게 나타났다.

마.우유

동물복지형 우유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을 해 지불의사가 없는 응

답자를 제외한 총 330개의 측치를 이용하 다.이 가운데 우측 도 단

자료가 117개,좌측 도 단자료가 73개,구간자료가 140개로 나타났다.

1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는 제시 액,월평균 소득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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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높은 액을 제시할수록 지불의사는 낮아지며,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높게 나타났다.2차 응답 추정결과에서는 연령이 많

을수록 지불의사 액은 낮아지며,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 액은

높게 나타났다. 한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가 낮을수록,동물복지형 우

유에 한 지불의사 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추정치 z값

1차 응답

제시 액 -0.0009 -5.78***

연령 0.0152 1.48

교육수 0.0944 1.89

가족원 수 0.1001 1.10

월평균 소득 0.1443 1.64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173 -3.41***

가족원 질병 여부 -0.4825 -1.93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6542 -3.66
***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0349 0.39

상수항 4.2942 3.22
**

2차 응답

제시 액 -0.0006 -3.50
***

연령 0.0006 0.07

교육수 (년) 0.0033 0.08

가족원 수 0.0910 1.19

월평균 소득 0.0116 0.16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137 -3.16
**

가족원 질병여부 0.1226 0.55

유기축산물 구매경험 -0.4390 -2.88**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0190 0.24

상수항 4.2048 3.26**

 0.6623***

Loglikelihood -365.08

표본수 335

표 4-14.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한 이변량 지불의사 액 추정결과

주:*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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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치 z값

1차 응답

제시 액 -0.0006 -7.63***

연령 0.0008 0.09

교육수 -0.0422 -0.97

가족원 수 -0.1069 -1.30

월평균 소득 0.1230 1.49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017 -0.39

가족원 질병 여부 0.1884 0.85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0275 -0.17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2621 3.06
**

상수항 4.0855 4.00
***

2차 응답

제시 액 -0.0006 -7.91
***

연령 0.0010 0.12

교육수 (년) -0.0353 -0.86

가족원 수 -0.0698 -0.92

월평균 소득 0.2157 2.78
**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143 -3.04
**

가족원 질병 여부 0.4344 2.03
*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3507 -2.13*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1330 1.55

상수항 3.7954 3.75***

 0.7028*

Loglikelihood -381.52

표본수 330

표 4-15.동물복지형 계란에 한 이변량 지불의사 액 추정결과

주:*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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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치 z값

1차 응답

제시 액 -0.0010 -8.01***

연령 0.0007 0.08

교육수 0.0040 0.09

가족원 수 -0.0243 -0.29

월평균 소득 0.2160 2.64**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062 -1.35

가족원 질병 여부 0.0774 0.33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1697 0.98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0519 0.60

상수항 3.1176 2.94
**

2차 응답

제시 액 -0.0008 -5.43
***

연령 -0.0220 -2.56
*

교육수 (년) -0.0666 -1.62

가족원 수 -0.0516 -0.65

월평균 소득 0.2316 3.03
**

축산식품 구입액 비 -0.0072 -1.68

가족원 질병 여부 0.0506 0.24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0.0282 0.18

사육환경 방식 인지도 0.2055 2.58*

상수항 4.7603 4.61***

 0.4702**

Loglikelihood -385.93

표본수 330

표 4-16.동물복지형 우유에 한 이변량 지불의사 액 추정결과

주:*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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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 추정

가. 체 소비자 상 지불의사 액 추정

이변량 지불의사 액 모형 추정결과와 KrinskyandRobb(1986)의 몬테

카를로 시뮬 이션 결과에 근거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의 평균과 95% 신뢰구간은 <표 4-17>과 같이 계측되었다.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은 개념상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의 가치평가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축종 부 단
평균

지불의사 액

95% 신뢰구간

하 액 상 액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67,757원 65,614원 70,502원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16,561원 16,161원 17,065원

닭고기 냉장 한 마리 7,057원 6,805원 7,506원

계란 1등 특란 10개 4,716원 4,498원 4,965원

우유 1등 1리터 3,712원 3,524원 3,923원

표 4-17.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지불의사 액 추정 결과

동물복지형 쇠고기(냉장 1등 등심,600g)에 한 지불의사 액의 평균

은 67,757원이고,95% 신뢰구간은 65,614∼70,502원으로 나타났다.동물

복지형 돼지고기(냉장 1등 삼겹살,600g)에 한 지불의사 액의 평균은

16,561원이고,95%신뢰구간은 16,161∼17,065원으로 나타났다.동물복지

형 닭고기(냉장 한 마리, )에 한 지불의사 액의 평균은 7,057원이고,

95%신뢰구간은 6,805∼7,506원으로 나타났다.동물복지형 계란(1등 특

란 10개)에 한 지불의사 액의 평균은 4,716원이고,95% 신뢰구간은

4,498∼4,965원으로 나타났다.동물복지형 우유(1등 ,1리터)에 한 지불

의사 액의 평균은 3,712원이고,95% 신뢰구간은 3,524∼3,923원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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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지불의사 액과 일반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유기

축산물의 가격 차액을 계산하여,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 리미

엄을 계산할 수 있다.소비자가 재 시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일반축산물

시장가격을 기 으로 동물복지형 쇠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17,757원,동

물복지형 돼지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4,561원,동물복지형 닭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2,057원,동물복지형 계란의 가격 리미엄은 2,716원,동물복

지형 우유의 가격 리미엄은 1,712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재 시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무항생제축산물 시장가격을 기

으로 동물복지형 쇠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2,757원,동물복지형 돼지고

기의 가격 리미엄은 1,061원,동물복지형 닭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557

원,동물복지형 계란의 가격 리미엄은 716원,동물복지형 우유의 가격

리미엄은 -1,288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재 시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유기축산물 시장가격을 기 으

로 동물복지형 쇠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12,243원,동물복지형 돼지고기

의 가격 리미엄은 -3,439원,동물복지형 닭고기의 가격 리미엄은 -443

원,동물복지형 계란의 가격 리미엄은 -2,284원,동물복지형 우유의 가격

리미엄은 -1,288원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CVM을 이용하여 축종별 동

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지불의사 액을 추정한 결과,모든 축종에

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지불의사 액은 일반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의

가격에 비해서는 높고,유기축산물의 가격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일반축산물 가격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의사 액 증가율을 계산

해본 결과,동물복지형 계란의 지불의사 액은 일반계란가격에 비해 136%

높게 나타나,축종 가장 높은 가격 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우유,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 순으로 일반축산물 가격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지불의사 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계란,

우유,닭고기 등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환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일반 축

산물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 액은 높아,농가의 수익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무항생제축산물 가격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의사 액

증가율도 축종별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우유,계란,닭고기,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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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순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지불의사 액이 해당 축종의 무항생

제 축산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 부 단

가격 리미엄

일반 축산물
비

무항생제
축산물 비

유기 축산물
비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17,757원

(35.5%)

2,757원

(4.2%)

-12,243원

(-15.3%)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4,561원

(38.0%)

1,061원

(6.9%)

-3,439원

(-17.2%)

닭고기 냉장 한 마리
2,057원

(41.1%)

557원

(8.6%)

-443원

(-5.9%)

계란 1등 특란 10개
2,716원

(135.8%)

716원

(17.9%)

-2,284원

(-32.6%)

우유 1등 1리터
1,712원

(85.6%)

-1,288원

(25.8%)

-1,288원

(-25.8%)

표 4-18.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 리미엄

주:( )은 일반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유기축산물 가격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의

사 액의 증가율을 나타냄.

-15,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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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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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 리미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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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물복지형 축산의 인지 여부에 따른 지불의사 액 차이 비교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 알고 있는 소비자그룹과 알지 못하는 소비자그

룹의 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을 비교한 표는 <표

4-19>와 <표 4-20>과 같다.모든 축종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그룹의 지불의사 액이 그 지 않은 소비자 그룹의 지불의사

액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높게 나타났다.

축종 부 단 응답자수
평균
액

95% 신뢰구간

하 액 상 액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112명 69,339원 65,427원 76,617원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129명 16,917원 16,433원 1,761원

닭고기 냉장 한 마리 124명 7,382원 6,978원 8,340원

계란 1등 특란 10개 122명 4,964원 4,640원 5,514원

우유 1등 1리터 120명 4,004원 3,753원 4,353원

표 4-19.동물복지형 축산 인지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

축종 부 단 응답자수
평균
액

95% 신뢰구간

하 액 상 액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166명 64,825원 61,641원 67,490원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210명 15,867원 15,018원 16,749원

닭고기 냉장 한 마리 211명 6,482원 6,264원 6,717원

계란 1등 특란 10개 208명 4,348원 3,964원 4,679원

우유 1등 1리터 210명 3,617원 3,390원 3,891원

표 4-20.동물복지형 축산 미인지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

동물복지형 축산의 인지여부에 따른 지불의사 액을 바탕으로 축종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 리미엄과 지불의사 액 증가율을 계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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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4-21>～<표 4-22>와 같다.

