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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생필품으로 구

입 빈도가 높고 수급 상 단기변동이 많은 편이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

감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급변화뿐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그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정책

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인 우유의 경우, 올해 유대 인상 조치가 있었고, 연초에는 모 유업체의 

유통 질서 관련 사건도 불거져,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

양한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축산물 중 우유 및 오리고기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

다. 또한, 유통관련 정책 평가와 외국 사례 분석을 시도하여 우유 및 오리고

기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 연구가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우유 및 오리고기 시장의  유

통구조 개선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

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계 농가, 관련 협회, 유통업자, 소비자, 교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제1부 서론

연구의 배경

소비자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물

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

고 수급에 있어 단기간 변동이 많은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

는 물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정책 및 시장 환

경의 변화가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축산관

련 제도를 살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총 4년에 걸쳐 수행되는 이 연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오리고기, 축산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의 시장을 분석한다. 이번 

3년차 연구는 우유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

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1부 서론, 2부 우유, 3부 오리,

4부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제2부 우유

1장에서는 원유 수급 및 유통 현황과 낙농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을 정리하

였다. 원유의 수급 상황은 2003년 이후 음용유 소비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

었으며, 원유의 공급과 수요는 계절성이 있어 연중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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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책 및 제도 부분에서는 올해 4월 발표한 낙농업 선진화대책의 내용

이 중요하다. 선진화대책은 첫째,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중앙낙농기

구의 역할을 맡기고, 둘째, 생산·공급단계 수급관리로 안정적인 원유수급 조

절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으로 계절 잉여에 대해 생산

비 수준을 보전하며, 넷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2장에서 우유의 물가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

승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주요 농축산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

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낙농제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

가를 분석하였다. 모든 낙농 품목의 체감물가에 대한 영향도는 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물가를 체감하는 요소에는 생필품적 인식과 더불어 

가격변동 및 총 지출금액 등에 의한 종합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함을 밝혔다.

3장에서는 낙농제품의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0∼201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S-AIDS

모형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유제품의 소득탄력성은 0.8654로 비교 대상 9개 품목 중 7번째의 

크기를 보여,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제품의 보상 가격탄력성은 –0.49

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소득탄력성은 30대 초중반보다 30대 미만이 우유의 

소득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4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에서는 우유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 장치를 통해 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었으며, 집유 일원화 또는 광

역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단위의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치즈, 발효유 등 국내산 유제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유제품 가

격 의무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과 경쟁도를 높이고 있었다.

5장에서는 우유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부분에서는 정책 및 환경 변화

에 따른 수급 변동을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쿼터가 시

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모형이 쿼터가 고정되어 있는 모형에 비해 시장참

여자의 효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쿼터제가 시장 



v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다.

6장에서는 우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소득 또는 가격보조

가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었다. 또한 학계, 업계, 정부의 전문가 대상으로 11개 주요 낙농산

업 정책을 평가하였다. 종합 평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쿼터제 및 잉

여원유 차등가격제’와 ‘원유가격 연동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장에서는 우유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집유일원화 또는 광역화와 유제품 공동배송센터 구축 그리고 유업체의 

소매가격 간섭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우유시장의 경쟁체

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유제품 가격 의무보고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권유하였다. 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원유의 위생·용도별, 성분별,

계절별 가격차등제 적용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적정차등가격 수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차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유일원화 또는 광

역화와 농가수취가격 공동정산제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유업체 쿼터제를 전국단위 쿼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중앙낙농기구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이 밖

에도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조금 홍보 활동과 가공유지원 

사업의 효율성 개선 및 강화 등의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3부 오리

8장에서는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였다. 오리고기 국내 생산

량은 지난 12년(2001년 대비 201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이다. 오리고기 가격은 봄 행락철과 여름철 복 수요 

등 수요요인에 의해 계절성을 가지며,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 연중 최고

치를 기록하고, 2월에 최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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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가격의 동시적 인과성 분석 결과, 산지가격과 도매가

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매가격과 산지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DAG 분석 결과, 도매가격이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의 주도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단계의 가격과 

도매 및 산지가격 간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유통단계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HPAI는 단기적으로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발생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매몰처분으로 인한 공급감소와 소비회복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업계의 투자가 확대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과정이 반복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9장에서는 오리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

였다.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중 계열화로 인한 문제로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계열화로 인한 문

제점들은 크게 평가방식, 정산지연, 정산방식의 불신, 사육지급 기준표 변경 

시 협의 문제, 병아리 품질 문제, 사료의 질 및 공급 문제, 회전수 보장 문제,

서비스 품질, 농가지원 조건 등이 있다. 아울러, 오리수요와 공급의 계절성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오리고기의 외식수요 편중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리고기를 가정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요리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타 육류에 비해 비싸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오리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오리요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격형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그뿐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의 이용성, 신뢰성, 대표성에 대한 조사 

결과, 유통업체와 계열업체 모두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갈리

어 업체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다수가 신뢰하여 이용할 수 있

는 대표성이 높은 가격체계가 필요하다.

오리고기 등급화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일부 자발적 

참여 기업만이 시행하고 있다. 오리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 업

체로 등급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열사 내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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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낮은 

도축장 가동률과 위생적인 생산시설 부족, 오리고기 규격화, 도매 및 소매가

격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10장에서는 오리산업의 유통정책 평가와 계열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축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오리고기 가격변동성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평

가한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규격화’가 선택되었다. 이어 ‘직거래 확

대’, ‘표준계약서 도입’, ‘수급조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관련 정

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책비용 측면에서는 수급조절 정책과 

시설현대화, 도매시장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의 효과나 시

행가능성, 수용성 측면에서 계열화 확대 정책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오리산업의 계열화 진전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시장지배력 증가 효과를 계

측하고 유통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신산업분석론(NEIO)에 입각한 3SLS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계열화 추정 결과,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은 –0.298로 추

정되었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체육류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오리 도매수요의 탄력성은 각각 0.34, 0.14, 0.25로 나타났다. 오리고기의 소

득탄력성은 5.667로 추정되어, 최근 소득의 증가에 따른 건강식품으로써 오

리고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한편, 오리고기의 시

장 구조는 과점시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1장에서는 전 세계 오리고기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오리고기 

유통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중국에

서의 오리고기 소비는 페스티벌 소비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오리산업 발

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돼지고기·닭고기에 비해 미비한 상황

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도 중국이 오리생산 및 소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계열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지역별로 다양한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 튼튼한 소비기반을 갖추고 있

다는 점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음도 밝혀졌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육시

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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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중국의 오리산업이 질병과 식품의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장에서는 오리고기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리고기의 가

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며,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산업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수급조절 정책으로 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 

강화, 종오리 DB 구축, 통계시스템 개선, 관측 정밀화 등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신제품 개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계절적 가격차별화 또는 계획생산,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

과 계약내용 준수, 생산자조직 형성 등이 방안과 함께 의무자조금제도와 중

량단위 거래제도 도입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직거래 확대, 표준등급화, 사이버 도매시장 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축사 시설현대화를 통해 방역관리 및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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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a Iivestock Product-Distribution
System for Stabilizing Inflation(Year 3 of 4)

Background of Research

A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nd the need for consumer price 
stability has expanded, the interest i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stabi-
lizing the price of livestock products has also been growing. Although a 
percentage of livestock commodities in the total prices is small, the fre-
quency of purchasing them as necessities of life is high and the short-term 
fluctuation in supply and demand is high as well. For this reasons, consum-
ers think that their prices are relatively high.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supply and demand of livestock products and their 
price structure, and the impact of major policies and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on th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the prices. It examines 
the livestock-related institut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it proposes plans 
to improve the livestock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This four-year study 
analyzes the markets for beef, pork, chicken, eggs, milk, duck, and live-
stock foods (ham, sausage and dairy products). This third-year study exam-
ines milk and duck. This report consists of Part 1 Introduction, Part 2 
Milk, Part 3 Duck and Part 4 Summary and Conclusion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Part 2 Milk

Chapter 1 summarizes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ilk, its distribution 
status, and the dairy-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ilk, the consumption of fluid milk ha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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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ed since 2003 and its seasonality has caused im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throughout the year. In terms of the dairy-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measures to advance the dairy industry, which was an-
nounced in April 2013, have importance. According to these measures, 
firstly, the Korea Dairy Committee should be reorganized to take the cen-
tral role of dairy organizations. Secondly, a stable raw milk supply and de-
mand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supply and demand control 
at the production and supply stages. Thirdly, the production cost level 
should be maintained in preparation for the seasonal surplus through the 
supports for dairy processing business. Last but not the leastly is to prepare 
plans are needed to improve productivity of the dairy industry. 

In Chapter 2, the impact of milk price on the overall prices is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its contribution to the rise in the CPI is 
higher than other maj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Next, the con-
sumer surve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prices which the consumers 
sensed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the prices of major dairy products. The 
impact of all dairy items on the consumer inflation perception is shown to 
be higher than that of rice.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consumer in-
flation perception is affected by the price fluctuations and the total amount 
spent together with the fact whether they recognize certain items as 
necessities. 

In Chapter 3, the changes in the patterns of consumer demand for 
dairy products are analyzed using “Household Survey” data (1990-2012) by 
the Statistics Korea (KOSTAT). For analysis,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demand is modeled using the PS-AIDS model. The 
result shows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dairy products is 0.8654, re-
cording the seventh of the nine items compared and thus showing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ecessity that is less sensitive to changes in in-
come than other items. On the other hand, the compensaed price elasticity 
of dairy products is analyzed to be -0.49. The income elasticity of milk by 
age is found to be higher in people under 30 than in those in their early 
and mid 30s.

In Chapter 4, overseas cases are analyzed. It is found that the for-
eign countries seek to stabilize the daily product prices through the milk 
production cost reduction and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They un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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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 collection across wide areas to reduce the collecting costs and control 
the nationwide supply and demand. Also, their domestic dairy markets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are active and the program for mandatory re-
porting of dairy product prices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trans-
par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dairy industry. 

Chapter 5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milk policy models and the 
analysis of its effects. The fluctuations in supply and demand by the 
changes in policies and environment are analyzed using simulation model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del where the quota varies with the market 
conditions has a higher utility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han the one 
where the quota is fixed. This implies that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cannot be achieved if the quota system fails to flexibly reflect the market 
condition.

Chapter 6 derives major challenges for improving the milk dis-
tribution system and evaluates the relevant key policies. According to the 
consumer survey, the consumers understand that the subsidies for income 
or price contribute to sustaining the founda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by maintaining the farm income. In addition, experts from the 
academic circle,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evaluate eleven major 
dairy industry policie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olicies in 
force, “the quota and the differential pricing for surplus raw milk” and “the 
raw milk price indexation” are evaluated highly. 

In Chapter 7, plans to improve the milk distribution system are 
suggested. First, a competition system for the milk market should be built 
by unifying the milk collection across wide areas, developing a joint dai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and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and monitor-
ing of the dairy companies' intervention in retail prices. In addition, a sys-
tem to mandate reporting of the dairy product prices is necessary. It is 
needed to apply different prices to raw milk by hygiene and use, in-
gredients and seasons, and appropriate price levels are suggested. The im-
portance of introducing a pooling price system is also presented. With re-
gard to this, the current dairy product company quota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the national quota system, and a central dairy organization is 
also needed. In addition to these, policies to promote efficient check-off 
fund-raising activitie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cessed milk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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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projects are suggested to induce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Part 3 Duck

In Chapter 8, the supply and demand of duck and its price structure are 
analyzed. The domestic production of duck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for the past 12 years (from 2001 to 2012) and the imports account 
for less than 1%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The duck price shows 
the seasonality due to such demand factors as spring picnic season and 
three dog days of summer, recording the highest of the year in July when 
the first and second of the dog days are and the lowest in February. 

As a result of the simultaneous causality analysis for the price of 
each stage of distribu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huge correlation 
between the producer's price and the wholesale price and that the move-
ment of the wholesale price is relatively close to that of the producer's 
price. The DAG result shows that the producer' price and the retail price 
are driven by the wholesale pri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tail prices 
and the wholesale and producer's prices is found to be relatively weak.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on the price of each distribution stage shows that, though HPAI 
outbreaks result in a short-term decline of consumption, the prices rise 
again after a few months due to the recovery of consumption and the re-
duced supply following the disposal by burial. Subsequently the industry 
expands its investments, causing the excess in supply. It is also shown that 
this process is repeated. 

In Chapter 9, the current status of duck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s intensively analyzed and the challenges the industry is facing are 
identified. One of the major challenges for improving the duck distribution 
system is the fact that the duck distribution can be exposed to unfair trade 
due to affiliation of related compani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ffili-
ation include evaluation methods, delays in adjustments, distrust of the 
methods of adjustments, negotiations regarding changes in the breeding 
payment benchmarks, chick quality problems, feed quality and supply is-
sues, rotation guarantee problems, quality of service, and farm support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market uncertain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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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e the price by reducing the seasonality of duck supply and demand. 
The demand for duck is concentrated in the restaurant industry. 

People do not like having duck meat at home mostly because there are not 
many kinds of duck dishes and it is more expensive than other mea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growth of the duck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duck dish recipes and to increase the trans-
parency of prices. According to the survey of suitability, reliabi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duck prices,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pos-
itive and negative responses both in distribution companies and affiliated 
companies. Therefore, a price system that the majority can trust is needed. 

The duck rating has taken effect since November 21, 2011 but still 
only some companies have implemented it voluntarily. For overall develop-
ment of the duck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ting system to 
all compan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like standard contract mains, 
which can keep unfair trade practices within the affiliated companies in 
check, are also needed. In addition, the following problems are found: the 
low operation rate of slaughterhouses, shortage of sanitary production fa-
cilities, and absence of duck meat standardization and of wholesale and re-
tail prices.

In Chapter 10, the distribution policy for the duck industry is eval-
uated and the effects of affiliation are analyzed. The livestock experts are 
surveyed and the policies related to mitigation of the price volatility of 
duck meat are evaluated. As a result, “standardization” is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followed by “expansion of direct transaction”, 
“introduction of a standard contract” and “supply and demand control”.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duck-related policies, the 
policies for supply control, facility modernization and introduction of a 
wholesale market are evaluated to be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cost, 
while the policy for expansion of affiliation is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effect, enforceability or acceptance. 

In order to measure the market share increase effect of the duck in-
dustry affiliation on the market price and to analyze its effect on the dis-
tribution margin, the monthly data from 2006 to 2012 are analyzed using 
the 3SLS method based on New Empirical Industry Organization (NEIO) 
model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affiliation, th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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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of the duck wholesale market is estimated to be -0.298 and the 
elasticities of its wholesale demand to the changes of prices of alternative 
meat such as beef, pork and chicken are 0.34, 0.14 and 0.25 respectively. 
The income elasticity of duck meat is estimated to be 5.667, reflecting that 
the demand for duck as a health food has steadily increased following the 
recent increase in income. Meanwhile, the duck market is analyzed to have 
an oligopoly structure. 

In Chapter 11, the duck distribution system of China, which ac-
counts for most of the world's duck consumption, is examined and its im-
plications on the Korean duck industry are presented. In China, duck is 
classified as a festival food and thus the government policies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duck industry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for pork and chicken. Even in this policy environment, China has 
conditions favorable for duck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us the af-
filiation has made a significant progres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each 
region has a variety of culinary culture, which provides a strong consumer 
base and enabled the industry to grow. Above all, the Chinese gov-
ernment's effort to expand the investments in breeding facilities is 
remarkable. However, it is shown that China's duck industry is still poor 
in terms of disease control and food safety and hygiene. 

Chapter 12 suggests plans to improve the duck distribution system. 
As basic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uck industry, it is needed 
to stabilize the duck price through the supply stabilization, improve the dis-
tribution system, and enhance the price indexation in each distribution 
stage. As the supply control policies, strengthening the supply control 
council, developing various duck database, improving the statistics system, 
and controlling the supply through precise observation are necessary. To 
expand the duck demand, the policies for developing new products, in-
troducing a mandatory check-off system, seasonal price differentiation and 
planned production, and strengthening safety control are suggested. It is 
foun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ricing scheme, it is important to in-
troduce the mandatory check-off system and the weight-based trading sys-
tem along with expanding the distribution and compliance of the standard 
contract and forming the producer organizations. As plan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expansion of the direct trading, standardization of the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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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system, and opening of the cyber wholesale market are presented.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o make pest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easy 
through modernization of the duck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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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  론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소비자 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축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이 전체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수급에 있어 단기간 변동이 많아 소비자의 물가 체감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년(2003-2012)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간 2.8% 상

승한 반면 축산물 가격지수는 3.9% 상승하였으며, 축산물 중 우유는 7.2%로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오리고기(외식)는 2.7%, 쇠고기(국산)

는 2.1%, 돼지고기는 5.5%, 닭고기는 6.5%, 계란은 5.9% 상승하였다.

우유와 오리고기 등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급변화뿐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그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은 장 단기적으로 축산물 가격에 크게 영향

을 미치며,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의한 생산비 변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 2008년) 시장개방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축산업의 구조변화도 축산

물 수급과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수급상의 계절성도 가격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유는 

1~5월에는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반면, 6~12월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

에 따라 상반기에는 분유재고가 늘었다가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구조를 보인

다. 오리고기 가격은 여름철인 7∼9월과 행락철인 3월에 높게 형성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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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이러한 계절성도 축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편중성과 복잡한 유통구조도 가격 불안정의 원인이다.

우유는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리고기는 협

회의 고시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형

성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축산물 수

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축산물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유통경로와 유통마진을 발표하고는 있

다. 하지만 다양한 유통경로의 유통주체별 축산물 반입 및 반출 현황, 유통

전략과 유통과제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 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도 대부분 정부발표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거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보다 

구제적인 축산물 시장의 가격 및 유통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의 3

년차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축산물 중 우유 및 오리고기의 수급구조와 가

격결정체계를 분석한 후 다양한 정책(안)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

션 모형을 개발하고, 유통 실태의 분석과 개선 과제 도출을 통해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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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우유 수급, 가격, 유통개선 관련 연구 

우유의 수급 및 가격 또는 유통개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적은 편은 아

니다. 그중에서도 이상수(2007)는 낙농산업이 선진 낙농국과의 경쟁할 수 있

는 체질개선을 위한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관련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 소

비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금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박건호(2001)는 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움

에 처한 낙농산업의 현황을 고찰하고 낙농산업의 존립을 위하여 낙농가는 

생산비 절감, 유업체는 제품의 품질 향상, 정부는 적절한 지원의 역할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낙농산업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원유 수급을 시

장경제 원리와 관련단체의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원유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종희 등(2000)은 기존 장단기 우유 수급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모형

에 도입된 가정이 변할 때 예측오차가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가정을 도입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우유 생산을 예측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의 낙농관련 정책을 고찰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송주호 등(2005)은 기존 연구들이 집유일원화를 전제로 현안을 분석하고 

있지만 집유일원화가 유명무실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연구의 효용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집유체계를 위한 유가 결정방식, 집유체

계 개편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잉여원

유 차등가격제에서의 우유 쿼터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우유 수급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생산량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방

안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수급관리와 가격 결정체계를 조사

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유제품 수요 및 우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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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반응 모형을 추정하고 DDA 등 개방화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우유시장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승열 등(2003)은 소매 단계 자료인 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유의 상품

별 수요를 분석하였다. 특히 소매 단계의 백색시유, 가공우유, 기능성우유 등

을 세분류해 유제품의 수요를 분석하여 우유 제품별 자체 가격 및 교차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모형은 Deaton and Muellbauer(1980)의 일차 차분

된 LA/AIDS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우유 수요함수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업태별 탄성치를 비교하면 일반우유의 경우 편의점, 할인점, 백화점의 순으

로 가격에 민감하였다. 가공우유의 경우 슈퍼체인, 편의점, 백화점, 할인점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우유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 슈퍼체인 순이었다.

업태에 관계없이 우유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우유 

수요량 증가와 감소에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연구로는 조석진 등(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석진은 우유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는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유지방 함량 중심의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단백질 함량을 원유가

격 산정에 핵심요소로 고려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비자 선호를 충족시

켜 시유소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

기하였다.

2.2. 오리고기 수급, 가격, 유통개선 관련 연구 

허덕 등(2010)은 오리 생산규모, 사육방식, 계열화 정도 등 오리산업 전반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오리 산지가격 등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오리관측 모델을 구축하여 관측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오리 관측은 오리고기의 소비 증가와 더불어 산업의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

라 농가의 소득 및 물가 불안정 해소를 위해 오리의 생산·사육·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육마릿수, 가격 예측 등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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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등(2005)은 오리산업을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오리의 사육, 도축 그리고 오리고기의 소비실태에 대

해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농가단계에서의 오리 사육실태 및 방역체계에 대

한 자료를 획득하여 오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오리를 일차적으로 가공하는 도압 실태를 

파악하고, 오리고기 유통단계에서의 2차 가공 및 소비, 오리고기 수출입 실

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오리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민혁 윤병삼(2010)은 오리 계열화사업에 한정한 분석과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리 계열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오리산업의 핵심

을 이루는 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오리 계

열화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리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양형조 등(2008)은 개방화 시대에 국내 가금 산물의 발전을 위해 주요 가

금 산물 생산 국가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개방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

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가금 산물

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국의 생산·소비·수출입·가격 등의 

제반 현상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김정주 등(2011)은 오리고기의 최대 생산국이며 소비국인 중국 오리산업

의 생산, 유통, 소비를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오리산업

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한·중 FTA가 한국의 오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예측하여, 협상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병준 등(2008)은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소, 돼지, 닭 등의 주요 축종을 제

외한 나머지 축종을 ‘특수가축’이라 지칭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병준 등은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수가축’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산업의 현황과 유통구조,

각종 정책 현안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축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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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축산물 수급모형 개발, 유통 단계별 가격 연동

성 분석, 축산물 유통체계 파악, 축산정책 평가 등 개별 연구 목적에 맞게 대

부분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급 모형 분석, 가격 연동성 계측, 유통체계 및 시장구조 파

악, 축산정책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경제이론 고찰, 비교정태모형 개발, 유통단계별 가격의 대칭성 

여부 분석 등을 통해 물가안정 측면에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 결정 구조를 

분석하고,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유통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물가

안정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축산업 생산액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고 소비자물가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우유, 축산

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 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4년에 걸쳐 수행

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쇠고기 시장과 돼지고기 시장, 2차년도 연구에서

는 닭고기 시장과 계란 시장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는 3차연도에 해당하며, 이 연구에서

는 우유시장과 오리고기 시장의 유통 실태를 분석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

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2014년인 4차연도에는 햄, 소시지, 낙

농가공품 등 축산식품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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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축산물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우유 및 오

리고기 유통경로별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오리협회, 서울우유 

등 유업체, 유가공협회 등과 협조 또는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유 및 오리고기 시장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과 가격 전달체계의 비

대칭성을 분석하고, 유통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비교정태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경상대학교의 

연구진과 위탁연구를 추진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통해 정책효과 파악을 위

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와 위탁연구를 추진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유 및 오리고기 유통 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

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럽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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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농업과학원, 낙농정책연구소 등에 원고의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축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수, 공무원, 업계 등 축산정책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고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유 및 오리고기의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농

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관련단체의 국내 낙농 및 오리산업의 전문가를 초

청하여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원의 연구과제 진행 절차

에 따라 설계세미나, 중간보고검토회의, 최종결과세미나를 개최하여 원내 및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

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연구진협의회를 개최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체적

으로 연구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낙농산업과 오리산업은 그 성격상 그리고 데이터의 존재 여부라는 점에서

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이 보고서에서는 서론에 이어 2부에서는 낙

농산업을, 3부에서는 오리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정리한 뒤, 마지막 요약 및 

결론에서는 다시 두 산업을 합쳐서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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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구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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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 제1장

1. 원유 수급 및 유통 현황

1.1. 젖소 사육 및 사육농가 동향

2002년 원유감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젖소 사육

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안정

을 유지하였지만,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3만 6,000여 마리가 매몰처분되

면서 사육두수는 39만 6,000두까지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8월 원유

기준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2012년에는 사육두수가 42만 두까지 증가하였다.

