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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0년을 전후하여 대형도축장들이 건설되면서 도축장 시설의 과잉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덤핑 경쟁으로 경영이 부실해지는 도

축장이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축산물의 도축과 가공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2009년부터 정부와 함께 도축장 구조조

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와 정부는 2015년까지 도

축장 수를 36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2013년 현재 79개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살

펴보고, 2015년을 기점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연장 여부 등 향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도축

장 구조조정 사업과 함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도축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도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재점검할 목적

도 동시에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축업 종사자와 시·도의 관계

자분들, 그리고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면의 제한으

로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3.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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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2000년을 전후로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

로 도축장이 늘어 가동률 저하와 덤핑 경쟁 심화로 경영부실이 지속되었다. 이

에 정부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 을 제정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중간시점

을 기해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살펴보

고, 2015년을 기점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연장 필요성 등 향후 도축장 구조

조정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과 함

께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도축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도축

산업의 발전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축업 종사자, 행정관계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

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의뢰와 조사를 통해 

미국, 덴마크 등 외국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살펴보았

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도축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009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계획은 70개소를 구조조

정하여 36개만 남기는 것이 목표였으나 29개소(사업에 의한 구조조정은 13개

소)만이 구조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그간 도축업계

의 경영이 개선되는 등 도축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도축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주도보다는 시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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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축시설

의 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쟁, 둘째, 임도축으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와 

낮은 부가가치, 위생수준 저하, 낮은 가동률, 셋째, 공판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지육유통 체계 고착 및 유통비용 증가, 다섯째, 도축장과 도축시설의 낙후, 여

섯째, 위생점검 강화에 대한 의지 미약 등이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패커는 유통단계 축소, 자본집약과 규모

화를 통한 기술 및 위생수준 향상, 이력추적 용이, 축산물의 브랜딩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과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덴마크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패커가 운영되고 있어 독

과점 문제가 적고, 농가도 보호할 수 있어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도축업계 조사,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축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구조

조정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통

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형 계열업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축

장 구조조정사업의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최대 수의 도축장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패커 육성을 위한 계열업체의 도축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임도축과 지육유통 문제의 근원인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산지에 고효율 신규 도축장의 건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은 2015년까지는 현재의 거출금액을 계속하여 걷고, 이

후는 분담금 거출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 지원은 자

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납부된 분담

금은 지속적으로 도축장의 폐업 지원금으로 활용하며, 이외에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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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y for Slaughterhouses Restructuring

Background of Research

The Government and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Council has judged it to 
be necessary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to date and establish a direction for the futur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including the need to extend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Act in 2015. It will be also necessary to evaluate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slaughter industry, such as the industry's status and policies 
including the countermeasures to reinforce the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re-examine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laughter industry.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opinions of diversified 
people concerned, including the people engaged in slaughter business, 
administrative officers and consumers, were heard while requesting written 
opinions from external experts and examining the cases of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Denmark. Especially the 
diversified opinions of related experts including the people concerned with the 
slaughter business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reflected 
in the stud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was commenced in 2009, the 
objective wa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slaughterhouses nationwide from 
70 to 36, but only 29 houses were closed. The reason why the progress of 
the restructuring was slow was that the environment of the slaughter industry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 of the slaughter 
business. The result of a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at slaughterhouse 
operators wish to carry out a market-driven restructuring reflecting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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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environment instead of an artificial implementation of a 
government-driven restructuring.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vert the 
restructuring to be suitable for the changed environment.

The problems of the slaughter industry of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competition due to surplus of slaughter facilities; second, 
increase in distribution cost due to consigned slaughter, deterioration of 
sanitation level and low operating rate; third, fortification of the bone meat 
distribution system due to the joint market-focused distribution system and 
thus increase in distribution cost; fourth, backwardness of slaughterhouses and 
slaughter facilities; and fifth, weak will toward the reinforcement of sanitation 
inspection.

The direction of slaughter industry restructuring is suggested as 
follows. The restructuring in our country should be carried out on an 
autonomous basis based on market functions instead of government-driven 
restructuring, and slaughterhouses should be operated by subsidiaries of 
cooperative unions to reduce distribution cost, to guarantee farmers the sale 
price and to protect consumers. For this, closing of slaughterhouses should be 
induced as many as possible fir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The support 
provided to the slaughterhouses of cooperative union subsidiaries should also 
be intensified to foster packers.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unctions of the joint market and wholesalers as they are the causes of 
consigned slaughter and bone meat distribution problems and to construct new 
high-efficiency slaughterhouses in the producing area. Lastly,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sanitation inspection and to announce the result of 
sanitation evaluation.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Act’ suggests that the current 
contribution money should continue to be collected up until 2015 and 
discontinued afterward. The financial support using the contribution money 
needs to be continued up until the fund is exhausted.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ibution money already collected should continue to be utilized to support 
the closing of slaughterhouses and the pertinent projects acknowledged and 
agreed upon by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Council.

Researchers: Ji In-Bae, Huh Duk, and Lee Yong-Geon
Research period: 2013. 4. - 2013. 9.
E-mail address: jiinba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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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2000년을 전후로 대형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

국적으로 도축장이 늘어 가동률 저하와 도축수수료 덤핑 경쟁 심화로 경영

부실이 지속되고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피되는 상황에서 도축장구조조

정추진협의회는 2009년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정부는 도축장구조조

정 지원사업을 통해 도축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였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2013년까지 도축장 수를 36개로 줄이는 목표

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3년 현재 79개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차에 이르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도

축장구조조정법 에 의한 법정 존속기간이 2015년까지로 앞으로 3년이 남았음.

○따라서 사업의 중간시점을 기해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2015년을 기점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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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 향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도축·가공·유통을 연계

한 축산통합경영체의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세부 추진전략으로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도축장 구조조

정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과 함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축산업 경쟁력 강

화 대책 등 도축산업과 관련한 현황과 정책 등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도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선진축산업 달성을 위해 도축산업의 실

태를 진단하고, 도축장 구조개선 사업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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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도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도축장의 운영 현황

- 도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도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추진 현황

- 축산물공판장 및 축산물도매시장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및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현황

-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조성 및 운영 실태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 평가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당면과제

○외국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 미국의 민간기업형 Packer와 시사점

- 덴마크의 협동조합형 Packer와 시사점

○도축장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

- 도축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법령개정 방향

-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거출 및 사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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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도축산업 실태조사

- 도축 현황 등 도축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도축장 운영자 및 이해관계자(위탁자, 부산물 수집업자, 담당 공무원 등)

방문면접조사

- 시도 도축장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도축장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도축장 운영 현황 설문조사

- 운영 주체별, 규모별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견해 조사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평가

○외부 전문가 원고 의뢰

- 미국의 도축산업 사례를 오클라호마주립대 정찬진 교수에 원고 위탁

- 도축산업 발전과정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심상인 (전)도축장구조조정추진

협의회 전무에게 원고 위탁

○해외(미국, 덴마크) 도축산업 사례조사

- 덴마크 도축산업에 대한 문헌조사

- 미국 도축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외부 위탁)

○전문가 협의회 개최

- 7~8월 각 시·도별 도축장 담당 공무원을 방문(8회)하여 의견 청취

-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및 축산물처리협회 임직원과의 연구협의회(3

회) 개최

- 도축장 관련 전문가 협의회(원내 2회, 현지2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와의 정책협의회 4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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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577 612 630 684 769 815 753 853 970

돼지 14,620 13,465 13,003 13,675 13,806 13,919 14,629 10,833 14,040

제2 장

도축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1. 도축산업의 현황

1.1. 도축 현황

○우리나라의 소 사육두수는 2001년 141만 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306만 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 도축두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04년 소 도축두수는 57만 7,000두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

년에는 97만 두가 도축되었음.

표 2-1. 연도별 소·돼지 도축 현황

단위: 천 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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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97 98 94 87 88 87 85 81 77

○돼지 도축두수도 2005년 이후 1,300만 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에는 1,463만 두에 이르렀음.

-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2010년 수

준으로 회복하였음.

1.2. 도축장 현황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도축장 수는 2013년 현재 77개(도서지역 제외)임.

- 2004년 가동 중인 도축장은 97개였으며, 2008년에는 88개였음.

- 이 중 소 도축장은 69개, 돼지도축장은 76개임.

표 2-2. 연도별·지역별 도축장 운영 현황

주: 도축규모가 작은 도서지역의 백령도축장, 울릉도축장과 휴업 중인 도축장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실적.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도축장은 기능이나 운영주체에 따라 3개 종류로 구분함.

- 일반도축장: 민간이 운영하는 도축장

- 축산물도매시장: 도축 후 생산된 육류를 경매·입찰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체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이 운영

- 축산물공판장: 농협 등이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 성격의 사업장

○현재 가동 중인 도축장 77개 중 공판장은 8개, 도매시장은 5개, 일반도축장

은 64개가 있으며, 이중 농·축협 도축장이 11개, 거점도축장이 11개 있음.

○도축장 유형별 도축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소의 경우 공판장을 통한 



7

공판장 도매시장 일반도축장 계

소

개소 8 5 56 69

개소당 평균 도축두수 56,710 19,526 7,475 17,319

총도축두수 453,679 97,629 418,583 969,891

비중 46.8 10.1 43.2 100.0

돼지

개소 8 5 63 76

개소당 평균 도축두수 349,808 279,143 156,256 184,715

총도축두수 2,798,463 1,395,714 9,844,140 14,038,317

비중 19.9 9.9 70.1 100.0

구 분 경기권 강원 충북 충남권 전북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

도축장수(77) 12 5 10 8 10 12 10 9 1

도축두수
소 244 407 181 67 48 101 123 160 5

돼지 2,582 506 2,311 1,773 1,516 1,307 1,556 1,709 778

도축비율
소 25.2 4.2 18.6 6.9 5.0 10.4 12.7 16.5 0.5

돼지 18.4 3.6 16.5 12.6 10.8 9.3 11.1 12.2 5.5

도축 비중이 46.8%이며, 도매시장이 10.1%, 일반도축장이 43.2%였음. 돼지

의 경우는 공판장을 이용한 도축 비중이 19.9%, 도매시장이 9.9%, 일반도축

장이 70.1%였음.

표 2-3. 도축장 유형별 도축 현황, 2012

단위: 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실적.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충

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10개 순임.

- 도축두수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가 높음.

표 2-4. 지역별 도축장 수 및 도축 현황, 2012

단위: 천 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실적.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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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수 소 비율(%) 두수 돼지 비율(%)

0〜100두 20 36.4 0〜500두 7 11.7

100〜200두 23 41.8 500〜1,000두 17 28.3

200〜300두 6 10.9 1,000〜1,500두 12 20.0

300〜400두 3 5.5 1,500〜2,000두 10 16.7

400〜490두 3 5.5 2,000〜2,500두 10 16.7

- - 2,500〜3,000두 4 6.7

계 55 100.0 계 60 100.0

평균 137두 평균 1,253두

1.3. 도축장 운영 현황

1.3.1. 도축능력

○ 2013년 7〜8월에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61개소 응답)에서 도축장

의 도축능력(일, 8시간 기준)은 소의 경우 100〜200두 규모가 23개소

(41.8%)로 가장 많았으며, 100두 이하가 20개소(36.4%)였음.

- 200두 이상 도축능력을 보유한 도축장은 12개소(21.9%)로 나타났음.

○돼지의 도축능력은 500〜1,000두 규모가 17개소(28.3%)였으며, 1,000~1,500

두 규모는 12개소(20.0%)였음.

- 1,500두 이상은 24개소(40.1%)였으며, 500두 미만인 도축장도 7개소

(11.7%)를 차지하였음.

표 2-5. 도축능력 현황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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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21 22 24 30 32 29.8 37.3 41.6

돼지 47 45 48 53 54 55.9 44.5 58.1

1.3.2. 도축장 시설 가동률

○조사 결과 도축규모에 비해 도축시설이 과잉상태로 평균적으로 낮은 가동률

을 보임.

- 2012년의 경우 소 도축장 가동률은 41.6% 수준이며, 돼지의 가동률은 

58.1%임.

○최근 들어 도축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의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결과와 함께 구제역 이후 도축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6. 연도별 도축장 가동률

단위: %

주: 2009년까지는 농림부자료이며, 2010년부터는 자체 조사자료임.

1.3.3. 도축 규모별 도축 현황

○ 2012년 기준 도축장의 규모별 도축 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도축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간 30만 두(1일 1,250두 미만) 미만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 수가 48

개소로 62.3%를 차지함.

○소의 경우 상위 12개의 대규모 도축장(50만 두 이상)에서 57.2%를 도축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는 32.7%를 도축하였음.

- 소의 경우가 대규모 도축장의 도축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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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초소규모 계

도축장수 12 17 35 13 77

연간 도축두수

(천 두)

소 554 158 218 38 969

돼지 4,587 5,273 3,852 324 14,038

도축두수 비율

(%)

소 57.2 16.3 22.5 3.9 100.0

돼지 32.7 37.6 27.4 2.3 100.0

구 분
CR4 CR8 CR16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2005 27.9 14.2 38.4 25.1 54.0 43.8

2006 27.3 14.4 39.6 25.8 55.1 44.4

2007 28.3 15.6 43.0 27.3 57.7 46.1

2008 28.4 16.0 43.3 27.6 57.6 46.7

2009 27.9 15.2 43.0 27.6 58.8 47.2

2010 32.3 15.8 48.4 28.4 64.8 48.9

2011 29.0 17.7 48.6 30.9 64.6 50.3

2012 31.8 16.6 50.3 29.7 66.0 49.1

표 2-7. 규모별 도축실적(2012년 기준)

단위: 천 두, %

주: 1) 소와 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

2) 대규모: 50만두 이상, 중규모: 30~50만 두, 소규모: 10~30만 두, 초소규모: 10만 두 미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3.4. 도축산업의 시장집중도

○도축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소의 경우 상위 4개 도축장이 

31.8%, 상위 8개 도축장이 50.3%, 상위 16개 도축장이 66.0%를 도축하고 

있음. 돼지의 경우 상위 4개 도축장이 16.6%, 상위 8개 도축장이 29.7%, 상

위 16개 도축장이 49.1%를 도축하고 있음.

- 소가 돼지보다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8. 도축산업의 시장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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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도축장 위생·안전 수준

○도축장은 2003년 7월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도축장에 대해 시설·도축 기준, 시설·사람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도축되는 가축에 대해 생체·해

체검사, 정밀검사(미생물, 잔류물질 등) 등을 실시하여 식용 여부를 결정

하고 있음.

○정부는 매년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자금 지원과 연

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HACCP 평가는 연간 3회(시도지사 2, 소비자단체 1) 실시하고 있음.

- 평가 대상 항목은 도축시설 관리,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HACCP 관리 

등 3개 분야로 이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한 경우 상대평가로 

등급을 결정함.

- HACCP 상위등급 등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위생수준이 “상”인 도축장은 26

개이며, “중”인 도축장은 39개, “하”이거나 “미검사”가 8개임.

- 2011년부터는 원하는 도축장만 조사를 실시하여 “중”, “하”의 도축장명

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함.

○소규모인 업체일수록 위생수준이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이

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경영상태가 어려워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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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위생수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규모

상 5 4 8 6 7 9 7 10

중 1 3 2 4 3 2
3

2

하, 미검사 2 2 1 1 2 3 0

계 8 9 11 11 12 14 10 12

중규모

상 9 8 3 9 8 8 8 8

중 0　 3 6 2 3 2
4

7

하, 미검사 4 2 2 3 3 2 0

계 13 13 11 14 14 12 12 15

소규모

상 10 14 12 7 9 6 5 6

중 15 9 10 14 10 17
30

24

하, 미검사 17 17 19 18 18 11 5

계 42 40 41 39 37 34 35 35

초소규모

상 6 1 1 1 1 2 2 2

중 4 7 4 3 5 2
22

4

하, 미검사 25 24　 19 20 18 21 3

계 35 32 24 24 24 25 24 9

계

상 30 27 24 23 25 25 22 26

중 20 22 22 23 21 23
31

39

하, 미검사 48 21 41 42 41 37 8

계 98 94 87 88 87 85 81 73

표 2-9. 규모별·연도별 위생수준 현황

주: 1) 소와 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

2) 대규모: 50만 두 이상, 중규모: 30~50만 두, 소규모: 10~30만 두, 초소규모: 10만 두 미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1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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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가공장 계열사 자체유통망 직영식육매장

개수 48 16 16 24

비율 81% 27% 27% 41%

축 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

소

자체 물량 12.7 15.0 16.7

임도축 물량 87.3 85.0 83.3

계 100.0 100.0 100.0

돼지

자체 물량 25.2 25.4 28.1

임도축 물량 74.8 74.6 71.9

계 100.0 100.0 100.0

1.4. 도축장 경영 현황

1.4.1. 도축장의 시설 현황

○도축장 중 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축장은 조사응답 61개소 중 48개소

(81%)였으며, 계열사 및 자체유통망을 보유한 도축장은 각각 16개소(27%)

였음. 직영식육매장을 보유한 도축장은 24개소(41.0%)였음.