축종 부 단

가격 리미엄

일반 축산물
비

무항생제
축산물 비

유기 축산물
비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19,339원

(38.7%)

4,339원

(6.7%)

-10,661원

(-13.3%)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4,917원

(41.0%)

1,417원

(9.1%)

-3,083원

(-15.4%)

닭고기 냉장 한 마리
2,382원

(47.6%)

882원

(13.6%)

-118원

(-1.6%)

계란 1등 특란 10개
2,964원

(148.2%)

964원

(24.1%)

-2,036원

(-29.1%)

우유 1등 1리터
2,004원

(100.2%)

-996원

(-19.9%)

-996원

(-19.9%)

표 4-21.동물복지형 축산 인지 소비자의 가격 리미엄

주:( )은 일반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유기축산물 가격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의

사 액의 증가율을 나타냄.

축종 부 단

가격 리미엄

일반 축산물
비

무항생제
축산물 비

유기 축산물
비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14,825원

(29.7%)

-175원

(-0.3%)

-15,175원

(-19.0%)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3,867원

(32.2%)

367원

(2.4%)

-4,133원

(-20.7%)

닭고기 냉장 한 마리
1,482원

(29.6%)

-18원

(-0.3%)

-1,018원

(-13.6%)

계란 1등 특란 10개
2,348원

(117.4%)

348원

(8.7%)

-2,652원

(-37.9%)

우유 1등 1리터
1,617원

(80.9%)

-1,383원

(-27.7%)

-1,383원

(-27.7%)

표 4-22.동물복지형 축산 미인지 소비자의 가격 리미엄

주:( )은 일반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유기축산물 가격 비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의

사 액의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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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동물복지 인지 여부에 따른 일반축산물 비 가격 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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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동물복지 인지여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비 가격 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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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표 4-22>와 같이 모든 축종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

인지 여부에 따라 지불의사 액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특히 <그

림 4-18>～<그림 4-19>는 소비자의 동물복지형 축산 인지 여부에 따른 일

반 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에 한 가격 리미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소비자들은 일반축산물에 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산 인지 여부에 상

없이 추가 인 가격 리미엄을 표시했지만,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에

는 동물복지형 축산 인지 여부에 따라 가격 리미엄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쇠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 인지하지 못

하는 소비자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보다 더 낮은 지불의사 액을 표시하

여 (-)의 가격 리미엄을 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 인지 여부가 해당 축산

물의 시장진입 정착에 매우 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즉,소비자에 한 홍보와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동물복지

형 축산물에 한 지불의사 액이 상승하여 일반축산물에 비해 높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다만 우유의 경

우는 인지도 여부에 상 없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더 낮은 지

불의사 액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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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복지형 축산도입 경제성 분석

동물복지는 동물을 감정과 지각이 있는 존재(sentientbeings)로 인식하

고 있지만 인간을 심에 두고 인간이 바라보는 동물에 한 에서 출

발하며,농장동물과 같이 인간과 직 인 이해 계가 성립하는 동물을 그

상으로 한다.따라서 농장동물복지의 제공 주체는 인간이며,인간이 따

라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인도 (humane)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농장동물복지의 가치는 행 주체인 인간의 경제

틀 안에서 결정될 것이며,구체 으로는 소비자가 동물복지가 용된

제품에 지불하는 액에 의해 간 으로 측정될 것이다.따라서 농장동물

복지에 한 사회 요구수 은 해당 축산물의 시장가격과 매량으로 나

타나게 된다.

이 (節)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농장동물복지 용 시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인 비용과 소비자조

사에서도출된 축종별 소비자지불의사 액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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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장동 복지 도입  생산단계 경  검토

1.1.1.생산단계 자료 개요

재 국내에는 농장동물복지 실천을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공식

으로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동물복지 실천을 원하는 농가들은 나름의

철학을 바탕으로 각자 방식 로 동물복지를 구 하고 있다.문제는 일 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고 알려진 농가들 사이에서 동물복지 용의 수 차이가 발생한다.이러

한 문제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직 인 생산단계 농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가장 최근에 자체 인 농장동물복지기 (안)을 바탕으로 장조사를

실시한 조 호 외(2009)의 연구결과 자료를 활용한다.

가.조사 상 농가 특성

조 호 외(2009)의 연구는 한우 농가 27호,낙농 농가 7호,양돈 농가 10

호,산란계 농가 11호,육계 농가 3호를 상으로 했다.이 유기축산 인

증을 받은 농가는 한우 14호,낙농 4호,산란계 6호 으며,무항생제 인증

을 받은 농가는 한우 10호,낙농 1호,양돈 2호,산란계 9호,HACCP인증

은 한우 1호,양돈 5호,산란계 3호 다.상당수의 농가들은 무항생제와 유

기축산 인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동물복지형 축산을 시작하면서 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42.6%,도

움 없이 혼자 시작한 경우는 33.3% 다. 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가 많아,농가 간 수 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동물복지형 축산

기 의 설정과 농가 교육 컨설 확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효과

조 호 외(2009)의 연구에서 조사 상이었던 농가들은 도입효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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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ㆍ안 에 한 책임감 향상’,‘사양 리 개선’,‘농장 이미지 향상’,

‘질병 발생률 감소’등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생산물 매가격 상승’에 해서는 부정 인 답변을 보 다.생산성 측면

에서는 산란계ㆍ낙농ㆍ양돈 농가가 부정 이었으며, 매가격 측면에서는

양돈과 한우 농가가 부정 이었다.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시장 내 인지도가 낮고 로확보가 쉽지 않아

수익증 로까지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2.생산단계 경제성 분석

가.생산비 비교23

비육우경 농가 심으로 분석한 결과,동물복지 용 비육우 1㎏당 경

비는 6,941원,생산비는 8,427원으로 일반 행 한우 비육의 경 비

7,026원,생산비 8,361원과 비교할 때 생산비가 ㎏당 66원 증가했다.

낙농의 경우 유기축산 인증 농가 심으로 분석한 결과,동물복지 용

경산우 1두당 생산비용 합계액은 5,362,286원으로 일반 행축산 경산우의

5,133,140원보다 두당 229,146원 더 높게 나타났다.우유 100ℓ로 환산할

경우에는 동물복지형의 생산비는 61,478원으로 일반 우유의 생산비 57,779

원보다 3,699원 더 높았다.

양돈의 경우 분만사에서 일반 스톨이나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동물복지 용 비육돈 1㎏당 생산비는 2,220원으로

행 사육 비육돈의 2,218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산란계의 경우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

평사에서 방사유정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산란계 1

23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생산비 조사자료는 조 호ㆍ강혜정(2009)의 자료를 이용

했으며,일반축산물 생산비 자료는 통계청의 ‘2008축산물 생산비’자료를 이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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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비용은 35,122원으로 일반 산란계의 33,972원보다 1,150원 더 높다.

동물복지형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360원으로 일반 계란의 1,245원보다

115원 더 높았다.

육계의 경우 동물복지에 합한 육계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에 한

계가 있으나,동물복지형 육계 10수당 생산비는 17,328원으로 일반 육계의

16,619원보다 709원 더 높았다.

나.생산비와 소비자 지불의사 액 비교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부 별로 가격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

사를 통해 얻은 생산비와 소비자 지불의사 액을 직 으로 비교하는 것

은 하지 못하다.

앞의 4장에서 소비자 조사결과 1등 등심 기 동물복지형 쇠고기의

가격 리미엄이 일반 쇠고기에 비해 29,595원/㎏ 더 높게 나타났다.여기

서 쇠고기의 유통마진율 40%를 차감할 경우에도 17,757원/㎏으로 동물복

지형 쇠고기 사육에서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분 66원/㎏보다 더 높은 수

이다.물론 소비자 지불의사 액은 선호부 인 등심가격을 기 으로 하기

에 비선호부 를 모두 고려할 경우 실제 인 가격 리미엄은 반 수 으

로 낮아질 수 있지만 여 히 생산비 증가분을 상회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돼지고기의 삼겹살 부 에 한 소비자 제시 가격 리미엄

은 약 7,600원/㎏으로 생산자 조사에서 생산비용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그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닭고기의

경우도 마리당 소비자 가격 리미엄이 2,057원으로 생산비용 증가분 71

원/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이다.