표 1-1. 연도별 유우사육두수 및 농가수

단위: 두, 호

구 분 총 사육두수 경산우 착유우 낙농가수 가구당사육두수

1990년 503,947 284,964 230,102 33,277 15

1995년 553,467 310,863 253,492 23,519 24

2000년 543,708 307,387 255,053 13,348 41

2005년 478,865 270,808 227,111 8,923 54

2010년 429,547 241,281 203,923 6,347 68

2011년 403,689 228,971 190,901 6,068 67

2012년 420,113 248,754 209,106 6,007 70

2013년 418,795 246,408 207,641 5,903 71

주: 사육두수는 연말 두수이며, 2013년은 6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사육현황), 농림축산식품부(원유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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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세 낙농가를 중심으로 폐업이 지속되면서 낙농가 수가 계속 감소

하여 낙농업의 규모화 및 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낙농가의 가구당 사육두

수는 1990년 15두에서 연평균 7.3%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70두까지 증가하

였다.

이처럼, 낙농업은 규모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2005년을 전후하여 가구당 사

육두수가 전업규모 수준인 50두를 넘어섰다. 젖소 사육농가는 1985년의 4만 

4,000호를 정점으로, 연평균 7.3%씩 감소하여 2012년에는 6,007호로 크게 줄

었다. 전업규모 수준인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에 2.0%에

서 2012년에는 65.7%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들 농가가 총 사육두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 역시 1990년의 11.4%에서 2012년 83.6%까지 크게 높아졌다.

그림 1-1. 젖소 사육규모별 농가수

자료: 조석진 등.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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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유 및 우유 가격현황

원유의 기본가격은 1991년 383원/ℓ에서 2013년 현재 940원/ℓ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1년 8월 16일 원유의 기본가격을 리터당 

130원 인상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체세포 2등급의 인센티브도 리터당 23.69

원에서 47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표 1-2. 원유기본가격 변동 추이

연도 기간
기본
가격

유지방
등차가격

인상률 비고

1991 ’91.07.01∼’93.05.31 383원 11.0원 5.2% 유지방하한등차 26.5원

1993 ’93.06.01∼’95.06.30 394원 11.0원 2.9% 위생등급제 실시

1995 ’95.07.01∼’96.06.30 423원 11.0원 7.4% 위생등급 조정

1996 ’96.07.01∼’97.02.28 423원 11.0원 위생등급 조정

1997 ’97.03.01∼’97.12.31 423원 11.0원 체세포등급 조정

1998 ’98.01.01∼’02.06.30 502원 11.0원 18.7% 원유기준가격 18.7% 인상

2002 ’02.07.01∼’04.09.15
502원
(517원)

10.0원
(10.3원)

㎏→ℓ로 용량단위 변경
유지방, 체세포등급 조정

2004 ’04.09.16∼’08.08.15
567원
(584원)

10.0원
(10.3원)

13.0% 원유기준가격 13% 인상

2008 ’08.08.16∼’11.08.15
683원
(704원)

10.0원
(10.3원)

20.5% 원유기준가격 20.5% 인상

2011 ’11.08.16∼
810원
(834원)

10.0원
(10.3원)

18.5% 원유기준가격 18.5% 인상

2013 ’13.08.01∼’03.12.31
913원
(940원)

10.0원
(10.3원)

12.7%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2014 ’14.01.01∼
913원
(940원)

10.0원
(10.3원)

유지방상한선 4.1%,
기준선 3.5%로 조정,
유단백 도입

주 1) 등차가격은 유지방 3.4%기준 ±0.1%당 가감치임.

2) (　　)는 ℓ당 가격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 낙농통계연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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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한 번씩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 인상 폭을 놓고 수요

자와 공급자 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2013년 8월부터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의에 따른 원유가격연동제 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원유

가격연동제 는 우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원유기본가격을 결정

하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원유기본가격이 12.7% 인상된 940원으로 결정

되었다.

농가원유수취가격은 원유기본가격에 유지방률, 체세포수, 세균수, 생산자

인센티브가 포함된 가격이다. 따라서 원유기준가격은 동일하지만 생산자 인

센티브에 따라 개별농가의 수취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 1-3. 농가 원유수취가격
단위: 원/ℓ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855.4 855.4 994.0 989.3

2월 852.1 848.4 990.9 988.3

3월 847.7 848.9 989.0 986.5

4월 845.6 846.5 984.5 984.0

5월 836.7 838.9 976.3 977.2

6월 828.3 834.1 970.7 971.6

7월 822.3 829.2 967.1 965.1

8월 817.1 900.7 958.5 1061.6

9월 822.4 973.0 971.5 1071.4

10월 844.8 988.2 986.4 -

11월 856.2 989.1 994.3 -

12월 857.7 995.2 993.8 -

연평균(명목) 840.5 895.6 981.4 999.4

연평균(실질) 747.8 785.0 851.9

주: 실질가격은 GDP 디플레이터(2005=100)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자료: 낙농진흥회.

백색시유의 가격은 1ℓ 기준으로 2000년 1,380원에서 2013년 2,347원으로 

연평균 4.17%씩 상승하였다. 시판우유(200㎖)는 2000년 344원에서 2013년 

654원으로 연평균 5.07%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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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백색 시유 및 시판우유 가격

구 분 200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시판
우유

가격
(원/200㎖)

344 345 464 464 594 607 650 654 5.45

전년대비
증감률(%)

-1.7 0.6 14.0 -0.2 12.5 3.1 7.1 0.6

백색
시유

가격(원/1ℓ) 1,380 1,348 1,626 1,733 2,160 2,138 2,322 2,347 4.17

전년대비
증감률(%)

1.2 -0.8 15.1 0.5 12.8 1.3 8.6 1.1

주 1) 백색시유 가격은 매주 월요일 집계된 흰 우유 가격의 평균값임.

2) 시판우유 자료는 2008년도 12월까지는 통계청 조사가격이며, 2009년 이후는 낙

농진흥회 자체조사 가격임.

3) 시판우유 가격은 수도권 4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낙농진흥회.

1.3. 우유 수급현황

2002년 이후 원유감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유생산량은 꾸

준히 감소하여 왔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원유생산량은 연평균 1.82%씩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도입된 주요 제도로 착유우 3만두 도태정책, 잉여원

유차등가격제, 유업체별 쿼터제, 낙농폐업 및 원유감산대책 등이 있다.

2011년의 원유생산은 구제역에 따른 젖소의 살처분, 백신접종 등으로 2010

년보다 8.9% 감소한 189만 톤으로 평년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기준가격 인상과 구제역 이후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된 쿼터 초과원유에 대한 정상가격 지급, 노폐우 도태지연 등의 영

향으로 2012년 국내 원유생산량은 총 211만 톤으로, 2010년 구제역 이전 수

준으로 회복되었다.

2012년의 경우 생산과 재고 그리고 수입을 포함한 총 공급량은 원유환산 

기준으로 354만 톤 수준이었다. 그중 유제품 수입물량은 원유환산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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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만 톤(전체 공급물량 중 39.9%)이었다. 유제품 수입(원유 환산)은 1995년

부터 매년 12.4%씩 증가하여, 총 공급물량에 대한 수입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원유환산 국내소비는 1990년의 187만 톤에서 2012년에는 335만 톤

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수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

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 1-5. 원유 수급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공급
(천톤)

전기이월　 150 15 43 68 54 12 18

국내생산 1,751 1,998 2,252 2,228 2,072 1,889 2,110

　 음용유용 1,305 1,490 1,603 1,543 1,540 1,483 1,549

　 가 공 용 445 507 648 684 531 405 561

　수 입 0 195 639 898 1,134 1,712 1,414

수요
(천톤)

국내소비 1,879 2,143 2,803 3,028 3,171 3,517 3,358

수 출 0 0 8 50 78 78 92

재 고 23 65 124 116 12 18 91

합 계 1,902 2,208 2,935 3,194 3,261 3,613 3,541

1인당
소비량
(kg)

전체 43.8 47.5 59.6 62.9 64.2 70.7 67.2

시유　
백색 29.0 29.4 30.8 27.2 27.6 26.9 28.2

가공 2.2 5.4 4.8 7.9 5.6 5.7 5.4

발효유　
액상 7.4 10.4 8.6 6.7 7.4 7.8 8.8

호상 0.8 2.5 2.6 3.2 2.6 2.6 2.3

치즈
자연 0.1 0.2 0.5 0.9 1.3 1.5 1.3

가공 0.1 0.1 0.5 0.6 0.5 0.5 0.4

주 1) 국내생산은 원유합격량(유업체 수유량) 기준,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

유로 환산,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함.

2)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 가공용은 시유외 기타유제품 생산에 투입

된 원유량임.

3) 우유소비량 총량: 국내원유생산량+전기이월+수입-수출-재고

4) 우유소비량 1인당: 국내우유소비총량/인구수

5) 1인당 유제품별 소비량: 유제품별소비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유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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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인당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단위: kg

자료: 낙농진흥회. 조석진 등. 2013. 재인용.

우유 유제품의 1인당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현재 67.2kg으로 나

타났다. 이중 시유(백색+가공)가 50.0%, 발효유(액상+호상)가 16.5%, 치즈(자

연+가공)가 2.5%를 차지하였다. 1인당 소비량을 제품별로 보면, 백색시유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7kg에서 30kg으로 소비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발효유 및 치즈의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우유·유제품 소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1년의 백색시유의 소비비

중이 75.2%였으나 2012년에는 42.0%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시유소비

가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가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시유의 소비가 정체하는 이유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

구의 증가, 출산율 저하,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 기호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산 원유는 공급과 수요에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중 수급 불균

형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은 고온 현상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는 반

면, 겨울은 방학 등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상반기에는 과잉공급,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는 하반기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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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별 우유 생산 및 소비지수

주: 월별 지수는 해당 월의 지수(해당연도의 각 월의 값/해당연도의 평균값)이며, 1990

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값을 1.0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함.

자료: 조석진 등. 2013. 재인용.

1.4. 우유 유통 현황

원유의 집유체계는 낙농진흥회, 낙농조합, 유업체로 삼분되어 있다. 첫째,

낙농진흥회를 통한 집유는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와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집

유한 원유를 낙농진흥회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업체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둘째, 낙농조합을 통한 집유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집유하여 공

급계약을 체결한 유업체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셋째, 유업체(가공조합 포함)

를 통한 집유는 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로부터 유업체가 직접 원유를 집

유하거나, 낙농진흥회, 낙농조합이 집유한 물량을 공급받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유 형태에 따른 유업체의 유형으로는, 농가단일거래, 낙농진흥회 단일거

래, 삼중(낙농진흥회, 집유조합, 농가) 거래, 이중(낙농진흥회, 농가) 거래로 

구분된다. 2010년 기준으로 농가 단일거래 비중은 4%, 진흥회 단일거래 비중

은 7%, 삼중 거래 비중은 37%, 이중 거래 비중은 52%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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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원유 집유구조

자료: 우유수급 안정대책 . 2011. 2. 농림축산식품부.

백색우유의 유통형태별 점유율을 보면, 대형마트 49.6%, 소매점 13.6%, 가

정배달 12.0%, 편의점 10.0%, 학교급식 8.0%, 기타 6.7%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1 이 중 대형마트, 소매점, 가정배달, 학교급식의 경로는 대리점을 경유하

고 있어 대리점의 우유 유통 비중은 83.2%에 달한다. 유통형태별 매출량은 

대형마트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 가정배달과 소매점 비

율이 높은 편이다. 소매점을 통한 유통경로는 대형마트에 비해 단계가 많아 

1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2013. 4.



원유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20

구조적으로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정배달은 인력

난, 운송비, 시장개척비 등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아직은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유업체의 판로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유의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가격 중 원재료비 43.0%,

제조경비 25.2%, 유통비 31.8%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조 및 유통비용의 

합계는 57%로 우유 소비자가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우유가격 결정구조

단위: 원/ℓ

구분 원재료비 제조경비
유통비용(33.5%)

대리점 비용 유통점 비용

가격(비율) 990원(43.0%) 578원(25.2%) 301(13.1%) 431(18.7%)

원유가격 990원(43.0%)

공장도가격 1,568원(68.2%)

소비자가격 2,300원(100%)

주: 원재료비는 농가수취가격(기준원유가격+생산자 인센티브)에 집유 검사비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

우리나라의 우유가격은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원유의 가격이 비교대상 외국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유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포장 제품의 비중이 높

고 고비용 구조의 가정배달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7. 주요국 우유 유통비용 비교(리터당)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우유가격(원) 1,850 1,008 1,279 1,266 1,968

유통비(원) 600 280 294 389 401

유통비 비중(%) 32.4 27.8 23.0 30.7 20.4

자료: 우유 국제 가격차이 분석 및 구조개선 대책. 2008.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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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농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2.1. 국내 수급정책

2002～2003년은 낙농산업의 일대 전환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원유 수급불

균형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2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착유우 3만 두 

도태를 목표로 착유우 도태사업이 시행되었다. 도태보상금으로 두당 20만원

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만 1,167두의 착유우가 도태되었다. 그러나 

경산우 교체과정에서 자연도태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에 

의한 도태 효과는 1만 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1-5. 국내 원유수급정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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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우 도태에도 불구하고 원유과잉문제가 지속되자, 낙농진흥회는 2002

년 10월부터 잉여원유차등가격제(쿼터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낙농진흥회농

가에 기준 원유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상유대를 지급하되, 기준원

유량을 초과한 잉여원유2에 대해서는 잉여의 정도에 따라 유대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이다. 기준원유량의 6%까지는 수급완충물량(buffer)으로 설정하여 

정상가격을 지급하고, 수급완충물량을 초과한 기준 원유량의 11%에 대해서

는 차등가격물량으로 정상가격의 70%를, 차등가격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

해서는 국제가격을 각각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반 유업체들도 쿼터제와 함

께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잉여원유에 대해 

낮은 가격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착유우 도태정책과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분

유의 과잉재고가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농수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30만 톤의 원유를 감산하기 위해 2003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낙농폐업 

및 생산 감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폐업을 신청한 농가에는 ℓ당 10만원,

감축을 신청한 농가에는 ℓ당 137원/일 혹은 5만원/연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

러나 폐업 및 감산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목표량의 47.8%만이 신청되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청하지 않는 나머지 농가들에게는 일률적으로 기준 원

유량의 9%를 차감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결국, 계획생산체제에 가까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한편, 2009년 4월 1일에는 기존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을 개정하

여, 정상가격의 70%를 지급하던 차등가격물량을 초과물량으로 전환하여 국

제가격을 지급하고, 수급완충물량을 기준원유량으로 전환하였다(낙농진흥회 

보도자료, 2008. 12. 31). 또한 2010년 6월에는 기준원유량에 대해 부분인수 

및 인도를 허용하도록 잉여원유차등가격제규정을 개정하였다. 부분인도 시 

최소단위는 10ℓ이며, 기준원유량 인도 후 농가의 최소보유 기준원유량은 

2 잉여원유는 낙농진흥회가 유업체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물량을 초과하는 원유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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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ℓ 이상으로 하였다. 단, 부분인수 및 인도를 허용하되 인도할 경우 인도

물량의 20%를 차감하는 기존원칙은 그대로 유지하였다(낙농진흥회 보도자

료, 2010. 7. 6).

2010년 말에는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원유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시적

으로 원유증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낙농진흥회는 2012년 말까지 

수급완충물량(buffer)을 기준원유량의 5%로 부여하여 정상가격을 지급하고,

농가가 폐업할 때 기준원유량의 20%를 회수하던 것을 2년간 중단하기로 하

였다. 또한 기준원유량에 따라 15일 단위로 정산하던 유대를 계절상한선 범

위 내에서 일종의 연간총량제와 같은 연간정산으로 개선하였다(농림축산식

품부, 2011. 2). 그 외에 2010년 3분기부터는 국제가격을 적용하던 기준원유

량 초과분에 대해 정상유대를 지급하였다. 이에 가공조합을 포함한 일반 유

업체도 한시적으로 쿼터적용을 유예하거나 자체쿼터를 증량하였다.

2.2. 낙농정책 관련 동향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 2011년 12월 도입에 관한 낙농업계의 합의가 이루

어졌다. 낙농진흥회가 2013년 7월 27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우유 원유가격을 

리터(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2.7%(106원)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하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 3∼4년 주기로 원유 가격 조정  

시 발생하던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2013

년 8월 1일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원유가격을 생산비와 연동시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매

년 8월마다 결정하며, 기준원가는 매년 통계청이 계산하는 우유생산비 증감

액을 가감하고, 변동원가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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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구분
유성분 가격효과 체세포수

가격효과
세균수
가격효과

합계
유지방 유단백 소계

현행(A) 55.16 0.00 55.16 42.80 50.30 148.26

개선(B) 42.57 15.76 58.33 39.63 50.30 148.26

차이(B-A) -12.59 15.76 3.17 -3.17 0.00 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

그림 1-6. 원유가격연동제의 원유 기본가격 산출방법

※ 원유 기본가격(834원/ℓ) = 기준원가(745원) + 변동원가(89원)

① 기준원가 = 전년 기준원가+(전년-전전년)통계청 우유생산비

②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전년 변동원가×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

또한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가격 산정 시 기존의 유지방, 체세포수의 가격요소 등차가격을 조

정하고, 유단백질을 가격 산정요소에 추가로 신설하였다. 이 개선안은 2009

년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생산자와 수요자 합의가 이루어진 사

항이며, 낙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

였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체세포수 1 2등급 가격차 확대로 품질 저하 문

제를 해소하고, 유단백질 신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한 것이다.

낙농업계는 낙농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2013년 7월 19일 낙농진

흥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협의회장 선출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과반수 위원의 요청

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우

유수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수급조절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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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를 대표하는 인원들로 구성되며,

명실상부하게 낙농산업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협의

체라 할 수 있다.

2.3. 낙농산업 선진화대책3 

동시다발적인 FTA 타결 및 발효에 따른 낙농 및 연관산업의 피해가 예상

되는 가운데, 낙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낙

농가, 유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농산

업 발전 종합대책 2010. 3 을 수립 발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 및 재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 대책은 낙농산업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수급관

리, 소비 확대,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2013년 5월에 다시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중앙낙농기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

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 공급단계에 있어서의 수급관리로, 안정적인 원유수급 조절체계

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계절적 수급편차에 의한 잉여물량에 대해 

생산비 수준의 원유가격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넷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성우전문목장 설립, 쿼터뱅크 운영, 낙농도우

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에 대해 2013년 6

월 7일 생산자, 유업체, 낙농진흥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 농림축산식품부. 2013. 4.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를 참고하여 작성함.



원유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26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아울러 금후 전국단위 원유 수급조절 문제를 포함하

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금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에는 전국단위 쿼터

를 축으로 하는 원유수급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누락되어 있다. 따

라서 앞으로 원유가격연동제를 포함하여 낙농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효율

적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금후 낙농제도

의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전국단위 쿼터제, 일원집유 다원판매,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른 용도별 차등가격제 및 종합유가제를 축으로 하는 낙농제

도 개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생산

자에게는 쿼터관리를 포함한 생산자율권을 인정하고, 유업체에게는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토록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

다는 논리이다.

한편 정부는 계절편차에 해당하는 가공유쿼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격

보전을 통해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국산 유제품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는 이견도 대두되어 있다. 그 외에 일정한도 내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가가 

보다 많은 생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생크림, 신선치즈 등 차별화된 국산 유

제품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국산 유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유쿼터 및 계절편차에 해당하

는 가공쿼터를 제외한 일부 잉여유에 대해서도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

에 대해서는 전국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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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의 중장기 목표

자료: 조석진 등.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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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유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및 기여도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 소비자의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품

목 중 대표적인 가격의 발견이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는 품목 중심으로 작성

된다. 2010년 기준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축산물가중치는 22.1이

며, 전체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2.1/1,000)로 나타났다. 주요 축산

물의 가중치를 보면, 돼지고기 8.3, 국산쇠고기 7.8, 우유 5.8의 순이다.

표 2-1. 주요 농축산물의 물가지수 가중치(2010년 기준)

부 류 대 상 품 목

빵 및 곡물
쌀(6.2), 두부(1.4), 라면(2.4), 국수(0.8), 빵(4.6), 식빵(0.4),
떡(2.0)

육류 쇠고기(국산: 7.8), 쇠고기(수입: 1.6), 돼지고기(8.3), 닭고기(1.9)

우유·치즈 및 계란 달걀(2.2), 우유(5.8), 발효유(2.2), 치즈(0.5), 아이스크림(2.4)

식용유지 참기름(0.6), 식용유(0.6)

과일 사과(3.1), 포도(1.7), 귤(2.1), 참외(1.0), 수박(1.6), 딸기(1.3)

채소

무(1.1), 배추(1.7), 파(1.1), 양파(0.9), 시금치(0.5), 콩나물

(0.6), 상추(0.4), 당근(0.3), 오이(0.8), 호박(0.6), 토마토(1.1),

감자(0.7), 버섯(1.1), 풋고추(0.8)

기타식료품
고춧가루(1.8), 마늘(1.3), 소금(0.2), 설탕(0.4), 고추장(0.4),

된장(0.4), 간장(0.5)

주: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의 총합은 1,000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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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도시가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중 낙농품 비중

단위: 만원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가계소득 2.8 26.7 94.3 238.7 289.8 363.2 384.2

가계지출, a 2.6 17.9 68.6 163.2 187.1 228.7 239.3

식료품, b 1.2 7.7 22.1 44.7 53.4 61.2 64.2

-곡류식빵(%) 42.9 33.9 20.3 12.7 9.7 8.8 9.1

-육류(%) 17.6 17.3 11.8 10.1 8.0 9.1 9.4

-낙농품(%) 3.0 4.8 5.4 4.3 5.0 5.3 5.2

-외식(%) 1.9 3.7 20.3 39.4 47.5 46.7 45.6

b/a(%) 46.6 43.2 32.2 27.4 28.5 26.7 26.8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그중 낙농품의 가중치는 우유 5.8, 아이스크림 2.4, 발효유 2.2, 분유 0.9, 치

즈 0.5의 순이다.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 낙농품 및 과일

류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 소비자의 총소비지출액 중 

품목별 지출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도시가계 지출 중 낙농품 비중

이 1990년 3.0%에서 2011년 5.2%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에서 

낙농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1>은 주요 낙농제품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추이

를 나타내고 있다. 점선은 모든 품목의 가격 변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점선에 대응되는 실선은 분석 대

상품목의 소비자물가 변화 추이이며 실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물가상승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농제품은 크게 우유, 분유, 치즈, 발효유 등으로 구분된다.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던 우유와 치즈의 가격은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

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원유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잉여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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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요 낙농제품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젖소 자율도축 권고 및 원유에 

쿼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유 감산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때 원유차

등가격제(쿼터제)가 도입되었다. 젖소 사육 농가는 쿼터를 초과한 잉여 원유

에 대하여 낮은 가격을 수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

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수가 높았던 분유의 경우 2000년대에는 이렇다 할 가격 변

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9년 이후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효

유의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

인다. 전반적으로 낙농제품의 경우 가격변동의 진폭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2013년 8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원유

가격연동제는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의 가격상승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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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 및 기여도(2010∼2012)

구 분
변동률(%) 기여도(%p)

2009 2010 2011 2012 평균 2009 2010 2011 2012 평균

총 지수 2.8 3.0 4.0 2.2 2.98

농축수산물 6.4 10.0 9.2 3.1 7.2 0.50 0.78 0.71 0.24 0.56

쌀 0.3 -8.7 11.1 9.6 3.1 0 -0.06 0.07 0.06 0.02

축산물 8.9 1.1 10.3 -7.4 3.2 0.20 0.02 0.23 -0.16 0.07

쇠고기(국산) 10.5 10.5 -9.7 -2.2 2.3 0.08 0.08 -0.08 -0.02 0.02

돼지고기 8.6 -6.1 28.1 -13.6 4.3 0.07 -0.05 0.23 -0.11 0.04

닭고기 19.7 2.1 4.8 -3.1 5.9 0.04 0.00 0.01 -0.01 0.01

우유 19.1 -1.2 1.7 8.5 7.0 0.11 -0.01 0.01 0.05 0.04

분유 4.0 1.6 0.0 8.1 3.4 0.00 0.00 0.00 0.01 0.00

치즈 11.9 0.1 0.4 -0.2 3.1 0.01 0.00 0.00 0.00 0.00

발효유 4.1 0.0 0.9 5.6 2.7 0.01 0.00 0.00 0.01 0.01

달걀 7.0 -4.4 18.3 -5.7 3.8 0.02 -0.01 0.04 -0.01 0.01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품목별 물가변동 기여도는 각 품목의 가격변동이 총지수의 변동에 기여하

는 정도()를 %p로 측정한다. 아래의 식이 측정을 위한 산식이다.