표 2-10. 도축장의 보유시설 현황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1.4.2. 도축장의 자체·임도축 물량 비율

○도축장별 자기물량과 임도축 물량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소의 경우 자체

물량 비율이 16.7%, 임도축 물량 비율은 약 83.3% 수준이었음. 돼지는 자체

물량 비율이 28.1%, 임도축 물량 비율이 71.9% 수준이었음. 2010년에 이후 

자체물량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표 2-11. 도축장의 자체·임도축 물량 비율
단위: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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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평균 최소값 최대값

소 128,638 81,000 187,545

돼지 16,035 10,000 28,818

1.4.3. 도축수수료

○도축장의 각종 수수료는 도축수수료,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상장수수

료, 자조금 등이 있음.

○도축수수료는 소의 경우 평균 128,638원이었으며, 범위는 81,000〜187,545

원이었음.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평균 16,035원이었으며, 범위는 10,000~

28,818원이었음.

표 2-12. 도축수수료 현황

단위: 원

자료: 자체 조사 결과.

○검사수수료는 소가 2,000원, 돼지는 700원이며, 등급판정수수료는 소, 돼지 

모두 2,000원이며, 상장수수료는 1.5%, 자조금은 소, 돼지 각각 20,000원과 

800원임.

○대부분의 도축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 지속적인 관리 여력이 미흡한 실정임.

- 손익분기점은 업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일 돼지 1,000두 

도축기준으로 수수료 1만 2,000원, 월 2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됨.

- 중·대규모를 제외한 소규모 도축장은 대부분 적자상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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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부지구입 건물신축 시설 현대화 기타 계

빈도수 8 16 48 7 79

비율(%) 10.1 20.3 60.8 8.9 100

가격 수준 개소 비율(%) 가격 수준 개소 비율(%)

1억 원 미만 3 5.3 10～20억 원 7 12.3

1～3억 원 10 17.5 20～50억 원 9 15.8

3～5억 원 9 15.8 50억 원 이상 9 15.8

5～10억 원 10 17.5 계 57 100.0

1.4.4. 신규투자

○최근 3년간 신규투자에 대한 여부를 설문한 결과 61개 도축장 중 58개소

(95.0%)의 도축장이 신규투자를 했다고 응답함.

- 신규투자 분야는 ‘위생기준 충족 등 시설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48개소

(6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물신축 16개소(20.3%)였음.

표 2-13. 도축장의 신규투자 분야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도축장들의 신규투자 금액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1억 원 미만이 

3개소(5.3%), 1〜3억 원이 10개소(17.5%), 3〜5억 원이 9개소(15.8%), 5〜10

억 원이 10개소(17.5%), 10〜20억 원이 7개소(12.3%), 20〜50억 원이 9개소

(15.8%), 50억 원 이상이 9개소(15.8%)였음.

- 최근 3년 동안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도축장은 25개소에 이르고 있음.

- 도축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4. 도축장의 신규투자 금액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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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 매우어려움 어려움 보통 양호 매우양호 계

빈도수 4 15 25 13 3 60

비율(%) 6.7 25.0 41.7 21.7 5.0 100.0

가격 수준 등급 빈도수 비율(%)

0원 이하 E등급 7 11.7

1억 원 미만 E등급 13 21.7

1억 원 이상 〜 1억 8,000만 원 미만 D등급 10 16.7

1억 8,000만 원 이상 〜 2억 5,500만 원 미만 C등급 7 11.7

2억 5,500만 원 이상 〜 3억 8,500만 원 미만 B등급 4 6.7

3억 8,500만 원 이상 A등급 19 31.7

계 60 100.0

1.4.5. 경영 상태

○경영 상태에 대해 응답한 도축장 60개소 중에서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으

로 응답한 도축장은 각각 4개소(6.7%)와 15개소(25.0%)였음. ‘보통’은 25개

소(41.7%), ‘양호’는 13개소(21.7%), ‘매우 양호’는 3개소(5.0%)였음.

- 41개소(68.4%)의 도축장이 경영 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도축세 폐지 및 도축두수 증가 등으로 경영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 2-15. 도축장의 경영 상태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도축장의 3년 평균 이윤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20개소(3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원〜1억 8,000만 원이 10개소(16.7%), 1억 8,000만 

원〜2억 5,500만 원이 7개소(11.7%), 2억 5,500만 원〜3억 8,500만 원이 4개

소(6.7%), 3억 8,500만 원 이상이 19개소(31.7%)인 것으로 조사됨.

표 2-16. 도축장의 3년 평균 이윤
단위: 개소, %

주: 적정이윤 구간은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의 지급기준임.

자료: 자체 조사 결과.



17

경영이 어려운 이유 빈도수(중복 응답) 비율

낮은 도축수수료 34 28.8

경영비용 상승 32 27.1

도축물량 확보 곤란 13 11.0

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5 4.2

정부의 지나친 각종 규제와 지원 미흡 19 16.1

도축장 간의 지나친 경쟁 8 6.8

위생조건의 강화 6 5.1

기타 1 0.8

계 118 100.0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한 도축장에 대해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낮은 도축

수수료로 인한 경영곤란’이 34개소(2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

건비 등 경영비용의 상승’이 32개소(27.1%)로 높았음.

- ‘정부의 지나친 각종 규제와 지원 미흡’은 19개소(16.1%), ‘도축물량 확

보 곤란’이 13개소(11.0%)였음.

○도축물량 확보를 위한 도축장 간의 도축수수료 인하경쟁과 인건비 상승 등

과 같은 경영비용 상승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보여주

고 있음.

표 2-17. 도축장의 경영이 어려운 이유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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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수준
유형자산 가치 무형자산 가치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10억 원 미만 0 0.0 7 11.5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1 1.6 6 9.8

15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2 3.3 4 6.6

20억 원 이상 〜 25억 원 미만 6 9.8 4 6.6

2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 3.3 4 6.6

30억 원 이상 50 82.0 36 59.0

계 61 100.0 61 100.0

1.4.6. 자산가치

○도축장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미래이익 또는 권리금)에 대한 가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유형자산의 가치는 30억 원 이상이 50개소(82.0%)를 차지

하였으며, 10〜15억 원이 1개소(1.6%), 15〜20억 원 2개소(3.3%), 20〜25억 

원 6개소(9.8%), 25〜30억 원이 2개소(3.3%)였음.

○무형자산, 즉, 미래 기대이익 또는 권리금에 대한 가치평가에서는 30억 원 

이상이 36개소(59.0%)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원 미만이 7개소(11.5%), 10

〜15억 원이 6개소(9.8%), 15〜20억 원, 20〜25억 원, 25〜30억 원이 모두 

각각 4개소(6.6%)였음.

○도축장들은 현재의 유형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

는 반면, 미래의 무형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표 2-18. 도축장의 유·무형 자산 가치 평가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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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산업의 문제점 빈도수(중복 선택) 비율

업체 간 과당경쟁 26 21.8

도축시설의 과잉 24 20.2

지나친 위생기준 14 11.8

건축 관련 규제 14 11.8

경기침체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 14 11.8

환경기준 12 10.1

도축종사자들의 의식수준 9 7.6

낮은 위생수준 3 2.5

사육두수 감소 1 0.8

높은 도축 수수료 1 0.8

도축장 입지(교통 불편) 1 0.8

계 119 100.0

1.4.7.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

○도축장 경영인들에게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

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과당경쟁’이 26개소(21.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도축시설의 과잉’이 24개소(20.2%)였음.

- ‘지나친 위생기준’과 ‘건축 관련 규제’, ‘경기침체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

는 모두 14개소(11.8%)가 문제라고 응답하였음.

○도축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9.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

단위: 개소,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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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산업의 당면과제

2.1. 도축시설의 과다로 인한 과당경쟁

○도축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업자들이 느끼는 우리

나라 도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도축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

쟁임.

○그러나 경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0%의 업체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도축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쟁

으로 도축산업 전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도축업계에서는 현재의 도축시설이 과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뒷받

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도축장이 도축 이외에 가공과 직접 판매, 부산물 판매 등 부가기능

을 확대하고 있어 도축가동률만으로 도축장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도축업체들이 느끼는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쟁은 도축업

체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도축업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축업체 간의 경쟁은 

도축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효율적인 시장일 수 있음.

○다만 도축산업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축업체들이 시

장진입과 탈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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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87.3 85.0 83.3

돼지 74.8 74.6 71.9

○이러한 측면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경영이 어려운 업체들이 시장에서 

보다 용이하게 탈퇴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2. 임도축으로 인한 문제

2.2.1. 유통비용의 증가

○임도축은 물건(소, 돼지)의 주인과 도축의 주체가 다른 도축 형태를 의미함.

대부분의 유통가공업자는 지육을 반출하여 가공·유통시킴으로써 부가가치

를 창출함.

- 따라서 임도축은 도축과 가공을 분리시킴으로써 유통단계를 늘리고, 결

국 유통마진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

- 2012년 소의 임도축 물량 비중은 약 83% 수준이며, 돼지는 72% 수준임.

표 2-20. 임도축 물량 비중

단위: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2.2.2. 낮은 부가가치

○임도축으로 인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도축수수료이며, 이외

에 부산물 처리를 통해 일부 수익을 보전함.

- 부산물도 도축장에서 가공해 처리하기보다는 외부업체에 판매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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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임도축 비율 돼지 임도축 비율

2012년 HACCP 평가점수

(계수 값이 0일 확률)

-0.4722

(0.0005)

-0.3784

(0.0040)

에 부산물로부터의 수익도 높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임도축 위주의 도축장 경영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육 생산 및 가공

부분을 수익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도축업의 부가가치를 낮추어 

수익 증대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2.2.3. 위생수준 저하

○정부는 서구 선진국의 Slaughterhouse의 개념에서 위생과 안전을 위한 규제

와 의무를 도축장 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근본적

인 문제는 우리나라 임도축업자는 도축 대상인 소나 돼지의 소유주가 아니

기 때문에 소유주에 비해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낮고, 결국 위생에 

대한 투자의지가 낮다는 것임.

- 미국과 유럽의 도축장은 소나 돼지의 소유자로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도

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생 등 축산물 품질관리에 관심도가 높음.

○ 2012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총점과 도축장의 소, 돼지 임도축 비

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도축 비율이 높을수록 위생수준에서 낮

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소의 임도축 비율은 위생점수와 -0.4722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돼지의 

임도축비율은 -0.3784였음. 두 상관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21. 임도축 비율과 위생수준과의 상관관계

주: 계수 값이 0일 확률이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함.



23

○우리나라의 도축장(임도축업자)도 정부가 강제하는 위생적인 시설을 설치하

여 가축 소유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는 곧 비용증가로 이

어지며, 도축수수료 인상은 바로 경쟁력 저하를 의미함.

○HACCP를 잘 지키는 도축장은 대부분 시설투자가 높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

이 소요되어 오히려 잘 지키지 않는 도축장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신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임.

○시설 수준이 낮은 도축장은 도축수수료를 인하(덤핑)하여 도축물량을 확보

함으로써 도축장 경영이 어렵게 되고, 시설 수준이 높은 도축장은 높은 도축

수수료로 인해 도축물량을 빼앗겨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본축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결국 경영 상태가 안 좋은 도축장은 부채가 증가하여 도축장 운영을 멈추는 

순간 파산하게 됨. 계속 운영을 하면 현금회전은 계속되고 부산물 보증금 인

상 등으로 계속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현실임.

2.2.4. 낮은 가동률

○대부분의 도축장은 임도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조달이 어렵

고, 이는 곧 경영난이 지속되는 원인임.

- 조사 대상 업체 중 가동률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업체는 9개로 전체 

응답 업체의 17%였으며, 50〜75%라고 응답한 업체는 21개로 39.6%였

음. 23개 업체(43.4%)가 75% 이상의 가동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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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0% 이하 50〜75% 75% 이상 계

업체수 9 21 23 53

비율 17.0 39.6 43.4 100.0

표 2-22. 평균 가동률

단위: 개,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2.3.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가동률의 불안정성

○도축장 가동률이 계절별로 편차가 심한 것도 도축장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

임. 이는 생산과 소비에서 육류의 계절성이 발생하기 때문임. 즉, 쇠고기의 

경우 설과 추석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절의 1〜2개월을 전후로 

많이 도축되고, 이 시기에는 소의 도축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지만 비수

기에는 낮은 가동률을 보임.

- 돼지의 경우는 돼지고기의 수요보다는 사육시기별 출하시기가 있어 주

로 공급에 따라 도축물량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1년 평균의 도축장 가동률을 기준으로 도축장의 과잉을 논하기는 어

려우며, 단지 이러한 축산물 수급의 계절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함.

2.4. 공판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지육유통체계 고착 및 유통비용 증가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와 품목별조합에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음. 공판

장과 도매시장은 공정거래와 가격발견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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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축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

경매물량 56,015 33,358 35,924 41,384 43,493 36,091

도축물량 132,781 69,166 69541 82,718 82,532 69,791

비율 42.2 48.2 51.7 50.0 52.7 51.7

돼지

경매물량 179,579 165,008 152,492 147,295 148,467 130,894

도축물량 1,484,824 1,255,499 1,370,818 1,605,656 1,340,713 1,132,980

비율 12.1 13.1 11.1 9.2 11.1 11.6

○그러나 경매기능은 지육경매로 결국 지육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육유

통이 갖는 문제점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공판장이 상장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유통비용 증가를 의미함.

○소의 경우는 일반 도매시장과 함께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물량이 50%를 넘

고 있음. 그러나 돼지의 경우는 경매 물량이 10% 수준으로 수급에 따라 가

격진폭이 매우 커 가격발견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표 2-23. 소·돼지 지육 월별 경매 물량, 2013

단위: 두,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www.ekape.or.kr/>.

○특히 공판장 체계는 지육유통을 고착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장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유통업자들을 위한 제도임. 따라서 지육유통으로 인해 품질저하와 

유통비용의 증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며, 전반적인 축

산물유통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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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계

도축장 수

(%)

8

(14.0)

14

(23.7)

10

(16.9)

8

(14.0)

19

(32.2)

59

(100.0)

2.5. 도축장과 도축시설이 낙후되어 비효율, 고비용, 비위생적 구조

○조사대상 59개 도축장 중 32.2%인 19개의 도축장이 건설된 지 20년 이상으

로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위생수준이 낮음.

- 조사된 도축장 중 22개소만이 2000년 이후에 건설된 도축장임.

표 2-24. 도축장 건설 및 운영 기간

단위: 개, %

자료: 자체 조사 결과.

○ 2003년부터 HACCP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설된 도축장들은 

HACCP 기준 등 위생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건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위생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 도축장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됨.

○우리나라 도축시설의 비효율성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업계

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업체인 도드람 LPC의 경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 도드람LPC의 덴마크의 식육연구소(Denmark Meat Research

Institute: DMRI) 컨설팅 결과를 살펴보면 도축시설과 도축장 운영을 개선함

으로써 연간 약 80억 원(6,357,000$)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정육의 육즙손실 65억 원, 지육의 무게손실 10억 원, 전력 1억 2,000만 

원, 오수처리 9,600만 원, 생산감모 2억 4,000만 원 등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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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절감 가능 금액

무게손실(지육) 1,033,200,000

육즙손실(정육) 6,595,200,000

전력 123,600,000

오수처리 96,000,000

생산감모 244,800,000

계 8,092,800,000

정육
육즙손실 절감 가능

(A-B)
절감 가능 금액

현재(A) 개선 가능(B)

58kg(100%)
3.19kg

(5.5%)

1.74kg

(3.0)

1.45kg

(2.5%)
12,444원

표 2-25. 도드람 LPC의 생산성 평가

단위: 원

자료: 도드람 LPC(2007).