우유의 경우 리터당 소비자 가격 리미엄이 ℓ당 1,712원으로 생산비용

증가분 37원보다 더 크며,계란의 경우도 소비자 가격 리미엄이 2,716원

/10개로 생산비용 증가분 12원을 훨씬 능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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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경제성 검토와 시사

앞에서 보았듯이 조사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의 소비자 제시 가격 리

미엄은 해당 품목의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용의 추가분보다 매우 크게 나

타났다.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의 경제성 분석을 해 의 조사

액을 서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며,축종별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이후 주어진 기 하에서의 생산비 증가분과 인증제도 도입 이후 유통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먼 축종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EU와 같이 제도 으로 동물복지

에 반하는 특정 생산시스템의 이용을 면 으로 지할 경우(를 들어

산란계 배터리 이지 사육,모돈 스톨사육 등)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증가

와 생산성 변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물론 특정 생산시스템의 제도 규

제가 수반되지 않고 농가의 선택에 맞길 경우에는 생산비용과 생산성 문제

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장기 으로는 제도 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의 경우 가축의 동물복지형 운송과 도축에 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체 인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비용 증가로 인한 유통비용의

변화를 계측하기 어렵다.그 지만 재 행 으로 이루어지는 가축운송

에 비해 OIE나 RSPCA의 규정을 용할 경우 운송비용이 재의 2～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도축～가공의 경

우에도 인증제도를 고려할 경우 동물복지형 제품은 다른 행 제품과 분리

해서 별도의 작업라인 는 작업시간 등을 용해서 가공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이 경우 추가 인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한 인증제도에

따른 포장에의 표시를 한 비용이 발생하며,인증제도를 모니터링하기

한 행정비용도 함께 발생한다.

결국 생산단계에서의 추가비용 발생만을 고려할 때는 동물복지형 축산

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출하 이후 운송에서 도축 가공

등 유통과정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작지 않은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이와 같이 유통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할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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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농가 수취가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해당 제품에 충

분한 가격 리미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의 수익성

이 행 축산농가에 비해 더 좋아진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진다.따라서

정한 정부 개입으로 련제품의 유통 시장진입 활성화를 한 책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2.동물복지형 축산도입을 한 정책과제

2.1. 충분한 보 공

2.1.1.정보의 부족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농가와 소

비자들이 농장동물복지에 해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이는 아직까

지 국내에서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식이 반 으로 낮은 수 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농장동물복지의 정착을 해서는 이해당사자에 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재 개발 인 축종별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이후에

는 그 내용에 해 농가를 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생산자들과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견과 지 을 반 하여 지속 인

보완과 업데이트를 실시해야한다.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 있

도록 소비자 교육을 확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본 연구의 설문조사

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비 은 30%로 낮은

편이다. 한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유기축산물으로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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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따라서 소비자를 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 축산물 련 교육 로

그램을 확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로확 를 해서는 기존의 유기축산물 소비자는

물론 잠재 소비자를 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안 성,환경성,

양성분과 기능성분의 차별성 등 일반축산물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한

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극 으로 홍보해야 한다.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양성분과 기능성분 등에 한 과학 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한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

유 건강에 도움,질병 방 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따라서 동물

복지형 축산물 홍보 략 수립 시 건강과의 연계성에 한 과학 분석결과

를 근거로 일반축산물과 차별화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이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 진을 해 장체험의 도

농교류 행사와 학교교육 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동물

복지형 축산물 매행사와 도농교류 이벤트 등을 확 하고 극 활용하도

록 해야 한다.동물복지형 축산물 개념의 이해와 소비 진을 해 학교교

육 로그램을 통한 홍보체계가 마련되어,동물복지형 축산물이 동물의 복

지를 추구하며 안 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높이도

록 해야 할 것이다.

2.1.2.연구 개발 확

EU등의 경우 동물복지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물

들이 정책에 하게 반 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련연구가

매우 제한 으로 수행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설정과 운 을

한 충분한 과학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동물복지개념 용

이 한국 축산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운 되어야 하는가에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농장동물복지수 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구비 지

원 등의 구체 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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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  책 향 시

2.2.1.미래 략 수립

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 도입을 한

개정 과정에 있다.그러나 장기 으로 농장동물복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 하고 발 시킬 것인지에 한 장기 인 비 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

고 있다.즉,농장동물에 한 동물복지증진의 이유와 용 상,최종 으

로 지향하는 목표 등에 해 명확히 제시하고,이해당사자들의 극 인

참여와 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정부 한 정책목

표 수립달성을 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 인센티 (당근)와 법 규제

(채 )에 한 면 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 기 효과와 한계에 해 인식해

야한다.

2.2.2. 련 제도 정비 보완

재 시행 인 유기축산물 인증제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 농업의 환경보 기능을 증 시키기 한 제도이나 실

질 으로는 일정 부분 농장동물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제도들

이다.특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그 존재 필요성에 한 지

이 많으며 일부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흡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혼란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제도

를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로 체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그러나 두 제

도 사이에 일정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 으로 서로 다른 뿌리

에서 출발한 개념이며,농장동물복지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축산물

가공처리법’등 축산업과 직 으로 연결된 법률을 통해 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기 한 무항생제 인증제도와 연결해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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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행 법체계와 장 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2.3. 부지원 강

2.3.1.생산단계

조 호(2009)의 연구에서 보듯이 동물복지형 축산을 도입한 농가들은

생산성 문제와 소득향상 문제에 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이는 농가가

동물복지 형태로 생산시스템을 변경하는 환기 과정에서 생산성 감과

과다한 비용발생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앞에서도 언 했듯이

동물복지에 내재하는 시장실패 속성을 해결하기 해서는 농가의 소득 불

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 시행 인 ‘친환경안 축산물 직 지불제’의 경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해 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고 있으

며,이 제도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친환경안 축산물의 시장 유율을 5%

까지 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환경친화 축산농가’를 지정하

여 가축의 리,환경보 악취 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우 에서 언 된 제도들과 같이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 성 증진,축산품의 품질제고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축산업의 장기 발 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구체 인 생산단계

지원계획이 검토되어야한다.

2.3.2. 간 유통단계

가.가축 운송

재 생산 이후 유통단계에 있어 농장동물복지에 한 규정은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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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동물운송 련 조항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동물운송세부규

정’등이 있다.이들 규정은 동물 운송자가 취해야 할 의무사항과 운송자에

한 법 정의,운송차량이 필수 으로 구비해야 할 개 인 차량구조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유

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생산단계에서 동물복지가 지켜진다고 해도 운

송단계에서 부 한 차량구조와 과 재가 지속된다면 동물복지형 축산

의 도입 의미가 없어진다.따라서 동물운송용 특수차량의 보 확 와 가

축수송업자 동물복지 교육 자격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나.도축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실 은 가축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계류공간의

확보와 도축 기 방식의 개선으로 모아진다.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

지만 계류공간의 확충 시설개선의 경우,업계에서 용하는데 여러 가

지 제약요건이 있다.따라서 재 추진 인 도축장 구조조정 정책과 병행

하여 세 도축장을 정리하면서 거 도축장 심으로 동물복지를 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자 지원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특히 이들 시설

에 한 정부보조 지원은 WTO의 허용보조에서 인정되는 항목이기에 정

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도축 기 방식을 기방식에서 CO2등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도축작

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역으로 장기 으로 축

산물 품질개선과 생산성 증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한다.

2.3.3.소비자 유통단계

가. 정가격 리미엄 유도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확 를 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산물 가격을 소

비자가 요구하는 정가격 수 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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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정가격 리미엄 설정은 기존 소비계층의

소비확 는 물론이고,비구매계층을 소비계층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에

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동물복

지형 축산물 구입가격이 일반 축산물 가격보다 체로 1.3～2배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므로,이런 가격수 을 히 반 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형 축산물 확 를 해서는 생산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 되

고 소비자가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할 수 있는 정가격 수 에서 매될

수 있도록 생산 유통부문에서 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측면에서 동물복지 실천농장의 생산비 증가를 보 할 수 있도록 동

물복지형 축산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그 손실을 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지원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 동물복지축산 련 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비 감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유통측면에서는 로확보를 통해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물

류비용 감,신뢰도 제고 도․소매 유통 활성화를 해 다양한 매장에

동물복지형 축산물 매코 가 진입해야 한다.