 





  




  



×





(2-1)

여기서   
 은 기의 k품목지수, 

는 t기 k품목의 지수, 는 총지수

의 가중치 대비 k품목의 가중치 비율을 나타낸다. 결국, 특정 품목의 소비자

물가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 폭과 가중치의 크기에 영

향을 받는다.

<표 2-3>은 최근 4개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총지수의 변동률

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나타낸다. 최근 4년 동안의 소비자물가는 평균적으

로 약 2.9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 평균 변동률의 경우, 우유〉닭

고기〉돼지고기〉달걀〉분유〉쌀〉치즈〉발효유〉쇠고기(국산)의 순서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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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른 품목에 비하여 우유의 가격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유제품인 분유, 치

즈, 발효유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품목별로 높은 가격상승

률이 나타난 순서를 정리하면, 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치즈 〉쌀〉쇠

고기〉분유〉발효유의 순서였다.

반면, 최근 4년간 품목별로 가격하락률이 큰 순서로 정리하면, 돼지고기〉

쇠고기〉쌀〉달걀〉닭고기〉우유〉치즈〉분유 = 발효유의 순서였다. 일반적

으로 주요 농축산물의 상승률과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낙농

제품의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대한 기여도의 경우, 품목별 가격변동률과 해

당 품목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4년간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에 대한 품목별 평균 기여도는 우유 〉돼지고기 〉쌀 

〉쇠고기〉닭고기〉달걀〉발효유〉분유〉치즈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우유

의 기여도가 가장 높지만, 우유를 제외한 유제품의 기여도는 주요 농축산물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품목별 기여도를 높은 순서대로 정

리하면, 돼지고기〉우유〉쇠고기〉쌀〉달걀〉닭고기〉발효유〉분유〉치즈

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품목별 물가상승률과 기여도의 순위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여도를 산출함에 있어 품목별 가중치

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유 가격의 변동이 산업부문별로 생산자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유가격이 상승하

면 각 산업 부분의 생산자가격 상승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인 균형가격이 형

성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분석해본 결과, 우유가격 상승 및 생산

비 증가가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 영향과 해당 산업부문의 직

접적인 생산비 상승분을 포함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유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부문은 유제품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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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이스크림, 음식 및 숙박업, 낙농의 순이었다. 우유가격 상승의 영

향이 후방산업인 낙농산업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유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유제품의 경우 우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0.357% 상승하며, 20% 상승할 경우 0.714%, 30% 상승할 경우 

1.07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가격이 10% 상승할 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0.026% 상승하고, 2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0.032% 상승하며, 3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지

수는 0.0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업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우유가격이 10%, 20%, 30% 상승하였을 때 각각 0.006%, 0.008%,

0.0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유가격 상승이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보다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대로, 다른 산업부문의 가격 상승도 우유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낙농업

의 생산비가 10% 증가할 경우 우유가격은 5.47% 상승하여, 낙농업 생산비

(원유 생산비) 상승이 우유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의 생산비 또는 가격이 10% 상승 시 우유가격을 

2.14% 상승시키는 영향을 가지며, 낙농 사료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우유

가격은 1.6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석진 등(2013)].

표 2-4. 우유가격 상승이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단위: %

우 유
파급영향

10% 20% 30%

유 제 품 0.357 0.714 1.072

아 이 스 크 림 0.143 0.286 0.429

음 식 및 숙 박 0.057 0.114 0.171

낙 농 0.034 0.068 0.102

음 식 료 품 0.029 0.058 0.087

소비자물가지수 0.026 0.032 0.048

기 업 물 가 지 수 0.006 0.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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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4

2.1. 분석방법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체감물가 간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포함되는 품목과 개별 소비

자들이 소비하는 품목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작성되는 소

비자물가와는 달리, 체감물가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소비자들은 구매빈도가 높거나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며,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통계청, 2010).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관계없

이,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의 정

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 및 수도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도)에 거주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20세 이상의 가정주부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및 연령별 조사 대상 인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별·연령별 주민등

록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조사 대상품목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육계), 달걀, 우유, 분유, 치즈, 발효유로 총 9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품목별 물가 파급 영향의 순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첫째, 최

근 3년간 구매경험을 토대로 체감물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모

든 품목의 가격이 동일하게 30%씩 상승할 경우 체감물가에 미치는 파급 영

향을 조사하였다. 품목별 물가파급 영향의 순위에 대한 조사는 응답자의 답

변 편의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짝비교(paired comparison)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각 36개의 짝비교가 이루어졌다. 기타 물가

4 이 부분은 산업연구원(박문수 연구위원)과 협동연구를 통해 작성함.



우유의 물가 파급영향 분석36

파급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품목별 구매 빈도와 지출액 그

리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인들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한편, 연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조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

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소

비자들이 체감하는 품목별 물가 파급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Bradley-Terry 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품목별 물가파

급 영향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 참조).

2.2. 응답자 특성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지출 현황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0%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3%, 부산 10.0%, 인천 8.2%, 대구 7.5%, 광주와 대전은 각각 4.5%의 구성

비를 보였다. 연령은 40대 37.3%, 30대 34.2%, 50대 21.5%, 20대 7.1%의 순으

로 나타났다. 주부의 형태는 취업주부가 53.6%, 전업주부가 46.4%였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62.9%로 가장 많았고, 고졸 31.3%, 대학원졸 5.3%, 중졸 0.5%

의 순을 보였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400만원대가 23.8%로 가장 많았고,

400만~500만원대가 20.9%, 500만~600만원대가 17.5%, 200만~300만원대가 

16.2%, 700만원 이상이 9.1%, 200만원 미만이 4.5%의 구성비를 보였다. 본인

을 포함한 동거 가족 수는 4명이 43.1%로 가장 많았고, 3명 26.9%, 2명 

18.7%, 5명 8.7%, 6명 2.2%, 7명이 0.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구성 측면에서, 2년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비교할 때 거주 지

역, 연령, 최종학력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부의 형태

는 2년차의 경우 전업이 56.9%였던 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는 46.4%로 약 

10.5%포인트 정도 감소하였고, 그만큼 취업주부의 비율이 높아졌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500만원 미만에서는 각 소득구간별로 약간의 구성비 감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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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550)

구분
빈도수
(명)

비중
(%)

구분
빈도수
(명)

비중
(%)

거
주
지
역

서울 161 29.3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미만 25 4.5

부산 55 10.0 200∼300만원 89 16.2

대구 41 7.5 300∼400만원 131 23.8

인천 45 8.2 400∼500만원 115 20.9

광주 25 4.5 500∼600만원 96 17.5

대전 25 4.5 600∼700만원 44 8.0

경기도 198 36.0 700만원 이상 50 9.1

연령

20대 39 7.1

동
거
가
족
수

2명 103 18.7

30대 188 34.2 3명 148 26.9

40대 205 37.3 4명 237 43.1

50대 118 21.5 5명 48 8.7

최종
학력

중졸 3 0.5 6명 12 2.2

고졸 172 31.3 7명 2 0.4

대졸 346 62.9 주부
형태

전업주부
255 46.4

대학원졸 29 5.3 취업주부

었으나, 500만원 이상에서는 각 소득구간별로 구성비의 증가가 있었다. 즉, 2

년차 조사의 소득분포에 비해 이번에 조사한 소비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동거 가족 수는 3명의 비율이 4%포인트 감소하고, 2명의 비

율이 6.3%포인트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최근 1년 이내 구매경험을 기초로 농축산물 연평균 구매 빈도와 

지출현황을 정리하면 <표 2-6>와 같다. 연평균 구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정리

하면, 우유(65.65회) 〉발효유(42.39회) 〉돼지고기(24.51회) 〉분유(18.72회)

〉닭고기(18.17회) 〉쇠고기(17.86회) 〉치즈(12.67회) 〉쌀(6.58회)의 순이었

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경우 월평균 1회 이상 구매하였으며, 쌀은 약 

2개월에 1회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공통품목인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의 구매횟수는 모든 품목에서 전년보다 구매

횟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구입횟수의 변이계수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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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응답자의 농축산물 연평균 구매빈도 및 지출 현황

구 분 연평균 구입횟수 1회평균구입금액 총 지출금액

쌀

평균 6.58 50,875 309,987

표준편차 4.43 25,341 220,168

변이계수 67.3% 49.8% 71.0%

쇠고기

평균 17.86 27,719 437,063

표준편차 11.03 19,330 371,909

변이계수 61.7% 69.7% 85.1%

돼지고기

평균 24.51 15,753 371,881

표준편차 11.25 6,203 223,506

변이계수 45.9% 39.4% 60.1%

닭고기

평균 18.17 9,944 171,566

표준편차 13.31 5,593 143,278

변이계수 73.2% 56.2% 83.5%

달걀

평균 24.22 5,714 134,973

표준편차 13.32 2,467 86,117

변이계수 55.0% 43.2% 63.8%

우유

평균 65.65 3,666 218,472

표준편차 58.15 2,222 168,087

변이계수 84.7% 60.63% 76.9%

분유

평균 18.72 52,148 999,037

표준편차 14.26 33,613 993,483

변이계수 76.2% 64.5% 99.4%

치즈

평균 12.67 8,214 95,295

표준편차 11.62 5,405 108,053

변이계수 91.8% 65.8% 112.2%

발효유

평균 42.39 4,647 164,955

표준편차 52.9 2,464 144,927

변이계수 125.0% 53.0% 87.9%

단위: 회, 원

주: 1회 평균 지출금액은 실제 지출행위가 있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유에서 가장 컸으며, 돼지고기에서 가장 작았다.

1회 평균 구입금액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분유(52,148원) 〉쌀(50,875원)

〉쇠고기(27.719원) 〉돼지고기(15,753원) 〉닭고기(9,944원) 〉치즈(8,214원)

〉달걀(5,714원) > 발효유(4,647원) 〉우유(3,666원)의 순이었다. 공통품목인 

쌀, 닭고기, 달걀은 1회 구입금액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쇠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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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1회 구입금액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회 평균 구입금액의 변이계수는 쇠고기에서 가장 컸으며, 돼지고기에

서 가장 작았다.

총 지출금액은 연평균 구입횟수와 1회 평균 구입금액의 곱으로 계산하였

다. 총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분유(999,037원)〉쌀(309,987원)〉

쇠고기(437,063원)〉돼지고기(371,881원)〉우유(218,472원)〉닭고기(171,566

원)〉발효유(164,955원)〉달걀(134,973원)〉치즈(95,295원)의 순으로 나타났

다. 공통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달걀은 총 지출액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

하였으나, 돼지고기는 총 지출금액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

금액의 변이계수는 치즈에서 가장 컸으며, 돼지고기에서 가장 작았다.

조사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이 생필품인지 여부를 7점 척도로 조

사하였다. 품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생필품의 순위는 쌀〉달걀〉우유〉돼지고

기〉닭고기 = 쇠고기〉발효유〉치즈〉분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점 척

도조사에서 평균 6점 이상에는 쌀과 달걀이 포함되었으며, 5점대에는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가 포함되었다.

각 품목에 대한 생필품적 인식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소득수준은 기초 통계량을 기준으

로 세 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구간은 300만원 미만(I), 두 번째 

구간은 300만~500만원 미만(II), 세 번째 구간은 500만원 이상(III)으로 구분

하였다. 첫 번째 소득구간과 두 번째 소득구간의 비교에서는 쌀과 돼지고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5% 유의수준)가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품목에

서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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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생필품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위 분석

변수 쌀 달걀 우유
돼지
고기

닭고기쇠고기발효유 치즈 분유

평균값 6.66 6.06 5.87 5.29 5.00 4.89 4.41 4.23 3.28

표준편차 0.77 1.00 1.15 1.19 1.26 1.26 1.41 1.41 2.12

대응
표본 t-검정

독립
표본
t-
검정

가계
소득

Ⅰ-Ⅱ (.026) (.553) (.228) (.039) (.247) (.132) (.252) (.322) (.819)

Ⅰ-Ⅲ (.017) (.429) (.317) (.026) (.089) (.022) (.413) (.091) (.005)

Ⅱ-Ⅲ (.791) (.784) (.816) (.637) (.420) (.219) (.675) (.405) (.000)

전업-취업 (.362) (.506) (.609) (.034) (.090) (.224) (.150) (.315) (.813)

주 1) ( )는 p값임. 대응표본 t-검정에서 점선( )은 5% 유의수준에서 항목 간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2) Ⅰ: 300만원 미만의 가계소득, Ⅱ: 300만~500만원 미만의 가계소득, Ⅲ: 500만원 이

상의 가계소득을 의미함.

저소득 수준인 첫 번째 소득구간과 고소득 수준인 세 번째 소득구간을 비

교해 보면, 쌀, 돼지고기, 쇠고기, 분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지만, 달

걀, 우유, 닭고기, 발효유, 치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두 번

째 소득구간과 세 번째 소득구간 간의 비교에서는 분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분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필품적 인식에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

만, 우유의 경우 소득에 따라 생필품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의 비교에서도 돼지고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인

정되었고, 나머지 품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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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최근 3년간 구매경험에 기초할 경우)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r > ChiSq
Odds
Ratio

쇠고기 1 0.7738 0.0537 207.7 <.0001 2.17

돼지고기 1 1.2899 0.0548 554.5 <.0001 3.63

닭고기 1 0.2959 0.0553 28.7 <.0001 1.34

달걀 1 1.1567 0.0547 446.8 <.0001 3.18

우유 1 1.217 0.0553 484.4 <.0001 3.38

치즈 1 0.0895 0.0575 2.4 0.1197 1.09

분유 1 0.5114 0.0557 84.3 <.0001 1.67

발효유 1 0.5036 0.0564 79.8 <.0001 1.66

쌀 0 0 . . .

2.3.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

<표 2-8>은 최근 3년간의 구매경험에 기초한 자료를 이용해서 Bradley-Terry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Bradley-Terry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기 위

해서 <표 2-8>에서 선택빈도가 가장 낮았던 쌀을 참고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품목의 승산비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쌀 대비 타 품목의 

체감물가에 대한 영향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출된 승산비는 돼지고기 

3.63, 우유 3.38, 달걀 3.18, 쇠고기 2.17, 분유 1.67, 발효유 1.66, 치즈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년차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공통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의 승산비가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승산비는 쌀 대비 비

교 품목이 선택될 확률의 배수를 나타내며, 치즈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쌀 

대비 승산비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유가격 변동이 쌀 가격 변동에 비해 소비자가 느끼

는 체감도가 3.4배 정도 크고, 분유와 발효유는 1.7배 정도 크다는 점을 시사

한다.

<표 2-9>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30%씩 상승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Bradley-Terry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승산비는 달걀 1.25, 우유 1.21, 돼지

고기 1.01, 쇠고기 0.54, 닭고기 0.53, 발효유 0.41, 분유 0.36, 치즈 0.29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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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모든 품목의 가격이 30%씩 상승할 경우)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r > ChiSq
Odds
Ratio

쇠고기 1 -0.6172 0.0468 173.8 <.0001 0.54

돼지고기 1 0.0129 0.0469 0.1 0.7835 1.01

닭고기 1 -0.6287 0.0476 174.6 <.0001 0.53

달걀 1 0.2262 0.0478 22.4 <.0001 1.25

우유 1 0.1938 0.0478 16.4 <.0001 1.21

치즈 1 -1.2347 0.0505 597.3 <.0001 0.29

분유 1 -1.0367 0.0497 435.5 <.0001 0.36

발효유 1 -0.8925 0.0492 328.8 <.0001 0.41

쌀 0 0 . . .

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달걀, 우유의 승산비는 1보다 컸으며, 나머지 품목

은 1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산비가 1보다 작은 품목은 쌀 대비 선

택될 확률이 낮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Bradley-Terry 모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표 2-8>과 <표 

2-9>의 차이는 최근 3년간의 구매경험에 기초한 분석 결과와 잠재적 물가파

급 영향도를 고려한 분석 결과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이 실

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품목별 물가와 각 품목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물가

파급의 영향도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의 구매경험에 기초한 분석 결과 소비자는 돼지고기 = 우유〉우

유 = 달걀〉쇠고기〉분유〉발효유〉치즈 = 쌀의 순서로 물가의 변동을 민감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앞선 품목들은 생필품적 인식이 높

은 품목들 중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보였던 품목들이었다. 돼지고기의 경

우 2011년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으며, 우유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

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반면, 순위가 낮은 품목들은 1회 평균 구입금액이 높긴 하지만 생필품적 

인식과 총 지출금액이 낮은 품목들이었다. 쌀의 경우 생필품적 인식이 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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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적 물가파급영향도의 경우 달걀 = 우유〉돼지고기〉쌀〉쇠고기 = 닭

고기〉발효유〉분유〉치즈의 순서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과 쌀의 순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두 품목의 생필품적 인

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발효유, 분유, 치즈의 경우 순위의 변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이 역시 우유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생필품적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물가를 체감하는 요소에는 생필품적 인식과 

더불어 가격변동 및 총 지출금액 등에 의한 종합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는 최근의 가격상승 경험과 생필품적 인식이 

높은 품목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물가정책과 더불어 생필품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물가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4.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5

Bradley-Terry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품목별 짝비교를 통해 얻어진 자

료를 이용해서 품목별 물가파급 영향의 순위를 정한 바 있다. 또한, 참고품

목 대비 비교품목을 선택하는 정도를 승산(odds)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두 품목 중 어느 한 품목이 어느 정도의 승산을 가지고 

선택되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 선택요인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품목별 물가파급 영향에 대한 짝비교에서 특정 품목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여기에

서는 낙농제품인 우유, 분유, 치즈, 발효유를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특정 낙농제품을 1, 비교대상 품목을 0으로 설정하

5 분석결과는 부록 2의 부표를 참조.



우유의 물가 파급영향 분석44

였다. 독립변수로는, 박문수 등(2011)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1년 평균 구입횟수, 1회 평균 구입금액,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한편, <부표 2-1>~<부표 2-4>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의 구매경험에 기초하

여 평가한 체감 물가파급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이다. 추가적으로 <부표 2-5>~<부표 2-8>에서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30%

씩 동일하게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소비자들이 평가한 체감 물가파급 요

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 결과는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특정 낙농제품의 1년 평균 구입횟수와 1회 평균 

구입금액은 비교품목과의 짝비교에서 대부분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품목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특정 낙농제품의 1년 평균 구입횟수와 1회 평균 구입금액이 증가할수록 

기준품목의 체감 물가파급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비교품목의 1년 평균 구입횟수와 1회 평균 구입금액은 특정 낙농

제품과의 짝비교에서 대부분 부(–)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교품목의 1년 평균 구입횟수와 1회 평균 구입금액이 증가할 경우 특정 낙

농제품의 체감 물가파급 영향력이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3년

간의 경험에 기초한 분석보다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동일하게 30%씩 상승할 

경우의 분석에서, 비교품목의 구입횟수와 구입금액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대부분의 짝비교에서 일관된 부호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시사점

우유 제품의 물가파급 영향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유의 

물가지수 가중치와 체감 물가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체감 물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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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요인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출 비중을 이용한 물가 기여도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기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우유의 경우 물가지수 

가중치에 비해 체감 물가 기여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구매 빈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로지스틱모형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

석 결과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의 수준은 실제 지출 비중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정책 수립 시 소비자의 체감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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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 가구의 우유 수요패턴 변화 분석의 필요성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식품소비 시장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가계의 식품소비 패턴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

히, 전통적 식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서구식 식습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육

류,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9.8㎏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7 반면, 우

유 및 우유를 원료로 한 유제품 소비를 살펴보면, 2003년 62.5㎏, 2010년 64.2

㎏, 2012년에는 67.2㎏으로 소비량이 쌀 못지않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처럼,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이 소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식품소

비지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주요 필수품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하

에서, 우유 및 유제품 소비 수준의 변화는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수급관리를 

통한 해당 제품의 물가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소비는 식품시장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었던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물 시장의 교란은 축산물 소비의 급감을 초래하였다.

6 이 부분은 산업연구원(박문수 연구위원)과 협동연구를 통해 작성함.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2 .



낙농제품에 대한 가구의 수요패턴 변화 분석48

이와 같이 식품의 소비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식품

시장의 교란원인 외에도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유 및 관련 유제품의 소비는 서구식 문화의 유입

에 다른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치즈와 버터 같은 일부 유제품의 소비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우유 소비 역시 그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

고 있다. 우유 소비 증가세의 둔화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률 하락, 소득수준의 변화, 연령 및 가구의 변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불어 소득수준, 직업, 연

령, 성별, 학력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우유 및 관련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소비수요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

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2. 분석 모형 및 자료

2.1.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우유 및 관련 유제품에 대한 소비행

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Deaton and Muellbauer(1980a)가 제안

한 AIDS 모형을 기반으로, 수요함수 시스템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반영

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여 소비자 수요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확장된 모형

은 Ray(1983)가 제안한 Price-Scaling Technique을 통해 이론적 근거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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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다 유연한 형태를 AIDS 모형에 적용한 모형인 PS-AIDS(Price-

Scaling AIDS)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3

참조).

2.2.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1990∼

2012년의 23년간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PS-AIDS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구조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

서는 우유 및 유제품뿐 아니라 이들과 대체나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는 품목

들도 고려하였다. 즉,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해

당하는 품목들을 재분류하여, 곡물 및 빵, 육류제품, 수산동물, 우유 및 유제

품, 과일류, 채소류, 당류 및 과자류, 채소류, 당류 및 과자류, 기타식품류, 비

주류 음료 등 9개의 소비품목(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3-1).