○육즙손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여 육즙손실을 

줄임으로써 마리당 12,444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함. 이는 도드람 

LPC가 2007년 돼지 약 53만 두를 도축할 경우 약 6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임.

표 2-26. 시설개선에 의한 육즙손실

단위: 마리

자료: 도드람 LPC(2007).

○또한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여 지육의 껍질표면과 고기표면의 무게손실을 줄

임으로써 마리당 1,944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함. 이는 연간 10억 

원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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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
무게손실 절감 가능

(A-B)
절감 가능
금액현재(A) 개선 가능(B)

82kg

(100%)

껍질표면 1,082g 590.4g 98.4g(492의 20%) 360원

고기표면 721.6g 393.6g 328g 1,584원

계
1,804g

(2.2%)

948g

(1.2%)

426.4g

(0.5g)
1,944원

표 2-27. 시설개선에 의한 무게손실

단위: 마리

자료: 도드람 LPC(2007).

○선진국의 도축 및 냉장설비 수준으로 도축장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도축비용

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축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돼지고기의 손

실 부분을 줄일 수 있음.

2.6. 위생점검 강화 의지 미약

○위생수준을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결

과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한 위생수준의 제고 노력이 부족함.

- 2011년부터는 원하는 도축장만 조사를 실시하여 ‘중’, ‘하’의 도축장의 

위생수준은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도축장평가운영위원회, 한국소비

자연맹).

○평가 현장에서도 엄격한 위생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다소 형식적으로 진

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나 처분 등과 같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위생수준이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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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구밀집지역에 도축장이 소재

○가축질병은 그 종에 한정되는 질병도 있고 여러 종 간에 전염되는 질병도 

있음. 그리고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포함

하여 모두 2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축질병은 조류인플루엔자나 결핵,

구제역 등임.

○생축을 도심까지 운반하여 장시간 계류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도축장이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

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함께 장거리 생축운반에 따른 수송비용, 스트

레스에 의한 품질저하와 감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축장이 산지에 

소재하고 있음.

- 소의 경우 도로나 운송수단에 따라 평균 마리당 15㎏의 감량이 발생한다

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시설투자보다

는 산지의 적정장소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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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현황

1. 도축산업의 발전 과정1

1.2. 과거의 도축장

○우리나라의 최초 도축장은 일제시대에 건설되었다고 하며, 도축장들은 일본

의 체계를 받아들여 관영도매시장으로 운영되었음.

○과거 교통과 냉장시스템의 미발달로 각 지역별로 많은 도축장이 존재하였

음. 특히 냉장시스템의 개념이 없어 산지에서 생축을 운반하여 소비지에서 

도축하는 형태로 도축장이 운영되어 많은 도축장들이 소비지에 입지하였음.

- 이러한 여건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도축장은 수익성이 높았으며, 서울의 

마장동, 독산동, 부산의 태강산업, 동원산업 등이 그 좋은 예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축장은 점차 대형화되고, 장치산업화되

었음.

1 본 절의 내용은 대전충남양돈조합 심상인 본부장의 위탁 원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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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7 1981 1991 2001 2007 2010 2013

개수 515 315 171 113 106 98 79

- 이와 같은 추세로 가동률이 낮은 도축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

었으며, 시·군에서 운영하던 관영도축장은 폐쇄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냉장시스템과 교통의 발달로 점차 산지로 입지가 바뀌어 감.

○우리나라 도축장은 1970년대에는 약 515개가 있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구조

조정으로 1981년 315개, 1991년 171개, 2001년 113개, 2007년 106개, 2010

년 98개, 2013년에는 79개로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

되어 왔음.

표 3-1. 연도별 도축장 수 변화

주: 도서지역(백령도, 울릉도)의 2개 도축장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1.2. 도매시장·공판장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농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세를 반영하는 대표가격 형성과 

경매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과 공판장 제도를 도입

하였음.

- 즉,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여 대도시의 큰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육도매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을 허가하고 경매를 통하여 거

래하도록 하였음.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공판장이며, 공판장은 지역 구분이 없이 

생산자단체가 개설할 수가 있음. 도매시장은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시 이상의 지역에 시장(市長)이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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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가락동도매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민

간소유의 시장시설을 시장(市長)의 시장개설동의를 받아 개설하고, 시설소

유자를 도매시장법인, 즉 운영자로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축산물도매

시장도 이러한 도매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에 부설로 도축장을 갖추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축

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름. 따라서 도매시장에서는 도축에 대해 도축수수료

를 받고 상장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에 따른 상장수수료를 다시 받는 것임.

1.3.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지원 사업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도축과 가공이 이원화된 제도가 효율성과 위

생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서구의 선진국과 같이 도축장에서 

도축은 물론 가공까지 일관하는 시설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여 축산물 종

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LPC 사업이 추

진되었음.

○LPC 사업은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도축업계의 사업 참여 경

쟁이 심하여 융자사업으로도 충분하다 하여 결국에는 융자사업으로 진행하

였음. 지원조건은 생축을 구입하여 도축하여 발골한 후에, 부위별로 가공하

여 Box Meat 상태로 판매하라는 것이었음.

○도축장이 대형화되면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당시로서는 초대형 도축장인 LPC를 건축함에 따라 도축장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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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육유통을 없애 근본적인 축산물 유통개선을 시도한 취지는 좋

았으나, 임도축업자에게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을 일원화하는 데 실

패함.

- 결국 지육유통을 허용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고 전체

적인 도축시설 과잉현상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도축업계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도축

수수료 인하 내지는 인상 억제를 통한 경쟁을 하게 되었음. 과거에는 생산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도축수수료 상한선을 정하여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이런 통제를 없앴음에도 업계 스스로가 오히려 인하경쟁을 하였던 것임.

○그 결과 과거 10년 이상 도축수수료가 크게 인상되지 못하였음. 또한 결과로 

규모가 작은 한계기업은 도산하여 법원경매에 들어가고, 제3자가 3~4차에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음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각종 부채가 정리된 상태에서 

운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음.

○그러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투자금 회수는 고사하고 빚만 증가하여 다시 

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고정투자비가 많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대형의 LPC

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제일 먼저 건축한 

중부한냉은 수차례 소유자가 바뀌고, 축림은 경매과정을 거치고, 가장 늦게 

건축한 강원 LPC가 매각되는 사태가 발생함.

○즉, 낮은 도축수수료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다른 업체

도 낮은 도축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도축업계 전체가 자본축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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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2

○ 1990년대 정부의 LPC 사업 등으로 도축장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도축수수료

가 인상되지 못하여 도축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도축업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업계가 국회에 건의하여 

의원입법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 이 2008년 6월에 제정(2015년까지 한시

법)되고 그해 12월부터 도축장경영자들이 사단법인인 ‘도축장구조조정추진

협의회’를 설립하여 구조조정, 즉, 도축장 폐업을 통한 숫자 줄이기를 시작

하였음.

○협의회에서 스스로 도축두수에 따라 구조조정자금을 거두어서 폐업을 희망

하는 도축장에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Matching Fund로 50%를 지원함.

2.1. 협의회 가입 현황

○제도시행 당시 전국에서 허가받은 도축장 100개소 중 가동 중인 도축장 86

개소를 협의회 가입 대상으로 함.

- 제도시행 당시 휴업 중인 도축장 12개소와 도서지역 도축장 2개소(백령,

울릉) 등 14개소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휴업 중인 도축장 12개소 중 나중에 영업을 재개한 3개 도축장은 제도시

행 당시 가동하지 않아 협의회 가입자격이 없음.

2 본 절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의 “도축장 구조조정업무 추진상황(2013. 7.)”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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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당시
가입 대상업체

구조조정
가입 대상

자격미달
계 가입업체 수 미가입

86 13 74 67 7 3

○제도시행 이후 협의회 가입이 저조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협의

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에게 축산정책자금 우선지원

계획을 통보함(축산물위생팀-2024, 2009. 4. 13.).

- 2009년 3월 당시 전국 도축장 86개소 중 22개소가 가입하지 않았고, 가

입한 64개 도축장 중 25개소가 분담금 미납부 상태였음.

○ 2013년 7월 말 현재 가입 대상 도축장 74개(구조조정 도축장 13개소 제외)

중 67개소는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7개소는 미가입 상태임.

- 미가입 업체: 삼호축산(광주), 장원식품(대전), 음성대찬미트(충북), (주)

동일식품(충남), (주)오성식품(전남), 새순천축산(전남), 대원축산(전남)

- 자격미달: 경기엘피씨(경기, 전 북부축산), 서림글로벌(전남), 다산축산

(전남, 전 청광)

표 3-2. 도축장 구조조정 현황(2013. 6. 30. 현재)

자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2.2. 분담금 징수 및 구조조정자금 지급

2.2.1. 분담금 징수

○징수대상자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이며,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자임.

○징수금액은 소는 3,000원/두, 돼지는 300원/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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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 발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매월 전월의 등급판정두수

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출하여 휴업 중인 업체와 접수거부 업체를 제외한 

전 도축장에 발부함(납부기한은 2개월 후 20일까지).

* 휴업 중인 업체: (주)동일식품(충남 부여), (주)아시아씨엔아이(경남 진주)

* 접수거부 업체: 새순천축산(전남 순천) → 가입 후 탈퇴

- 협의회 설립 시부터 회원가입 독려차원에서 미가입업체에도 분담금 납

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음.

2.2.2. 분담금 납부상황

○ 2013년 6월 말 현재 납부 대상 도축장 87개소(폐업도축장 포함) 중 분담금

을 일부라도 납부한 업체는 70개소이며, 이 중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분

담금을 전액 납부한 업체는 45개 업체(51.7%)임.

- 2013년 6월 말 현재 가입업체 중 11개 업체가 분담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음.

* (주)스마일축산(경기), (주)돈앤돈(충북), 화정식품(충남), 산수들(전북),

(주)중앙축산(전남), 우성식품(전남), 경신산업(경북), (주)삼세(경북),

(주)새한축산(경북), 황금들애(경남), 피엔엠영농조합법인(경남)

○ 2013년 6월 말 현재 징수한 분담금은 157억 원으로 농협은행에 정기예금

(157억 원, 이율 연 2.50～3.15%)과 보통예금(2,600만 원)으로 예치 중임.

○예치금액은 늘고 있으나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어 향후 이자수입은 크게 늘

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자수입액은 2011년 1억 9,200만 원, 2012년 2억 5,900만 원이며, 2013

년에는 3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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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업체 수
등급판정두수

징수대상액
(A)

납부액
(B)

미납액
(A-B)

납부율
(B/A)

합 계

(87)

소 3,374,863 10,124,589

19,593,8690 6,438,919 75.3돼지 53,027,329 15,908,1990

합계 56,402,192 26,032,7880

회원업체

(80)

소 3,177,187 9,531,561

19,511,363 5,240,0310 78.8돼지 50,732,777 15,219,833

소계 53,909,964 24,751,394

비회원

업체

(7)

소 197,676 593,028

82,505 1,198,889 6.4돼지 2,294,552 688,366

소계 2,492,228 1,281,394

표 3-3. 도축장 구조조정 분담금 납부 현황(2009. 1. 1.～2012. 12. 31.)

단위: 두, 천 원, %

주: 1) 납부 대상업체 수에는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폐업)한 13개 업체 포함.

2) 회원업체와 비회원업체 구분은 2013. 6. 30.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2.2.3. 구조조정 자금 지급

○자금 용도는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과 협의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

- 구조조정 자금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자격에 있어 법 공포일(2008. 6. 13.)로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

이 없는 도축장경영자와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도축장 경영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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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당초
지급표

개정 지급표(연도별 적용 비율 및 지급금액)

2010
(150%)

2011
(150%)

2012
(100%)

2013
(90%)

2014
(90%)

2015
(80%)

1등급 15.5 23.25 23.25 15.5 13.95 13.95 12.4

2등급 13.5 20.25 20.25 13.5 12.15 12.15 10.8

3등급 12.0 18.0 18.0 12.0 10.8 10.8 9.6

4등급 11.0 16.5 16.5 11.0 9.9 9.9 8.8

5등급 10.0 15.0 15.0 10.0 9.0 9.0 8.0

6등급 9.0 13.5 13.5 9.0 8.1 8.1 7.2

7등급 8.0 12.0 12.0 8.0 7.2 7.2 6.4

8등급 7.0 10.5 10.5 7.0 6.3 6.3 5.6

9등급 6.0 9.0 9.0 6.0 5.4 5.4 4.8

10등급 5.0 7.5 7.5 5.0 4.5 4.5 4.0

○지급 방법은 법 공포일(2008. 6. 13.)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해당 도축장의 도

축실적(5등급)과 적정이윤(5개 등급)을 고려하여 지원등급(10개 등급)을 결

정함.

- 지원등급에 따라 업체당 5억 원부터 15억 5,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함.

○도축업체 구조조정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급등급별 지

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 중임.

-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조성 및 지급규정 을 개정(2010. 11.

18. 제2차 임시이사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2010. 12. 14.)함.

표 3-4. 등급별 지급표 개정 내용

단위: 억 원

주: 10등급은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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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실적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27개 업체가 구조

조정되었으며, 이 중 11개 업체가 구조조정 자금을 지급받았음.

-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으로 109억 원을 지급함.

- 구조조정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2009년 (합)영월축산기업, 신원(주),

2010년 태정산업(주), 낙원산업, 미소울, 2011년 원창기업(주), 창기산업,

(주)다원미트, 동일산업사, 동궁산업, 2012년 우림축산(주)임.

표 3-5. 연도별 구조조정 자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업체명
소재지 구조조정 자금 지급액

지급일
시도 시군 합 계 분담금 정부지원

2009

(합)영월축산기업 강원 영월 600 300 300 ’09.08.25

신원(주) 경기 수원 1,100 550 550 ’09.12.09

(주)부광산업 경남 양산 경매 중 구조조정 신청

3개 업체 1,700 850 850

2010

태정산업(주)

강원

태백 900 450 450 ’10.12.31

낙원산업 정선 1,050 525 525 ’10.12.31

미소울 고성 900 450 450 ’10.12.31

3개 업체 2,850 1,425 1,425

2011

원창기업(주) 강원 원주 700 350 350 ’11.11.29

창기산업
경남

창원 1,050 525 525 ’11.09.09

(주)다원미트 거창 1,350 675 675 ’11.11.29

동일산업사 충북 증평 1,050 525 525 ’11.12.30

동궁산업 경기 파주 1,200 600 600 ’11.12.30

5개 업체 5,350 2,675 2,675

2012

우림축산(주) 경기 동두천 1,000 500 500 ’12.05.29

동원산업(주) 부산 사상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국제식품(주)에서

도축업 포기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폐업

2개 업체 1,000 500 500

합계 13개 업체 10,900 5,450 5,450

자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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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3

○정부는 2010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자 후속대책으로 도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통합경영체로 육성하는 것으로, 첫째, 도축장 경영개선을 통한 위생·안

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둘째,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축산물의 일관 유통체계 구축하는 것임.

○이 대책은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거

점도축장으로 20개소 내외를 선정·육성하고, 통합도축장 6개소를 설치·육성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전체 도축장 수를 36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전략으로는 ①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지원), ②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축산물위

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한 위생기준 강화, HACCP 상시점검제 도입, 위생수준 

정보 공개), ③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 추진(도축시설 재활용, 조기폐업 

인센티브 시행, 구조조정추진단 운영)임.

3 본 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 11월에 발표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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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기 본 방 향 >

◈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통합경영체로 육성

❍ 도축장 경영개선을 통한 위생·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축산물의 일관 유통체계 구축

비 전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

목 표

▣ 거점도축장 선정･육성: 20개소 내외

▣ 통합도축장 설치･육성: 6개소 내외

 ※’15년 이후 전체 도축장 수 36개소 수준 목표

추 진

전 략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지원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 위생기준 강화, HACCP 상시점검제 도입, 위생수준 정보 공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 추진

  * 도축시설 재활용, 조기폐업 인센티브 시행, 구조조정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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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3.1.1. 거점도축장 선정

○거점도축장 및 통합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

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

○거점도축장 및 통합도축장의 정의

-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으로서, 향후 통합

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을 말함.