나.안정 수요처 확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안정 인 수요처 확보를 해서는 다양한 량

식처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친환경농산물 로확 를 한 수요처 발굴과 련한 소비자 조

사결과,학교 식이 58.1%,가공제품개발 19.5%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는 학교 식의 역할이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식재 활용을 지지하는 계층이 약

90%정도로 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창길 외,2005).동물복지형

축산물도 친환경농산물과 속성이 비슷하고 자녀를 둔 30～40 소비자들

의 지불의사가 높아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할 경우,학부모

가 일정부분을 부담할 의향도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한 동물복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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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학교 식을 통한 로확 의 가시 인 성과를 해서는 학교

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비지원,학교 식 순회캠페인,우수사례 발

굴․홍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로그램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2.4. 책 추진체계 검토

2.4.1.검토 필요성

재 국내 농장동물복지 정책의 추진과 실행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

역과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농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련 연구사업 일부 축종의 가이드라인 개발에 여하

고 있다.동물보호법 개정과 축종별 가이드라인 개발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와 련 생산자단체,학계 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업계 이해당사자

들과 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지식을 종합 으로 반 할 수 있는 조직체

계는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동물복지 실천에서 앞서가는 외국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함께 동물복지

도입과 제도 운 에 해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이

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활동과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앞으로

동물복지에 한 심이 증 되고 교육 홍보에 한 수요가 증 할 것

이며, 련 법률과 복지 기 ,인증제도 등이 도입될 망이나 재의 정부

조직과 인력으로는 다양한 안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2.4.2.외국의 사례

가. 국의 농장동물복지 원회(FAWC)

앞서 언 했듯이 국의 FAWC는 1979년 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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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자문기구이다.이 원회는 사육ㆍ시장ㆍ운송ㆍ도축 과정에서의 농장동

물복지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규정의 도입 는 개정에 해 정

부나 련 행정기구에 조언을 제공하며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등

을 개최한다.이 과정에서 정부나 외부기 의 압력이나 향력을 받지 않

고 독자 으로 농장동물복지와 련된 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것이 이 원회의 특징이자 강 이다.24

FAWC는 2010년 재 모두 18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연간 3회

의 정기 인 모임을 가진다. 원들은 특정 조직이나 이익단체를 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고,다양한 학문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에서

농장동물복지에 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축산업,수의학,소비자 련지식

등을 심으로 구성된다.25FAWC의 운 비용은 재 국 환경식품농무

부(DepartmentforEnvironment,FoodandRuralAffairs,DEFRA)에서 제

공하며 2009～2010년 기간 동안 298,560 운드(한화 약 5억 4,200만 원)의

운 비용이 지출되었다.

나.호주의 빅토리아주 동물복지사무국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동물복지의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해 빅

토리아주 1차산업성(DepartmentofPrimaryIndustries,DPI)소속의 방역

조직인 “BiosecurityVictoria”내에 동물복지사무국(BureauofAnimal

Welfare)을 운 하고 있다.동물복지사무국의 주요 임무는 1)동물복지단

체 이용자들에게 기술지원 행정지원 제공 2)동물복지 련 이해집단

간의 분쟁해결 3) 련법 규정 집행 4)동물복지 가이드라인과 각종 기

의 검토 제ㆍ개정 5)연구ㆍ교육용 동물 이용 감독 6)1차산업성 내의

동물복지 원회 참가 의견제출 7)타 지역에서의 동물복지 련 규정

24TheFarm AnimalWelfareCouncil,2010.“AnnualReview2009-2010”.
25
2010년 재 18명의 FAWC 원 교수 학자는 12명,축산업 수의학

련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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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 내용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범 하다.특

히 이 조직은 주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차원의 실

행 략과 실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4.3.(가칭)한국동물복지 원회 설립 필요성

가.설립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이

집행을 맡고 있어 농장동물복지와 련해서 민간의 의견과 실천이 련정

책의 수립과 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반면 호주 빅토리

아주의 경우 주정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동물복지 원회가 정책수립 방

향에 해 서로 합의하고 이 내용이 의결되어 확정되면 동물복지사무국이

정책을 집행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의 경우도 정부와 이

해 계자 등이 참여하는 FAWC가 구성되어 RSPCA,CIWF등의 민간단

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련한 정책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 했듯이 우리나라는 효과 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해 농

장동물복지 련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이유와 목표의 수립,목표달성을

한 방법 등 략을 제시하고,세부 인 정책 내용을 수립할 정부와 이해

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 인 실행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가칭 한국동물복지 원회(KoreaAnimalWelfare

Council,KAWC)의 창설을 제시한다.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문가집단,정부조직이 함께 모여 상설 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한 략을 논의하고,분야별 분과구성을 통해 세부 분야별로

구체 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러한 원회의 구성을 통해 정부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기에 좀 더 작고 효율 인 정부를 실 할 수 있으며,법 규제와 시

장기능이 균형 있게 병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업계의 자발 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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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가칭 한국동물복지 원회 체계도

가칭 한국동물복지 원회의 역할을 국내 농장동물복지 도입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농장동물복지의 정의와 용범 구체화

2)농장동물복지 도입수 목표 설정

3)농장동물복지 목표달성을 한 구체 인 방법제시

4)농장동물복지 목표달성 여부와 규정 수에 한 모니터링 실시

5)농장동물복지 련인증제도 운 에 한 검토

6) 련 연구와 교육 홍보기능 수행

먼 국내 농장동물복지를 도입함에 있어 그 법 ㆍ철학 정의를 분명

히 하고 해당 축종과 범 (생산～유통)에 한 구체 인 미래 계획표를 제

시하여 련업계 종사자들이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새로운 제

도도입에 있어 일정수 이상의 규정을 모두 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 친환경안 축산물 인증제도와 같이 원하는 농가만을 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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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한 분명한 도입 목표 수 이 제시되어야한다.이 경우,일단은

원하는 농가만을 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한 후, 련자료의 축 과 해외

동향의 변화, 련업계의 의견 등을 반 하여 실시범 확 여부에 한

구체 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 안 작성 인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한 검토

작업과 경제성 평가가 필수 이며,이를 바탕으로 생산비 상승분에 한

한 정부 보조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소비자 조사결과 어느 정

도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소비자의 지불의사 액에 일정 수

의 편의(bias)가 항상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생산자 보조는 필수

일 것으로 단된다. 한 생산자 뿐만 아니라 도축 운송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에 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 추진 인 도축장 구조조정과 동

물운송용 특수차량 보 사업 등과의 연계추진을 한 정책 고려가 병행

되어야 한다.

재 농장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주 하

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만,향후 인증제도의 용범 가 확

될 경우 이를 담해서 실시할 수 있는 민간기 (thirdparty)의 참여가 불

가피할 것이며,이 경우 정부는 해당 민간기 의 인증제도 참여자격에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형태로 업무분장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이

경우 가칭 한국동물복지 원회가 사후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여 일반 소

매 단계에서의 인증제도 운용 내용을 평가하고 그 정성 여부를 공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지

도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이 크게 변화한다.따라서 련업계

일반 국민을 상으로 농장동물복지에 한 교육과 홍보를 으로 수

행하고, 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칭 한국동물복지 의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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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농장동물복지도입 동향을 국가별

로 제시하고 국내 농가와 도축업계의 농장동물복지에 한 인식과 도입 의

향에 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 농장동물복지제도 도입에 한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시장에서 매된다는 가정 하

에서 소비자들의 해당 제품에 한 지불의사 액을 조사했다. 한 국내외

동향과 이해당사자들을 상으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장동물복지 제

도 도입을 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동물복지 도입과 인증제도 운 에 한 국내외 문가

청 워크 을 개최하여 련 정책담당자, 문가,업계와의 정보교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련 정보의 공유 성공 인 제도 도입

을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안을 공유했다.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 한국 축산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 한다

는 축산업의 기본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축산농가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장동물복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련제도의 도입, 개,보완,정착에 있

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한 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비자 조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농가 생산비변화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유통단계를 제외한 생산단계에서의 동물복지 용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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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농장동물

복지에 한 구체 인 기 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항생제

는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 동물복지 인 요소를 많이 도입한 농가

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운송

도축과 같은 유통단계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유통비용의 증가가

상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구체 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이 가지고 있는 공익 기능과 시장실패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정부의 인센티 제공과 보조가 필요할 것이며 이 경

우,소비자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수 의 가격 리미엄이 존재하

기 때문에 생산자 소득이 행축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으로 단된다.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을 해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

하고 있다.먼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생산자와 소비자의 동물

복지에 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낮은 수 으로 이들을 상으

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특히 농장동물복지와 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 이고 객 인 자료가 아직

까지 부족한 실정이다.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추진을 해서 련 연구

의 확 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장기 인 동물복지정책의 방향제시가 요구된다. 재 정부

심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인증제도가 비 에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장기 으로 어떤 형태로 운 될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구체 인 계획이

나 일정이 제시된 것이 없다.이는 아직 한국형 농장동물복지기 이나 가

이드라인이 공식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규제도 도입이 지향하는 목 과 범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특히 모든 농가들을 상으로 일정 수 이상을 요

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농가들에 해서만 인센티 를 주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 될 것인가에 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한 지원이 요구된다.이 연구에서 거듭 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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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농장동물복지가 가지고 있는 시장실패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제

도 개입이 필요하며,이 경우 한 제도 ㆍ법 규제와 함께 시장에

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수 의 인센티 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외부성이 갖는 특성상 정부의 규제만이 강조될 경우 사회 으로 최 인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때문에 농장동물복지 수 이 사회 으로 바람직

한 수 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 형식의 정부개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책추진체계로서 가칭 한국동물복지 원회의 도

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발 은 소비자와

생산자,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 정책방향에 한

합의를 도출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는 환경오염문제나 식품안 성 문제의 경우 일반 국민건강의 직

인 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처가 가

능하다.규제에 한 업계의 반발도 크지 않다.그러나 동물복지의 경우 사

회에는 다양한 의견계층이 존재하며 동물복지에 해 체감하는 정도가 서

로 틀리다.때문에 의견합일을 한 실체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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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산자 농장동물복지의향 조사표

n 한우 조사표

1.귀 농장의 사육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번식경 (송아지 생산) ② 비육경 ③ 일 경 (번식+비육)

2.2010년 6월 재 한우 사육 마릿수에 해 말 해 주세요.