가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z)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

려하여,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성원 수, 가구주 성별,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

주 자영업자 여부, 가구주 무직 여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출생연도(세대)를 

모형 내에 포함시켰다.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

성원 수는 수량(quantitative) 변수인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질적(qualitative)

변수로 더미변수를 통해 반영하였다. 9개의 각 품목별 가격()은 소비자물

가지수와 재분류된 각 품목별 지출비중을 가중치로 고려하여 도출한 가격지

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가구별 9개 품목에 대한 총지출 내지 소득()은 9개 

품목의 지출액 총합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 대한 지출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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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분류

대분류 사용 변수 중분류 항목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곡물 및 빵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쌀, 찹쌀, 보리쌀, 콩, 땅콩, 혼식곡, 밀가

루, 국수, 라면, 당면, 두부, 시리얼식품,

부침가루, 케이크, 식빵, 빵, 떡

육류제품
육류,

육류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

류통조림

수산동물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가공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꽁치, 오징어, 게,

굴, 조개, 전복, 마른 멸치, 마른 오징어, 오

징어채, 북어채, 어묵, 맛살, 생선 통조림,

젓갈

우유 및

유제품
유제품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우

유가공품

과일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오렌지,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키위, 과실 통조림

채소류
채소 및

채소가공품

배추, 상추, 양상추,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깻

잎, 부추, 무, 열무, 당근, 감자,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버섯, 오이, 풋고추, 호박, 가지, 토마

토, 파, 양파, 마늘, 브로콜리, 고사리, 피망, 단

무지

당류 및

과자류
당류 및 과자류

초콜릿, 사탕, 껌, 아이스크림, 비스킷, 스

낵과자, 초코파이, 설탕, 잼, 꿀, 물엿

기타식품류

조미식품, 기타식

품, 유지류, 알 및

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김, 맛김, 미역, 고춧가루, 참깨, 생강, 소
금, 간장, 된장, 양념장, 고추장, 카레, 케
첩, 드레싱, 혼합조미료, 참기름, 식용유,
수프, 이유식, 김치, 밑반찬, 냉동식품, 즉
석식품, 삼각김밥, 알 및 알가공품

비주류음료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커피, 커피크림, 차, 차음료, 과일주스, 생

수, 기능성 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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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구통계변수 설정 및 기본 통계량

인구통계변수 설정 평균 표준오차

가구구성원 수: 단위(명) 3.490 1.126

학령구성원 수: 단위(명) 0.774 0.889

가구주 성별: 여성=1, 남성=0(기준) 0.171 0.377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가구=1, 외벌이가구=0(기준) 0.257 0.437

가구주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그 외=0(기준) 0.277 0.448

가구주 무직 여부: 무직=1, 취업=0(기준) 0.123 0.328

가구주

연령

가구주 30세 미만 (기준)

가구주30-34세(예=1, 아니요=0) 0.151 0.358

가구주35-39세(예=1, 아니요=0) 0.174 0.379

가구주40-44세(예=1, 아니요=0) 0.160 0.367

가구주45-49세(예=1, 아니요=0) 0.133 0.340

가구주50-54세(예=1, 아니요=0) 0.100 0.301

가구주55-59세(예=1, 아니요=0) 0.070 0.255

가구주60세 이상(예=1, 아니요=0) 0.118 0.323

가구주

출생
년도

가구주 1940년 이전 출생 (기준)

가구주 1940-1945년 출생(예=1, 아니요=0) 0.069 0.253

가구주 1944-1949년 출생(예=1, 아니요=0) 0.094 0.292

가구주 1950-1954년 출생(예=1, 아니요=0) 0.116 0.320

가구주 1955-1959년 출생(예=1, 아니요=0) 0.170 0.375

가구주 1960-1964년 출생(예=1, 아니요=0) 0.181 0.385

가구주 1965-1969년 출생(예=1, 아니요=0) 0.132 0.339

가구주 1970-1974년 출생(예=1, 아니요=0) 0.090 0.286

가구주 1975-1979년 출생(예=1, 아니요=0) 0.038 0.192

가구주 1980-1984년 출생(예=1, 아니요=0) 0.013 0.112

가구주1985년 이후 출생(예=1, 아니요=0) 0.002 0.041

가구주

학력
수준

가구주 학력–초졸(기준)

가구주 학력–중졸(예=1, 아니요=0) 0.138 0.345

가구주 학력–고졸(예=1, 아니요=0) 0.427 0.495

가구주 학력–대학재학 이상(예=1, 아니요=0) 0.320 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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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PS-AIDS 모형을 포함한 AIDS 모형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형의 추정계수

들 자체보다 소비 품목들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을 반영한 

PS-AIDS 모형을 통해 구해진 추정계수 값8을 기반으로 구하였다.

3.1. 소득탄력성

먼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가격, 지출비중, 총지출액, 인구통계학적 변

수 등의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은 <표 3-3>과 <그림 3-1>에 제

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모든 품목에서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모두 정상재(normal good)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육류

제품, 수산동물 등 축산 및 수산식품 품목들이 기타 품목들에 비해 소득탄력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이 소득 변화에 보다 민감하며, 앞으로 소

득 증가 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

서 의 추정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동물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1.2627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류제품, 과일류가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보이

고 있다. 이들 상품의 소비는 소득변화에 매우 민감한 일종의 사치재적 성격

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반면, 곡물 및 빵, 우유 및 유제품, 채소류, 당류 및 과

자류, 기타식품류, 비주류음료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들 

품목이 소득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필수재(necessities)적 특징을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인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8 부록 3의 식 1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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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12년 기간 중 평균 소득탄력성은 0.8654로 9개 품목 중 7번째의 크기

를 보여,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표 3-3.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

품목 소득탄력성

곡물 및 빵 0.8143

육류제품 1.1418

수산동물 1.2627

우유 및 유제품 0.8654

과일류 1.1538

채소류 0.9771

당류 및 과자류 0.7855

기타식품류 0.9663

비주류음료 0.8717

그림 3-1. 품목별 소득탄력성 비교

9 뒤에 다시 제시되겠지만, 실제로 연도별 소득탄력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까지 유제품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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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격탄력성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격, 지출비중, 총지출액,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를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보상 가격탄력성은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10

여기서 음영으로 처리된 <표 3-4>의 대각(diagonal) 영역은 자기가격탄력성을 

의미하며, 나머지 부분은 교차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먼저 자기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들의 자기가격탄력성 값이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인다는 경제학의 수요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주류음료가 –1.1567로 

가장 가격탄력적이며, 육류제품도 –1.0386으로 절대값이 1보다 큰 자기가격

탄력성을 가져 가격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주류음료와 육류제

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자기가격탄력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식품류(-0.8312), 당류 및 과자류(-0.7670)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가격탄

력성을 가지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에는 자기가격탄

력성이 –0.4896으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가격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유 및 유제품의 수요 역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락폭은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인 식습관이 서구

화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우유·치즈 같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0 보상가격탄력성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가격효과만을 반영한 탄력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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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이어서, 교차가격탄력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채소류와 비주류음료, 채

소류와 유제품, 육류제품과 기타식품류가 강한 대체관계[교차 가격탄력성이 

양(+)의 값]를 가지고 있으며, 우유 및 유제품과 비주류음료, 비주류음료와 

유제품, 수산동물과 기타식품류가 강한 보완관계[교차 가격탄력성이 음(–)

의 값]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유 및 유제

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다른 품목들의 수요변화, 다른 품목들의 가격변화에 

따른 우유 및 유제품의 수요변화는 <표 3-4>에 우유 및 유제품 관련 열

(column)과 행(row)으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다른 품목들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예상과는 달리, 채소류에 

대체관계(0.2736), 비주류음료에는 보완관계(-0.3134)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품목들에는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변화가 별로 영향을 끼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품목들의 가격변화에 따른 우유 및 유제품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살펴

보면, 채소류에는 매우 강한 대체관계(0.4792)의 모습을 보이고 기타식품류 

역시 상당한 수준의 대체관계(0.2172)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주류음료에

는 강한 보완관계(-0.210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품목들의 가격변

화는 우유 및 유제품 수요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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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주류음료 간 보완관계가 아닌 대체관계로 나타난 것은 최근 우유 및 유

제품이 건강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4. 각 품목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보상 자기-교차 가격탄력성

(음영부분: 자기가격탄력성)

곡물 및
빵

육류
제품

수산
동물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채소류
당류 및
과자류

기타
식품류

비주류
음료

곡물 및
빵

-0.1549 0.1866 0.0528 -0.0103 -0.0736 -0.0804 -0.0136 0.0133 0.0800

육류제품 0.2319 -1.0386 0.2097 0.0224 0.1145 -0.0358 0.0872 0.3185 0.0902

수산동물 0.0856 0.2802 -0.3723 -0.0266 0.0873 0.0091 0.1424 -0.1538 -0.0519

우유 및
유제품

-0.0259 0.0499 -0.0486 -0.4896 0.1051 0.4792 -0.0770 0.2172 -0.2102

과일류 -0.1381 0.1719 0.0976 0.0691 -0.6715 0.2331 0.0022 0.1927 0.0430

채소류 -0.1346 -0.0464 0.0107 0.2736 0.2066 -0.5417 0.0872 -0.0626 0.2073

당류 및
과자류

-0.0453 0.2506 0.3074 -0.0967 0.0029 0.1916 -0.7670 0.2138 -0.0573

기타
식품류

0.0237 0.4583 -0.1656 0.1344 0.1845 -0.0677 0.1061 -0.8312 0.1574

비주류
음료

0.3470 0.3103 -0.1359 -0.3134 0.0978 0.5407 -0.0683 0.3785 -1.1567

한편, <표 3-5>에서는 소득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비보상 가격탄력성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각 품목별 비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추정 결과를 보면, 모

두 음(–)의 값을 가져, 이론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에 제시된 보상 가격탄력성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두 개의 탄력성 

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소득효과의 영향이 큰 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가격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주류음료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소득

효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보상 자기가격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낙농제품에 대한 가구의 수요패턴 변화 분석  57

있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두 자기가격탄력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0.06 수준을 보이고 있어 9개 품목 중 두 번째로 작게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보상-비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차이

표 3-5. 각 품목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비보상 자기-교차 가격탄력성

(음영부분: 자기가격탄력성)

곡물 및
빵

육류
제품

수산
동물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채소류
당류 및
과자류

기타
식품류

비주류
음료

곡물 및
빵

-0.3191 0.0548 -0.0461 -0.0671 -0.1614 -0.1798 -0.0592 -0.0783 0.0419

육류제품 0.0017 -1.2234 0.0710 -0.0573 -0.0085 -0.1751 0.0233 0.1900 0.0367

수산동물 -0.1690 0.0757 -0.5257 -0.1147 -0.0488 -0.1450 0.0717 -0.2959 -0.1111

우유 및
유제품

-0.2004 -0.0903 -0.1538 -0.5500 0.0118 0.3737 -0.1255 0.1198 -0.2507

과일류 -0.3707 -0.0149 -0.0426 -0.0115 -0.7958 0.0923 -0.0624 0.0628 -0.0111

채소류 -0.3317 -0.2046 -0.1080 0.2054 0.1013 -0.6610 0.0325 -0.1726 0.1615

당류 및
과자류

-0.2037 0.1234 0.2120 -0.1515 -0.0818 0.0957 -0.8109 0.1254 -0.0941

기타
식품류

-0.1711 0.3019 -0.2830 0.0670 0.0804 -0.1856 0.0520 -0.9400 0.1122

비주류
음료

0.1712 0.1691 -0.2418 -0.3742 0.0038 0.4344 -0.1171 0.2804 -1.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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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이 연구에서 PS-AIDS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품목별 

수요, 지출에 대한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살피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앞

서 살펴본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탄력성에 추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

들의 변화에 따른 소득탄력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3.1 연령별 소득탄력성

<표 3-6>에서는 가구주 연령 그룹을 8그룹, 즉 30세 미만, 30～34세, 35～

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가구주 연령별로 구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4>

는 품목별로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탄력성은 품목별로 매우 

차별적인 추세를 보인다. 수산동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높

은 소득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곡물 및 빵, 당류 및 과자류, 우유 및 유제품

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낮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

품목
가구주
30세미만

가구주
30-34세

가구주
35-39세

가구주
40-44세

가구주
45-49세

가구주
50-54세

가구주
55-59세

가구주
60세이상

곡물 및 빵 0.8979 0.8891 0.8485 0.8145 0.7817 0.7510 0.7315 0.7482

육류제품 1.1237 1.1260 1.1286 1.1157 1.1301 1.1610 1.1855 1.2023

수산동물 1.2321 1.2496 1.2741 1.2914 1.2982 1.2803 1.2548 1.2063

우유 및 유제품 0.8631 0.8216 0.8309 0.8646 0.8897 0.9112 0.9362 0.9990

과일류 1.0892 1.1106 1.1372 1.1688 1.1810 1.1758 1.1841 1.1946

채소류 1.0119 1.0171 1.0150 1.0012 0.9761 0.9467 0.9198 0.9073

당류 및 과자류 0.8384 0.8132 0.7786 0.7626 0.7529 0.7593 0.7726 0.8185

기타식품류 0.9686 0.9876 0.9834 0.9732 0.9625 0.9521 0.9479 0.9347

비주류음료 0.8764 0.8804 0.8736 0.8732 0.8580 0.8376 0.8429 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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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

<그림 3-4>를 통해 품목류별로 연령별 소득탄력성 차이를 보면, 곡물 및 

빵, 채소류, 기타식품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감소한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변화에 둔감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육류제품, 과일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탄력성이 증가한다. 나이가 많을

수록 소득변화에 민감해지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우유 및 유제품

도 전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지만 

30대 초중반보다 30대 미만이 소득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산동물은 40대 중후반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증가

하다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역 U자 형태를 따르는 반면, 당류 및 과자

류는 40대 중후반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감소하다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U자형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류음료

는 30대 중반까지는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증가하다가 50대 초반

까지는 소득탄력성이 감소한 후, 그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다시 소득탄력성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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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품목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곡물 및 빵 0.8177 0.8273 0.8222 0.8127 0.7891

육류제품 1.1777 1.1431 1.1332 1.1300 1.1303

수산동물 1.2460 1.2586 1.2662 1.2718 1.2710

우유 및 유제품 0.9129 0.8725 0.8596 0.8504 0.8412

과일류 1.1824 1.1576 1.1499 1.1458 1.1386

채소류 0.9515 0.9779 0.9864 0.9891 0.9860

당류 및 과자류 0.8017 0.7955 0.7883 0.7786 0.7651

기타식품류 0.9515 0.9659 0.9705 0.9724 0.9731

비주류음료 0.8742 0.8694 0.8715 0.8720 0.8718

주: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 5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집단을 의미함.

3.3.2. 소득수준별 소득탄력성

앞서 가구주 연령, 세대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해당 변수들이 PS-AIDS 모

형 내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가구별 소득 혹은 총 지출액 수준은 

AIDS 모형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인구통계학적 특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분위별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구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소득분위별 5개 그룹으로 표본을 나눈 후, 각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변

수별 평균값을 이용해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을 계산하였다. <표 3-7>에는 

가구 소득분위 그룹 5개별로 구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3-5>에는 품목별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탄력성 변화는 그리 크지 않

았지만, 품목별로 소비의 변화 추이는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산동물, 육류제품, 과일류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득탄력

성을 유지한 반면, 곡물 및 빵,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과자류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낮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

유 및 유제품 등이 필수재로서의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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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 채소류, 기타식품류는 소득이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탄력성이 증

가해 소득변화에 민감해지는 반면, 곡물 및 빵,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과

일류, 당류 및 과자류는 소득이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탄력성이 감소해 소득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주류음료는 소득분위별 소득탄력

성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주: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 5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집단을 의미함.

그림 3-6. 연령 및 소득수준별 소득탄력성

주: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 5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집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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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우유 및 유제품 관련 물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다른 소비품들에 비해 어떤 특성(차이)이 있는지, 소

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행동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소비자들의 성향은 제품의 가격, 소득수준, 직업, 연령, 성별, 학력 등 다양

한 인자들(factors)에 따라 다르다. 우유나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의 구매는 주

로 가구단위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

른 소비성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상품소비에 대한 탄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 세대, 소득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특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이 식품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rice-

Scaling 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우유 및 관련 유제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은 모든 품목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려된 모든 품목이 정상재임이 확인되었다. 다

만, 육류제품, 과일류가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보여 사치재의 성격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우유 및 유제품의 소득탄력성은 

0.8654로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유 및 유제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이 –0.4896으로 가격변화에 상대

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상승 대비 수요의 하락폭은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우유 및 유제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들(가구)의 인구·사회학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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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대별 소득탄력성은 전

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지만, 30대 

초중반의 소득탄력성이 30대 미만을 포함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U자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낮은 아이를 키우는 

30대 초중반 연령대를 제외한 연령군은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민감한 모습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유 및 유제품의 출생 시기(세대)별 소득탄

력성은 대부분 세대에서 낮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나 1940년 이전 및 1940년대에 출생한 세대의 소득탄력성이 이후 출생세대

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이 높아지거나 출생세대가 빠를수록 소득탄력성이 높아지

고 있다는 결과는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점차 인구구조의 패턴이 

점차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

령층의 소득수준은 은퇴 전 시점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향후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더욱 높이게 되어 

필수재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우유 및 관련 유제품

의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우유 및 관련 유제품의 소비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곧 관련 시장의 수급 불안정을 유발, 이로 인

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육류의 경우 전 소득분위에 걸쳐 탄력성이 1을 초

과하고 있어 사치재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육류에 대한 소비증가 추이는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및 

유제품은 육류와는 달리 전 소득분위에 걸쳐 탄력성이 0.91~0.84 수준을 유

지하고 있어, 우유 및 유제품은 필수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육류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유 및 유제품에 대

한 소비탄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수준은 점차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유 및 유제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가구의 식품 지출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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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결과를 볼 때,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는 개별 식품에 대한 지출 행

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에는 필수재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가 시장가격

에 미칠 가능성은 타 식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향후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취향을 

고려한 제품 및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와는 반대로 공급 측의 불안정성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유 및 관련 유제품 시장의 불안

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유 및 관련 유제품 시장의 물가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공급 부문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안정적인 우유공급을 방해하는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 젖소의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탄력적 관리 등을 통한 공급안정화 정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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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낙농 동향

1.1. 세계 낙농 개황

2012년 기준 전 세계 경산우 두수는 1억 3,460만 마리로, 인도가 가장 많은 

4,640만 마리를 사육하여 34.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사육마릿수가 많은 국

가(연합)는 EU-27 2,288만 마리(17.0%), 브라질 1,990만 마리(14.8%)이다. 이 

외에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산우 사육마릿수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산우 사

육마릿수는 25만 마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미국은 젖소 마리당 원유 9.84톤을 생산하여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다음으로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마리당 9.32톤을 생산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리당 8.88톤을 생산하여 미국 마리당 산유량의 90%,

일본의 95% 수준이다. 인도와 브라질은 각각 마리당 1.20톤, 1.58톤을 생산하

여 원유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2012년 원유생산량 현황을 보면, EU-27이 1억 4,000만 톤을 생산하여, 세

계 생산량의 30.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이 9,056만 톤(19.6%), 인도가 

5,550만 톤(12.0%)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의 경산우 사육마릿수는 각

각 4,640만 마리, 923만 마리로 사육마릿수의 격차가 크지만, 오히려 원유 생

산량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미국의 생산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유 생

산량 중 0.5%인 211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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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국 낙농 개황(2012년)

구 분
젖소사육 현황
(천두, 경산우)

원유 생산량
(천톤)

착유우두당산유량
(톤/두, 연간)

생산자 원유가격
(USD/100㎏)

한 국 249 2111 8.88 78.30

중 국 8,000 32,500 4.06 54.00

일 본 813 7,570 9.31 113.30

EU-27 22,877 140,000 6.12 47.29

인 도 46,400 55,500 1.20 42.27

미 국 9,225 90,560 9.84 44.64

러 시 아 8,600 32,150 3.74 48.53

브 라 질 19,900 31,490 1.58

뉴질랜드 5,021 20,348 4.05 57.82

호주 1,650 10,015 6.07 40.73

세계 134,596 462,451

주 1) 추정치. EU-27의 원유생산량은 집유량 기준.

2) 생산자 원유가격은 2011년 가격.

자료: 낙농진흥회. 2012 낙농통계연감 .

우리나라의 원유 생산자 가격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이 100kg당 113.3달러, 우리나라가 78.3달러로, 우리나

라의 원유 생산자 가격은 일본의 69% 수준이다. 원유 가격이 가장 낮은 나

라는 호주로 100kg당 가격이 40.73달러로, 우리나라의 52% 수준이다.

1.2. 주요국의 원유 생산 현황

전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2006년 4억 1,898만 톤에서 2012년 4억 6,245만 

톤으로, 연평균 1.7%씩 성장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인도인

데, 2006년 4,100만 톤에서 2012년 5,550만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5.2%에 

달했다. 뉴질랜드와 브라질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4.8%, 3.8%로 빠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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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국 연도별 원유 생산량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2006∼
2012
연평균
증감률

한국 2,176 2,188 2,139 2,110 2,073 1,889 2,111 -0.5%

일본 8,137 8,007 7,982 7,910 7,721 7,474 7,570 -1.2%

중국 31,934 35,252 34,300 28,445 29,300 30,700 32,500 0.3%

EU-27 132,206 132,604 133,848 133,700 135,472 138,219 140,000 1.0%

인도 41,000 42,890 44,500 48,160 50,300 53,500 55,500 5.2%

미국 82,455 84,211 86,174 85,880 87,474 89,015 90,560 1.6%

러시아 31,100 32,200 32,500 32,600 31,847 31,742 32,150 0.6%

브라질 25,230 26,750 27,820 28,795 29,948 30,715 31,490 3.8%

뉴질랜드 15,337 15,918 15,580 16,983 17,173 18,965 20,348 4.8%

호주 10,395 9,500 9,500 9,326 9,327 9,562 10,015 -0.6%

합계 418,976 427,748 432,915 432,665 439,522 451,612 462,451 1.7%

주 1) 2012년 자료는 추정치.

2) EU-27은 집유량 기준.

자료: 낙농진흥회. 2012 낙농통계연감 .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였

다. 특히, 일본은 같은 기간 814만 톤에서 757만 톤으로 연평균 감소율이 

1.2%로, 감소 속도가 가장 빨랐던 나라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

소율은 0.5%이다.

주요 국가별로 시유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인도가 5,200

만 톤(2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EU-27이 3,395만 톤(19.4%), 미국이 

2,876만 톤(16.5%)을 생산하였다. 이외에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이 1,000만 

톤 이상의 시유를 생산하는 국가였다. 우리나라의 시유생산은 전 세계의 

0.9%인 153만 톤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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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치즈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EU-27로, 913만 톤을 생산하여 전 세계 

물량의 52.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490만 톤(28.4%)을 생산하여,

두 나라가 전 세계 물량의 81.2%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물량의 0.1%인 2만 5,000톤을 생산하였다.

2012년 전지분유생산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125만 톤

(28.0%)을 생산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116만 톤(25.9%), EU-27 68만 톤

(15.9%), 브라질 51만 톤(11.9%)이다. 탈지분유는 EU-27이 118만 톤(32.1%)으

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국 88만 톤(24.2%), 인도 43만 톤(11.7%), 뉴질랜

드 36만 톤(10.0%)의 순이다.

표 4-3. 주요국 유제품 생산현황(2012년 기준)

단위: 천톤

생산량
순위

시유 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국가 생산량 국가 생산량 국가 생산량 국가 생산량

1 인도 52,000 EU-27 9,130 뉴질랜드 1,250 EU-27 1,270

2 EU-27 33,950 미국 4,900 중국 1,155 미국 965

3 미국 28,755 브라질 700 EU-27 660 인도 450

4 중국 13,460 아르헨티나 589 브라질 531 뉴질랜드 386

5 브라질 11,715 러시아 450 아르헨티나 318 호주 235

6 러시아 11,205 호주 385 멕시코 168 브라질 141

7 우크라이나 5,345 뉴질랜드 310 호주 140 일본 140

8 멕시코 4,168 캐나다 340 인도네시아 70 캐나다 86

9 일본 4,010 멕시코 270 칠레 69 중국 57

10 캐나다 3,200 우크라이나 165 러시아 65 러시아 55

한국 1,685 25 1.8 4.0

세계합계 174,634 17,280 4,463 3,909

주: 추정치. EU의 시유는 집유량 기준임.