- 통합도축장은 거점도축장 외에 지역별로 도축장이 필요한 장소에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 설치하는 도축장으로서, 통합경영체의 기준에 

적합한 도축장

※ 통합도축장도 설치된 이후에는 거점도축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므로 이하 “거점도축장”으로 통칭함.

○선정기준은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계량화함.

- 각 분야별 세부 항목은 HACCP 수준, 실질자본금 규모, 도축·가공·판매 

실적(능력), 도축시설 배치구조(설계도면), 식육처리업체 및 출하농가 계

약현황 등을 포함함.

- 농가나 가공·유통 업체에서 자본을 출자한 경우 가점 부여함.

3.1.2. 정책사업 지원체계 개편: 거점도축장 중점 지원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거점도축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원자

격에 제한을 두거나, 우선지원 방식으로 개편함.

- 8개 사업을 거점도축장 위주로 지원(2011년 예산액 3,0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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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11 예산안
(단위: 억 원)

개편 내용

도축장 도축가공업체지원 500 거점도축장외 지원배제

가공장 도축가공업체지원 400 거점도축장 이용업체외 지원배제

판매장 브랜드경영체지원 95 거점도축장 이용업체외 지원배제

축산농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브랜드경영체지원 965 거점도축장 이용업체외 지원배제

가축계열화(돼지) 80 거점도축장 이용업체 우선지원

축사시설현대화 859 거점도축장 이용업체 우선지원

우량송아지생산지원 60 거점도축장 이용업체 우선지원

한우산업조직화지원 50 거점도축장 이용업체 우선지원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8 거점도축장 이용업체 우선지원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30 거점도축장 이용업체 우선지원

계 8개 사업 3,047

- 거점도축장과 생산자, 계열·유통 업체 간 공고한 연계를 위해서 거점도

축장에 대한 정책사업의 집중 지원

- 브랜드경영체지원, 축사시설현대화, 한우산업조직화지원, 가축계열화 사

업 등을 통해 생산자, 유통업체 등의 적극 참여 유도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중 무이자 금리(인센티브) 자금을 집중 지원, 거점

도축장으로 도축물량을 유인

- 사업비: 2011년 300억 원 계획, 2013년까지 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표 3-6. 정책사업 지원체계 개편(안)

○거점도축장 선정·지원을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패커) 육성 방향과 부

합되도록 연계 추진

- 대형 패커로 발전하려는 생산자단체의 도축장을 우선 선정

- 별도의 대형 패커 육성자금 등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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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패커의 경우 도축장 통합 등의 요건을 갖추면 선정 가능

- 기존 정책사업의 틀 내에서 지원자격에 적합 시 지원

3.1.3. 거점도축장 시설사업 지원금리 인하

○거점도축장의 시설 보완 및 통합도축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금리 인하 추진

- 도축장 특성상 막대한 시설자금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 후 경영정상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금리 인하 필요

- 대상 사업: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대상자 중 거점도축장 및 통합도축장

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금리 인하)

○지원금리 인하(안)

- 정상가동에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 거치기간은 무이자

(현행) 5년 거치기간 3～4% → (개선) 5년 거치기간 0%

- 상환기간에는 2% 금리를 적용

(현행) 10년 상환기간 3～4% → (개선) 10년 상환기간 2%

3.2.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3.2.1. 도축장 위생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도살·처리기준) 식육 심부온도 기준 설정 및 식용부산물 등의 위생적인 처

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 심부온도 기준을 10℃ 이하로 신설하

고 포장유통을 의무화, 도축규모별로 단계적 적용(2013년 대규모, 2014

년 중규모, 2015년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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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사례: 미국 4.4℃ 이하, 유럽연합 4℃ 이하, 일본 10℃ 이하

- 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 시행과 연계, 냉장유통 기반조성 및 부분육 

유통 비율 등을 감안, 2015년 이후 지육반출 금지 추진

- 식용부산물의 구분 관리, 위생적 세척·운반 방법 등을 구체화

○ (위생관리기준) 현행 기준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여 도축장에 적용할 개

별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마련, 제시

- 도축작업 개시 전·중·후로 구분하고, 도축시설·장비 위생관리, 종업원 위

생, 사람 통제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시설기준) 미국·일본 등의 기준과 비교, 미흡한 부분 개선

- 내장·머리 등 식용 부산물 처리시설 기준 강화, 식육의 심부온도 관리를 

위해서 급속냉각터널 설치 권장 등

3.2.2. 도축장의 HACCP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제 도입

○검사관 임무에 HACCP 이행 여부 점검 업무를 추가

- 매일 도축 전·후 위생상황, HACCP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지시

- 검사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도축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축검사

원 충원(2012년 90명, 예산소요 23억 원)

※ 구조조정 이후 도축검사원 소요인력: 240명(현원 150명, 부족 90명)

- 도축장 40개소×3명(지육·내장·머리 등 검사)×2명(소·돼지 분리)=240명

○HACCP 실시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

-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시·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연 1회 이상), 점검방식

은 사전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불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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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미흡 또는 부적합 반복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 (현행) 위생관리기준·HACCP 미준수 시 과태료 150만 원, 경고〜영업정

지 1월 → (개정) 과태료 500만 원, 영업정지 15일～3월

- 개선조치 미이행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 경고～영업정지 1월

3.2.3. 도축장 HACCP 실시상황 평가기준 및 방식 개선

○내장 등 식용부산물 처리에 관한 HACCP 평가기준 신설

○HACCP 평가 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병행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반

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미생물 오염도 조사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미신청업체에 대

해서는 검역원·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정밀점검 실시

※ 업무량 증가를 감안, 사업비 증액 필요(축발기금, HACCP평가 1억 

4,000만 원→2억 원)

- HACCP 실시상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세분·보완하고, 각 지표 이행

정도를 모두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미만은 부적합 결정

3.2.4.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 등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도축장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결과 공개

○도축장 위생수준 및 법령 위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

3.2.5.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 추진

○도축업 허가관리 사무를 지방에서 국가사무로 이관 추진

- (현행) 시·도지사 →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원장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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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별 1일 최대 도축물량 지정 및 부산물 관리 강화

- 계류시설, 냉장시설, 폐수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1일 도축물

량을 산정,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도축검사신청 접수중단 등)

* 현행 법령에는 계류시설(1두당 소 3.3㎡이상, 돼지 0.83), 냉장시설(3.3㎡

당 소 4두, 돼지 8두)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계류시간 준수규정과 심

부온도기준 등이 없어 도축시설규모에 따른 정확한 도축두수 산출 곤란

- 부산물 생산·유통내역 투명성 제고 및 위생관리 강화 방안 마련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도입 추진

- 일정한(5～7년) 주기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실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허가하도록 유효기간을 둠.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추진

- 가축사육두수,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도축시

설 적정규모를 산출, 도축업 허가관리에 활용

※ 필요 시 도축업 허가관리 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소요예산 5,000만 원)

- 선진국과 국내 유사사례 등을 연구,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활용

3.3.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 추진

3.3.1. 도축시설 재활용 추진

가. 폐업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

○도축 허가 가축에서 소·돼지를 삭제하고,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만을 도축

하는 조건으로 변경 허가(시·도지사)

-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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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도축 현황 >

- 도축시설: 전국 50개소(실제 도축은 13개소, 전용도축장 4개소)

- 도축실적: 2009년 4,662두(2008년 7,318두)

- 사육두수: 24만 9,855두(성숙 암컷 12만 480두)

* 2009년 20만 2,000두가 고기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진 경우는 4,662두로 전체의 2.3% 수준

고, 도축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자금 지원

- 농가에서 도축장에 가축을 원활히 출하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식점·건강원·축산농가 등에 대한 불법 도축

행위 단속 강화

나. 도축장 부지용도 전환 및 활용 촉진계획 수립(시·도)

○도축장경영자 등 이해관계자가 폐업 도축장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

안을 제안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절차 진행

○도축장 부지의 용도변경 시 지자체에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시비 해소

○폐업 도축장부지 활용 방안 자체계획 수립·시행(시·도)

- 도축장 경영자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전

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 유사사례: 서울특별시의 “신도시계획 운영체계”(특정용도로 묶인 토

지를 개발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

는 시스템으로, CJ 강서구 공장부지, 롯데칠성음료 서초구 

부지, 코레일 노원구 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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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급률 150% 150% 100% 90% 90% 80%

3.3.2.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지급금액 조정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급률 차등화

- 조기 폐업 업체는 지급금액을 상향, 2012년 이후로 폐업하는 업체에 대

해서는 지급금액을 감액 조정

- 연차별 지급률 차등화는 구조조정협의회에서 분담금 조성실적 등을 고

려,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부 승인 후 시행

표 3-7.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지급금액 조정

* 관련법령에는 도축실적과 적정이윤에 따른 지급등급만을 정하고 있

고, 등급별 지급금액은 협의회가 구조조정 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 거출 강화

-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담금 체납업

체에 대해서 연체이자 부과 및 지급금액 감액 조치

- 연체이자 부과 및 지급금액 감액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조정

협의회에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시행

3.3.3.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 구성·운영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 및 구조조정 제약 요인 발굴,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

해서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 구성·운영

- 구성(안): 축산경영과장(단장), 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전무), 축산물처리협회(전무) 등 5명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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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련 전문가 참석

- 운영계획: 2010. 10～12월, 매월 1회 전체 회의 개최

○하반기 주요 도축장경영자 간담회 개최: 10～11월 중

-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상황 설명 및 도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도축업

계 의견수렴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등과 간담회 개최: 10～12월 중

- 도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협조관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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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 평가

1.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평가

1.1. 사업 추진실적 평가

○ 2008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3년 7월 현재 77개 도축장

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휴업 중인 도축장에 대한 도지사 직권허가취소가 

14개소, 구조조정 대상 제외 2개소,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의한 폐업이 11개

소, 구조조정 자금 지원자격이 되지 않아 자금 지원 없이 폐업한 업체가 2개

소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추진된 이후 총 29개소가 감소하는 데 그침.

- 그동안 통폐합 사업은 한 군데도 진행되지 못하였음.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당초 계획은 모두 70개소의 도축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사업 지원에 의한 구조조정은 13개소에 그치고 있음.

- 당초 계획은 2009년 5개소, 2010년 10개소, 2011년 15개소, 2012년 20개

소, 2013년 20개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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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획 106 101 91 76 56 36 36

구조조정 - 5 10 15 20 20 -

실적 3 3 5 2 - -

표 4-1. 도축장 구조조정 계획 및 실적

단위: 개소

주: 실적에서 허가취소 14개소 및 도서지역 도축장 2개소(울릉, 백령) 제외.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그간 도축업체의 경영이 개선되는 등 도

축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그동안의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효과로 인해 최근 도축업계의 경

쟁이 다소 완화되어 도축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수익성이 향상되었음.

- 둘째,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축세가 폐지됨으로써 

도축장의 경영이 개선되었음.

- 셋째, 최근 들어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가 늘고, 이로 인해 도축두수가 증

가함으로써 도축장의 경영이 다소 개선되었음.

- 마지막으로 도축장들의 경영다각화 노력에 따라 식육판매장 운영과 부

산물 판매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이러한 경영개선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과는 별개로 현재의 구조조정 사업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 도축장들이 부채가 많은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는 경매를 통해 부채를 청산한 후 이해관계자나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사

람이 다시 인수하는 경우가 많음.

- 즉, 경영이 어려운 도축장들은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임.

○구조조정 자금을 받는다 해도 부산물보증금 등을 갚으면 남는 게 없기 때문

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높여주

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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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여부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

빈도수 35 19 7 61

비율(%) 57.4 31.1 11.5 100

1.2. 도축업계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평가

○본 절에서는 도축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

정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향, 그동안의 성과 및 평가, 구조조정 촉진 방안,

사업의 연장 여부,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본 설문조사는 2013년 7~8월에 전국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설문대상 77개 업체 중에서 61개 업체(79.2%)가 설문에 응답하였음.

- 설문지는 <부록 2>을 참조

1.2.1.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필요성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수 61개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축장은 35개소(57.4%)였으며, 19개소(31.1%)

가 ‘필요없다’고 응답하였음. 모르겠음은 7개소(11.5%)였음.

표 4-2.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필요성

단위: 개소,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규모화, 조직화된 도축·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한 도축장이 23개소(63.9%)로 가장 

많았음.

- 이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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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빈도수 비율

도축장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 1 2.8

경영 여건 완화(비용 절감 등) 6 16.7

규모화, 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23 63.9

과다한 도축장 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5 13.9

기타 1 2.8

계 36 100.0

불필요 이유 빈도수 비율

사유재산으로 공공부문의 인위적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음 9 36.0

정부주도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 11 44.0

도축장 경영자의 자율적인 의지 방해 5 20.0

도축장의 경영 여건 악화(시설비, 운영비 등 비용증가) 0 0.0

도축장 이용자의 운송비 등 비용증가 0 0.0

계 25 100.0

표 4-3.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필요 이유

단위: 개소,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보다 시

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이 11개소(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유

재산으로 공공부문의 인위적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음’이 9개소(36.0%)

였음.

- ‘도축장 경영자의 자율적인 의지 방해’는 5개소(20.0%)가 응답함.

표 4-4.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불필요한 이유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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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향 있다 없다 고려 중이다 계

빈도수 2 51 6 59

비율(%) 3.4 86.4 10.2 100.0

불참 이유 빈도수 비율

정부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어서 7 16.3

현재 경영 여건은 어려우나 향후 개선될 것 같아서 15 34.9

구조조정 자금 지급률이 낮아서 11 25.6

폐업하면 다른 생계대책이 없어서 3 7.0

기타 7 16.3

계 43 100

1.2.2.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의 참여 의향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하여 폐업할 의향

이 있는 도축장은 59개소 중 2개소였으며, ‘고려 중이다’로 응답한 도축장은 

6개소였음. 폐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도축장은 51개소였음.

- 폐업할 의향이 있는 도축장 2개소의 폐업 시기는 ‘2015년 이후’라고 응

답하였음.

표 4-5.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참여 의향

단위: 개소, %

○폐업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의 폐업 이유는 ‘부채가 많아서’와 ‘위생·환경기

준 등 규제가 심해서’, ‘도축두수 감소’, ‘업체 간 경쟁이 심해서’, ‘도축수수

료가 낮아서’ 등으로 응답함.

표 4-6.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불참 이유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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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촉진 방안 빈도수 비율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대비 지급률 대폭 증대 36 33.6

각종 규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벌
27 25.2

시장에 맡겨야 함 22 20.6

정책자금 지원 중단 16 15.0

외국산 축산물 수입 늘려야 함 0 0.0

기타 6 5.6

계 107 100.0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의 불참 이유는 ‘현

재 경영 여건은 어려우나 향후 개선될 것 같아서’가 15개소(34.9%), ‘구조조

정 자금 지급률이 낮아서’가 11개소(25.6%), ‘정부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어서’가 7개소(16.3%)였음.

1.2.3.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촉진 방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좋

은 방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대비 지급률 대폭 증대’가 36

개소(33.6%)로 가장 높았으며, ‘각종 규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벌’이 27개소(25.2%)였음. ‘시장에 맡겨야 

함’이 22개소(20.6%)였으며, ‘정책자금 지원 중단’이 16개소(15.0%)였음.

- 기타 의견으로 ‘도축장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가 3개, ‘통폐

합해야 한다’가 2개, ‘적정수 유지 및 경쟁력 강화’가 1개 있었음.

표 4-7.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촉진 방안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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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급률 100% 150% 200% 250% 300% 계

빈도수 1 2 5 3 21 32

비율 3.1 6.3 15.6 9.4 65.6 100

희망지급률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미정 계

빈도수 1 1 5 24 31

비율 3.2 3.2 16.1 77.4 100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의 폐업 참여 희망 지급률에 대해서는 총 응답수 32개

소 중 300%가 21개소(65.6%)였으며, 250%가 3개소(9.4%), 200%가 5개소

(15.6%), 150%가 2개소(6.3%), 100%가 1개소(3.1%)였음.

표 4-8.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폐업 희망 지급률

단위: 개소, %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의 폐업 참여 희망 지급률을 올려줄 경우 폐업 시기는 

2013년 1개소, 2014년이 1개소, 2015년 이후가 5개소였으며, 미정이 24개소

로 응답함.