사육 두수

한우 암소(송아지 포함) 마리

-암소 비육용 마리

한우 수소(송아지+거세우 포함) 마리

총 마릿수 마리

3.2009년 한우 송아지 비육우 출하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송아지 비육우 도태우

출하 두수 마리 마리 마리

4.선생님 농장은 친환경축산을 하시거나 는 해썹(HACCP)인증을 받으

셨습니까?

① 유기축산인증을 받았음. ② 무항생제 축산인증 받음

③ HACCP인증을 받았음. ④ 인증을 받기 해 비 임.

⑤ 심과 계획이 없음.

※ 동물복지형 축산은 가축에게 균형 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사육 공간을

마련해 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고 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유럽에서는 이미 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기 인 도입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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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생님은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있다 ③ 처음 듣는다

6.한우 사육에 있어 동물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필요 없음

7.선생님은 한우 사육 시 동물 복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③번 응답자는 7-1번으로)

① 재 용하여 사육 이다 ② 극 고려할 것이다

③ 고려할 것이다 ④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7-1.선생님이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한우를 사육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② 질병피해 감소 등으로 폐사를 일 수 있기 때문에

③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④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향후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쇠고기를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n 낙농 조사표

1.2010년 6월 재 젖소 사육 마릿수에 해 말 해 주세요.

사육두수

착유우 두수 마리

건유우 두수 마리

-미경산우(송아지포함) 마리

총 마릿수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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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평균 원유쿼터량은 얼마나 되며,연간 원유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유쿼터량 09년 원유생산량 10년 5월 생산량

원유량 kg kg kg

3.선생님 농장은 친환경 축산을 하시거나 는 해썹(HACCP)인증을 받

으셨습니까?

① 유기축산 인증을 받았음 ② 무항생제 축산인증 받음

③ HACCP인증을 받았음 ④ 인증을 받기 해 비 임

⑤ 심과 계획이 없음.

※ 동물복지형 축산은 가축에게 균형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사육공간을 마

련해 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고,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유럽에서는 이미 용하고 있으며,우

리나라도 장기 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선생님은 동물 복지형 축산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있다 ③ 처음 듣는다

5.젖소 사육에 있어 동물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필요 없음

6.선생님은 젖소 사육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③번 응답자는 6-1번으로)

① 재 용하여 사육 이다 ② 극 고려할 것이다

③ 고려할 것이다 ④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6-1.선생님이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젖소를 사육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② 착유우의 두당 산유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③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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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좋은 품질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향후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우유를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n 양돈 조사표

1.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사육규모를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이실 계획이

십니까?

① 이겠다 ② 늘리겠다 ③ 상유지 ④ 기타 ( )

1-1. 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귀 농장의 돼지사육 황 사육 의향을 말 해 주십시오.

※ 모돈 없이 자돈을 구입하여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모돈 없음’이라고

표시하기 바람.

구분 2010.5.1 2010.6.1 2010.7.1 2010.8.1 2010.9.1 2010.10.1 2010.11.1 2010.12.1

총사육

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모돈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지난 5월에는 몇 마리나 출하하셨습니까?그리고 향후 언제 몇 마리나

출하하실 생각이십니까?

※출하:비육이 끝난 돼지를 시장에 내다 는 행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출하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4.귀 농장의 사육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일 사육(새끼분만~성돈 매) ② 번식 문(새끼분만~자돈 매)

③ 비육 탁(자돈구입~성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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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생님 농장은 친환경 축산을 하시거나 는 해썹(HACCP)인증을 받

으셨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체크)

① 유기축산 인증을 받았음

② 무항생제축산 인증 받음

③ HACCP인증을 받았음

④ 인증을 받기 해 비 임

⑤ 심과 계획이 없음

※ 동물복지형 축산은 가축에게 균형 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사육 공간을

마련해 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고,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유럽에서는 이미 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기 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선생님은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있다 ③ 처음 듣는다

7.돼지 사육에 있어 동물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필요 없음

8.선생님은 돼지 사육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③번 응답자는 8-1번으로)

① 재 용하여 사육 이다 ② 극 고려할 것이다

③ 고려할 것이다 ④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8-1.선생님이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돼지를 사육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② 돼지 질병피해 감소로 생산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에

③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④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향후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돼지고기를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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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양계 조사표

○○○ 선생님 계사의 사육규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 )

1.선생님께서는 재 계열화 회사와 계약 사육을 하고 계십니까?

□ □ 아니오

1-1. 재 계약 사육을 하시고 계시면 어디(구)와 하고 계십니까?

□ 계열화 회사(인티회사) □ 유사 계열화(유사인티)

2. 재 계사에 닭이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화 조사를 하는 당일, 화 조사 이 에 시

장에 출하한 경우)3번 문항으로 이동하고,‘’라고 답한 경우(화조

사 이후에 출하할 물량이 있는 경우)문항 2-1부터 조사.

2-1. 재 계사에 있는 닭은 언제 (몇 월 몇 일)입추하셨습니까?그리고

몇 수나 입추를 하셨습니까?

이 4.21～4.30 5.1～5.10 5.11～5.20 5.21～5.3 6.1～6.10

입추 수수

2-2. 재 계사에 있는 닭은 언제(몇 월,몇 일)몇 수나 출하하실 정이

십니까?

6.1～6.10 6.11～6.20 6.21～6.30 7.1～7.10 7.11～7.20 이 후

출하 수수

2-3.최근 생육상황은 지난해보다 어떤 편이십니까?

① 아주 좋음 ② 약간 좋음 ③ 보통 ④ 약간 나쁨 ⑤ 아주 나쁨

*그리고 그 이유는?

□ 날씨 향 □ 병아리 상태 □ 질병 발생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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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최근 생육상황은 지난달보다 어떤 편이십니까?

① 아주 좋음 ② 약간 좋음 ③ 보통 ④ 약간 나쁨 ⑤ 아주 나쁨

*그 이유는?

□ 날씨 향 □ 병아리 상태 □ 질병 발생 □ 기타 ( )

2-5.5월 10일~6월 10일까지 출하하신 물량의 출하일령,출하체 ,폐사

율은 어떠합니까?(출하물량이 없을 시는 다음 항목으로)

*평균 출하일령은 35일,평균 출하체 은 1.5kg

5월 10일～6월 10일

출하일령(일)

출하체 (kg)

폐사율(%)

3.앞으로 입추하실 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언제 (몇 월 몇 일)몇 수나 입추하실 정이십니까?

6.1～6.10 6.11～6.20 6.21～6.30 7.1～7.10 7.11～7.20 이 후

입추 수수

4.선생님 농장의 계사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무창계사 ② 유창계사 ③ 혼합계사 ④ 기타 ( )

5.선생님 농장은 친환경축산을 하시거나 는 해썹(HACCP)인증을 받으

셨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체크)

□ 유기축산인증을 받았음

□ 무항생제축산인증 받음.

□ HACCP인증을 받았음.

□ 인증을 받기 해 비 임.

□ 심과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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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형 축산은 가축에게 균형 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사육 공간을

마련해 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고 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용하고 있

으며,우리나라도 장기 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선생님은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있다 ③ 처음 듣는다

7.육계 사육에 있어 동물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필요 없음

8.선생님은 육계 사육 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번째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8-1번으로)

① 재 용하여 사육 이다 ② 극 고려할 것이다

③ 고려할 것이다 ④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8-1.선생님은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육계를 사육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물들도 고통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② 질병피해 감소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③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④ 좋은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향후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닭고기를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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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문항1

총 사육 수수

-이 알낳는 마릿수

일평균 계란생산량(개)

n 산란계 조사표

1.귀 농장의 사육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병아리 육성 후 산란계 편입 ② 닭 구입 육성 후 산란계 편입

③ 큰 닭 구입 산란계 편입 ④ 기타 ( )

2.2010년 6월 재 산란계 사육수수와 계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3.선생님 농장은 친환경 축산을 하시거나 는 해썹(HACCP)인증을 받

으셨습니까?

□ 유기축산인증을 받았음.