자료: 낙농진흥회. 2012 낙농통계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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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국의 우유 및 유제품 소비 동향

2012년 기준으로 국가별 시유소비를 살펴보면, 인도가 5,200만 톤(29.8%)

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EU-27이 3,395만 톤(19.4%), 미국 2,876만 톤

(16.5%) 순이다. 우리나라는 169만 톤을 소비하여 전 세계 소비량의 1.0%를 

차지하였다.

치즈 소비의 경우, EU-27이 846만 톤(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472만 톤(28.2%), 러시아 79만 톤(4.7%), 브라질 73만 톤(4.3%) 등의 순

이다. 한국은 약 10만 톤을 소비해 전체물량의 0.6%를 차지하였다.

전지분유 소비의 경우에는 중국이 150만 톤(4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브라질 59만 톤(18.3%), EU-27 28만 톤(8.7%) 등의 순이다. 탈지분유

는 EU-27이 84만 톤을 소비하여 전 세계 소비량 중 22.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53만 톤(15.9%), 인도 43만 톤(12.7%) 순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전지분유 3,385톤(0.1%), 탈지분유 2만 7,000톤(0.8%)을 소비하였다.

표 4-4. 주요국 유제품 소비 현황(2012년 기준)

단위: 천톤

생산량
순위

시유 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국가 소비량 국가 소비량 국가 소비량 국가 소비량

1 인도 52,000 EU-27 8,455 중국 1,500 EU-27 735

2 EU-27 33,950 미국 4,717 브라질 585 미국 530

3 미국 28,755 러시아 790 EU-27 277 인도 425

4 중국 13,460 브라질 725 알제리 180 중국 252

5 브라질 11,715 아르헨티나 530 멕시코 176 멕시코 237

6 러시아 11,205 멕시코 356 인도네시아 126 인도네시아 205

7 우크라이나 5,345 캐나다 320 아르헨티나 91 일본 179

8 멕시코 4,168 일본 280 러시아 81 브라질 170

9 일본 4,010 호주 261 칠레 62 러시아 125

10 캐나다 3,200 우크라이나 111 호주 42 알제리 112

한국 1,685 99 3 27

합계 174,634 16,752 3,191 3,334

주: 추정치. EU의 시유는 집유량 기준임.

자료: 낙농진흥회. 2012 낙농통계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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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국의 원유 생산자가격 현황

2012년 기준으로 원유 생산자가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ℓ당 

1,32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이 ℓ당 981원으로 두 번째로 높

았다. 원유 생산자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브라질이 15.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뉴질랜드 12.2%, 일본 11.2%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5.1%

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의 원유 생산자가격은 일본의 74.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와 비교하면 각각 2.1, 2.0배 높은 수준이며, 조만간 FTA

체결이 예상되는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2.26배 높은 수준이다.

표 4-5. 주요국의 원유 생산자가격

단위: 원/ℓ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연평균
상승률
(%)

EU-27 348.9 423.9 584.9 490.7 489.3 551.5 500.7 6.2

러시아 385.4 499.1 474.1 532.4 516.6 615.1 580.7 7.1

브라질 208.1 315.3 303.7 416.9 466.2 565.3 519.7 16.5

뉴질랜드 208.5 361.2 266.5 431.3 437.9 496.6 434.6 13.0

미국 303.5 402.2 368.6 454.5 427.6 506.5 470.1 7.6

일본 675.4 642.3 915.2 1,250 1,205.6 1,282 1,320.3 11.8

한국 722.4 728.5 770.1 846.6 855.4 894.6 981.3 5.2

주 1) 환율로 인해 실제 해당 국가의 생산자가격과 차이가 발생.

2) 2012년의 값과 환율은 11월까지의 산술평균임, 한국은 12월까지 평균가격임.

자료: 낙농진흥회. 낙농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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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11

2.1. 젖소 사육 및 우유 수급 동향

2.1.1. 젖소 사육 동향

일본의 젖소 사육두수는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200만~210만 두 사이에서 정체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142만 두까지 줄어들었다. 착유우 두수 또한 

전체 사육두수와 거의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

후 착유우의 착유 기간을 증가시키면서, 착유우 두수의 감소율이 완화되었다.

그림 4-1. 일본의 젖소 사육두수와 착유우 두수 변동

주: 사육두수는 각 연도의 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축산통계조사, 우유유제품통계조사.

11 이 부분은 건국대학교(김기현 박사)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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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젖소 사육농가수와 가구당 사육두수

주: 각 연도의 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축산통계조사.

젖소 사육농가수는 1970년 30만 가구가 넘었지만, 1990년 6만 3,300가구로 

급감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수가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1만 

9,400가구가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젖소사육 부문에서 규모화와 전업화가 진전되어 왔다. 사육두

수와 농가수가 함께 감소하여 왔지만 소규모 농가 위주로 사육농가수가 감

소하면서, 농가당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통계로 보면, 1970

년 5.9두였던 농가당 젖소 사육두수가 연평균 6.0%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73.4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50두 이상 비교적 큰 규모의 사육농가 비율은 36.5%로 

전체 농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

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에서 68.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농가에서 

36.0%를 차지하고 있는 30두 미만 사육 농가의 사육두수는 11.5%로 비중이 

크지 않다.

일본의 젖소 주 사육 지역은 북해도(北海道)이다. 북해도의 사육두수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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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7%(2013년 기준) 수준이다. 또한, 일본 

원유 생산량의 51.6%(2012년 기준)가 북해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구 분 계 1～19두 20～29두 30～49두 50～79두 80두 이상

농

가

수

2011 20,260 4,690 3,030 5,450 4,010 3,080

2012 19,440 4,340 2,940 5,210 3,910 3,040

2013 18,780 4,050 2,710 5,170 3,860 2,990

비중 100.0 21.6 14.4 27.5 20.6 15.9

마

릿

수

2011 1,433.6 71.6 94.2 280.2 359.9 627.3

2012 1,415.3 66.5 95.3 273.2 345.9 634.4

2013 1,384.4 71.5 88.1 281.2 343.2 600.4

비중 100.0 5.2 6.4 20.3 24.8 43.3

표 4-6. 젖소(2세 이상) 규모별 사육 가구수 및 사육 마리수

단위: 가구, 천마리,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관방통계부. 2013. 7. 농림수산통계–축산통계 .

우리나라 젖소 사육규모와 비교하면, 일본의 젖소 사육두수는 우리나라의 

3.4배 수준이며, 사육농가 수는 우리나라보다 3.2배가 많다. 전반적인 사육규

모는 일본이 훨씬 크지만 농가당 사육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 분
2013년 초 기준(일본 2월, 한국 3월)

총 두수(마리) 착유우(마리) 사육농가(가구) 가구당 두수(마리)

일본(A) 1,423,000 798,300 19,400 73.4

한국(B) 419,509 214,165 5,986 70.1

A/B 3.39 3.73 3.24 1.05

표 4-7. 우리나라와 일본의 젖소 사육 지표 비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청 가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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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원유 수급 및 유제품 소비

가. 원유 생산 및 용도별 이용 현황

일본의 원유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866만 톤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사

육두수 감소와 더불어 감소하였다. 특히, 무더위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

으로 2010년과 2011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원유 증산 노력에 

힘입어 2011년보다 1% 증가한 763만 톤을 기록하였다. 착유우 한 마리당 연

간 원유 생산량은 1985년 6.70톤에서 2012년 9.31톤으로 연평균 1.2%씩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계절별 원유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

다. 5월 원유 생산량은 연평균보다 6.9% 높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달이고,

이후 착유우의 산유량이 감소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착

유일 수가 적은 2월을 제외하면, 11월의 원유 생산량이 연평균보다 5.3% 적

어 연중 생산량이 가장 적다.

그림 4-3. 원유(raw milk) 생산량과 착유우 1마리당 산유량

주: 착유우 마리당 유량은 연간 원유 생산량을 착유우 두수로 나눈 값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우유유제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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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원유 생산의 월별 변화

주: 월별 원유 생산지수 산출을 위해 1985~2012년 자료를 이용함. 월별 원유 생산지수=

해당기간 월평균 원유 생산량)/(해당기간 연평균 원유 생산량)×1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우유유제품통계조사.

생산된 원유는 우유와 치즈, 크림 등 유제품 생산에 투입된다. 우유를 제

외한 유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유의 비율은 1990년 36.7%에서 2012년 46.2%

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율이 커지는  것은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제도, 가공원료유 등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치즈

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 사업 등의 낙농관련 경영안정 대책이 치즈용이나 가

공원료유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의 유제품 생산 투입 비율은 1990년 25.4%에서 1999

년 43.9%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26.6%로 크게 줄어들었다. 1999년 유제품 

생산 투입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책적인 지원이 많았던 일본과 달리, 원

유의 과잉 생산에 따라 저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분유로 가공해야 했기 때문

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원유의 유제품용 사용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기본적

으로 유제품 소비 시장이 작고 국내산 유제품의 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제품 시장 확대가 낙농산업 발전의 핵심 키워드임을 나

타내 주는 적당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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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원유의 용도별 처리량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우유유제품통계조사.

나. 원유 수급 동향

일본의 원유 수급 상황을 보면, 1996년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폭염이나 국제 유제품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원유 

수급 불균형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989년 이후 세 차례(1990년

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에 걸쳐 원유 공급 과잉이 나타난 바 

있다.

잉여원유가 발생하면 탈지분유 또는 버터의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탈지분유와 버터의 재고는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증감하는 패턴이 

있다. 최근에는 폭염과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재고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생산자단체들

의 3년간의 계획적인 생산 감산 정책을 중단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증가

하여 버터와 탈지분유의 재고가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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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일본 원유의 수급 및 유제품 재고 동향

주: 재고는 연말 기준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2013. 7. “축산을 둘러싼 정세.”

다. 원유 수급의 구조

일본에 있어서 원유의 용도별 처리량과 원유로 환산된 유제품 수입량을 

포함한 원유 수급 구조는 다음 <그림 4-7>과 같이 표시하였다. 2012년 일본

의 원유 총 공급량은 1,180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이 총 공급량의 64.5%를 차

지하고, 나머지는 수입 유제품이 차지한다.

일본 원유 중 북해도산은 주로 치즈용, 가공 원료유로 이용되는 반면, 도

부현에서 생산된 원유는 대부분이 음용우유 생산에 이용된다. 원유 생산량 

중에서 음용유용 비중이 52.7%를 차지하며, 가공원료유가 23.0%, 생크림용 

등이 16.8%, 치즈용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용우유용 원유의 가격이 가장 높게 거래되며, 다음으로 생크

림용 등, 가공원료유, 치즈용 순으로 거래 가격이 높다. 음용유를 제외한 다

른 용도의 가격은 생산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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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일본의 원유 수급 구조

주: 2012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2013. 7. “축산을 둘러싼 정세.”

하여, 일본 정부는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치즈용과 가공원료유에 대해

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 유제품은 치즈, 아이스크림, 탈지분유, 버터, 유청 등이다. 이 중 치즈

는 유제품 총 수입량의 71.6%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비중이 크다. 일본의 유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국내 원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버터, 유

청 등 일부 유제품에 대해 국영 무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국

영무역을 통한 유제품 수입량(원유 환산)은 16만 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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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유 및 유제품 소비

일본에서의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는 1990년 정점에 이른 후 장기간 감소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소비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고, 2011년 1인당 우유 소

비량은 24.1리터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가공유 성분조정우유는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유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았다(제품 중량 기준). 하지만 유음료와 발효유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공유

성분조정우유의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가공유 성분조정우유의 2011년 1인

당 소비량은 4.5리터로 2010년보다 14.1% 감소하였다.

그림 4-8. 일본의 1인당 연간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2013. 7. “우유유제품을 둘러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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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료, 발효유 시장은 200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었다가, 최근 들어 소비

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유음료 소비량은 10.1리터, 발효

유 소비량은 7.0리터로 전년에 비해 각각 6.9% 증가하였다.

치즈와 생크림도 2000년 이후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

세로 향후 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2011년 1인당 치즈 소비량은 2.1kg으

로 2010년에 비해 9.2%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시장 확대가 수입품에 의

존하고 있어 국산치즈는 2011년 1.7% 감소한 0.4kg이다. 2011년 1인당 생크

림 소비는 0.9kg으로 2010년보다 6.0% 증가하였다.

2.2. 일본의 집유 체계와 쿼터제12

2.2.1. 집유 및 유대 체계의 변화

1965년까지는 낙농가와 유업체 간 원유의 직접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유

업체와 낙농가 또는 낙농업협동조합(이하 낙농협) 사이의 가격 협상을 통한 

계약 관계에 의해 원유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유업체의 교섭력이 생산자에 

비해 우위에 있어 유업체 주도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또한 1955년부

터 1965년 사이 유업체의 집유율은 57.9%에서 64.7%로 증가하여, 유업체의 

낙농업 지배력이 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균등한 거래교섭력으로 인해 유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낙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유업체와의 유대 교섭에 나서게 되었다. 1962년 농림수산성 지침

에 따라 47개 도도부현별 지정생산자단체가 조직되고, 중앙 조직인 중앙낙

농회의(Japan Dairy Council, JDC)가 설립되어, 유가공업체 주도의 시장구조

12 조석진 등(2012)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 , 조석진(2006) “원유 수급 

조절의 성공과 실패: 일본의 경험”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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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일본의 집유체계의 변화

자료: 조석진 등(2012).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 . p.44.

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66년부터 원유를 음용유용과 가공원료유로 이원화한 가격체계가 도입되

었고, 지정생산자단체를 통한 집유체계가 시행되었다. 음용유는 시장에 맡기

고, 가공유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음용유의 가격과 집유량은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가공원료유에 대해서 일정 한도 수량을 정하여 보증가격(낙농가의 

생산비 수준)과 기준가격(유업체가 낙농가에 지불하는 가격)의 차액을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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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전하는 부족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낙농가는 지정생산자단체에 

원유를 납유하면, 생산자단체와 유업체 간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생

산자와 유업체 간 직접 거래는 사라지게 되었다. 지역별(도도부현별)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유업체와 교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생산자단체

와 생산자의 거래 교섭력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에 걸친 지속적인 유대 인상, 유사유제품(코코아

분유, 버터조제품 등)의 대량 수입에 따른 원유수급 불균형, 1978년 유업체의 

원유 매입 거부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낙농업계의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중앙낙농회의가 집유일원화를 통해 음용유에 

대한 자율적인 쿼터제를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기

존의 부족지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공원료유에 대해 한도수량을 정하

여 kg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환과 

더불어, 47개 지정생산자단체가 8개(2009년 현재 10개)의 광역 집유권으로 

통합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거래 교섭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집유권의 광역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중복된 집유 노선의 합

리적인 조정, 광역화 이전에 지역별로 운영하던 저유시설의 규모화, 집유 차

량의 대형화 등으로 원유 집유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다.

다음 <그림 4-10>은 생산자단체를 통한 일원화된 원유 집유와 집유된 원

유의 다용도 판매, 낙농가의 종합유가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낙농가는 낙농협을 통해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가입한다. 생산자는 자신이 

가입한 지정생산자단체에 생산된 원유의 판매를 위탁한다. 판매 위탁을 받

은 생산자단체는 유업체와 교섭을 통해 용도별로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생산자단체는 용도별 차등 가격에 따라 유업체로부터 유대를 수령하고, 종

합유가의 형식으로 낙농가에게 유대를 지불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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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일본의 일원 집유 및 다원 판매 구조

자료: 조석진 등(2012). 낙농 선진국의 유대체계 연구 . p.55.

2.2.2. 쿼터제

일본은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중앙낙농회의

에 의해 생산자 자율적으로 원유 생산 쿼터제를 실시하였다. 연초에 예측된 

원유 수요량이 쿼터량 설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중앙낙농회의의 원유수급위원회는 원유 수요량 예측치13를 바탕으로, 원유 

13 2001년 이전까지는 중앙낙농회의가 담당하였으나, 유업체의 불신 등으로 이후 

수급 예측 일본낙농유업협회(J-milk)가 주관함(송주호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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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일본의 원유 생산 쿼터제 실시의 기본구조

자료: 조석진 등(2012). 전국 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 . p.49.

수급 상황 및 낙농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의 쿼터량을 결

정한다. 전국 쿼터 기준량은 음용유용 수요량 예측치와 가공유용 수요량 예

측치의 합계이다. 이때 가공유용 원유 수요량은 분유 재고 누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결정된 해당 연도의 쿼터량은 각 지역 대표로 구성

된 원유수급조정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각 지정원유생산자단체회장 회의

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국 쿼터량은 각 지역별 지정생산자단체로 배분된다. 이때 지역별 배분 

기준은 전년도 실적과 지역별 원유 판매실적, 용도별 수요 증가율 등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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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지정생산자단체의 쿼터는 다시 개별 낙농가에게 배정된다. 낙농가가 

쿼터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출하한 경우에는 kg당 40엔의 페널티가 징수되고,

쿼터량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쿼터량이 줄어들게 된다.

2.3. 일본의 낙농 경영안정 대책

2.3.1. 낙농 경영안정 대책 사업14

일본의 2013년 낙농 경영안정 대책 사업을 다음의 <표 4-8>에 정리하였다.

이 중 유제품 생산기반 복구 긴급 지원 사업과 가공 원료유 확보 긴급 대책 

사업은 2013년에 신규로 추가된 정책 사업이다.

사업명 예산(백만엔)

가공 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22,743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 사업* 8,767

가공 원료유 등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사업의 계속

지속적인 낙농 경영지원 사업* 6,229

낙농 경영안정 대책 보완 사업 (확충) 818

낙농 생산기반 회복 긴급 지원 사업(2013년 신규) 1,003

가공 원료유 확보 긴급 대책 사업(2013년 신규) 543

주: *표시는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며, 나머지는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에서 

실시하는 사업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2013. 1. “축산 낙농관계사업의 개요.”

표 4-8. 일본의 낙농 경영안정 대책 사업(2013년)

14 일본 농림수산성(2013) “축산 낙농관계사업의 개요”,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www.alic.go.jp)–축산경영안정대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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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 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제도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제도는 가공원료유 생산 지역(북해도 지역)의 원

유 재생산을 유도하고, 낙농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가

공원료유 생산자지원금 등 잠정조치법에 따라 가공원료유에 지원금을 교부한

다.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낙농가의 원유를 위탁받아 판매

하는 지정원유생산자단체를 통해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원금이 교부된다.

생산자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가공원료유의 용도는 버터, 탈지분유, 전지

가당유, 탈지가당유, 전분유, 전지무당연유, 가당분유, 탈지유(송아지 수유용)

이다. 지원금 단가는 생산비와 유량의 변화율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한도수

량은 원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된다.15

그림 4-12.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제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2013. 1. “축산 낙농관계사업의 개요.”

15 지원금 단가와 한도수량의 산정법은 카이 사토시. 2011. 9. “일본의 축산물가격 

안정제도.”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 국제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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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동안의 지원금 단가와 한도 수량 변화를 보면, 지원금 단가는 생

산비 변화율이 착유우 1마리당 산유량 증가율을 초과해 왔기 때문에 매년 

증가해 왔으나, 한도 수량은 감소하여 왔다. 2013년도 지원금 단가와 한도 

수량은 각각 kg당 12.55엔, 181만 톤이다.

표 4-9.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 교부금의 한도수량과 단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도수량(천톤) 1,980 1,950 1,950 1,850 1,850 1,830 1,810

지원금 단가(엔/kg) 10.55 11.55 11.85 11.85 11.85 11.95 12.20 12.55

주: 2008년의 지원금 단가는 4~6월, 7월 이후로 구분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2013. 1. “축산 낙농관계사업의 개요.”

나. 치즈용 원유 공급 안정 대책 사업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 사업은 치즈용 원유를 대상으로 치즈 생산 장

려와 낙농 경영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절적인 원유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자국산 치즈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은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 사업과 생산자 수급 조정 기능 

강화 대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지정원유생산자단체를 통해 치즈용 원유를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공급량에 따라 조성금 단가 kg당 15.1엔을 적용하여 교

부한다. 후자는 지정원유생산자단체가 유제품을 위탁 제조하고 적기에 방출

하거나 비성수기에 유제품 수요 창출 노력에 대해 최대 6만 톤까지 제조비

의 절반을 보조한다. 두 사업에 대한 한도 수량은 60만 톤이다.

다. 가공 원료유 등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사업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사업은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제도 및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 사업과 더불어, 낙농 경영의 안정을 유도하여 원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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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대책 사업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2013. 1. “축산 낙농관계사업의 개요.”

그림 4-14. 가공원료유 등 생산자 경영안정대책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2013. 1. “축산 낙농관계사업의 개요.”

생산을 확보하고, 우유 및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사업은 가공원료유와 치즈용 원유의 가격이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거출과 국가 보조금으로 조성된 생산자 적립금에서 

가격 하락의 일부를 보전한다.

가공원료유 및 치즈용 원유 가격이 각각 보전기준가격(과거 3년간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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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거래가격)에 못 미칠 경우, 보전기준가격과 거래가격 차액의 80%를 생

산자에게 보전금으로 교부한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지정원유생산자단체

이며, 사업기간은 3개년(2013~2015년)이다.

라. 지속적인 낙농 경영 지원 사업

낙농경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낙농업을 경영하는 낙농가의 경영안정

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낙농업을 계속 경영하는 낙농가가 사료작물 재

배 면적을 확보하고, 환경 부하 경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사료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한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교부 대상자 조건이 다르다. 일본 원유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북해도의 경우,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40a/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도부현에서는 10a/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금 교부 대상이 되기 위

해서는 환경 부하 경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부금 단가는 ha당 1

만 5,000엔이다.

마. 낙농 경영안정 대책 보완사업

원유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원유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낙농 경영 안정화 지원 헬퍼 사업과 우군 검정 시스템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3년 총 예산은 8억 1,800만 엔이다.

먼저, 낙농 경영안정 지원 헬퍼 사업으로는 목장 경영자가 질병 등으로 일

을 못할 경우 낙농 헬퍼 이용의 원활화, 낙농 헬퍼 요원의 고용 환경 정비 

등, 낙농 헬퍼를 활용한 생산기반 강화 등이 있다.

낙농 헬퍼 이용의 원활화 사업은 목장 경영자가 질병 등으로 일을 못할 경

우 헬퍼를 이용할 때 적립금으로 이용요금을 경감하는 상호보조(이하 호조,

互助) 제도를 시행하는 이용조합이나 도도부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

원 내용은 호조 조직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 보조 비율을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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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2/3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다.

낙농 헬퍼 요원의 고용 환경 정비 등의 사업은 헬퍼 요원 고용 후 1년 이

내에 이용조합이 연수를 실시할 경우, 헬퍼 요원의 주택 통근 수당의 일부(3

만 3,000엔/월)를 지원하고, 헬퍼의 상해보상보험 및 헬퍼 이용으로 인한 손

해 배상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며, 이용 실태 등 조사 우수 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낙농 헬퍼를 활용한 생산기반 강화 등(확충)의 사업은 헬퍼를 활용한 생산

기반의 강화와 이용조합의 강화 등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

이다. 낙농 경영안정 지원 헬퍼 사업의 대상은 도도부현 단체와 민간단체이

다. 헬퍼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4억 300만 엔이며, 사업 대상자 소요액

의 1/2 또는 2/3 이내에서 정액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우군 검정 시스템 고도화 지원 사업은 유질 향상, 생산효율의 

향상,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유전능력 향상으로 구분된다. 유질 향상 사업은 

순단백질 함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활용한 우유 품질 개선 노력에 지

원하는 사업이다.