- 폐업의향을 밝힌 7개 업체의 희망 지급률은 모두 300%였음.

표 4-9.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폐업 희망 시기

단위: 개소, %

○폐업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차입금 등 채무정리’가 27개소(4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규 사업 자금’이 22개소(34.9%)였음.

- 이 외에 ‘종업원 미지급 급여 지급’이 7개소(11.1%), ‘임대보증금 등 지

급’과 ‘각종 미잡 세금 납부’가 각각 3개소(4.8%)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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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빈도수(중복응답) 비율

차입금 등 채무정리 27 42.9

신규 사업 자금 22 34.9

종업원 미지급 급여 지급 7 11.1

임대보증금 등 지급 3 4.8

각종 미납 세금 납부 3 4.8

기타 1 1.6

계 63 100.0

성과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빈도수 16 23 17 0 0 56

비율 28.6 41.1 30.4 0.0 0.0 100.0

표 4-10. 폐업보상금 사용처

단위: 개소, %

1.2.4.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평가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질의한 

결과 ‘매우 불만족’이 16개소(28.6%)였으며, ‘불만족’이 23개소(41.1%)였음.

보통이 17개소(30.4%)였으며, ‘만족’과 ‘매우 만족’을 선택한 업체는 없었음.

- 도축장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 매우 불만

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표 4-11.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 만족도

단위: 개소,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가 불만족한 이유로는 ‘구조조정이 거의 안돼

서’가 21개소(47.7%)로 가장 높았으며, ‘분담금 부담으로’가 9개소(20.5%)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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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이유 응답자 수 비율(%)

구조조정이 거의 안돼서 21 47.7

분담금의 부담으로 9 20.5

구조조정이 필요 없어서 6 13.6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2 4.5

기타 6 13.6

계 44 100.0

이유 응답자 수 비율

도축물량 증가 5 9.3

도축수수료 상승 3 5.6

회원업체 간 친목증진 5 9.3

분담금에 비해 도움되는 것이 없었음 41 75.9

계 54 100

음. ‘구조조정이 필요 없어서’는 6개소(13.6%)였으며, ‘경영 상태가 좋지 않

아서’는 2개소(4.5%)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지급률이 낮아서’와 ‘휴업 및 신규사업자의 도축허가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4-12.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불만족 이유

단위: 개소,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에 ‘분담금에 

비해 도움되는 것이 없었다’는 응답이 41개소(75.9%)로 높았음.

- 이 외에 ‘도축물량 증가’와 ‘회원업체 간 친목증진’이 각각 5개소(9.3%)

였음.

표 4-13.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경영에의 도움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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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빈도수 비율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면 연장 23 39.7

자부담을 하더라도 연장 2 3.4

정부 지원이 안된다면 중단 15 25.9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중단 18 31.0

계 58 100.0

연장의 필요 이유 빈도수 비율

도축장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을 위해 2 6.9

도축장의 경영여건 완화(비용 절감 등)를 위해 6 20.7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4 48.3

과다한 도축장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7 24.1

계 44 100.0

1.2.5.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지속 여부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2015년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

은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면 연장’이 23개소(39.7%),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중단’이 18개소(31.0%), ‘정부 지원이 안된다면 중단’이 15개소(25.9%)였음.

- ‘자부담을 하더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2개소(3.4%)였음.

표 4-14.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연장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규모화·조직화된 도축·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가 14개소(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과다한 도축장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가 7개

소(24.1%)였음.

표 4-15.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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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의 불필요 이유 빈도수 비율

사유재산으로 공공부문의 인위적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10 32.3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 17 54.8

도축장 경영자의 자율적인 의지 방해 1 3.2

도축장의 경영 여건 악화(시설비, 운영비 등 비용 증가) 1 3.2

도축장 이용자의 운송비 등 비용증가 0 0.0

기타 2 6.5

계 31 100.0

소 돼지

가격 수준 빈도 비율 가격 수준 빈도 비율

1,500원 미만 8 17.4 150원 미만 8 16.7

1,500원 이상〜3,000원 미만 5 10.9 150원 이상〜300원 미만 5 10.4

현재 수준 3,000원 유지 13 28.3 현재 수준 300원 유지 15 31.3

3,000원 이상〜4,500원 미만 0 0.0 300원 이상〜450원 미만 0 0.0

4,500원 이상〜5,000원 미만 0 0.0 450원 이상〜500원 미만 0 0.0

5,000원 이상 1 2.2 500원 이상 1 2.1

적립된 분담금 사용 19 41.3 적립된 분담금 사용 19 39.6

계 46 100 계 48 100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이 17개소(5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유재산으로 공공부문의 

인위적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아서’가 10개소(32.3%)였음.

표 4-16.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단위: 개소, %

○소와 돼지 모두 2015년 이후에는 적립된 분담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 19개소(41.3%), 돼지: 19개소(39.6%))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재 수준

인 소 3,000원과 돼지 300원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았음.

- 도축장에서는 분담금액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7.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기금 분담금액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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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활용 방안 빈도수 비율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이관하여 협회에서 활용 7 12.1

도축 관련 사업으로 활용 8 13.8

식육연구소 설립 1 1.7

기존 납입자에게 환불 40 69.0

기타 2 3.4

계 58 100.0

1.2.6.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기금의 활용 방안

○ 2015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중단 이후 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기존 납입자에게 환불’하자는 의견이 40개소(69.0%)로 가장 높았으며, ‘도

축 관련 사업으로 활용’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활용’이 각각 8개소

(13.8%)와 7개소(12.1%)로 나타남.

표 4-18.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기금 활용 방안

단위: 개소, %

1.2.7.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추진정책의 중요도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거점 및 통합

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사업의 중요도의 평균은 3.45로 높게 나타났음.

- 특이한 점은 중요도에 5점을 부여한 업체가 22개소인데 반해 1점을 부여

한 업체도 10개소로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방안으로 ‘위생기준 강화’는 평균이 3.58로 가장 높았

으며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음. ‘위생수준 정보 공개’도 3.53으로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HACCP 상시점검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3.20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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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정책 1 2 3 4 5 평균

■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발전하
도록 지원

10 4 14 5 22 3.45

■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 위생기준 강화 2 6 20 12 15 3.58

- HACCP 상시점검제 도입 5 5 26 12 7 3.20

- 위생수준 정보 공개 4 3 20 16 12 3.53

■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 추진

- 도축시설 재활용 8 9 15 10 14 3.20

- 조기폐업 인센티브 확대 6 8 11 10 20 3.52

- 구조조정 사업 지속 추진 15 6 16 3 15 3.24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조기폐업 인센티브 확대’가 높은 점

수인 3.52점을 받았으며, ‘구조조정 사업 지속 추진’과 ‘도축시설 재활용’은 

상대적을 낮은 점수인 3.24점과 3.20점을 받음.

표 4-19.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단위: 개소



64

선정 개수 도축장

1차
(2011년 12월)

5개소
도드람 LPC, 팜스토리한냉, 농협목우촌 김제공장,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2차
(2012년 6월)

3개소 롯데햄, 사조산업,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3차
(2012년 12월)

3개소
논산계롱축협식육유통센터,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영

남엘피씨

계 11개소

2.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평가

2.1. 거점·통합도축장에 대한 평가

2.1.1. 거점도축장 선정·육성

○정부는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경영체

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2013년 7월까지 총 3차에 걸쳐 11개 도축장이 거점도축장으로 선

정되었음. 2011년 12월 5개소, 2012년 6월 3개소, 2013년 3개소를 선정함.

- 거점도축장이 전체 도축물량 중 소는 38.8%, 돼지는 30.9%를 도축하고 

있으며, 일반 도축장에서는 소의 44.5%, 돼지의 52.7%를 도축하고 있음.

표 4-20. 거점도축장 선정 결과

자료: 농림부(2012. 12.).

○정부는 거점도축장 선정·지원을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패커) 육성 방

향과 부합되도록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형 패커로 발전하려는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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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도축장 시설사업 지원금리 인하

□ 거점도축장의 시설 보완 및 통합도축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 부담 경감

을 위해서 지원금리 인하 추진

❍ 도축장 특성상 막대한 시설자금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 후 경영정상화에 장기간

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금리 인하 필요

- 대상 사업: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대상자 중 거점도축장 및 통합도축장으로 선

정된 경우에만 지원금리 인하)

❍ 지원금리 인하(안)
- 정상가동에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 거치기간은 무이자

(현행) 5년 거치기간 3～4% → (개선) 5년 거치기간 0%

- 상환기간에는 2% 금리를 적용

(현행) 10년 상환기간 3～4% → (개선) 10년 상환기간 2%

단체의 도축장을 우선 선정하고, 별도의 대형 패커 육성자금 등 지원 방안 

마련할 계획임.

○하지만 선정된 거점도축장들이 대형 패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대형 

패커로 발전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미진한 상황임.

○그리고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될 경우 8개 정책사업(2011년 기준 3,047억 원)

에 대해 거점도축장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거점도축장에 단순 

운영자금 50억 원만이 무이자 융자 지원되고 있음.

○또한 거점도축장 시설 보완 및 통합도축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조

건이 부지를 제외한 건설 및 시설자금 소요금액의 70%를 5년 거치 10년 상

환, 연리 4%(생산자 단체: 3%)로 지원하는 기존의 지침을 아래 표와 같이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실행되고 있지 않음.

표 4-21. 거점도축장 시설사업 지원금리 인하 계획



66

<도축장 통폐합 수>

① 연간 도축실적이 35만 마리(소 1마리=돼지 10마리) 이상 도축장인 경우 2개소 이상

통폐합

② 연간 도축실적의 합이 70만 마리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통폐합

③ 위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4개소 이상 통폐합

<통합도축장 선정기준>

- 시설구조, 경영관리 분야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별도 통보

○거점도축장을 규모가 있는 도축장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지만 

내실있는 도축장의 경우 거점도축장 선정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높음.

○따라서 규모가 작더라도 내실있고 패커로 성장 가능한 업체에 대해 거점도

축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2.1.2. 통합도축장 육성

○정부는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거점도축장 외에 지역별로 

도축장이 필요한 장소에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 설치하는 도축장으로

서 통합경영체의 기준에 적합한 도축장을 통합도축장으로 정의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음.

표 4-22. 통합도축장 지원자격 및 요건

○그러나 통합도축장으로 지원된 사례가 없음. 이는 자격요건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 2012년 기준 소와 돼지의 도축실적이 35만 마리 수준은 77개 도축장 중 

기준 25위 수준으로 대규모 도축장 2개를 통폐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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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실적 합이 70만 마리일 경우는 23만 두 규모 3개 도축장이어야 하지

만 23만 마리는 업계 30위 수준임.

○따라서 통합도축장의 지원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통합도축장의 경우 새로 신설하는 도축장으로 정상가동까지는 적어도 5년

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낮은 금리지원이 필요함.

- 특히 신설도축장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000

〜1,5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는 없음.

- 도축장시설현대화 자금은 자부담 30%에 융자 70% 수준임.

○따라서 통합도축장에 대한 도축장시설현대화 자금의 융자 지원 시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5년의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에는 2%대의 낮은 금리의 적용이 필요함.

2.2.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평가

○정부는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① 도축장 위생기준을 선진국 수준으

로 강화, ② 도축장의 HACCP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제 도입, ③ 도축

장 HACCP 실시상황 평가기준 및 방식 개선, ④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 등

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⑤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었음.

2.2.1. 도축장 위생기준 강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 심부온도 기준을 10℃ 이하로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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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유통을 의무화하고, 도축규모별로 단계적 적용(2013년 대규모, 2014년 

중규모, 2015년 소규모)할 계획임.

○그러나 이러한 규모별 단계적 적용은 대규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 오히려 규모 있는 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위생기준 강화는 단계적 적용보다는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도록 해야 함.

2.2.2. 도축장 위생수준 정보공개 강화

○정부는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으로 도

축장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도축장 위생수준 및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특히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 등에 관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

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2.2.3.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 추진

○도축업 허가관리 사무 또한 현행 시·도지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원

장 위임)으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이 안 되고 있음.

○또한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와 같이 정부가 시

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

나친 시장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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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축산업의 구조조정 전망

○현재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77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두 차례의 

구제역 파동 이후 도축물량이 증가하고, 구조조정 결과 폐업 도축장이 강원

도, 경남,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됨에 따라 지역적인 경쟁구도에서 도축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최근 들어 도축수수료가 인상되

었음.

○따라서 최근 전국적으로 도축장의 경기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가공업자가 도축장을 인수하는 사례가 있음.

- 2012년에 진주의 (주)아시아CNI와 장수의 (주)복수 도축장을 육가공업

자가 경매·취득함.

○육가공업자의 도축장 인수현상은 자연스럽게 도축-가공-유통을 일괄하는 유

통업자, 즉, 소규모 패커 기능을 하는 선진국형 축산물 유통의 도래를 의미함.

○그러나 최근 도축장 경영상황이 호전된 것은 도축수수료 인상, 도축두수 증

가, 도축세 폐지, 경영다각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

적으로는 도축장의 대형화와 우수업체로의 집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결국 경

쟁력의 우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6

개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도축장별 도축두수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이루

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즉, 도축장별 도축물량 분포를 보면 대규모 도축

장으로 몰리고 있음.

- 특히 소는 상위 9개 도축장이 50%를 도축하고 돼지는 16개소가 50%를 

도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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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70% 80% 90% 100%

소 8 13 20 29 42 69

돼지 17 22 28 36 48 76

- 80%를 점유하는 업체수는 소는 30개소, 돼지는 39개소임.

표 4-23. 업체수별 도축물량 누적분포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음. 즉,

나머지 20%를 도축하는 40여개의 도축장은 도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이 중 소수의 경쟁력 있는 도축장은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단계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산자형 

패커(Packer)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으며, 부경양돈조합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경축공과 김해축공을 통합하여 현재의 김해축공 자

리에 대규모 도축장을 신축하려고 정부에 지원요청을 진행 중임.

○지금까지 가공공장(2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정부의 통

폐합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여 충남도 내 일원에 대규모 도축-가공시설 설

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기존의 4개 

공판장을 현대화하고, 목우촌 외에 권역별로 도축장 시설을 증설하여 국내 

도축물량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민간 분야에서는 하림에서 기존의 팜스코 이외에 3개의 도축장을 신설하여 

닭고기와 같이 적색육시장도 장악해간다는 계획임. 사조는 천안에 있는 도

축장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지역에 소 도축장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

으며, 김천의 롯데에서도 소 도축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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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외국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도축산업 현황과 시사점4

1.1. 미국의 도축산업 발전과정

○미국 도축산업의 역사는 1800년대 중반의 영국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시작됨.

가축을 산지에서 소비지인 도시로 몰고 가서 한꺼번에 도축하던 것이 도축

산업의 시작임.

○미국의 동부와 중서부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된 후에는 서부에서 비육된 

소들을 철도를 이용하여 시카고로 운송하여 도축·가공하게 되었고, 이때 생

겨난 소 집하장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The Chicago Union Stock Yards임.

- 소 집하장 주위에 육가공장들이 건설되었으며, 이때부터 대량 생산을 위

한 도축 및 육가공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음.

○당시 시카고에 개설한 Armour나 Swift 도축장에는 이미 conveyor system이 

4 본 절의 내용은 오클라호마주립대 정찬진 교수의 위탁 원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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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여 도살에서부터 부분육 생산까지의 전체 과정을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assembly line을 구축하였음. 또 육가공장 주변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가죽, 비료 및 비누 공장들이 건설되었음.

○ 19세기 후반부터는 냉장열차가 운행되어서 가공된 고기가 신선하게 소비지

까지 운송될 수 있었음. 철도망의 발달과 냉장 열차의 운행으로 시카고를 중

심으로 성장하던 도축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Missouri주의 

Kansas City, Iowa주의 Sioux City, Minnesota주의 St. Paul 등에 자리를 잡게 

되었음.

○시카고에서 시작하여 기타 지역으로 기업 확장을 이어온 이들 대규모 육가

공 회사들은 당시 “Big Five” 혹은 “Beef Trust”라 불리울 만큼 큰 독과점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격 담합은 물론이고 판매시장

을 이들 회사들끼리 임의로 분할 관리하기도 하였음. 미국 육가공업에서 최

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업 합병 및 독과점 경영 문제가 1890년대에 이미 

시작된 셈임.