□ 무항생제축산인증 받음

□ HACCP인증을 받음

□ 인증을 받기 해 비 임

□ 심과 계획이 없음

※ 동물복지형 축산은 가축에게 균형 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사육공간을

마련해 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고,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유럽에서는 이미 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기 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선생님은 동물복지형 축산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있다 ③ 처음 듣는다

6.산란계 사육에 있어 동물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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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선생님은 산란계 사육 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③번 응답자는 7-1번으로)

① 재 용하여 사육 이다

② 극 고려할 것이다

③ 고려할 것이다

④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7-1.선생님이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산란계를 사육하려는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② 질병피해 감소 등으로 계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③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④ 좋은 품질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향후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계란을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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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가치평가조사표

동 복지  축산 에 한 소 자 가 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여론조사 문기 동서 리서치의 면 원 ○○○

입니다.

희 동서 리서치에서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동물복지

축산의 발 방향 모색을 해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의 인식과 소비 의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본 조사결과는 향후 소

비자 선호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과 축산정책 수립을

한 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는 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귀하 는 귀하 가구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

해 주시면 됩니다.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 히

보호되며 연구 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통계법 33조 (비 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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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앞서 표본 상을 선정하기 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조사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주부만을 상으로 합니다.

SQ1)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만20세 미만 65세 이상 조사 단)

1.20 2.30 3.40 4.50 이상

SQ2) 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가요?
1.서울 2.인천 3.경기 4.
5. 주 6. 구 7.울산 8.부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no
제시 액
1

제시 액
2

제시 액
3

no
제시 액
1

제시 액
2

제시 액
3

no
제시 액
1

제시 액
2

제시 액
3

1

2

3

4

5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80,000원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1

2

3

4

5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1

2

3

4

5

5,500원

5,800원

6,200원

6,600원

7,000원

6,000원

6,400원

6,800원

7,200원

7,500원

5,000원

5,400원

5,800원

6,200원

6,500원

계란 우유

no 제시 액1 제시 액2 제시 액3 no 제시 액1 제시 액2 제시 액3

1

2

3

4

5

3,500원

4,000원

5,000원

5,500원

6,000원

5,000원

5,500원

6,000원

6,500원

7,0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500원

5,000원

1

2

3

4

5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면 후 기 록

응답자

성 명

화

번 호

응답자

주 소

면 원

성 명

면

일 시
2010년 월 일 (오 /오후)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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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축산

일반 으로 의 축산방식은 좁은 면 에 많은 가축을 집단사육

하는 방식입니다.이 사육방식으로 축산농가는 생산비를 감할 수

있으나,구제역․ 우병․조류인 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질병이 빈

번히 발생하여 항생제 등을 과다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 응책으로 가축에게 균형 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사육

공간을 마련해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며,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동물복지형 축산’이 부각되고 있습

니다.동물복지축산은 사육뿐만 아니라 수송,도축,가공을 할 때도

가 고통을 이는 인도 인 방법을 채택합니다. 한 유 자 조

작을 하지 않고 항생제,성장 진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므로 식품안

성이 높습니다.우리나라의 닭,유정란,방목형 염소 등이 동물복

지형 축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동물복지형 축산은 일반 인 사육방식보다 넓은 토지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생산비가 올라갑니다.따라서 축산물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 복지  축산  인지도

1. 량으로 집단사육되는 농장동물들(소․돼지․닭 등)은 각종 가축 염

병과 질병에 취약하며,이 게 사육되어 도축된 축산물은 스트 스

,항생제 과다투입 등으로 건강에 유해한 향을 수 있습니다.최

근 유럽을 심으로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들도 넓고 쾌 한 환경에서

사육하자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이것을 ‘동물복지’운동이라고

합니다.귀하는 이와 같은 ‘동물복지’운동에 한 내용을 들어보신

이 있으십니까?

① 들어본 이 있다 ② 들어본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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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하는 무항생제축산물,유기축산물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3.귀하는 보다 안 하고 생 인 축산물 소비를 해 일반 축산물보다

값이 더 비싼 유기축산물을 구매하신 이 있습니까?

① 구매한 이 있다 ② 구매한 이 없다

4.귀하는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사육방식에 의해 생산된 축산물이 있다

면,이를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구매 의사가 있다 (→ 문4-1로 이동)

② 구매 의사가 없다 (→ 문5로 이동)

4-1.구매할 의사가 있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 : )(2순 : )

① 농장 동물들도 인도 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② 자연 으로 기른 축산물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③ 구제역․ 우병․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기 때문에

④ 일반 축산물에 비해 스트 스를 게 받아 맛이 더 좋기 때문에

⑤ 기타(구체 으로 을 것: )

동 복지  축산 에 한 인식조사

5.귀하께서는 농장동물(소,젖소,돼지,닭 등)의 사육환경에 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모른다

6.귀하께서는 재의 농장동물(소,젖소,돼지,닭 등)의 사육환경 방식

에 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 다 ② 어느 정도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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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축산물을 구매할 때,귀하는 동물의 복지에 해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고려한다 ② 어느 정도 고려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⑤ 고려하지 않는다

8.귀하는 동물복지가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향상되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향상되어야 한다 ③ 보통이다

④ 향상될 필요가 없다 ⑤ 향상될 필요가 없다

9.동물복지형 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농장동물의 복지에 좋은 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 다 ② 어느 정도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10.동물복지형 사육으로 농장동물의 생산원가가 증가하 다면,동물복지

형 축산물의 가격은 일반축산물보다 비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 다 ② 어느 정도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11.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 진을 해 가장 시 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시 한 순서 로 2순 까지 말 해 주십시오.

(1순 : ) (2순 : )

① 가격인하

② 동물복지축산물에 한 소비자 홍보/교육 확

③ 인증제도의 확립 신뢰성 제고

④ 매처의 확 다양화

⑤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확 (도농교류확 )

⑥ 지속 인 공 체계 구축

⑦ 기타(구체 으로 을 것: )

※ 면 원 :보기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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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복지  축산 에 한 지불 사액

※ 각 품목별(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우유)로 다음의 질문에

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 쇠고기에 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 시 에서 팔고 있는 쇠고

기의 략 인 소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부 단 일반 한우 무항생제 한우 유기 한우

쇠고기 냉장 1등 등심(로스) 600g 50,000원 65,000원 80,000원

12.동물복지를 최 한 감안하여 사육된 쇠고기로부터 귀하가 얻는 다양한

만족감(안 성, 생, 양,동물보호 등)을 고려할 때,귀하는 일반 쇠

고기에 비해 동물복지 쇠고기를 구입할 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할 의

사가 있습니까?

① 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12-1로 이동)

② 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13으로 이동)

12-1.그 다면 귀하는 (쇠고기 제시 액 1)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2-1-1로 이동) ② 없다 (→ 문12-1-2로 이동)

12-1-1.(제시 액 지불 의사 있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쇠고기 제

시 액 2)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2-2로 이동) ② 없다 (→ 문12-2로 이동)

12-1-2.(제시 액 지불 의사 없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쇠고기 제

시 액 3)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2-2로 이동) ② 없다 (→ 문12-2로 이동)

12-2.그 다면 귀하께서 동물복지 쇠고기 구입에 지불하실 수 있는 최

지불의사액은 얼마입니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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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와 같이 응답한 본인의 단(지불의사 단의 정확도)에 해 어

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① 매우 확실하다 ② 확실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확실하다 ⑤ 매우 불확실하다

12-4.귀하가 동물복지형 쇠고기에 해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

다면,앞으로 쇠고기를 구입하는 횟수를 일 생각입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 다음은 돼지고기에 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 시 에서 팔고 있는

돼지고기의 략 인 소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부 단
일반

돼지고기

무항생제

돼지고기

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냉장 1등

삼겹살
600g 12,000원 15,500원 20,000원

13.동물복지를 최 한 감안하여 사육된 돼지고기로부터 귀하가 얻는 다양

한 만족감(안 성, 생, 양,동물보호 등)을 고려할 때,귀하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동물복지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13-1로 이동)

② 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14로 이동)

13-1.그 다면 귀하는 (돼지고기 제시 액 1)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

니까?

① 있다 (→ 문13-1-1로 이동) ② 없다 (→ 문13-1-2로 이동)

13-1-1.(제시 액 지불 의사 있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돼지고기

제시 액 2)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3-2로 이동) ② 없다 (→ 문13-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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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제시 액 지불의사 없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돼지고기 제

시 액 3)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3-2로 이동) ② 없다 (→ 문13-2로 이동)

13-2.그 다면 귀하께서 동물복지 돼지고기 구입에 지불하실 수 있는

최 지불의사액은 얼마입니까?

( 원)

13-3. 와 같이 응답한 본인의 단(지불의사 단의 정확도)에 해 어

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① 매우 확실하다 ② 확실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확실하다 ⑤ 매우 불확실하다

13-4.귀하가 동물복지형 돼지고기에 해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

시다면 앞으로 돼지고기 구입 횟수를 일 생각입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 다음은 닭고기에 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 시 에서 팔고 있는 닭

고기의 략 인 소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부 단 일반 닭고기
무항생제

닭고기
유기 닭고기

닭고기
냉장 한

마리
5,000원 6,500원 7,500원

14.동물복지를 최 한 감안하여 사육된 닭고기로부터 귀하가 얻는 다양한

만족감(안 성, 생, 양,동물보호 등)을 고려할 때,귀하는 일반 닭

고기에 비해 동물복지 닭고기를 구입할 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할 의

사가 있습니까?