생산효율의 향상 사업은 젖소의 상태를 점수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양 

관리 개선 노력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유전 능력 향상

(확충) 사업은 미경산우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유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의 수집과 검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우군 검정 시스템 

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은 도도부현 단체이다. 우군 검정 지원 사업의 2013

년 예산은 4억 1,500만 엔이며, 사업 대상자 소요액의 1/2 이내에서 정액 지

원한다.

바. 낙농 생산기반 회복 긴급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도도부현 생산자단체의 원유 생산기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원유 생산 의욕 고취 및 지역 젖소 사육두수 유지, 생산 

기반 회복 등으로 원유 생산량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2013년에 신규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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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13년 사업 예산은 10억 300만 엔이며, 사업대상자 소요비용의 1/2

이내에서 정액 지원한다. 도도부현의 생산자들이 지역 낙농 생산기반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이행 노력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첫째, 지역의 젖소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젖소가 승계될 경우 

1마리당 3만 2,000엔을 지원한다. 둘째, 낙농가가 젖소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

해 축사를 개보수할 경우 등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셋째, 혹서기 생산

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기술지도 비용, 관련 자재 구입 등의 일

부를 지원한다. 넷째, 젖소의 건강 진단에 의한 기술적 요인 분석, 진단 결과

에 따른 종합적 번식 및 생산 기술지도 등을 수행할 경우 조사 분석 비용 등

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섯째, 유제품 제조 기술의 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등의 경비, 유제품 판매 촉진 활동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여섯째, 생산자 고유의 특징적인 원유를 생산하기 위

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경비나 판매 촉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 가공원료유 확보 긴급 대책 사업

현재 일본의 낙농 경영 여건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혹

서에 따른 원유 생산량 저하,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자국산 탈지분유와 버터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되

며, 이를 위해 가공원료유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가공원료유 확보 긴급 대책 사업은 2013년 비상 대책으로서, 한시적으로 

생산자단체나 유업체의 가공원료유 확보 노력에 지원함으로써, 자국산 탈지

분유와 버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사업의 총 예산은 5

억 4,300만 엔이며, 가공원료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지정원유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원료유 kg당 0.3엔을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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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16

3.1. 젖소 사육 및 우유 수급 동향

3.1.1. 젖소 사육 동향

미국의 낙농가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25만 가구 이상이 젖소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5만 8,000

가구만이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가수의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

으며, 2012년 낙농가 수는 2011년보다 3.3% 감소하였다.

젖소(경산우) 사육두수는 2000년 이후 900만 두 초반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어 가구당 사육두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1가구당 경산우 두수는 2011년보다 3.9% 증가

한 159두였다.

표 4-10. 미국의 젖소 사육농가수와 경산우 두수

농가수(호) 경산우 두수(천두) 가구당 경산우 두수(두)

2006 74,980 9,137 122

2007 69,995 9,189 131

2008 67,000 9,315 139

2009 65,000 9,203 142

2010 62,500 9,119 146

2011 60,000 9,194 153

2012 58,000 9,233 159

주: 농가 수는 12월 31일 기준이고 2007년 전과 후의 농가수 조사 방법에 차이가 존재

함. 경산우 두수는 연평균 두수이며 2012년 두수는 잠정치임. 가구당 경산우 두수

는 경산우 두수를 농가수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NASS. Farms, Land in Farms, and Livestock Operations ,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

16 이 부분은 건국대학교(김기현 박사)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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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미국의 장기 낙농가 수 및 1가구당 경산우 두수 변화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연보축산 2012(해외편: 미국) 재인용(원출처: USDA

NASS. Farms, Land in Farms, and Livestock Operations , Milk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

미국의 낙농가 수(2012년 말 기준)는 일본의 3배, 우리나라의 9.7배에 달하

며, 경산우 두수는 일본의 착유우 두수보다 12배, 우리나라의 착유우 두수보

다 43배 많은 수준이다.

다음 <표 4-11>은 사육규모별 농가수와 경산우 두수의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젖소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

모 농가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농가의 사육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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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가수

(가구)

1～50두 미만 33,200 31,900 30,800 29,500 28,500

50～100두 미만 17,800 17,300 15,800 14,800 14,500

100～500두 미만 12,650 12,450 12,550 12,300 11,700

500～1,000두 미만 1,720 1,700 1,670 1,650 1,570

1,000두 이상 1,630 1,650 1,680 1,750 1,730

합계 67,000 65,000 62,500 60,000 58,000

두수

점유율

(%)

1～50두 미만 6.9 6.7 6.4 5.9 5.9

50～100두 미만 13.1 13.0 12.2 11.2 11.3

100～500두 미만 25.1 24.7 24.8 24.4 24.3

500～1,000두 미만 12.5 12.5 12.4 12.3 11.9

1,000두 이상 42.4 43.1 44.2 46.2 4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USDA NASS. Farms, Land in Farms, and Livestock Operations .

표 4-11. 미국의 사육규모별 농가 수와 두수 점유율

3.1.2. 원유 및 유제품 수급 동향

가. 원유 생산 동향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2012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 차지)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사육두수 감소 내

지 정체에도 불구하고, 마리당 산유량 증가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9,087만 톤으로 2011년보다 2.1% 증가하

였으며, 경산우 마리당 연간 산유량은 2011년 9,678kg에서 2012년 9,841kg으

로 1.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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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유 생산량(천 톤) 82,455 84,211 86,174 85,880 87,474 88,978 90,865

경산우 마리당

연간 산유량(kg)
9,024 9,164 9,251 9,332 9,592 9,678 9,841

주: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USDA NASS. Milk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

표 4-12. 미국의 원유 생산량 및 경산우 마리당 산유량

그림 4-16.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경산우 두당 산유량 변화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연보축산 2012(해외편: 미국) 재인용(원출처: USDA NASS.

Milk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주의 2012년 원유 생산량

은 1,896만 톤으로 전체 원유 생산량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스콘신주가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13.6%를 차지하며, 아이다호주가 6.8%,

뉴욕주가 6.6%, 펜실베이니아주가 5.2%를 차지한다. 원유 생산량이 많은 순

으로 5개 주의 원유생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며, 상위 10개 

주의 원유생산량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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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미국의 주별 원유 생산량 비율(2012년)

자료: USDA NASS. Milk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2012 .

미국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는 송아지 수유용 등의 자가 소비용과 판매용

으로 구분된다. 판매용 원유는 A등급(Grade A)이어야 한다. 2012년 미국 원

유 생산량의 99%가 A등급 원유이며, 유업체는 A등급 원유만을 이용하여 시

유 또는 유가공품을 생산한다.

나. 유제품 생산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시유, 치즈, 버터, 탈지분유 생산에 주로 이용된

다. 치즈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치즈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치즈 생산량은 494만 톤으로 

2011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세계 치즈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6%로 2011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하였다.

2012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97만 3,000톤으로 2011년보다 10.3% 증가하였

으며, 버터 생산량도 2011년보다 2.7% 증가한 84만 3,000톤이었다. 세계 생산

량의 0.6%를 차지하는 전지분유는 2012년 2만 6,000톤을 생산하여 2011년보

다 13.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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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치즈

미국(A) 4,496 4,570 4,737 4,807 4,940

세계(B) 16,203 16,322 16,768 16,940 17,251

비중(A/B, %) 27.7% 28.0% 28.3% 28.4% 28.6%

버터

미국(A) 746 713 709 821 843

세계(B) 7,867 7,958 8,127 8,495 8,787

비중(A/B, %) 9.5% 9.0% 8.7% 9.7% 9.6%

탈지분유

미국(A) 859 786 824 882 973

세계(B) 3,296 3,437 3,396 3,656 3,959

비중(A/B, %) 26.1% 22.9% 24.3% 24.1% 24.6%

전지분유

미국(A) 23 27 32 30 26

세계(B) 3,829 3,559 3,826 4,174 4,315

비중(A/B, %) 0.6% 0.8% 0.8% 0.7% 0.6%

주: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

표 4-13. 미국의 유제품 생산 동향

단위: 천톤

다. 시유 및 유제품 소비 동향

미국의 시유 소비량은 원유 생산량의 31.7%를 차지(2012년 기준)한다. 세

계 시유 소비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의 시유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시유 소비에서 미국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8년 17.2%에서 2012년 16.7%로 감소하였다. 2012년 미국의 시유소

비량은 2,877만 톤이다.

미국의 치즈 소비량은 2008년 447만 8,000톤에서 2012년 478만 8,000톤으

로 6.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세계 치즈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에서 28.7%로 0.5%포인트 증가하였다.

탈지분유의 2012년 소비량은 52만 2,000톤으로 2011년보다 19.2% 증가하

였다. 미국의 탈지분유 소비량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

계 탈지분유 소비량의 16.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버터 소비량은 2010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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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소비량은 2010년 68만 3,000톤에서 2012년 79만 3,000톤으로 16.1% 증가

하였으며, 같은 기간 세계 버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에서 9.4%

로 증가하였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유

미국(A) 28,124 28,550 28,896 28,261 28,769

세계(B) 163,648 165,938 169,444 171,049 172,671

비중(A/B, %) 17.2% 17.2% 17.1% 16.5% 16.7%

치즈

미국(A) 4,478 4,540 4,638 4,718 4,788

세계(B) 15,855 15,928 16,323 16,500 16,670

비중(A/B, %) 28.2% 28.5% 28.4% 28.6% 28.7%

버터

미국(A) 689 694 683 757 793

세계(B) 7,462 7,540 7,819 8,094 8,399

비중(A/B, %) 9.2% 9.2% 8.7% 9.4% 9.4%

탈지분유

미국(A) 454 568 434 438 522

세계(B) 2,728 2,765 2,837 3,017 3,254

비중(A/B, %) 16.6% 20.5% 15.3% 14.5% 16.0%

전지분유

미국(A) 14 35 29 30 25

세계(B) 2,356 2,427 2,790 2,896 2,996

비중(A/B, %) 0.6% 1.4% 1.0% 1.0% 0.8%

주: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

표 4-14. 미국의 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천톤

라. 유제품 수출입 동향

미국은 유제품 수출국으로서, 주로 탈지분유, 치즈, 버터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치즈의 경우 수출도 많지만 수입되는 치즈의 양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한 치즈 수출량은 2012년 26만 톤으로 2011년보

다 16.1% 증가하였다. 세계 치즈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8.3%

에서 2012년 15.8%로 늘어났다. 2008년 세계 치즈 수입량의 13.7%를 차지하

였던 수입량은 2010년부터는 10%대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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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수출량은 2008년 8만 9,000톤에서 2012년 4만 7,000톤으로 감소하였

으며, 세계 버터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9%에서 6.2%로 

감소하였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출

치즈

미국(A) 131 108 173 224 260

세계(B) 1,310 1,302 1,422 1,483 1,647

비중(A/B, %) 10.0% 8.3% 12.2% 15.1% 15.8%

버터

미국(A) 89 30 59 65 47

세계(B) 691 791 738 739 760

비중(A/B, %) 12.9% 3.8% 8.0% 8.8% 6.2%

탈지분유

미국(A) 391 248 384 435 445

세계(B) 1,073 1,140 1,340 1,526 1,594

비중(A/B, %) 36.4% 21.8% 28.7% 28.5% 27.9%

수

입

치즈

미국(A) 137 131 110 110 122

세계(B) 998 969 1043 1073 1128

비중(A/B, %) 13.7% 13.5% 10.5% 10.3% 10.8%

버터

미국(A) 16 17 10 12 18

세계(B) 363 366 318 294 309

비중(A/B, %) 4.4% 4.6% 3.1% 4.1% 5.8%

주: 2012년은 잠정치임.

자료: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

표 4-15. 미국의 유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 천톤 

버터 수입량은 2008년 1만 6,000톤에서 2012년 1만 8,000톤으로 증가하였으

며, 같은 기간 세계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에서 5.8%로 증가하였다.

2012년 탈지분유 수출량은 159만 4,000톤으로 2011년보다 13.3% 증가하였

다. 세계 탈지분유 수출량에서 미국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1.8%

에서 2012년 27.9% 증가하였지만, 아직 2008년 수출량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

였다. 미국의 전지분유 교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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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17

3.2.1. 연방우유유통명령제에서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

가. 연방우유유통명령제(FMMOs)

미국의 연방우유유통명령제(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FMMOs)는 

1937년 미국 농업법(The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s Act)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FMMOs가 시행된 이후, 유통 명령 권역(Order)이 1962년 82

개까지 확대되었다가, 점차 광역화되면서 1999년에는 31개로, 2000년에는 11

개로, 2004년 4월부터는 10개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Order를 점차 통합하

게 된 이유는 낙농가의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Order 간 

유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그림 4-18. 미국의 연방유통명령 시행 지역 분포(2012년)

자료: 미농무부 마케팅지원청(www.ams.usda.gov).

17 조석진 등(2012). 낙농 선진국의 유대체계 연구 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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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MOs는 각 Order가 속하는 생산자의 요구와 청문회 및 투표를 거쳐 실

시되는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FMMOs의 참여는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FMMOs의 주된 목표는 소비자에게 음용유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별 차등가격(classified pricing)과 종합 유가

(pooling)제는 FMMOs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나. 용도별 차등가격제

용도별 차등가격이란 생산자가 공급한 원유를 용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

분하고 등급별로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FMMOs는 원유의 용도를 

ClassⅠ(음용유용), ClassⅡ(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전용), ClassⅢ(치즈, 유장),

ClassⅣ(탈지분유, 버터)로 나누고, 용도별 원유 등급의 최저 가격을 설정한

다(김원태, 2010). ClassⅡ~Ⅳ는 모든 Order 내에서 동일하나 ClassⅠ 가격은 

Order에 따라 다르다.

각 등급별 최저 가격은 매월 유제품 가격에서 유제품 제조 경비 등을 고려

한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다. 즉 원유의 용도별 최저 거래가격은 

USDA가 조사한 버터, 체다치즈, 탈지분유, 유장의 거래 가격에서 유업체의 

제조경비를 차감하여 구해진 유지방, 무지고형분 등의 가치를 이용하여 산

정된다. 이 정부의 공표가격을 기준으로 유업체와 출하자(낙농가 또는 낙농

협)와의 교섭에 의해 각종 프리미엄이나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유업체가 지

불하는 유가가 결정된다.

다. 종합유가제

FMMOs 하에서 각 Order별로 낙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원유의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공통가격을 받는다. 종합 유가제는 용도별 유가를 원유의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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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한 가격을 동일 Order 내에 위치한 낙농가

에게 똑같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유지방 함유량, 무지고형분, 체세

포 수 등 질적 차이에 따른 가격차별은 부수적으로 적용된다(송주호, 2005).

라. 유제품 의무 보고 프로그램(Dairy Product Mandatory Report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연방유통명령제(FMMOs)하에서 각 Order간 가격 왜곡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The Mandatory Price Reporting Act of 2010”에 의해 유제품 

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USDA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

다. 유통과정에서의 모든 가격 정보를 주 단위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수집

한 후, 수집된 정보를 AMS(마케팅지원청)–Dairy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한 후 공개한다.

바. 원유의 집유18

미국에서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약 90%는 각 주의 낙농조합이 집유하

고 있으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유업체가 집유하고 있다. 낙농조합은 원

유의 집유, 수요처에 배송, 처리 가공된 제품의 유통 관리 및 조정, 시유용 

원유 이외의 원유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2.2. 캘리포니아주의 쿼터제와 원유가격 결정 체계19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원유 생산량의 21%(2012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

어, 미국 내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주이다. 지역의 낙농가는 일찍부터 

제한된 음용유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생산

18 송광현(2006). “미국의 축산업 현황과 전망” 참조.
19 조석진 등(2012). 전국 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 참조.



해외 우유 유통관련 제도 및 시사점 103

자가 불리한 거래 교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1967년 캘리포니아의회의 Gonslave 의원이 제출한 

Gonslave Milk Pooling Act(GMPA)가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식품농업

국(CDFA)의 주도하에 쿼터제와 함께 종합유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가. 낙농가의 쿼터 설정

종합유가제도 실시를 위해 농가별 기준 원유량과 기준 원유량 중 음용유 

쿼터량을 설정하였다. 기준 원유량(production base)은 1966년 7~12월, 1967년 

1년 동안의 유업체와의 계약량 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생산량을 기초

로 농가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준 원유량은 개별 농가의 1일 

평균 유지방과 무지고형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음용유 쿼터(ClassⅠ: pool quota)는 기준 기간 동안 개별 농가가 납유한  

음용유 총량을 납유 일수로 나눈 값의 110%로 한다. 아울러 각 생산자에게

는 기준 원유량, 음용유 쿼터 및 할당 일자가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하였으

며, 종합유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구입 또는 양도받은 기준 

원유량과 음용유 쿼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하였다.

나. 종합유가제도

캘리포니아주의 종합유가제도는 196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낙농가

는 음용유 쿼터량과 기준원유량에서 음용유 쿼터량을 뺀 원유량이 월별 생

산 기준이 되며, 기준 원유량을 초과해서 생산된 원유는 잉여유(over base

production)로 처리된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유업체로부터 매월 CDFA에 원유 매입량 

및 용도별 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 내용을 토대

로 CDFA는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할 유대를 유업체에게 통보한다. 즉, 음용

유 쿼터, 기준 원유량에 대한 용도별 차등가격에 의해 산출한 유대 및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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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해 산출된 유대의 내용을 유업체에게 송부한다.

이 과정에서 유업체가 사용한 원유의 총 가치가 유업체가 생산자에게 지

불해야 할 유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유대기금(pool

equalization fund)’에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

에서 인출해 갈 수 있다.

다. 신규 쿼터의 배분20

종합유가제도의 근본 취지는 음용유용 원유를 캘리포니아주의 개별 낙농

가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농가 간 유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음용유 수요 증가로 신규로 음용유 쿼터가 생길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배분된다. 가장 최근 1년간(9~8월)의 음용유용 원유 판매

량과 그 이전 같은 시기의 1년간 음용유 판매량을 기초로 분배 기준을 결정

하였다.

신규 쿼터 총량이 결정되면, 신규 쿼터의 40%에 대해서는 음용유 쿼터가 

기준 원유량의 95%를 하회하는 농가에 배분되는데, 신규 쿼터의 배분으로 

음용유 쿼터가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분하

지 않는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음용유 쿼터가 기준 원유량에 미치지 못하

는 농가에 배분한다. 신규 쿼터의 또 다른 40%는 음용유 쿼터가 기준 원유

량의 95%를 상회하는 농가에게 각 농가의 음용유 쿼터 비율에 따라 배분한

다. 나머지 20%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신규 참여 

농가에 배분되며, 폐업 농가로부터 회수된 쿼터도 신규 참여 농가에게 배분

된다.

20 조석진(2011) 선진국 낙농쿼터제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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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의 주요 낙농 정책

3.3.1. 우유소득손실계약(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21

미 농무부의 우유소득손실계약(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 프로그램

은 미국 농업법에 근거하여 미국 내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사료비를 감안하여 손실분의 일부를 낙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농업법에는 프로그램의 기한이 2012년 9월 말까지로 명기되어 있지

만, 2012년 농업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3년 9월 말까지 연기되었다

(USDA FSA). 프로그램의 대상은 미국 내에서 원유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낙농가들이며, 낙농 이외의 소득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낙농가들은 제외된다.

3.3.2. 유제품 가격지지 프로그램22

미국의 유제품 가격지지 프로그램(Dairy Product Price Support Program,

DPPSP)은 가공원료유 가격지지 프로그램(Milk Price Support Program, MPSP)

으로 시작되었다. MPSP는 1949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1949년 10월부터 시행

되었으며, 낙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유가공업자나 상인들로부터 유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낙농가들의 원유 가격을 지지하는 사업이

었다.

2008년 미국 농업법(2008 Farm Bill)은 MPSP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2

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DPPSP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PPSP

는 미국산 원유로부터 생산된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를 일정 수준의 가

21 USDA FSA(2013.1). “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 Program” 참조함.
22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2008 Farm Bill), USDA FSA

(2011.8). “Dairy Product Price Support Program(DPPSP)”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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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구입하게 함으로써, 미국산 유제품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체다치즈의 구입가격은 1파운드당 1.10(배럴형)~1.13달러

(블럭형)이며, 버터의 구입가격은 1.05달러, 탈지분유는 0.80달러이다.

유제품의 과잉 재고를 막기 위해 가격지지 대상 유제품의 재고가 일정 수

준 이상인 상황에서는 구입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의 구입가격

은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품신용공사가 구입

하여 재고로 보유 중인 유제품은 최소 구입 가격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될 수 있다.

3.3.3. 원유 마진보험(LGM-Dairy Cattle)23

미국 농무부 위험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은 연방농작물보험공

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한 마진이나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 

프로그램에는 축산 총마진 보험(Livestock Gross Margin, LGM), 축산 위험

보호(Livestock Risk Protection, LRP)가 있다. LGM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돼지, 소, 낙농이며, LRP의 대상 축종은 육성우, 비육우, 양, 돼지이다.

LGM은 가축이나 축산물의 마진(축산물 가격–사료비)에 대한 손실을 보

장하는 보험인데, 낙농 부문에는 2008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48개 주에서 

원유 마진보험(LGM-Dairy Cattle)이 판매되고 있다. 원유 마진보험은 원유가

격과 사료비의 차이를 원유의 마진으로 정하고, 농가의 목표 판매량과 선물

가격(futures prices)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장마진(Gross Margin Guarantee,

GMG)과 실제 마진(Actual Total Gross Margin, AGM)의 차이에 대해서 농가

별 가입 옵션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가당 최대 보장받을 수 있

는 원유량은 연간 2,400만 파운드(1만 886톤)이다.

23 USDA RMA(www.rma.usda.gov)-Livestock Polic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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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농가의 판매 계획, 자기 부담 수준(Deductible Level), 선물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부담(Deductible)은 0달러에서 2.0달러까지 10센트 

간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예상 마진(Expected Total Gross Margin,

EGM), 보장 마진(GMG), 가상 총마진(Simulated Total Gross Margins), 가상 

손실(Simulated Losses) 등이 계산된 후 최종 산출된다.24

또한, 자기 부담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보조(Premium

Subsidy)가 있다. 자기부담금이 100파운드당 1.1달러 이상인 경우 50%의 보

험료를 보조해 주고, 자기부담금이 없을 때는 보험료의 18%, 0.1~1달러까지

는 보험료의 19~48%를 보조해 준다.

3.3.4. 기타 프로그램 

이상과 같이 현재 시행 중인 낙농 정책 프로그램 이외에도 2008년 농업법

에는 유제품 수출지원 프로그램(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유제품 소비

촉진 및 연구 프로그램(Dairy Promotion and Research Program) 등의 낙농 정

책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3.3.5. 미국의 1980년대 원유 수급조절 대책25

가. 낙농전환 프로그램(DDP)

미국은 1980년대 초 원유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유 생산을 조절

하기 위해 1983년 낙농전환 프로그램(Dairy Diversion Program, DDP)을 도입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낙농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원유 감산 정책이다.