○독과점 시장 문제 이외에도 식품 위생 및 노동환경 또한 문제가 되었음.

1898년에 치른 스페인과의 전쟁 중 세균에 감염된 고기를 군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축에서 육가공 전 과정의 정부의 검열·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

음. 그 결과 1906년에 Federal Meat Inspection Act(FMIA)를 제정하여 모든 

육류는 식품위생을 위하여 육가공 전 과정을 USDA에서 검열·감독 하도록 

하였음. FMIA에 의하면 수입 육류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육류와 같은 식품 

위생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음. 이후 1957년에는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PPIA)를 제정하여 USDA로 하여금 가금육 생산에 대한 검열 감독도 실

시하도록 하였으며, Food, Drug, and Cosmetic Act는 오늘날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를 탄생시켜서 FMIA와 PPIA에 해당되지 않는 기

타 육류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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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부의 몇몇 도시에 집중되었던 육가공장이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소 사육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 이와 같은 

변화는 도로망의 발달로 비교적 외딴 지역에 위치한 소 생산 지역까지 트럭

의 접근성이 편리해졌기 때문임. 따라서 소비지 근처에 대단위 육가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던 것이 오늘날처럼 산지 주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게 된 

것임.

1.2. 도축장 및 육가공장의 기업 합병을 통한 대형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육가공업자들의 독과점 시장 형성으로 인

한 문제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고,

양축 농가와 육가공업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회는 1921년에 

Packers and Stock Yards Act를 제정하고 USDA 산하에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PSA)를 설치하게 되는데 훗날 현재의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GIPSA)가 되었음.

○정부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한 노력과 양축농가와 육가공 업자 간의 계속

적인 분쟁에도 육가공업계의 기업집중과 대형화 추세는 1970년대 중반 이

후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림 5-1>은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CR4)을 소와 돼지의 도축량 기

준으로 보여 주고 있음. USDA/GIPSA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소고기 시장

의 경우 1972년에 CR4가 25%이었던 것이 1993년에 80%를 상회하더니 최

근 들어 80% 중반을 넘어서고 있음.

○돼지 시장에서도 1972년에 30%를 보이던 CR4는 1996년에 50%를 뛰어넘고 

최근에 60% 중반을 지나고 있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와 같은 높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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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육가공업자 도축가능량(두/일) 비율

1 Tyson Foods, Inc. 27,375 19.1

2 Cargill Meat Solutions 27,050 18.9

3 JBS USA 26,300 18.4

4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13,100 9.1

5 American Foods Group, LLC. 6,475 4.5

6 Nebraska Beef, Inc. 3,000 2.1

7 Greater Omaha Packing Co. 2,650 1.8

8 Four Star Beef Inc. 2,200 1.5

9 Caviness. 1,700 1.2

10 Farms Premium Beef, LLC. 1,600 1.1

집중 현상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계속해

서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육가공 업계의 기업 집중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

고 있음.

그림 5-1. 4개 대형 기업의 소·돼지 도축시장 점유율

자료: USDA(2013).

표 5-1. 소고기 가공업체와 도축 가능량

자료: <www.meatami.com/ht/a/GetDocumentAction/i/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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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에서 보듯이 소고기의 경우 상위 4개 육가공 기업은 Tyson, Cargill,

JBS, National 등으로 도축 처리 가능량 기준으로 19.1%, 18.9%, 18.4%, 그

리고 9.1%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 <그림 5-2>는 이들 4개 기업의 지역별 도축 및 가공시설의 분포를 보여 주

고 있는데 주요 소비지인 동부와 주요 소사육지역인 Iowa, Kansas, Texas,

Colorado 등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2. 4개 대형 기업의 소 도축장 분포

자료: Each firm webpage.

○ <그림 5-3>과 <표 5-2>는 상위 4개 돈육 가공기업의 도축처리 가능량과 지

역별 도축 및 가공시설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상위 4개 돈육 가공 기업은 

Smithfield, Tyson, JBS, Hormel 순이고, 도축 처리 가능량 기준 시장 점유율

은 각각 22.9%, 15.1%, 8.9%, 8.4%임. 지역별 분포는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지인 동부 지역과 산지인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알칸사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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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육가공업자 도축가능량(두/일) %

1 Smithfield Foods, Inc. 102,200 22.9

2 Tyson Foods, Inc. 67,600 15.1

3 JBS USA 39,500 8.9

4 Hormel Foods Corp. 37,600 8.4

5 Cargill Meat Solutions. 29,500 6.6

6 Premium Standard Farms. 17,100 3.8

7 Indiana Packers Corportation. 17,000 3.8

8 Seaboard Foods. 16,500 3.7

9 Triumph Foods. 16,000 3.6

10 Clemens Family Corporation. 10,000 2.2

표 5-2. 돈육 가공업체와 도축 가능량

자료: <www.meatami.com/ht/a/GetDocumentAction/i/67186>.

그림 5-3. 4개 대형 기업의 돼지 도축장 분포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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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는 소 도축량 (비육우 수소 및 미 경산우)을 기준으로 본 규모별 

연간 도축장 수를 보여주고 있음. 규모별로 연간 도축량을 5만 두 이상, 50

만 두 이상, 100만 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1976년에 5만 두 이

상 처리한 도축장이 145개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1993년 이후 최근까지 

20~4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50만 두 이상 처리하는 중규모의 도축

장은 연간 20여 개 미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간 100만 두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점차 증가하여 1996년 이후 전국적으로 14개 정도인 

것으로 기록되었음. 매년 소규모 도축장은 급격히 감소하고 대규모 시설이 

늘고 있는 것임.

그림 5-4. 연간 소 도축량에 따른 규모별 도축장 수

자료: USDA(2013).

○ <그림 5-5>는 이들 도축장들의 규모별 연평균 도축량을 보여주고 있음. 5만 

두 이상의 소규모 도축장의 경우 1975년에 총 약 2,200만 두를 도축하던 것

이 최근 들어서는 약 800만 두 정도로 도축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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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두 이상을 처리하는 중규모의 도축장의 경우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

대 중반까지 도축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연 500만 두 정도를 유

지하고 있음. 도축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그룹은 대규모 도축장(연 100만 

두 이상)들로서 연간 1,800만 두 이상을 도축하고 있음. 이들 대규모 14개의 

도축장은 전체 비육우 숫소 및 미 경산우 도축량의 60~70%를 처리하고, 단

위 도축장당 연평균 약 130만 두를 도축하고 있음.

그림 5-5. 규모별 연평균 소 도축량

단위: 백만 두

자료: USDA(2013).

○소와 마찬가지로 돼지 도축장의 경우도 점차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6>은 돼지 도축량을 기준으로 한 규모별 연간 도축장 수를 보여주

고 있음. USDA/GIPSA의 연도별 보고서에 2002년까지는 5만 두 이상에서 

100만 두 미만과, 100만 두 이상의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2003년

부터는 1만 두 이상에서 100만 두 미만, 100만 두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1925년부터 2002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연 도축량 100만 두 미만의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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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100만 두 이상의 대규모 도축장은 1975년에 

약 1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 40개로 늘어나더니 최근 들어서는 

20~3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2003년부터 보고된 1만 두 이상에서 100만 

두 미만 그룹의 소규모 도축장 수 또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6. 돼지 도축장의 규모별 연간 도축장 수

자료: USDA(2013).

○ <그림 5-7>은 돼지 도축장들의 규모별 연평균 도축량을 보여주고 있음. 소

규모 도축장에서 처리된 돼지는 1975년에 연간 약 5,000만 두이던 것이 최

근 들어 약 1,000만 두 정도로 감소하는 한편 대규모 도축장의 처리량은 

1975년에 2,000만 두 미만이던 것이 최근에는 1억 두 이상으로 늘어났음. 소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돼지 도축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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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돼지 도축장들의 규모별 연평균 도축량

자료: USDA(2013).

○육가공 업계의 기업 합병으로 인한 기업 집중 현상은 육류 판매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시장에서도 가공업자들의 가축 

구매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기업 집중도가 높아지면 산

지에서 소나 돼지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수가 줄어들어 가축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소수의 구매자들이 각종 구매계약들을 통하여 

일정량의 산지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나면 현금 시장에서 소극적인 구매행

위를 함으로써 산지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돼지의 경우 1993년

에, 22개의 대규모 육가공회사들은 약 87%의 총 돼지 구매를 현금 시장에서 

구매하고 13%만을 각종 계약 생산에 의존하였음(Hayenga et al 1996). 그러

나 1999, 2000, 2001년에 각각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3년 동안 현금 시장 

구매율은 가각 35.8%, 25.7%, 17.3%로 감소한 반면 계약 생산은 64.2%,

74.3%, 82.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War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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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 마찬가지로 소 구매 시장에서도 계약 생산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

음. 2008년에 약 50%이던 계약 생산 (Formula, Forward Contract, 육가공업

자 자체 소유 Feedlot 생산)이 2012년에는 65%를 넘어서고 있음.

그림 5-8. 소시장에서의 구매 형태

자료: USDA(2013).

○대규모 육가공업자들의 판매 시장과 구매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로, 생산

자단체와 육가공 회사들 간에 법정 분쟁 등이 빈번하지만, 많은 경우에 독과

점 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 등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우가 많아 왔음. 따

라서, USDA/GIPSA와 미 법무부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육가공 회사들의 기

업 집중 현상을 막아 달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기업 집중으로부

터 얻어지는 생산비 절감 효과와 독과점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 등이 분

명하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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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 도축장 구조조정의 시사점

1.3.1. 미국식 Packer시스템의 장점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도축장 시스템 대신 육가공

업자 즉, 패커(packer)시스템을 갖고 있음. 패커는 생산자, 수집상, 도축장,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육류 유통 단계에서 수집상,

도축장, 도매상의 3단계를 한꺼번에 담당하여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장

점을 갖고 있음. 유통단계가 줄었으니 생산비가 줄어서 가격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비 절감분을 

돌려줄 수도 있음.

○패커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본집약과 규모화

가 가능하여 기술 및 위생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가 단순화되

어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의 이력추적이 훨씬 용이함. 최근 미국의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서 보듯이 이력추적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점

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품을 매개로한 질병발생 시 적절한 이력추적

시스템은 사회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패커시스템은 축산물 브랜딩을 강화시킬 수 있음. 패커가 가축

구매, 도축, 도매기능을 일원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장을 소유하여 가축

을 직접 사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육계의 경우에서 보듯이 패커 나름대

로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약속한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

게 됨.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브랜드처럼 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가 

아니라 생산과 도축, 가공까지를 포함한 브랜딩으로서 브랜드를 통한 판매

까지 이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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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미국식 Packer시스템의 단점

○그러나 패커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살펴보아야 함.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패커들의 독과점 행위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패커들의 기업합병 

등으로 축산물 판매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축 구매 시장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임. 다시 말하면 대형 패커들의 등장으로 산지 가축가

격은 떨어지고 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였음.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함. USDA

가 GIPSA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 패커들의 독과점 행위를 감시하고 가격의

무보고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관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가격의무보고제를 통해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지역 단위, 전국 단

위의 자료를 집계하여 Market News를 통해 발간하는 것도 적은 비용이 아

님.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 이외에도 육가공업자와 가축중간상이 의무적으로 

매일 두 차례씩 제출해야하는 거래자료 대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형태

로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을 것임. 대형화된 패커 때문에 지불

하는 비용임.

○패커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육계 산업에서 보듯이 축산 농가를 계약생

산자로 전락시키는 것임. 미국의 경우, 돼지는 2001년에 이미 83% 이상이 

계약농이고 소의 경우 2012년 현재 65% 이상이 계약농으로 나타났음.

○계약농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패커들의 

독과점행위와 계약농과의 불공정 거래 등이 점차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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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미국 Packer시스템의 시사점

○이상에서 열거한 미국 패커시스템의 장단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대형 패커 육성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큼.

○자본을 투자하여 도축장을 대형화하고 설비를 선진화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을 생산하며,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나라 축산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인 듯함.

○다만 미국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대형 도축장과 패커의 등장이 독과점과 불

공정 거래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하여 미리부터 안전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 바른 길임.

-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피해는 그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생산자 협동조합

이 운영하는 도축장이나 패커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이 같은 모델은 시

장질서유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최근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단위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이들 도축장과 패커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

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정부의 지원금에만 의

존하는 기업이 아닌 자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처음

부터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단기 전략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고, 단계적

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이들과 지속적으로 경쟁구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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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돼지두수 생산량 돼지두수 생산량

EU-27 151.2 22,898 148.6 22,646

독일 26.9 5,564 27.4 5,500

스페인 25.7 3,460 25.7 3,610

프랑스 14.3 2,235 14.0 2,186

폴란드 14.8 1,830 13.1 1,700

덴마크 12.3 1,718 12.4 1,635

이탈리아 9.3 1,570 9.4 1,504

중국 467.7 50,531 473.3 22,646

미국 64.9 10,323 66.4 51,400

브라질 39.6 3,398 39.4 10,540

러시아 20.2 2,406 20.5 3,466

캐나다 12.7 1,954 12.8 2,622

필리핀 12.9 1,548 12.6 1,970

일본 9.8 1,267 9.7 1,215

한국 9.9 837 8.2 1,275

전체 821.2 98,464 824.0 99,868

2. 덴마크의 도축산업 현황과 시사점

2.1. 덴마크의 도축산업 현황

2.1.1. 덴마크의 양돈산업 현황

○덴마크는 세계 11위의 양돈국가로 2012년 돼지사육두수는 1,240만 두였으

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164만 톤이었음.

- 세계 1위의 양돈국가는 중국으로 2012년 4억 7,330만 두를 사육하고 있

으며, 생산량은 2,265만 톤을 생산하고 있음.

표 5-4.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 현황

단위: 백만 두, 천 톤

자료: Danish Agriculture & Food Council(2013).



86

구 분 1992 2002 2012

농가수 112,397 50,534 39,930

돼지사육농가수 57,153 11,747 4,181

일반사육농가 21,722 5,165 1,617

비육농 16,854 4,873 1,790

번식농 18,577 1,238 445

○ 2012년 덴마크의 전체 농가수는 39,930호로 이 중 양돈사육농가수는 10.5%

인 4,181호이며, 이 중 1,617호가 모돈과 비육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농가이

며, 비육돈만 보유한 농가는 1,790호, 모돈만 보유한 농가는 445호임.

○ 1992년 전체 농가수의 112,397호의 50.8%가 돼지를 사육했으나 이후 돼지

사육농가는 일반농가보다 빠르게 감소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부업으로 양돈을 하던 농가가 빠르게 전업화되

고 있기 때문임.

표 5-5. 덴마크의 양돈농가 현황

단위: 천 두, %

자료: Danish Agriculture & Food Council(2013).

○덴마크의 돼지사육두수는 2000년을 전후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

와서 1,600만 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92년 1,665만 두 수준이던 것이, 2002년 2,062만 두까지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1,679만 두로 감소하였음.

○덴마크의 양돈산업은 규모화와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두 이하의 사육규모는 1992년에 31.8%이던 것

이 2012년에는 2.2%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00두 이상의 사육두수는 

1992년 10.0%이던 것이 2012년에는 75.5%로 크게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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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
1992 2002 2012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1,000두 이하 5,299 31.8 1,948 9.4 361 2.2

1,001〜3,000두 7,176 43.1 5,968 28.9 1,630 9.7

3,001〜5,000두 2,514 15.1 5,084 24.7 2,122 12.6

5,001두 이상 1,660 10.0 7,623 37.0 12,681 75.5

계 16,649 20,623 16,794

사육규모
1992 2002 2012

농가 비중 농가 비중 농가 비중

1,000두 이하 26,097 83.3 7,810 58.3 1,115 30.2

1,001〜3,000두 4,309 13.8 3,300 24.6 848 23.0

3,001〜5,000두 682 2.2 1,325 9.9 547 14.8

5,001두 이상 243 0.8 963 7.2 1,181 32.0

계 31,331 13,398 3,691

표 5-6. 생산규모별 사육두수

단위: 천 두, %

자료: Danish Agriculture & Food Council(2013).