① 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14-1로 이동)

② 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15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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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그 다면 귀하는 (닭고기 제시 액 1)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4-1-1로 이동) ② 없다 (→ 문14-1-2로 이동)

14-1-1.(제시 액 지불 의사 있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닭고기 제

시 액 2)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4-2로 이동) ② 없다 (→ 문14-2로 이동)

14-1-2.(제시 액 지불 의사 없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닭고기 제

시 액 3)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4-2로 이동) ② 없다 (→ 문14-2로 이동)

14-2.그 다면 귀하께서 동물복지 닭고기 구입에 지불하실 수 있는 최

지불의사액은 얼마입니까?

( 원)

14-3. 와 같이 응답한 본인의 단(지불의사 단의 정확도)에 해 어

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① 매우 확실하다 ② 확실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확실하다 ⑤ 매우 불확실하다

14-4.귀하가 동물복지형 닭고기에 해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

다면,앞으로 닭고기를 구입하는 횟수를 일 생각입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 다음은 계란에 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 시 에서 팔고 있는 계란

의 략 인 소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부 단 일반 계란
무항생제 방사

유정란

유기농 방사

유정란

계란 1등 특란 10개 2,000원 4,000원 7,000원

15.동물복지를 최 한 감안하여 사육된 계란으로부터 귀하가 얻는 다양한

만족감(안 성, 생, 양,동물보호 등)을 고려할 때,귀하는 일반 계



부록 139

란에 비해 동물복지계란을 구입할 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동물복지형 계란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15-1로 이동)

② 동물복지형 계란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16으로 이동)

15-1.그 다면 귀하는 (계란 제시 액 1)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5-1-1로 이동) ② 없다 (→ 문15-1-2로 이동)

15-1-1.(제시 액 지불 의사 있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계란 제시

액 2)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5-2로 이동) ② 없다 (→ 문15-2로 이동)

15-1-2.(제시 액 지불 의사 없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계란 제시

액 3)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5-2로 이동) ② 없다 (→ 문15-2로 이동)

15-2.그 다면 귀하께서 동물복지계란 구입에 지불하실 수 있는 최

지불의사액은 얼마입니까?

( 원)

15-3. 와 같이 응답한 본인의 단(지불의사 단의 정확도)에 해 어

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① 매우 확실하다 ② 확실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확실하다 ⑤ 매우 불확실하다

15-4.귀하가 동물복지형 계란에 해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다

면,앞으로 계란을 구입하는 횟수를 일 생각입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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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유에 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 시 에서 팔고 있는 우유

의 략 인 소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등 단 일반우유 유기농 우유

우유 1등 1리터 2,000원 5,000원

16.동물복지를 최 한 감안하여 사육된 소의 우유로부터 귀하가 얻는 다

양한 만족감(안 성, 생, 양,동물보호 등)을 고려할 때,귀하는 일

반 우유에 비해 동물복지 우유를 구입할 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할 의

사가 있습니까?

① 동물복지형 우유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16-1로 이동)

② 동물복지형 우유에 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17로 이동)

16-1.그 다면 귀하는 (우유 제시 액 1)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6-1-1로 이동) ② 없다 (→ 문16-1-2로 이동)

16-1-1.(제시 액 지불 의사 있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우유 제시

액 2)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6-2로 이동) ② 없다 (→ 문16-2로 이동)

16-1-2.(제시 액 지불 의사 없는 경우)그 다면 귀하는 (우유 제시

액 3)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6-2로 이동) ② 없다 (→ 문16-2로 이동)

16-2.그 다면 귀하께서 동물복지 우유 구입에 지불하실 수 있는 최

지불의사액은 얼마입니까?

( 원)

16-3. 와 같이 응답한 본인의 단(지불의사 단의 정확도)에 해 어

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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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확실하다 ② 확실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확실하다 ⑤ 매우 불확실하다

16-4.귀하가 동물복지형 우유에 해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우유를 구입하는 횟수를 일 생각입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17.지 까지 귀하께서 각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우유)에

해 지불의사 액을 말 하실 때,다음 항목 어느 것을 요하게

고려하셨습니까? 요한 순서 로 2순 까지 말 해 주십시오.

(1순 : )(2순 : )

① 가격 ② 품질 ③ 식품안 성 ④ 동물복지

⑤ 기타 (어주십시오 : )

사회경  사항에 한 질

※ 다음의 정보는 비 이 보장되며,순수하게 학문 인 목 을 해서만

사용됩니다.해당 사항에 ✔로 체크하시거나 값을 어 주십시오.

DQ1.실례지만,귀하의 최고 교육수 은 어떻게 되십니까?(교육연수를 아

래 숫자에 ○표 해주십시오)

무학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원

0 1 2 3 4 5 6 7 8 9 101112 13 14 15 16 17 18 19 20

DQ2. 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명)

DQ3.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미취학아동( 명), 등학교( 명), 학교( 명),

고등학교( 명), 학교 이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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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귀하가 재 살고 계신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 트 ③ 연립/다세 주택 ④ 기타

DQ5.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⑤ 없음

DQ6.귀하의 고향(출신지역)은 다음 어디입니까?

① 도시 ② 소도시 ③ 농어

DQ7.귀하 가장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회사원,은행원 등) ② 농업,임업,어업

③ 상업,자 업 ④ 공무원,공사 직원,교직원

⑤ 노무직 ⑥ 문직(의사,변호사,언론인 등)

⑦ 무 직 ⑧ 기 타( )

DQ8.귀하 가구(가족 체)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99만 원 이하 ② 100-199만 원 ③ 200-299만 원

④ 300-399만 원 ⑤ 400-499만 원 ⑥ 500만 원 이상

DQ9.귀 의 한 달 평균 식료품 구매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 원

DQ10.귀 의 총 식료품비용 축산식품(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축산물,계란․우유․치즈․요거트 등 낙농제품 포함)구입에 평균

으로 어느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월평균 ( )만 원

DQ11.귀 의 총 축산식품(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축산물,계

란․우유․치즈․요거트 등 낙농제품 포함)구매비용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구입에 평균 으로 어느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월평균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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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2.귀하는 동물애호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② 아니요

DQ13.가족구성원 아토피 피부염,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요

DQ14.농산물을 구입하실 때,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구입하시는 편입

니까?

①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

② 가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

③ 구입하지 않는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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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축장 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표

생산단계의 동물복지형 축산은 가축에게 균형 잡힌 사료와 보다 넓은 공

간을 마련해 주어 스트 스를 최소화하고,질병,부상,고통으로부터 자유

를 릴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도축단계에서는 생축이 도축되기

까지 생활하던 축사와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심리 인 부담을 최소화하

며 생을 마감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유럽에서

는 이미 용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장기 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우리나라 도축장에 동물복지를 용하려면 하차 ,계류장의 개선이

필요하며,CO2기 방식 도입,계류축사,이동통로, 기 우리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단되어 의향조사를 하고 여론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1.도축장의 기본 황

부지 면 평,㎡

계류장 면 평,㎡

1일 최 계류 두수 소: 두 돼지: 두

연간 도축두수 소: 두 돼지: 두

1일 최 도축 능력 소: 두 돼지: 두

2.선생님께서는 동물복지형 축산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소,돼지 도축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있다 ② 처음 듣는다

3.추석,설 등 성수기에 소나 돼지가 운송차량에서 1일 이상 계류되는 경

우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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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있다면 1일 최 계류 두수의 몇 %에 해당하는 두수 입니까?

소 %, 돼지 %

4.소와 돼지의 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해당 사항 모두 ○표)

소:① 총포식(화약)② 공기실린더 ③ 타격식 ④ 기타 ( )

돼지:① 총포식(화약)② 공기실린더 ③ 타격식 ④ 기타 ( )

※ 도축 단계에서 동물복지를 용하기 해서는 생축이 기존에 생활하던

축사환경과 유사하게 조성해야 하며,소,돼지 기 방식도 CO2기 방

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계류공간에 추가되어야 하는 시설은 계류축

사,계류장과 연결하기 한 이동통로 기 우리 등입니다.

5.동물복지를 용하기 해서는 체 계류두수의 반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축사를 지어야 합니다.이 경우, 계류 면 만큼을 추가로 확보해

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 확보가 가능합니까?

① 가능함 ‣ 5-1번으로 ② 불가능함 ‣ 5-2번으로

5-1.면 확보가 가능할 경우,면 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계류축

사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상하십니까?