24 세부 내용은 <http://www.rma.usda.gov/policies/2011/lgm/11lgmdairypremcalc.pdf>

(USDA RMA 홈페이지–Livestock Policies-LGM Dairy) 참조.
25 조석진(2011). 선진국 낙농쿼터제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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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농폐업 프로그램(DTP)

DDP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유 수급 불균형이 재발하자 미국은 감산정

책의 일환으로 1986년 4월부터 18개월 동안 낙농폐업 프로그램(Dairy

Termination Program, DTP)을 추진하였다. DTP는 일정 기간 원유 생산을 포기

하는 대신 과거의 납유 실적을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보상해 주는 것이었다.

2.3.6. 최근 논의 중인 미국의 낙농 정책26

2012년 미국 상하원 농업법안 중에서 낙농 부문의 내용은, 모두 현행 유제

품 가격지지 및 우유소득손실계약(MILC) 프로그램을 폐지하되, 연방우유유

통명령제도(FMMOs)는 존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상하원 농업법안

은 낙농가 마진 보호 프로그램(Dairy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Program,

DPMPP), 낙농시장 안정화 프로그램(Dairy Market Stabilization Program,

DMSP)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가. 낙농가 마진 보호 프로그램(DPMPP)

DPMPP는 기본 마진 보호(Basic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BPMP)와 보

완 마진 보호(Supplement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SPMP)로 구분된다. 모

든 낙농가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MILC 프

로그램과 DPMPP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MILC 선택 농가는 DPMPP로 

전환이 가능하다.

DPMPP는 일종의 낙농가의 마진을 보호해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낙

농가가 이 프로그램을 가입할 경우 연간 운영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상원 안

에서 제안하고 있는 운영비는 연간 원유생산량이 100만 파운드보다 적은 경

26 송주호 등(2012).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제정 동향과 시사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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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00달러, 100만~500만 파운드는 250달러, 500만~1,000만 파운드는 350달

러, 1,000만~4,000만 파운드는 1,000달러, 그리고 4,000만 파운드 이상은 2,500

달러이다. 하원 안은 연간 원유생산량이 100만 파운드보다 적은 경우 100달

러, 100만~1,000만 파운드는 250달러, 1,000만~4,000만 파운드는 500달러, 그

리고 4,000만 파운드 이상은 1,000달러의 운영비를 제안하고 있다.

기본 마진 보호(BPMP)에 가입한 낙농가는 2개월 평균 마진이 100파운드

당 4달러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차액(4달러에서 평균 마진을 뺀 금액)의 

80%를 보장받는다. 보완 마진 보호(SPMP)는 100파운드당 4달러 이상의 마

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낙농가는 직전연도 원유 생산

량의 25~90%를 보장 범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낙농가는 100파운드당 최대 8달러까지 마진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보장수준에 따라 그리고 원유생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된다. 보장된 마진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연간 400

만 파운드 이상의 원유를 생산할 경우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와 같은 보험료 차별은 대규모 낙농가에 비해 소규모 농가에게 상대적

으로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DPMPP의 지급액의 규모나 지

급 횟수는 시장 조건이나 사료비용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나. 낙농시장 안정화 프로그램(DMSP)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농업법안의 내용에서, 두 법

안 모두 DPMPP에 가입한 낙농가에게 의무적으로 낙농시장 안정화 프로그

램(DMSP)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MSP는 원유의 수급균형을 맞추

기 위한 제도로서, 원유 공급 초과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거나 마진이 마이너

스가 되는 경우, 지불금을 감소시켜 공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개별농가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월간 원유 판매량 또는 직전연도 동일 

월의 원유 판매량을 가지고 시장 안정화 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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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유의 마진이 2개월 연속 100파운드당 5~6달

러 사이에 있는 경우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 안정화 베이스의 98% 또는 

실제 원유 판매량의 94%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줄어들게 된다.

원유의 마진이 2개월 연속 100파운드당 4~5달러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개

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 안정화 베이스의 97% 또는 실제 원유 판매량의 93%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줄어들게 된다.

원유의 마진이 2개월 연속 100파운드당 4달러를 하회할 경우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 안정화 베이스의 96% 또는 실제 원유 판매량의 92%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줄어들게 된다.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의 낙농산업 현황과 주요 낙농 정책, 원유 가격 산정 

체계 등을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일본과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유 또

는 유제품 물가 안정과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내용 등

과 연관 지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자단체, 유업체와 수

년 동안 협의를 거쳐 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낙농산업 선

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전국단위 수급관리 제도, 가공원료유 지

원사업,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유통구조 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 우유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 장치를 통한 유제품 가격 안정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은 생산비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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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우리나라 원유 및 우유 가격 변동 추이

자료: 낙농진흥회(www.dairy.or.kr).

다. 2013년 8월 이전까지는 우유 생산비 변동률이 5% 이상일 경우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폭을 결정하였고, 8월부터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

되어 매년 8월에 우유생산비 증감액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원

유기본가격을 조정한다.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기본가격의 90% 수준)

와 변동원가로 구분하고 기준원가는 생산비 변동액과 연동되도록 하였고,

변동원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2013년 8월 원유 기

본가격은 940원으로 2011년 8월보다 12.7%가 상승하였다.

원유 기본가격은 2000년대 들어 네 번에 걸쳐 상승하였는데,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사료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

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낙농가의 소득은 늘

어나지만, 음용유와 유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원유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가격 또한 상승시킨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유 기본가격이 상승한 시기

에 우유 소비자 가격도 함께 상승한다. 즉, 원유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는 사료비가 국제 사료곡물 수급 여건에 따라 상승하면 원유 생산비가 상승하

고, 이로 인해 원유 기본가격이 매년 8월에 상승하게 된다. 원유 기본가격 상

승은 바로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상당 기간 원유 기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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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변동하지 않았지만,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으로 매년 바뀌게 되었다.

우유 및 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사료비의 안정을 통한 원유 생산비

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다각적인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낙농가에 대해 자가 

사료 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에 따라 교부금이 교부되는 지속적인 낙농 

경영 지원 사업, 사료 기반 정비 및 자급사료 증산을 도모하는 정책 사업

들, 배합사료안정기금제도, 곡물비축제도 등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원유의 기본가격을 생산비 및 소비자 물가와 연동시킨 이번 조치는 근본

적으로 낙농가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것이다. 자칫 원유가격연동

제 시행으로 원유 기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유 및 유제품 가

격 상승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른 원유 수급 불균형으

로 농가별로 설정된 쿼터를 삭감해야 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의 최근 낙농 정책은 기존의 가격 지지 방식에서 낙농가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8월 우유마진보험(LGM) 프로그램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낙농가 마진 보호 프로그램(DPMPP)에 대해서는 아직 제

정이 미뤄지고 있는 2012년 미국 농업법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공원료유, 치즈 등의 원유 생산에 대해 경영안정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집유 일원화 또는 광역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전국단위 수급관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농진흥회, 낙농조합, 유업체,

가공조합이 집유 주체가 되어 낙농가로부터 집유한다. 집유주체와 낙농가

와의 직접 집유, 낙농조합이 낙농가로부터 집유하여 계약한 유업체에게 원

유 공급, 낙농진흥회가 집유하여 유업체에게 원유 공급 등의 형태로 원유

가 유통된다. 이렇듯 복잡한 집유 체계로 인해 한 지역에 여러 집유주체가 

동시에 집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과도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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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원유 집유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1. 2. “우유 수급안정 대책.”

일본에서는 1962년 농림수산성 지침에 따라 지정원유생산자단체가 조직

되고 중앙조직인 중앙낙농회의가 설립되어 유가공업체 주도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지정원유생산자단체는 1960년대 47개에서 

2012년에는 10개로 광역화되어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의 대부분을 위탁 

받아 유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다. 집유권의 광역화가 정착되면서 중복된 집

유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광역화 이전에 지역별로 운영하던 저유시설의 

규모화, 집유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원유의 유통 비용 절감 사례가 보고되

고 있다. 미국에서도 연방유통명령제(FMMOs)가 시행된 이후 82개 Order

에서 1999년 31개로, 2000년 11개로 2004년 10개로 줄어들었다.

일본에서는 생산자단체의 중앙조직인 중앙낙농회의에 의해 생산자 자율

적으로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

게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집유권이 생산자단체로 일원화되었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단위 원유 수급 관리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집유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유업체·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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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낙농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번 선

진화 대책에서도 집유일원화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태이다.

다. 치즈, 발효유 등 국내산 유제품 시장 활성화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의 75%는 시유용으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분유나 

기타 유제품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유 소비가 정체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낙농산업 또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국산 유제품 시장을 일정부분 확보하기 위해 

치즈나 가공원료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 유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유의 비율이 25.4%에 2012년 46%까지 증

가하였다.

시유 소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치즈, 버터 등에 대한 자급률

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가공원료유 생산자지원금 제도, 치즈용 원유 공급안정 대책 사업, 가공원

료유 등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등 음용유를 제외한 유제품과 관련해서 다양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유제품 가격 의무 보고 프로그램 검토

우리나라 유제품 시장은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 유업체(가공조합 포

함) 상위 3개 사의 원유 생산량이 국내 원유 생산량의 61.1%(농림축산식품

부, 2013)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흔히 과점 시장의 폐해로 지적

되는 부분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따른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이번 원유 기본가격 인상 이후 유업체에서 과도하게 시유 가격

을 인상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장 왜곡 방지와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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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Price Reporting Act of 2010”에 기초하여 유제품 가격 의무 보

고 프로그램(Dairy Product Mandatory Reporting Program)을 시행하고 있

다. 유업체는 유제품 판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USDA에 보고하여야 하며,

USDA는 수입된 정보를 분석한 후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제

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왜곡의 최소화를 위해 유제품 가격 의무 보

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유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27
제5장

1. 분석 모형

유제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환율변화 물가상승, 시유소비시장 변화 그리고 국

내 낙농시장과 관련된 여러 정책 변화 등 국내 원유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

고 있거나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낙농

산업 발전과 낙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대안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 준비에 앞서 다양한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낙

농시장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내 낙농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변화를 시뮬레

이션할 수 있는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대내외 상황 변화

들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1.1. 이론적 모형

낙농산업에 대한 이론적 모형 구성을 위해 다음의 12개의 방정식[식(5-1)

∼식(5-12)]을 이용하였다.

27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전상곤 교수)의 위탁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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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원유수취가격>

낙농가들이 수취하는 원유농가수취가격( )은 쿼터내 물량에 주어지는 

가격(
 )과 쿼터 초과물량에 주어지는 가격(

 )의 가중 합으로 결

정된다.

 
 

 (5-1)

(


  





)

<쿼터 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쿼터 생산량에 대해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
 )28은 원유생산원가

()와 원유생산이윤()으로 분리되어 결정된다. 새로운 공식의 특징은 원

유생산원가에 생산비 변동이 반영이 되고, 동시에 원유생산이윤에 소비자물

가상승률만큼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  

(5-2)

□ 원유가격(
 ) = 원유생산원가() + 원유생산이윤()

○원유생산원가: 전년 원유생산원가 + (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 전전년 통

계청 우유생산비)

○원유생산이윤: 전년 원유생산이윤 + (전년 원유생산이윤 × 통계청 발표 전

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8 낙농진흥회 6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문의 공식에 따라 원유가격이 결정될 

것이 결정되었음. 이 공식은 2013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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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생산비>

원유 생산비는 사료비 외에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

료비 변화가 국내 낙농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다. 따라서 사료비()와 그 외 비용()으로 양분하여 모형을 정립하

였다.

사료비는 원유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곡물량()에 국제곡물수입

가격(
 )에 관세율()과 환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5-3)

<쿼터 초과 생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쿼터량을 초과하는 생산 원유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쿼터량을 초

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 수입유제품에 준하는 낮은 가격(
 )을 책

정한다. 즉, 쿼터 초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은 유제품 j의 수

입가격(원유환산)(
)에 관세율()과 원유환산계수()에 환율()

을 곱하여 결정된다.


 

  




 , j = 유가공품 (5-4)

<농가 원유공급함수>

앞서 결정된 원유 가격 공식에 따라 농가들의 원유 공급함수는 자체 가격

에 따라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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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소비지에서 시유 가격 결정함수>

과거 선행 연구들의 실증적 결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시유시

장의 과점적 구조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시유 소비자 가격은 시유 생산

비에 단순한 유통비용을 더한 것 외에 과점적 이윤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결정된다는 것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시유의 소비자가격(
 )은 쿼터 물량에 

대한 농가원유수취가격(
 )에 가공 및 유통비용() 그리고  과점적 이

윤( ′
 

 )을 합한 것이다. 과점적 이윤의 크기는 과점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에 의해 결정된다.


 

  ′
 

  (5-6)

( 








 ≤ ≤)

<시유 수요함수>

앞에서 시유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면,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시유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시유와 대체되는 상품들의 개발이 낙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는 요인들을 

변수 을 통해 반영하였다. 즉, 시유 수요에 영향을 미쳐 시유 수요가 이동

(shift)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을 통해 반영하였다.


 

  (5-7)29

29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생산되는 원유 전체와 시유용 원유에 국한하여 

가공용 유제품에 대한 수요함수는 고려하지 않았음. 이 부분은 차년도 과제에

서 다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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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식>

아래 식 (5.8)에서 식 (5.11)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정식들이다. 먼저 국

내에서 생산된 전체 원유 생산량()은 쿼터량()과 쿼터초과량

()으로 나뉜다.

  (5-8)

원유 쿼터량()은 시유용(
)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남

은 부분은 가공용(
)으로 사용된다.

 


 (5-9)

국내에서 가공용(
 )으로 이용되는 전체 원유량은 쿼터량 중 시유용으

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물량(
)과 쿼터 이상으로 생산된 쿼터 초과물량

()을 합한 것이다.


 

 (5-10)

시유용으로 공급된 물량(


)은 시유 소비량(


)과 같아야 한다.




 (5-11)

마지막으로, 쿼터량 중 시유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물량(
)은 가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에 대한 가격

은 국제 유제품가격에 준하는 낮은 가격(
 )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실제에서는 쿼터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
 )이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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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차액만큼은 쿼터 실시에 따르는 부담액이 된다.

 


 
  (5-12)

앞의 식들에서 사용된 변수명을 요약한 것이 <표 5-1>이다.

표 5-1. 이론모형 변수명 설명

영문명 변수 설명 영문명 변수 설명

  kg당 농가 원유 수취가격 
 유제품 j의 국제가격


 쿼터량에 대한 kg당 농가

원유 수취가격
 수입유제품 j에 대한 관세율


 쿼터 초과 생산량에 대한

kg당 농가 원유 수취가격
 유제품 j의 원유 환산계수

 국내 원유 총 생산량 
 kg당 시유 소비자 가격

 국내 원유 총 쿼터량  kg당 시유가공및유통비용

 kg당 원유 생산 원가 
 시유 소비량

 kg당 원유 생산 이윤  시유소비지 시장의 과점정도

CPI 소비자물가지수  시유 수요 이동(shift) 요인

 원유 kg 생산에필요한사료비 
 쿼터량중 시유로 소비되는양


원유 kg 생산에 필요한 사
료비를 제외한 생산비


 쿼터량 중 시유로 소비되지

않고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양

 원유 kg 생산에필요한사료량 
 전체 가공용 원유 소비량


 kg당 국제 곡물 가격

(사료가격)
 쿼터 초과 생산량

 곡물에 대한 관세율 
쿼터량 중 시유로 소비되지 않
고남은 부분에 대한부담액

 대미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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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뮬레이션 모형 

앞의 이론적 모형을 정책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형태로 유도하

면 다음과 같다. 각 방정식들은 변화율과 모수 값들의 선형결합의 형태로 표

현되었다. 영문자 E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표기이다.

<원유 농가수취가격>

   · 
 ·

 
 ·

 (5-1)′

<쿼터생산량에 대한 원유 농가수취가격 기본공식>


  ·

·
 (5-2)′

<원유생산비>

  ·
 ·

 (5-3)′

(   
   )

<쿼터 초과 생산량에 대한 농가수취가격>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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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농가 공급함수>

  · (5-5)′

<시유용 소비자가격>






 
 ·

·
 (5-6)′

<시유 수요함수>


  ·

  (5-7)′

<국내 생산원유의 구분(원유생산 = 쿼터량 + 쿼터초과량)>

 ·· (5-8)′

<원유생산 쿼터량의 이용(쿼터량 = 시유용 + 가공용)>

  
·


·

 (5-9)′

<가공용 원유로의 이용(가공용 원유 = 쿼터내 가공용 + 쿼터초과량)>


 

·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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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유용 원유 수급균형>


 

 (5-11)′

<유업체 부담액>

 
 

 
  (5-12)′

3.2.1. 시장지배력 변동 모형

전국 단위에서 수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 혹은 기구가 생긴다면, 이

로 인해 유가공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질 수 있

다. 이는 앞서 유도된 식 (5.6)에서, 시장지배력 모수값 로 표현할 수 있다.

유가공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된다면 값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앞의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 원래 시유에 대한 소비자 가격식 (5.6)은 아래와 같다.


 

  ′
 

  (5-6)

이 식을 전미분을 한 후 양변을 
 으로 나누어 주면,


 

 ·
·











(5-6)″

을 유도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 <표 

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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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시뮬레이션 모형 변수명 설명






국내 원유 총생산량 대비 국내 원유 총
쿼터 비율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비율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쿼터초과생산량
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비율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원유생산원가 비율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원유생산 이윤 비율


 




원유생산원가 대비 원유생산에 필요한
사료비 비율


 




원유생산원가 대비 원유생산에 필요한
사료비를 제외한 생산비 비율





 




·  · ·


쿼터초과생산량의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
비 유가공품 j의 국제가격 환산 비율


 







시유 소비자가격 대비 쿼터량에 대한 농
가 원유수취가격 비율


 




 시유 소비자가격 대비 시유 유통 및 가

공비용 비율


 





국내 원유 총쿼터 대비 쿼터량 중 시유
소비 비율


 





국내 원유 총쿼터 대비 쿼터량 중 가공
용으로 이용되는 양


 







전체 가공용 원유 소비량 대비 쿼터량
중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양 비율


 




 전체 가공용 원유 소비량 대비 쿼터 초

과 생산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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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 자료 

1.3.1. 탄성치 자료

가. 선행연구 검토

시유 수요의 가격탄성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표 5-3. 시유 수요의 탄성치 관련 선행 연구들

관련 연구 수요의 가격탄성치

송주호 등(2005) -0.96

신승렬 등(2003) -1.48

백종희 등(2002) -0.33∼-0.68

이철현(1997) -0.57

나. 추정 모형

비교정태 분석을 위해서는 초기균형값, 모수들 외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성치 자료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시유시장의 수요 탄성치를 추정하였

다. 시유의 수요함수를 아래와 같은 형태로 추정하였다.

 ··

다. 사용 자료

이 연구에서의 추정방법은 2단계 최소자승법(TSLS30)을 이용하였고, 추정

에 쓰인 소프트웨어는 E-views 6.0을 사용하였다. <표 5-4>에는 추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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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198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별 자

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시유 소비자 가격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하여 물가상승의 영향을 배제한 실질가격으로 나타냈다. 시유함수에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외생적인 요인 중 소득요인으로 이용된 국내총생산(GDP)

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이용하였다.

표 5-4. 시유 수요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

변수명 설명 출처 단위

 시유 소비량 낙농진흥회 톤

 우유소비자가격지수 KOSIS 통계청 2010=100

 명목국내총생산 KOSIS 통계청 10억원

 사료지수 KOSIS 통계청 2005=100

라. 추정 결과

시유 수요함수식을 추정한 결과는 <표 5-5>에 정리하였다. 설명변수들 앞

의 L은 각 변수들을 로그 전환하여 사용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정 방정

식은 log-log모형으로 각 계수 값들은 탄성치로 해석된다. 우유소비자가격지

30 단일방정식 모형에서는 하나의 (종속)변수가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설명)

변수들의 선형함수로 표현되고, 설명변수가 원인을 제공하며, 그 결과로 종속

변수가 나타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존재함. 그러나 경제변수들은 쌍방의 영향

력 흐름이 존재함. 즉, 가격이 수요량(생산량)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요량

(생산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따라서 시유 수요함수의 설명변수 

과 확률적 교란항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 때문에, 수요함수와 상

관관계가 없는 공급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TSLS 방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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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NPR)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우유소비자가격지수로 전

환하였고, 이를 RPR로 나타냈다. 확률적 교란항 간의 자기상관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AR(1)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다.

표 5-5. 시유 수요함수 추정결과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10.98412 15.14808***

 -0.434362 -2.368881**

 0.381949 6.360116***

 0.353839 2.549811**

주: ***와 **, *은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공급탄성치는 2002년부터 시행한 쿼터제로 인하여 시유의 양이 정해져 있

기 때문에 공급탄성치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즉, 농가는 비

록 농가원유수취가격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바뀌지만, 그에 따라서 원유공

급량을 쉽사리 늘리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는 원유 쿼터량에 묶여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쿼터 이상 물량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반응하여 물량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마. 모형에서 사용한 가격 탄성치

이 장에서는 시유 소비함수의 가격탄성치를 –0.43을 사용하였다. 선행연

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본 연구의 추정치를 사용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가격탄성치의 분포가 광범위하여 일치된 값을 추출하기 어려웠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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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시장지배력

가. 선행연구 검토

러너스 인덱스(Lerner's Index)는 한계비용과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

장의 구조를 묘사한다.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완전경쟁시장,

1은 독점시장, 0과 1 사이의 값은 과점시장을 의미한다. 러너스 인덱스와 시

장 지배력 모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시장지배력 모수 값은 

  와 같다.







, (은 수요의 자체가격탄력성)

러너스 인덱스는 신산업조직론을 활용하여 계량적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

는 지표이며,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모형으로부터 유도된 추

정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표에 기존 연구에서 러너스 인덱스를 추

정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5-6. 신산업조직론을 이용한 시장지배력(러너스 인덱스) 추정

연구 러너스 인덱스 추정치 비고

안병일(2006년) 0.164 NEIO 추정치

전상곤(2009년 3월) 0.11
Incentive

compatibility 측정

또 다른 추정법으로 사회적실험실습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추정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원유 수취가격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그

룹으로, 그렇지 않은 시기를  그룹으로 나눈다. 원유수취가격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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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시기를 그렇지 않은 시기와 비교하여, 원유가격 상승 시 유가공업체

들의 공급과점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 실험실습법을 

활용하여 러너스 인덱스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5-7. 사회실험실습법을 통한 시장지배력(러너스 인덱스) 추정

연구 러너스 인덱스 추정치 비고

전상곤(2009년 9월) 0.837(전국 평균) 정적 게임

전상곤(2011년 6월)
0.749(정적게임) ∼
0.752(동적게임)

정적 게임 + 동적
게임까지 확대 적용

나. 모형에서 사용한 시장지배력

앞의 두 가지 방식의 추정방법에 비춰 볼 때, 시장지배력 러너스 인덱스는 

대략 0.1∼0.8의 사이에 있다. 특히, 시장의 유통단계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3

∼4단계임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장지배력 러너스 인덱스를 0.2로 가

정하고 사용하였다.