○덴마크의 생산규모별 양돈농가수를 살펴보면 1992년 1,000두 이하의 농가

수는 26,097호(83.3%)에서 2012년 1,115호(30.2%)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00두 이상 사육농가수는 1992년 243호(0.8%)에서 1,181호(32.0%)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5-7. 생산규모별 양돈농가수

단위: 호, %

자료: Danish Agriculture & Food Counci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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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2 2002 2011 2012

EU 국가

독일 227,632 345,752 698,325 579,320

영국 234,380 306,616 279,107 241,034

폴란드 2,733 26,076 212,369 210,552

이탈리아 96,090 144,086 121,722 108,556

스웨덴 21,790 59,898 49,458 50,072

기타 EU 국가 191,078 167,251 138,580 129,649

EU 합계 773,703 1,049,679 1,499,561 1,337,183

중국·홍콩 3,263 56,197 213,545 209,612

일본 166,048 243,419 135,989 125,031

러시아 4,010 105,178 117,576 103,846

미국 66,913 53,890 37,614 36,763

기타 국가 53,344 88,806 135,368 117,378

전 체 1,067,281 1,597,169 2,139,654 1,929,813

○덴마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돼지고기 수출국임. 2012년 덴마크의 돼

지고기 수출량은 193만 톤으로 미국 244만 톤에 이어 2위임.

- 2012년 주요 수출대상국은 EU 내 국가로 134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다음이 중국·홍콩 21만 톤, 일본 12.5만 톤임. 우리나라에는 3,581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했음.

표 5-8. 덴마크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2.1.2. 덴마크의 도축산업 현황

○덴마크는 2012년 1,990만 두의 돼지를 도축하였으며, 이는 2008년의 2,220

만 두, 2009년 2,060만 두, 2010년 2,110만 두, 2011년 2,140만 두에 비해 다

소 감소하였음.

- 이러한 돼지도축두수의 감소는 2012년 곡물가격 상승과 유럽의 동물복

지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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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협동조합 50 18 5 3 2 2 2

민간도축업체 4 2 1 0 0 0 0

계 54 20 6 2 2 2 2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축두수 22.2 20.6 21.1 21.4 19.9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계 69 46 40 32 27 13

표 5-9. 덴마크 돼지도축 현황

단위: 백만 두

자료: Danish Agriculture & Food Council(2013).

○덴마크에는 현재 대니쉬크라운(Danish Crown)과 티칸(Tican) 2개의 협동조

합이 도축장들을 운영하고 있음.

- 민간도축업체는 1990년대 이후 대니쉬크라운에 모두 인수합병됨.

표 5-10. 덴마크 도축업체

단위: 개

자료: Danish Agriculture & Food Council(2013).

○덴마크는 1970년대 69개의 도축장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통폐합을 통해 현

재 13개의 도축장으로 구조조정됨.

표 5-11. 덴마크 도축장 수

단위: 개

자료: <www.danishcr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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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니쉬크라운

가. 사업 조직

○대니쉬크라운은 약 9,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1년에 약 

2,180두의 돼지와 60만 두의 소를 도축하여 공급하고 있음.

○모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10,500명이며, 대니쉬크라운 그룹 전체의 고용인원

은 23,500명임.

그림 5-9. 대니쉬크라운의 조직도

자료: <www.danishcrown.com>.

○대니쉬크라운은 상위에 그룹이사회(Executive Board)가 있으며, 그 밑에 신

선육, 가공식품, 무역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

- 신선육 부문에는 DC PORK, DAT-SCHAUB, DCBEEF가 있으며, DC

PORK 밑에 DC PORK DANMARK, FRILAND, KLS UGGLARPS,

SCAN-HIDE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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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활 동 지분율

Tulip Food Company 130여 개국의 수출시장에 가공품 생산 및 수출 100%

ESS-FOOD 육류 및 육가공품의 국제무역 담당 100%

Tulip Ltd. 영국시장을 대상으로 도축, 가공, 판매 100%

Plumrose USA 미국에 베이컨, 햄, 기타제품 수입, 생산, 판매 100%

Dat-Schaub 세계시장을 상대로 포장제, 요리법 생산 판매 90%

Scan-Hide 가죽가공 및 세계 가죽제품 공장에 가죽 공급 75.6%

Sokolow 소, 돼지 도축, 육류 및 육가공품 생산 50%

- 가공식품 부문에는 TULIP LTD.(UK), TULIP FOOD COMPANY,

SOKOLOW, PLUMRSE USA가 있음.

- 무역 부문은 ESS-FOOD가 담당함.

나. 기업구조

○대니쉬크라운은 2개의 모기업(DC Pork, DC Beef)과 7개의 자회사로 이루어

져 있음.

○두 개의 모기업은 15개의 돼지도축장 및 가공장과 7개의 소도축장 및 가공

장, 2개 소매업체, 2개의 식품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자회사로는 Tulip Food Company, ESS-FEED, Tulip Ltd, Plumrose USA,

Dat-Schaub, Scan-Hide, Sokolow를 소유하고 있음.

표 5-12. 대니쉬크라운의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 두

자료: <www.danishcr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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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덴마크 도축산업의 특징5

2.2.1. 도축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

○덴마크 축산농가는 1970년대부터 도축·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조

직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수출대상국들이 자국의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여 돼지고기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자 베이컨 등 가공육의 수

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 개별농업인의 힘으로는 육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협동조

합을 조직하여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을 운영함.

○돼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축장을 거쳐야 하는데, 협동조합이 출

하거점인 도축장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사업참여가 확대됨.

- 도축장을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계약한 출하물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었으며, 도축을 통해 조합원 출하 돼지에 대한 품질평가 및 지도체제

를 구축할 수 있었음.

○또한 조합이 운영하는 도축장은 출하조절이 가능했으며, 가공과 유통까지 

계열화하여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었음.

- 도축장과 가공장의 돼지고기에 대한 품질과 유통정보가 양돈농가에게 

바로 전달됨으로써 양돈농가들이 고품질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체계

가 구축됨.

5 본절의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CEO Focus 제117호 “덴마크 대니쉬크라운 협동조합의 

성공요인”을 수정·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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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산·도축·가공·판매사업의 계열화

○대니쉬크라운 협동조합은 단순 수집·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가공·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수직적으로 계열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

여 경쟁력을 확보함.

- 덴마크의 양돈 부문 협동조합은 수직계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

규모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2년에 2개의 협동조합으로 합

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협동조합은 지역 단위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돼지를 구

매하여 도축하며, 가공사업 부문은 자회사 형태로 계열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협동조합에서 도축된 돼지의 약 50%는 냉장육이나 소포장육으로 국내 

및 수출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자회사를 통해 가공·판

매되고 있음.

2.2.3.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가. 철저한 품질·위생기준 마련 및 준수

○덴마크의 양돈협동조합은 정부와 협력하에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 기준을 정

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부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도축·가공단계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적용으로 위생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음.

- 덴마크 정부는 HACCP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적용에 대한 강

제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과 양돈업체는 양돈산업의 생존

과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농가 단위 사육에서도 사료이용, 항생제 사용, 수의검역, 예방접종 등에 대

한 HACCP 사항을 정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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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에서 품질기준, 위생기준을 정하고 양돈협동조합

은 이를 준수함.

- 품질기준, 위생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해 양돈협동조합의 경영자는 모

두 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의 품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품질위원회는 돼지 육종에서 검역, 생산개발에 이르기까지 생산, 가공,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함.

○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의 지원하에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 단위 품질보증체계(On-Farm Quality Scheme)를 갖추고 있음.

- 품질보증체계는 추적, 수송, 사양, 항생제 사용, 환경조건, 식품안전성 등

을 고려함.

○정부는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양돈농가와 도축장·가공

공장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양

돈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효율적인 질병관리

○돼지 사육농가는 최소 1년에 한번 검역을 받고 있으며, 수의사와의 계약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가축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모든 도축장은 검역관, 수의사인 감독관을 항시적으로 배치하여 도축돼지에 

대한 질병 검역, 도축장 위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덴마크의 양돈 부문 협동조합은 돼지 질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시 추적 선별하기 위해 가축질병이력추적제를 도입하였음.

- 돼지의 생산에서 도축까지의 과정을 추정하기 위해 돼지의 귀에 생산농

가의 번호가 적힌 이표(tag)를 붙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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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가 간 품질차이를 고려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양돈협동조합의 돼지가격 결정은 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의 가격위원회

(Quotation Committee)에서 제시한 기준가격(base price)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협동조합의 도축장은 가격위원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에 중량과 지육률에 따

른 농가 간 품질차이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함.

- 기준가격에 고품질에 의한 프리미엄(premium)을 더하거나 저품질에 대

한 디스카운트(discount)를 부과하여 농가에 지급함.

○농업인들은 도축장으로부터 도축등급, 중량, 지육률,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돌려받아(feedback) 고품질 돼지생산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2.2.4. 조합원의 성실한 계약 및 의무 이행

○덴마크의 협동조합 정관에 무조건적인 조합이용을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

로 규정하여 출하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출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함.

- 조합원의 의무이행으로 협동조합은 판매·가공사업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계획출하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음.

○조합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품종선택, 위생기

준 준수, 항생제 상용 억제 등에서 조합과 약속한 사양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돼지의 출하 시에도 물량, 중량, 출하시기 등에 대한 출하계약을 성실히 이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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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덴마크의 도축산업의 시사점

2.3.1. 규모화와 수직적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덴마크의 양돈협동조합은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조합을 전국 단

위의 조합으로 합병해 왔음.

- 1970년에 50개에 이르던 지역조합을 현재 2개로 합병하였으며, 이 중 대

니쉬크라운이 덴마크의 양돈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특히 양돈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도축장을 운영함으로써 생산자 협동조합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음.

- 대니쉬크라운은 69개에 이르는 도축장을 13개로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성

을 높였으며, 덴마크 전체 돼지의 약 90%를 도축하고 있음.

2.3.2. 수직계열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대니쉬크라운은 자회사인 가공장과 판매회사를 운영하여 생산·가공·판매를 

계열화함으로써 돼지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함.

○또한 국가별·시장별로 판매조직을 두어 고객의 요구와 시장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시장의 요구에 부

응하는 돼지고기와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2.3.3.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대니쉬크라운은 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에서 정한 품질기준, 위생기준 등

을 근간으로 하여 생산·가공·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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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도축·가공단계 모두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음.

○가축질병은 양돈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양돈협동조합은 

사육농가와 도축장에 대한 검역 의무화, 가축질병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돼

지질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농가 단위 품질보증체계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합원이 품종, 위생기준, 항생제 사용 억제 등 사양기준을 준수하고,

중량, 출하시기 등에 대한 출하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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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 도축장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도축장 구조조정은 단순히 도축장의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며, 도축

산업에서 업체들의 진입과 탈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

체를 중심으로 도축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도축산업 현황과 그동안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평가를 종합하여 도축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함. 도축산업의 구조조정은 첫째,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

비자 보호를 위해 계열화업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을 육성해야 함. 셋째,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도축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1.1.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도축장은 일반 사기업으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은 결과적으로 폐업이나 

신규설치 시 정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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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1.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2.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보호

3. 축산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도축산업 육성

추 진

전 략

1.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개선을 통해 한계 도축장의 폐업

유도

2. 패커 육성을 위한 계열업체의 도축장 지원 강화

3. 대형 패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지 도매시설 설치 및

지원

4.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에 대한 재고

5. 산지에 고효율, 저비용, 위생적 신규 도축장 건설

6. 위생 점검 강화 및 위생 평가결과 공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도 도축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으로 정부에

서는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음.

○앞의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업계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구

조조정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의한 자연적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인 측

면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한정해야 함. 특히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향후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그림 6-1. 도축장 구조조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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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보호

○생산자 조합이 중심이 되는 패커가 운영하는 도축장을 통해 ① 패커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품질관리, 유통단계 축소, 경영효율

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② 농가는 생산한 가축을 계약을 통

해 직접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③ 소비자

들은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음.

○패커가 도축과 가공, 유통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가공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계열업체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윤추구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임.

- 이를 통해 계열사는 모든 단계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

대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음.

- 또한 생산 축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위생관리 수준도 제고됨.

○미국의 도축산업은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통해 소수의 대형패커로 성

장했으며, 대형패커들은 상당한 이윤추구가 가능했음. 이러한 이윤추구는 

추가적인 투자로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도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그러나 소수의 대형패커는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도축업계의 독과

점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은 대형패커로 성장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였지

만 생산자단체 중심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도축업계의 독과점 문제가 상

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축산업은 덴마크의 협동조합 중심

의 계열화 업체인 대니쉬크라운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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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은 가격상승기에는 스스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지만, 가격하락기에

는 계통출하를 원하거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

서 계약거래를 통해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는 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즉, 생산자 조합을 통한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을 보장받을 수 있음.

○대형 패커가 육성된다면 나라 전체에 육류 Brand가 3〜5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물론 지역적인 Local Brand가 틈새시장에 존재할 수가 있지만,

유통량의 70〜80%를 대형 패커가 취급한다면 축산물의 유통이 ‘생산자–패

커–소매업자–소비자’로 단순화되어 유통비용 문제, 안전위생 문제, 원산지 

문제, 품질을 속이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음. 또한 안전 

문제 발생 시에 Traceability나 Recall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음.

○농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은 대형할인매장으로 움직이고 있음.

이러한 시장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나 소비자나 시장지배력을 

높여야 하며, 그 방안이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생산자 중심의 협동

조합형 패커임.

1.3. 축산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도축산업 육성

○축산업은 더 이상 국내 산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한·미 FTA

와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중 FTA 등 우리나라 축산업시장은 세계시장에 완전히 노출될 것임.

○따라서 국내소비자에게 국내산에 대한 충성도를 이용한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도축산업

도 축산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 위생수준, 품질 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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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장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2.1.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개선을 통해 한계 도축장의 폐업 유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업에 따

른 구조조정 자금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음.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한계기업이 

분담금도 얼마 내지 않고 6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폐업을 하였음.

- 폐업한 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지가 먼 강원도 지역 4개소와 재개발지역

(수원, 원주), 가축사육두수가 감소한 파주 등임.

- 그리고 조기에 구조조정을 하도록 2011년 말에서 2012년에는 150%를 

지급하여도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액만큼 도축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한계기업이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임.

- 반면에 대규모 도축장은 연간 수억 원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을 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한 경영 상태가 악화된 폐업 대상 도축장에게 7~8억 원은 폐업과정에

서 큰 도움이 안됨.

○결국은 현재의 지원금액 수준으로는 지원금을 받고 폐업하기보다는 최대한 

버티다가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임. 따라서 구조조정 지원제도가 있는

데도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경매를 통하여 제3자가 매입하여 다시 도축업을 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조기에 10〜15개 

업체를 폐업시키는 것이 필요함. 앞의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급률을 

300%로 올릴 경우 7개 도축장이 폐업한다는 의향을 보였으며, 설문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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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징수액 2013년 하 2014년 2015년 계

도축

두수

소
2013년 6월

530 900 860 2,290

돼지 8,100 15,400 15,000 38,500

징수액 157 31.6 57.7 55.8 302.1

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3년 내에 폐업의향이 있는 업체는 10〜15개 

수준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구조조정 자금 지원금을 300% 수준으로 높여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도축장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조조정 자금 지원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부담 비율은 예산규

정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함.

- 분담금의 납부는 2015년까지로 하며, 구조조정 자금의 지원은 자금이 소

진할 때까지 지속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 2015년까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분담금이 거두어질 경우 추가 부담금

을 전액 구조조정 자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2015년까지 거출될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예상액은 302.1억 원 수준임.

- 구조조정 지원액을 개소당 7억 원을 기준으로 300% 수준으로 지원할 경

우 총 21억 원이 소요되며, 증가하는 부분을 모두 구조조정 자금에서 지

급할 경우 17.5억 원을 구조조정자금에서, 3.5억 원을 정부지원으로 한다

면, 만일 10개의 도축장이 구조조정될 경우 총 175억 원이 소요됨.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임도축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는 개별업체의 경영

개선에만 기여할 뿐 경쟁력 있는 축산물유통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함.

표 6-1. 도축마릿수 및 분담금 거출 예상금액

단위: 천 두, 억 원

주: 징수액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의 납부율 78.8% 적용.

자료: 농업전망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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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커 육성을 위한 계열업체 도축장 지원 강화

○정부의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

통합경영체(패커)의 육성으로 이는 바로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축장을 

의미함.