(면 확보 비용: 백만 원),(계류축사 건립비용: 백만 원)

5-2.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6.만일 귀 도축장에 동물복지 기 이 도입될 경우 운 비는 어느 정도 증

감할 것으로 상하십니까?

(재보다 % 증가 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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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존의 돼지 기 방식에서 CO2기 방식으로 시설을 변경할 경우 비용

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상하십니까?

- 재 일 돼지 처리 두수에 해당하는 비용(설치비 포함)( 백만 원)

- 압방식에 비해 CO2로 기 방식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 ( 백만 원)

8.도축 시설에 동물복지를 고려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필요 없음

9.귀 도축장에서는 동물복지를 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재 일부는 용하고 있다(용 부문: )

② 극 고려할 것이다

③ 고려할 것이다.

④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⑤ 실 으로 고려가 불가능하다

⑥ 생각해 본 이 없다.

9-1.계류축사,기 방식 등 시설 인 측면에서 동물복지 고려 가능한

부문은 어디입니까?

① 계류단계(계류축사 건립,이동통로, 기우리,하차 )

② 기 방식

③ 기타(음수 ,살수,사료 여기 등 )

9-2.시설 이외에 도축장에서 동물복지(고통,스트 스,질병 등과 련)

를 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축몰이할 때 기 을 이용하지 않음.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돼지를

격리하여 치료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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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귀 도축장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② 소비자들이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③ 동물복지를 용할 경우 품질이 더 나아질 수 있으므로

④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⑤ 기타 ( )

11.끝으로 도축단계에서 동물복지를 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조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148

참고 문헌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9.｢아시아 3개국 농장동물복지 국제심포지엄｣.

권오상.2007.｢환경경제학｣제2 ,박 사.

김선희 외.2004.｢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 과 용에 한 연구-과 도

로사업을 심으로｣.국토연구원.

김재홍.2007.“시민지불의사에 기 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 편익.”｢환경정책

연구｣6(1):84-109.

김창길 외.2005.｢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한국농 경

제연구원.

박주헌.2003.“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에서 응답간 상호족성에 한 가설 검정.”

｢자원환경정책연구｣12(1):137-156.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 회.2007.｢동물복지와 축산물 안 성의 계｣.농장동물복

지 포럼.2007년 4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 회ㆍ동물자유연 .2006.｢한국 농장동물 실태 조사보고

서:돼지｣.

송 찬․박민수.2007.“동물복지형 양돈경 의 용성 규명.”농 진흥청 농업경

정보 실 농업경 정보 2007-4.

신 철.1997.“이 양분선택형 질문 CVM을 이용한 한강수질개선 편익 추정.”｢환

경경제연구｣6(1):171-192.

신 철.1998.“이 양분선택형 CVM 질문에서 정박효과 검토.”｢자원경제학회지｣

8(2):51-73.

안병일.2008.“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사 수요함수 추정.”농업경 ․정책

연구 제35권 제3호:566-580.

오상집.2007.“유기양계의 개념과 세계 동향.”｢양계연구｣.2007년 9월호.

유덕기.2007.“유기축산을 한 농장동물복지의 과제와 평가.”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3):237-256.

장윤 .2009.“도축산업시설의 구조조정에 따른 시설 재정비 계획지침에 한 연

구.”연세 학교 박사 학 논문.

환.2008.“한우 사육시 고려하여야 할 동물복지의 이해.”한국종축개령 회.



참고문헌 149

2008년 8월호.

정덕헌.2006.“운송 의 사양동물복지에 한 연구.” 구미래 학 논문집 제 24

집.

조 호.2005.“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우리의 응.”농업경 ․정책연구 제32

권 제4호:868-891.

조 호,강혜정.2009.｢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제성 분석 소비자 의식조사｣.국립

수의과학검역원.

조 호,송 찬.2007.“유기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한 소비자 인식과 가치평

가.”｢농업경 ,정책연구｣34(2):473-500.

조희경.2007.“농장동물복지 실태와 축산물의 안 성.”｢동물복지와 축산물 안 성

의 계｣.농장동물복지 포럼.2007년 4월 27일.

최염순.2009a.“농장동물 복지의 권고지침 추진동향과 정책과제.”종돈개량.2009

년 7월호.

.2009b.“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추진동향과 국내 정책과제.” 한수의사

회지.2009년 1월호.

최희철.2007.“세계의 동물복지 동향과 국내 양계산업의 방향.”양계연구.2007년

9월호.

최희철.2008.“외국의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스템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2008

년 한국가 학회 춘계 심포지움.

AnnaFraser.2007.Supermarkets&FarmAnimalWelfareRaisingtheStandard.A

ReportbyCompassioninWorldFarming.

Bennett,R.M.andD.Larson.1996.“Contingentvaluationoftheperceivedbenefits

offarm animalwelfarelegislation:Anexploratorysurvey.”Journalof

AgriculturalEconomics47(1):224-235.

Bennett,R.M.andR.J.P.Blaney.2003."Estimatingthebenefitsoffarmanimal

welfarelegislationusingthecontingentvaluationmethod.”Agricultural

Economics29(1):85-98.

Bennett.R.M.1997.“FarmAnimalWelfareandFoodPolicy.”FoodPolicy.Vol.

22(4):281-288.

Bulte,E.etal.2005.“Theeffectofv국ryingthecausesofenvironmentalproblems

on stated WTP values:Evidence from a field study.” Journalof

EnvironmentalEconomicsandManagement49(2):330-342.



150

Cameron,T.A.andJ,Quiggin.1994.“Estimatingusingcontingentvalustiondata

from adichotomouschoicewithfollow-upquestionnaire.”Journalof

EnvironmentalEconomicsandManagement27(3):218-234.

Carson,R.T.1985.“ThreeEssaysonContingentValuation.”Ph.D.Thesis,

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

Chien,Y.L.,C.JHuang,D.Shaw.2005.“Ageneralmodelofstartingpointbiasin

double-bounded dichotomouscontingentvaluation survey.”Journalof

EnvironmentalEconomicsandManagement50:362-377.

EuropeanCommission.2005.AttitudesofConsumerstowardstheWelfareofFarmed

Animals.SpecialEuroBarometer229.

.2007.AttitudesofEU CitizenstowardsAnimalWelfare.Special

EuroBarometer270.

Frase,David.2003.“EmergingAnimalWelfareStandardsandTheirImplicationsfor

AnimalHygiene.”ISAH2003,Mexico.

FTTA.2006.“AddressingInternationalTradeComplexitiesAnimalWelfare.”USDA.

Gregory.N.G.2007.｢AnimalWelfare&MeatProduction｣.2ndedition.CABI.

Grethe,Harald.2007.“HighAnimalWelfareStandardsintheEUandInternational

Trade-HowtoPreventPotential‘LowAnimalWelfareHavens'?”Food

Policy.Vol32(4):315-333.

Hanemann,W.M.1985.“Someissuesincontinuousanddiscreteresponse

contingentvaluationstudies.”NortheastJournalofAgricultural

Economics14:5-13.

Krinsky,I.andA.Robb.1986.“Onapproximatingthestatisticalpropertiesof

elasticities.”ReviewofEconomicsandStatistics68:715-719.

Liljenstolpe,C.2008.“EvaluatingAnimalWelfarewithChoiceExperiments:An

ApplicationtoSwedishPigProduction.”Agribusiness24:67-84.

Littlefair,Paul.“AnimalWelfareLawEnforcementintheUK.”2010International

ConferenceonAnimalWelfare.2010.

Maria,G.A.2006.“PublicPerceptionofFarmAnimalWelfareinSpain.”Livestock

Science.Vol103:250-256.

OIE.2005.AnimalWelfare:GlobalIssues,TrendsandChallenges.Vol24(2)

August.



참고문헌 151

Salem,JandA.Rowan.2007.TheStateoftheAnimalsⅣ.HumanSocietyPress.

TheFarmAnimalWelfareCouncil.2010.AnnualReview2009-2010.

Woo,Byung-Joon.“Farm AnimalWelfarePolicyRoadmapforKorea.”2010

InternationalConferenceonAnimalWelfare.2010.



연구보고 R618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5.25)

인 쇄 2010.11

발 행 2010.11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 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 문구 회기로 119-1

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태 인쇄

화 02-468-9430 E-mail:tprint@hanmail.net

ISBN978-89-6013-208-5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됩니다.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제1장 서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2.선행연구 검토
	3.이론적 검토
	4.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국내외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1.해외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2.국제기구의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3.국내 농장동물복지도입 동향
	4.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3장 업계의 농장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
	1.생산자 농장동물복지의향 조사
	2.도축단계 동물복지도입 관련조사

	제4장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 평가
	1.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인식조사
	2.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제5장 농장동물복지 도입과 정책과제
	1.동물복지형 축산도입 경제성 분석
	2.동물복지형 축산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생산자 농장동물복지의향 조사표
	부록2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조사표
	부록3 도축장 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표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