- 이러한 계열업체 중심의 도축장은 임도축 중심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도축장 지원사업을 패커 육성을 위한 사업

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의 거점도축장 선정기준은 위생수준, 시설규모, 경영능력으로 나누어져 

있음. 그러나 가공·유통 기능의 보유 여부는 선정기준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

공·유통 기능이 없는 도축장이 선정될 경우 패커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생산·가공·유통을 모두 갖춘 계열 도축장 중심으로 거점도축장 및 

통합도축장을 선정하여 육성해야 함.

- 거점도축장과 통합도축장 선정 시 계열화 정도(생산자와 유통 부문 보

유)를 선정기준에서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패커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

축장을 선정해야 함.

○또한 거점도축장의 선정과 지원 시 패커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는 도축장은 거점도축장에서 탈락시키는 등 강력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지역의 규모가 작은 도축장이라고 해도 경쟁력이 있고 계열화가 잘 되어 있

다면 거점도축장 이외에 (가칭)강소도축장으로 선정하여 장차 규모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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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강소도축장은 지역의 중소규모 도축장으로 지원은 거점도축장의 기준에 

준해야 함.

○최근 소와 돼지의 경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농가들이 계약거래 의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약거래를 높여야 함.

2.3. 대형 패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지 도매시설 설치 및 지원

○현재의 도축업자나 육가공업자가 패커로 성장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

임. 대략적으로 전국에 유통업체가 1만 1,800개가 넘으며, 마장축산물 시장

에만 약 1,927개 업체가 있음(축산물품질평가원 2012). 특히 육가공업체들

이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 즉, 패커 육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소매시장의 확보임.

○따라서 소비지에 통합도매센터를 만들어 패커들을 입주시킴으로써 패커가 소

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어야 함.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2〜3,000평을 할애하여 판매시설을 만들고 패커에게 

임대해 주면 패커의 축산물유통시장의 진입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대형할인매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육점 등 소매점들이 거점도축장을 

이용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거점도축장이 패커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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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에 대한 재고

○현재 도축장에 있는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통합

경영체(패커) 육성과 완전히 배치된 개념임.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지육유

통을 전제로 한 공판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경매기능은 가격발견과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으나 지육경매

체제로 지육유통을 고착화시키며, 임도축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

○거점도축장 선정기준도 주로 위생수준과 시설규모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 농협의 공판장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으나, 가공·유통 기능이 없는 도축장

이 선정될 경우 패커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공판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축장은 경매받은 지

육을 반드시 도축장 내 가공장을 이용하여 반출하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

는 공판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의 공판장들이 

대형 패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즉, 현재 농협의 계통출하를 완전

계약출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협이 대형 패커로 발전하도록 해야 함.

- 농협 공판장이 패커로 성장한다면 현재 농협 공판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

발견과 안정적인 출하처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음.

2.5. 산지에 고효율, 저비용, 위생적 신규 도축장 건설

○ 2015년 이후 도축장의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20년 이상 

된 도축장에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하기 보다는 적정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경쟁력 있는 신규 도축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업의 선진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도드람 LP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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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운영개선을 통해 연간 약 80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도축장의 생산성이 매우 낮을 것이란 것을 반

증하고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는 신규도축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통합도축장은 신규 도축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

- 적정 시설규모를 위해 충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허가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가공장 등)을 반드시 갖추는 등의 강제사항이 필요함.

- 또한 현재의 통합도축장 자격요건을 대폭 낮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규 도축장(통합도축장)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시설이 정

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저금리 융

자 지원이 필요함.

○지금과 같이 임도축업, 지육유통체제, 마장동과 같은 시장의 도소매유통 사

업자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도축장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대

단히 어려우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1,000〜1,500억 원

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축장이 탄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최근 몇몇 신규도축장의 허가가 추진 중에 있으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으

로 인해 신규허가가 지연되고 있음.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기존의 경영이 

어려운 업체의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신규업

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함.

- 대신 신규진입업체의 경우 규모, 시설, 위생수준 등 선진도축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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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생 점검 강화 및 위생 평가 결과 공개

○도축장의 가동률과 위생수준이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도축으로 인한 

도축물량의 주인이 도축장이 아닌 외부 유통업자의 물량이기 때문임. 이로 

인해 도축업자는 생산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낮아 결국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음.

○현재의 위생 점검체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

로 시설이 양호한 대형 도축장이 경영상 손해를 보게 하는 구조임. 따라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이나 이를 이용하는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특히 강화된 위생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동시

에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위생수준이 양호한 업체가 상대적

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함.

○따라서 위생수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

며, 위생의 관리·감독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함. 그리고 위생 점검 평가 결과

도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도축장과 유통업자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견인해야 함.

3.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개선 방안

3.1.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개정(연장) 논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7.4%였으며, ‘필요없다’는 의견은 31.1%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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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을 2015년 이후로 연장해야 할지에 대한 설문

에서 정부 지원이 계속될 경우 연장하자는 의견은 39.7%였으며, 정부의 

지원에 관계없이 중단하자는 의견은 31.0%였음.

- 이와 같이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연장문제는 도축장 경영자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최초 발의되게 된 것은 도축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자구

적인 노력에 의한 의원입법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에 정부의 지원 노력이 더

해진 것임.

○따라서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개정을 통한 연장은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장

기적인 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주체이며 이해 당사자인 도축장경영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함.

3.2.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의 거출 및 사용 계획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축장경영자들은 현재의 거출금액인 

소 3,000원과 돼지 300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

며, 가능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2015년까지 거친 분담금을 이용하여 구조

조정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보조금의 용도 외에 사용

을 금지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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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

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은 우선적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① 폐

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②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

음( 도축장구조조정법 제7조(조정자금의 용도)).

3.3. 도축장구조조정법 을 위한 제언

○도축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자율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종 제도로 인해 구조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함.

○ 도축장구조조정법 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한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5년까지는 현재의 거출금액을 계속하여 걷고, 이후는 분담금 거

출을 중지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 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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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지급금 수준인 90%를 300% 수준으로 

높여서 한계업체들의 사업참여를 높임으로써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업체가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미 납부된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도축장의 폐업 지원금으로 활용하

며, 이외에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과 관

련된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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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거점도축장 선정기준

(일반원칙) 거점도축장 신청자격 제한조건 설정

❍ 구조조정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분담금 미납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범죄행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

정거래관련법 위반업체

(개별기준) 3개 각 분야별 과락제를 적용, 3개 분야의 전체 점수가 일정 점

수 이상인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

❍ (서류심사) 일반원칙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대상 해당 여부, 경영관리 분야 

과락 해당 여부를 심사, 현지실사 대상 선정

- 신청자격 제한대상 또는 경영관리 과락인 경우 선정 제외

❍ (현지실사)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위생수준 및 시설구조 분야를 평가, 점

수화하여 과락 해당 여부와 전체 점수 산정

※ 5명이 평가, 최고와 최저 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3명 점수의 평균값 적용

❍ 거점도축장 선정 시 과락 점수 및 총점 적용

- (과락제) 위생수준 분야 15점 미만(총 30점), 시설구조 분야 15점 미만(총 

30점), 경영관리 분야 24점 미만(총 40점)

- (총점) 가점을 포함한 전체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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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세부 항목)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로 구

성하고, 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계량화

❍ 개별기준 세부 항목 표

구    분
거점도축장 선정 개별기준

세부 항목 배점

위생수준

(30)

○도축장 공정관리

○도축장 위생관리

○도축장 미생물 검출 수준

8

15

7

소    계 30

시설구조

(30)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도축시설 배치구조

○부분육 공정관리

○설비투자효율

10

5

10

5

소    계 30

경영관리

(40)

○실질자본금 규모

○전문인력 보유

○손익 실적(총자산순이익률)

○도축 실적

○도축장 내 식육처리실적

○계약농가 출하실적

○판매 능력

10

5

5

7

7

3

3

소    계 40

계 100

가점

(15)

○동물복지 및 선진 위생시설

○각종 조세 납부실적

○도축장 통합 및 사업계획서

5

3

7

소    계 15

총    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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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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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

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도

축장들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익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축장 명

응답자(성명) 직책

전화번호

부록 2

도축장 설문조사표

No.

▣ 연락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Tel: 02-3299-4132) 지인배 부연구위원

E-mail: jiinbae@krei.re.kr Fax: 02-965-4395

※ 본 설문은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설문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도축장 경영주나 상위직급의 관리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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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장 계열사 자체유통망 직영 식육매장

구분 소 돼지
도축수수료 원/마리 원/마리
검사수수료 원/마리 원/마리

등급판정수수료 원/마리 원/마리
상장수수료 원/마리 원/마리

기타( ) 원/마리 원/마리

축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자체 물량
임도축 물량

계 100% 100% 100%

돼지
자체 물량
임도축 물량

계 100% 100% 100%

<도축장 경영 일반>

1. 귀 업체의 현재 도축장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2. 귀 업체의 도축능력(일, 8시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소: 두, 돼지 두)

3. 2012년 귀 업체의 도축장 평균 가동률(일, 8시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4. 귀 업체의 최근 3년 동안 도축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 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6. 귀 업체의 도축수수료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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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업체는 최근 3년(2010~2012년) 내에 신규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       ② 없음

7-1. 신규 투자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 )

① 부지구입  ② 건물신축  ③ 위생기준 충족 등 시설현대화

④ 기타( )

7-2. 신규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

① 1억 원 이내    ② 1～3억 원     ③ 3～5억 원    ④ 5～10억 원

⑤ 10～20억 원    ⑥ 20～50억 원   ⑦ 50억 원 이상

8. 도축장 경영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낮은 도축수수료로 인한 경영곤란 ② 은행 등 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③ 도축물량 확보 곤란 ④ 정부의 지나친 각종 규제와 지원 미흡

⑤ 도축장 간의 지나친 경쟁 ⑥ HACCP 등 위생조건의 강화

⑦ 인건비 등 경영비용의 상승 ⑧ 기타( )

9. 귀 업체의 현재 경영상태는 어떠합니까? ( )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양호   ⑤ 매우 양호

10. 귀 도축장의 지난 3년간(2010~2012년) 연평균이윤(총매출액-총비용)은 어

떠합니까? ( )

① 0원 이하

② 1억 원 미만

③ 1억원 ~ 1억 8,000만 원 미만

④ 1억 8,000만 원 이상 ~ 2억 5,500만 원 미만 

⑤ 2억 5,500만 원 이상 ~ 3억 8,500만 원 미만

⑥ 3억 8,500만 원 이상



118

11. 귀 업체의 경영자산(유형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0억 원 이하                  ②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③ 15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④ 20억 원 이상 ~ 25억 원 미만

⑤ 2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⑥ 30억 원 이상

12. 귀 업체의 무형자산(미래이익 또는 권리금)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10억 원 이하                  ②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③ 15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④ 20억 원 이상 ~ 25억 원 미만

⑤ 2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⑥ 30억 원 이상

13.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도축시설의 과잉 ② 업체 간 과당경쟁 ③ 지나친 위생기준

④ 낮은 위생수준 ⑤ 건축 관련 규제 ⑥ 환경기준

⑦ 도축종사자들의 의식수준    ⑧ 경기침체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

⑨ 사육두수 감소                 ⑩ 높은 도축수수료

⑪ 도축장 입지(교통 불편) ⑫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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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의견>

14. 도축업체는 현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축산업 여건을 볼 때 

이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14-1. “예”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도축장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

② 도축장의 경영 여건 완화(비용 절감 등)

③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④ 과다한 도축장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⑤ 기타( )

14-2. “아니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유재산으로 공공부문의 인위적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② 정부주도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

③ 도축장 경영자의 자율적인 의지 방해

④ 도축장의 경영 여건 악화(시설비, 운영비 등 비용증가)

⑤ 도축장 이용자의 운송비 등 비용증가

⑥ 기타( )

15. 귀 업체는 정부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

조조정 사업에 참여하여 폐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고려 중이다 

15-1. 15번 설문에서 “있다”라고 응답하셨다면 폐업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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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축두수 감소

② 부채가 많아서

③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④ 업체 간 경쟁이 심해서

⑤ 위생·환경기준 등 규제가 심해서

⑥ 도축수수료가 낮아서

⑦ 도축 관련 각종 수수료가 많아서

15-2. 폐업은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 )

① 2013년        ② 2014년       ③ 2015년 이후

15-3. 15번 설문에서 “없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부의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어서

② 현재 경영 여건은 어려우나 향후 개선될 것 같아서

③ 구조조정 자금 지급율이 낮아서

④ 폐업하면 다른 생계대책이 없어서

⑤ 기 타( )

16. 현재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

니까? (1순위       , 2순위        )

①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대비 지급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

② 전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생과 환경기준 등 각종 규정 준수실태를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벌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④ 외국산 축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

⑤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⑥ 기타( )



121

17.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대비 지급률은 2010～2011년도 150%, 2012년도 

100%, 2013～2014년도 90%, 2015년도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률이 

낮다면 어느 정도로 인상해야 폐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

① 100% ② 150% ③ 200% ④ 250% ⑤ 300%

17-1. 귀 업체가 희망한 수준으로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대비 지급률을 인

상한다면 언제 폐업하시겠습니까?

① 2013년        ② 2014년       ③ 2015년 이후

④ 폐업 시기는 미정이다

18. 귀 업체는 만일 폐업보상금을 받게 되면 사용처의 용도는 어떠합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차입금 등 채무정리

② 종업원 미지금 급여 지금

③ 임대보증금 등 지급

④ 각종 미납 세금 납부

⑤ 신규 사업 자금

⑥ 기타( )

19. 귀 업체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9-1.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 )

① 도축장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

② 도축장의 경영 여건 완화(비용 절감 등)

③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④ 과다한 도축장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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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 )

① 구조조정이 거의 안돼서 ② 구조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③ 분담금의 부담으로 ④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⑤ 기타( )

19-3. 2009년부터 추진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으로 경영에 도움을 받은 것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도축물량이 늘어났다

② 도축수수료가 올랐다

③ 회원업체 간 친목이 증진되었다

④ 분담금 부담에 비해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0. 도축장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9.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축

장구조조정법 이 2015. 12. 31.자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동법 효력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

① 현재처럼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면 도축장구조조정법 을 연장해서라도 

구조조정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② 도축업체가 자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은 계속되어야 하며 도

축장구조조정법 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③ 도축장구조조정법 효력이 끝나면 정부 지원이 없어지게 되므로 구조조

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④ 도축장구조조정법 효력이 끝나면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구조조정 사업

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 )

① 도축장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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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축장의 경영 여건 완화(비용 절감 등)를 위해

③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④ 과다한 도축장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⑤ 기타( )

20-2. “연장이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 )

① 사유재산으로 공공부문의 인위적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② 정부주도보다 사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

③ 도축장 경영자의 자율적인 의지 방해

④ 도축장의 경영 여건 악화(시설비, 운영비 등 비용증가)

⑤ 도축장 이용자의 운송비 등 비용증가

⑥ 기타( )

21. 만일 2015년 이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분담금액(현재 

소 3,000원/마리, 돼지 300원/마리)을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아래에 답해 

주세요.

21-1. 소 두당 분담금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500원 미만   ② 1,500원~3,000원 미만  ③ 현재 수준인 3,000원 유지

④ 3,000~4,500원  ⑤ 4,500~5,000원 미만 ⑥ 5,000원 이상

⑦ 분담금 갹출없이 그동안 적립된 분담금 사용

21-2. 돼지 두당 분담금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50원 미만    ② 150원~300원 미만    ③ 현재 수준인 300원 유지

④ 300~450원 ⑤ 450~500원 미만      ⑥ 500원 이상

⑦ 분담금 갹출없이 그동안 적립된 분담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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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요도 점수(5점 만점)

￭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지원 1 2 3 4 5

￭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 위생기준 강화 1 2 3 4 5

- HACCP 상시점검제 도입 1 2 3 4 5

- 위생수준 정보 공개 1 2 3 4 5

￭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 추진

- 도축시설 재활용 1 2 3 4 5

- 조기폐업 인센티브 확대 1 2 3 4 5

- 구조조정 사업 지속 추진 1 2 3 4 5

22. 만일 2015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중단된다면 잔여 분담금(현재 150억 

원 수준)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이관하여 협회에서 활용해야 한다

② 도축 관련 사업(혈액사업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식육연구소를 설립한다

④ 기존 납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기타( )

23.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24. 귀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입니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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