1.3.3. 시장수급자료(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기 값 설정)

비교정태분석을 위해 초기 균형 값으로 2010년의 낙농시장 자료를 사용하

였다. 최근 자료인 2011년의 경우에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여파로 3만 

두 정도의 젖소가 도태되는 등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보다 1년 전 

자료인 2010년 자료를 분석의 초기 값으로 사용하였다. 시장수급자료와 그

로부터 계산된 가격 비율 및 물량 비율 자료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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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10년 낙농시장의 수급 자료

영문명 변수 설명 값

■ 물량자료(단위: 톤)

 국내 원유 총 생산량 2,073,000

 국내 원유 총 쿼터량 1,930,000


(=

 ) 쿼터량 중 시유로 소비되는 양 1,641,000


 쿼터량중시유로소비되지않고가공용으로이용되는양 289,000


 전체 가공용 원유 소비량 432,000

  쿼터 초과 생산량 143,000

■ 가격 및 기타 자료(단위: 원)

  kg당 농가 원유 수취가격 832


 쿼터량에 대한 kg당 농가 원유 수취가격 855.4

 
 쿼터 초과 생산량에 대한 kg당 농가 원유 수취가격 509.9


 kg당 시유 소비자 가격 2,173

 kg당 원유 생산 원가 660

 kg당 원유 생산 이윤 195

 원유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 410

  원유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를 제외한 생산비 250

 원유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량 1.06

 대미환율 1,156.86

 kg당 시유 가공 및 유통 비용 1,318

주: 국내원유총쿼터량은 총 생산량에서 쿼터초과 생산량을 뺀 값으로 계산함. 쿼터초과 

생산량은 낙농통계연감(2011)의 원유잉여량(2010년 14만 3,000톤)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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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분석에 사용된 가격 및 물량 비율

변수명 정의 값






국내 원유 총생산량 대비 국내 원유
총 쿼터 비율

0.931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쿼터량에 대
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비율

1.029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쿼터초과생
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비율

0.613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

비 원유생산원가 비율
0.772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

비 원유생산이윤 비율
0.228


 




원유생산원가 대비 원유생산에 필요
한 사료비 비율

0.621


 




원유생산원가 대비 원유생산에 필요
한 사료비를 제외한 생산비 비율

0.379








···


쿼터초과 생산량의 농가 원유수취가격
대비 유가공품 j의 국제가격 환산 비율


 







시유 소비자가격 대비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비율

0.394


 




 시유 소비자가격 대비 시유 유통 및

가공 비용 비율
0.606


 





국내 원유 총 쿼터 대비 쿼터량 중
시유 소비 비율

0.850


 





국내 원유 총 쿼터 대비 쿼터량 중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양

0.150


 







전체 가공용 원유 소비량 대비 쿼터
량 중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양 비율

0.669


 




 전체 가공용 원유 소비량 대비 쿼터

초과 생산량 비율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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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시나리오 설정–쿼터량 불변

국내 낙농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3개의 시나리

오를 설정하였다. 첫째, 원유수취가격의 변화이다. 이 시나리오는 최근 시행

된 유단백이 원유가격산정체계에 포함되면서 원유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상

황을 상정하였다. 둘째, 수요 변화이다. 수요 변화는 시유대체재가 증가하면

서 시유의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조직 개편

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단위 수급조정이 실현되어 개별 유업체의 시

장지배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2.1. 원유수취가격 변화

그동안 원유가격은 체세포수, 세균수, 유지방을 중심으로 차등가격이 적용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유단백 기준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새롭게 개편되는 가격체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유지방에 대한 기준은 하향 조정하고 체세포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여, 여기

에서 생겨나는 가격효과 축소분을 유단백 4개 구간에 차등적으로 적용하도

록 고안되었다.

여기에서는 유단백 도입에 따라 농가 원유 수취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를 각각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물

론, 초기의 유단백 도입은 제로섬(zero–sum)에 입각하여 농가에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 유단백 기준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

락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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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요 변화

우리나라 음료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러한 음료시장의 꾸준

한 성장과 그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다양한 음료 제품들은 음용 시유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한 음료들로는 탄산

음료, 과일음료, 차, 각성음료, 기능성 음료 등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때 다양한 음료의 개발과 성장은 음용 시유의 성장에 제약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음용 시유의 대체음료가 성장할수록 이로 인해 시유 시장이 위축된다면 

국내 낙농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

해 분석해 보았다.

2.3. 산업조직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수급관리는 22개의 집유주체가 각자의 수급상황에 따라 각기 다

른 방식으로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수급균형

을 이루어도 공급과잉 및 공급부족 유업체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수급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를 설립한 이후 1999

년부터 집유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2002년 생산쿼터제 실시 이후 서울우유

를 비롯한 몇몇 유업체가 탈퇴를 하면서, 집유 일원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에,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립, 집행을 

위한 중앙단위 조절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낙농산업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력 논의를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대표로 구성된 상설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 가공원료유 관리, 원유가격 결정, 제도개선 

등을 주도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낙농위원회’(가칭)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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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위원회가 설립되고 수급조절, 원유가격 결정 등이 중앙단위에서 이루

어질 경우, 개별 유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유업체

가 독자적으로 쿼터를 관리하면서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면서 누리던 지배력

이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약

화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분석하였다.

표 5-10.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종류 세부 내용

원유수취가격 변화 유단백 고려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변화

수요 변화 시유대체재 증가의 영향

산업조직 개편 중앙단위 수급조정 → 유업체 시장지배력 약화

3. 기초 시나리오 분석 결과

3.1. 유단백을 고려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3.1.1. 시장수급 변화

가.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2% 하락 시

유단백 고려에 따라 만약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2% 하락한

다면, 쿼터량과 쿼터 이외의 물량을 같이 고려한 실제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1.9% 하락하고, 시유소비자가격은 1.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시유소비량은 0.4% 증가하고 전체 가공용 원유는 1.6%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 원유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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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2% 상승 시

유단백 고려에 따라 만약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2% 상승한

다면, 쿼터량과 쿼터 이외의 물량을 같이 고려한 실제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1.9% 상승하고, 시유 소비자가격은 1.0%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시유소비량은 0.4% 감소하고, 전체 가공용 원유는 1.6%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 원유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

표 5-11. 쿼터량 농가원유수취가격 변화 시 효과

구 분
수요의 가격탄성치(-0.43)

2% 하락 2% 상승

가격
자료


 -2.0% 2.0%

 
 0.0% 0.0%

  -1.9% 1.9%


 -1.0% 1.0%

물량
자료

 0.0% 0.0%

 0.0% 0.0%


(=

 ) 0.4% -0.4%


 -1.6% 1.6%

  0.0% 0.0%


 -2.4% 2.4%

3.1.2 사회후생 변화

유단백 고려에 따라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농가의 후생은 악

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은 가격하락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농가 원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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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농가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

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농가수취가격이 2% 하락하면, 수요의 가격탄성치를 

-0.43으로 가정할 때, 생산자 후생은 330억원 감소하지만 소비자 후생은 345

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시유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유업

체의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여 가공유통분야의 후생은 43억원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수취가격이 2% 상승하면, 생산자 후생은 330억원 증가하지만 소비

자 후생은 34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가공

유통 분야의 후생은 1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유단백고려에 따른 사회후생변화

단위: 억원

수요의 가격탄성치(-0.43)

수취가격 변화 2% 하락 2% 상승

생산자 -330 330

가공유통 분야 -43 -18

소비자 345 -343

시장 전체 -28 -31

3.2. 시유대체재 증가의 영향 

3.2.1 시장수급 변화

가. 시유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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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대체재 증가로 시유 수요가 감소하면 시유용 원유 사용이 감소하고 

가공용 원유 사용이 증가한다. 이때 쿼터량과 쿼터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

문에 농가수취가격과 시유가격의 변동은 없다. 또한 원유 생산량에도 변동

이 없다. 따라서 시유시장 축소의 충격을 유업체가 모두 떠안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유 수요가 2% 감소하면 전체 가공용 원유는 7.6%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유수요가 4%, 6% 감소하면 전체 가공용 원유

는 각각 15.7%, 2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시유 수요 감소 시 효과

시유소비 감소 2% 감소 4% 감소 6% 감소

가격
자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물량
자료

 0.0% 0.0% 0.0%

 0.0% 0.0% 0.0%


(=

 ) -2.0% -4.0% -6.0%


 7.6% 15.2% 22.7%

 0.0% 0.0% 0.0%


 11.3% 22.7% 34.0%

3.2.2. 사회후생 변화 

대체음료의 증가로 시유 소비가 2% 감소하면, 소비자후생은 1,642억원 감

소하고 가공유통 분야의 후생도 422억원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 후생은 변화

가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2,064억원의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연구는 비교정택분석 모형으로 연구의 초점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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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장에 국한하였다. 만약 대체재의 증가에 따라 시유 시장이 아닌 시장의 

범위를 대체재 시장으로까지 넓힌다고 가정해 보자. 비록 시유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지만, 다른 대체재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

한다. 시장 상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시유 소비에서 대체음료 소비로 전

환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효용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5-14. 시유 대체재 증가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억원

시유소비 감소 2% 감소 4% 감소 6% 감소

생산자 0 0 0

가공유통분야 -422 -846 -1,268

소비자 -1,642 -3,251 -4,827

시장전체 -2,064 -4,098 -6,096

3.3. 시유 시장구조 변화

3.3.1. 시장수급 변화

가. 중앙낙농회의 설치에 따른 유업체의 시장지배력 감소

정부의 개선안대로 중앙낙농기구가 설치되면,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감소하면 소비자 

시장에서 시유가격은 하락한다. 유업체가 소비자가격을 주도하는 능력이 제

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유소비는 증가하고 쿼터량 중 시유용 비중이 

높아지며 가공용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때, 쿼터량과 쿼터가격에 변동이 

없고, 원유생산량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장지배력 모수가 0.01 감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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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약화         

가격
자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 -4.3% -6.4%

물량
자료

 0.0% 0.0% 0.0%

 0.0% 0.0% 0.0%


(=

 ) 0.9% 1.8% 2.8%


 -3.5% -7.0% -10.5%

 0.0% 0.0% 0.0%


 -5.2% -10.4% -15.7%

시유소비자가격은 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에 따라 시유 소

비량은 0.9% 증가하고 전체 가공용 원유는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만큼 완화된다면 시유소비자가격은 

4.3% 하락하며 그에 따라 시유 소비량은 1.8% 증가하고 전체 가공용 원유는 

7.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만큼 완화된다고 가정하면 시유 소비자가격은 6.4% 하락하고 그에 따라 시

유 소비량은 2.8% 증가하며 전체 가공용 원유는 10.5% 감소할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15.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때 효과

3.3.2. 사회후생 변화

전국단위의 수급조절에 따라 가공유통 분야의 시장지배력이   

만큼 변한다면(수요의 가격탄성치가 -0.43일 때), 소비자후생은 751억원 증가

하고 시장지배력 감소로 가공유통 분야의 후생은 87억원 감소하게 된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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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후생은 변화가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664억원의 후생 증대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6. 낙농 중앙기구 등장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억원

시장지배력 약화      

생산자 0 0 0

가공유통 분야 -87 -184 -270

소비자 751 1,527 2,334

시장 전체 664 1,343 2,065

4. 확충 시나리오의 설정–쿼터량 변화 모형

4.1. 쿼터량 조정 모형에 의한 분석의 필요성

앞 절에서는 쿼터량은 시장 상황이 변동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

정을 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시장 상황이 바뀌면 쿼터량의 변동이 가능한 모

형을 도입하여 앞 절에서 사용한 가정을 완화하였다.

먼저, 원유수취가격이 변동하면, 그로 인해 쿼터 내 시유 소비량이 변화하

고, 소비되지 않는 쿼터 내 가공용 원유 생산량도 변화한다. 만약, 이러한 쿼

터 생산 내 시유 소비량을 제외한 재고량이 유가공업체에 부담이 된다면, 이

러한 재고량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쿼터량에 반영하여 쿼터량을 조정할 

것이다.

앞서 개발된 <모형 1>을 다시 살펴보자. 유가공업체가 만약 쿼터내 가공

용 원유 생산량 
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모형에서 이는 외생적으로 

처리된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을 지급받는 쿼터 초과 물량  역시 변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유 외에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전체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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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이제 농가에 배정되는 쿼터량 은 시유소비량 
 

에 

연동되어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총 원유생산량 은 이제 더 이상 외생변

수가 아니며, 쿼터량의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게 된다.

■ 모형 1

1.    · 
 ·

 
 ·


(5- 1)′

2. 
  ·

·
 (5- 2)′

3.   ·
 ·


(5- 3)′

(   
   )

4. 
 

  




·


  



 ·
 (5- 4)′

5.   · (5- 5)′

6. 





 
 ·

·


(5- 6)′

7. 
  ·

  (5- 7)′

8.  ·
·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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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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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량 조정을 모형에 반영시키기 위해 변수를 재설정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5-17. 쿼터량 변화를 고려한 확충모형의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종류

세부 내용 조치 내용
모형 조정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재설정)

원유수취
가격변화

유단백고려에따른
농가수취가격변화

원유수취가격변화→
쿼터량 조정


 : 외생화,  : 내생화

수요변화
시유대체재
증가의 영향

재고 변화 →
쿼터량 조정


 : 외생화,  : 내생화

산업조직
개편

중앙단위
수급조정→
유업체

시장지배력 약화

재고 변화 →
쿼터량 조정


 : 외생화,  : 내생화

4.2. 유단백 고려 시

4.2.1. 시장 수급 변화

가.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2% 하락 시

앞의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유단백 

고려에 따라 쿼터량에 대한 농가원유수취가격이 2% 하락하면, 시유의 소비

자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면 시유소비

량은 0.5% 증가하고, 농가에 대한 쿼터량은 0.4% 증가하며, 전체 원유생산량

도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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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쿼터량에 대한 농가원유수취가격이 2% 상승 시

시뮬레이션 결과, 유단백 고려에 따라 쿼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이 

2% 상승하면, 시유 소비자가격은 1.0% 상승하며, 시유소비량은 0.4% 감소하

고, 농가에 대한 쿼터량은 0.4% 감소하며, 전체 원유생산량도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8. 쿼터량 농가 원유수취가격 2% 하락 시 효과

농가수취가격 변화 2% 하락 2% 상승

가격
자료


 -2.0% 2.0%


 0.0% 0.0%

  -1.9% 1.9%


 -1.0% 1.0%

물량
자료

 0.3% -0.3%

 0.4% -0.4%



(=


) 0.4% -0.4%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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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후생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수취가격이 2% 상승하면(수요의 가격탄성치를 -0.43으로 

가정), 생산자 후생은 304억원 증가하여, 쿼터량이 일정한 경우인 330억원 증

가보다 후생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유통 분야의 후생은 

43억원 증가(쿼터량이 일정한 경우 18억원 감소보다 후생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343억원 감소(쿼터량이 일정한 경우와 동일)하고, 전체 사회후생은 3

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유단백 고려에 따라 원유수취가격이 상승할 때, 그

로 인한 시유 소비 부진의 결과 늘어난 재고량을 쿼터량 조정을 통해 가공유

통 분야에서 생산자에게로 이전하면, 생산자 후생은 악화되고 가공유통 분

야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의 후생은 쿼터량 조정으

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원유수취가격이 하락할 때, 쿼터량 조정을 통해 쿼터배정 물량이 

증가하면, 생산자 후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유단백고려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억원

농가수취가격 2% 하락 2% 상승

생산자 -306 304

가공유통 분야 -43 43

소비자 345 -343

시장 전체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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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유대체재 증가 시 

4.3.1. 시장 수요 변화

시유 대체재가 증가하면 시유 소비가 감소한다. 시유 소비의 감소는 쿼터

의 감소로 연결되고 원유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때 시유소비의 감소가 시유

가격의 변동을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가수취가격 또한 변동이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유 대체재 증가로 시유 수요가 2% 감소하면 농가 원

유생산 쿼터량은 1.7% 감소하고 전체 원유생산량도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유 수요가 4% 감소하면 농가 원유생산 쿼터량은 3.4% 감소하

고, 전체 원유생산량도 3.2% 감소한다. 시유 수요가 6% 감소하면 농가 원유

생산 쿼터량은 5.1% 감소하고, 전체 원유생산량도 4.7% 감소한다.

표 5-20. 시유 수요 2% 감소 시 효과

시유수요 감소 2% 감소 4% 감소 6% 감소

가격
자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물량
자료

 -1.6% -3.2% -4.7%

 -1.7% -3.4% -5.1%



(=


) -2.0% -4.0% -6.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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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후생 변화

대체음료의 증가로 시유 소비가 2% 감소하면, 생산자 후생은 62억원 감소

(쿼터량이 일정한 경우 생산자 후생은 변화 없음에 비해 후생 악화)하고, 가

공유통 분야의 후생도 143억원 감소(쿼터량이 일정한 경우 422억원 감소보

다 사회후생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후생은 1,642억원 감소(쿼터량이 일정한 

경우와 동일)하고, 사회전체 후생은 1,847억원 감소(쿼터량이 일정한 경우 

2,064억원 감소보다 사회후생 증가)하게 된다.

시유대체재 증가에 따른 시유 소비 부진과 그로 인한 재고 부담을 쿼터량 

조정을 통해 가공유통 분야에서 생산자에게로 전가하면, 생산자 후생은 상

대적으로 더 악화되고 가공유통 분야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사회 전체 후생은 쿼터량 조정을 통해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1. 시유대체재 증가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억원

시유소비 2% 감소 4% 감소 6% 감소

생산자 -62 -124 -199

가공유통 분야 -143 -285 -428

소비자 -1,642 -3,251 -4,827

시장 전체 -1,847 -3,660 -5,454

4.4. 중앙단위 수급조정 시

4.4.1. 시장 수급 변화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감소하면 유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시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한다. 유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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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증가와 쿼터량 증가로 이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장지배력이  만큼 완화된다면 시유소비자가

격은 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시유 소비량은 0.9% 증가

하고 농가 원유생산 쿼터량은 0.8% 증가하며 전체 원유생산량도 0.7%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력이  만큼 완화된다면 시유소비

자가격은 4.3% 하락하며 그에 따라 시유 소비량은 1.8% 증가하고 농가 원유

생산 쿼터량은 1.6% 증가하며 전체 원유생산량도 1.5%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시장지배력이  만큼 완화된다면 시유소비자가격은 6.4%

하락하고 그에 따라 시유 소비량은 2.8% 증가하며 농가 원유생산 쿼터량은 

2.3% 증가하고 전체 원유생산량도 2.2% 증가한다.

표 5-22.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때 효과

시장지배력 약화         

가격
자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 -4.3% -6.4%

물량
자료

 0.7% 1.5% 2.2%

 0.8% 1.6% 2.3%



(=


) 0.9% 1.8% 2.8%


 0.0% 0.0% 0.0%

 0.0% 0.0% 0.0%


 0.0% 0.0% 0.0%



우유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150

4.4.2. 후생 변화

전국단위의 수급조절에 따라 가공유통 분야의 시장지배력이   

만큼 변한다면(수요의 가격탄성치가 –0.43일 때), 쿼터배정물량 증가로 생

산자 후생은 36억원 증가(쿼터량이 일정한 경우 생산자 후생은 변화 없음에 

비해 후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공유통 분야의 후생은 87억원 감

소(쿼터량이 일정한 경우와 동일)하고, 소비자후생은 751억원 증가(쿼터량이 

일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사회전체 후생은 700억원 증가(쿼터량이 일

정한 경우 664억원 증가보다 사회후생 증가)하게 된다.

즉, 가공유통 분야의 독과점적 구조가 보다 완화되고, 그 효과를 쿼터량 

조정을 통해 농가에게 지급하는 쿼터배정량이 증가하면, 생산자 후생은 증

가하게 되고 사회 전체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 후생과 가공유통 분야

의 후생은 쿼터량 조정 이전과 동일하다.

표 5-23. 낙농 중앙기구 등장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억원

시장지배력 약화      

생산자 36 59 79

가공유통 분야 -87 -184 -270

소비자 751 1,527 2,334

시장 전체 700 1,4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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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이 장에서는 다양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후생변화를 살펴보

았다. 첫 번째 분석인 유단백 고려한 농가수취가격 변화는 원유가격의 변동

이 있을 때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두 번째 분석인 시유대체재의 증가는 

외부요인에 의해 시장의 크기가 축소되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산업구조 변화는 가공유통 부분의 시장지배력 약화와 이에 따른 소

비자가격 하락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쿼터량의 조절 가능성을 기준으

로 3절에서는 쿼터량 불변모형, 4절에서는 쿼터량 변동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원유가격의 변화(상승으로 가정)가 있는 경우 이 효과는 소비자시장

으로 전달되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시유시장의 크기가 축소된다. 이때 

쿼터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시장의 상황이 생산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과잉생산의 부담이 가공유통 부분에 집중되

지만 쿼터량이 고정되어 있어 과잉생산이 해소되지 않는다.

쿼터량의 조정이 가능한 모형에서는 과잉생산의 부담이 쿼터량 축소를 통

해 생산자에게 전달된다. 생산자는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대신 생산량을 줄

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적절한 수준으로 쿼터량이 조정되면 과잉생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 전체의 효용도 증가(쿼터량 고정 모형에 

비해)시킬 수 있다.

둘째, 시유시장이 대체재에 의해 잠식당하는 경우로 가격의 변동 없이 시

유시장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때 쿼터량이 고정되면 시장의 신호가 생산자

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조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분

석과 동일한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시장참여자의 효용감소는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시유시장의 축소와 과잉생산의 발생이다. 이때 발생

하는 두 종류의 피해는 가공유통 부분에 집중된다.31

이 경우에도 쿼터량의 조절이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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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유시장 축소에 따른 효용감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쿼터조정

에 의해 생산이 감소하면 과잉생산은 해결된다. 과잉생산이 해소되면 시장참

여자의 효용감소 경로가 시유시장 축소로 단순화된다. 결과적으로 쿼터량 변

동 모형의 효용이 쿼터량 고정 모형의 효용에 비해 커지는 결과를 얻는다.

셋째,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시유시장이 확대

되는 결과를 얻는다. 쿼터량 고정 모형에서는 시장 확대 신호가 생산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을 늘릴 유인이 없다. 따라서 과소생산

이 발생하고 생산자는 효용을 증가시킬 기회를 잃는다.

과소생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쿼터량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쿼터

량이 증량되면 생산자는 생산을 늘릴 유인이 발생하고, 증량된 쿼터만큼 생

산자의 효용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쿼터량 조정 모형을 사용하면(쿼터량 

고정 모형에 비해) 시장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는다.

위에서 쿼터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시장의 효용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쿼터제의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다. 개선의 방향은 쿼터제 내에 시장의 작동원리를 추가함으로써 쿼터제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낙농제도 하에서는 쿼터의 조절

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쿼터의 도입 목적도 원유 생산 부분을 시장에

서 분리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경영안정성을 위

하여 시장분리가 이루어졌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장복귀가 필요한 상황

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쿼터의 도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

적 쿼터 운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1 시장축소에 의한 소비자의 효용감소는 시유시장을 독립된 시장으로 가정하고 

분석된 결과임. 소비자는 대체재와 시유 사이에서 선택의 기회가 있음. 시유소

비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대체재 소비 증가에 의해 소비자 효용이 증가했다

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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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안정화 및 소득 안정화에 대한 소비자 의견 분석32

이 장에서는 농축산물의 가격급등(상승) 시 정부가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가격하락 시 농가소득안정화 지원정책의 실시에 대한 소

비자 의견도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석 결과는 대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주부) 550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1.1.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서 수입 정책에 대한 의견

소비자들은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상승) 시 가격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정

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조

사 대상 소비자 550명 중 62.2%가 가격안정화 정책수단으로 농축산물의 수

입정책에 찬성하였다.

32 이 부분은 산업연구원(박문수 연구위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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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농축산물 가격 급등(상승) 시 수입을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 찬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42 62.2

아니요 208 37.8

계 550 100.0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상승) 시 농축산물의 수입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

는 가계비 지출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1.8%, 농축산물이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5%로 높게 나타났

다. 이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12.9%), 가

격하락 시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5.6%)이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화 수단으로 수입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농축산물이 생활필수품이며 가계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된다.

표 6-2. 농축산물 가격 급등(상승) 시 수입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가계비 지출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143 41.8

농축산물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135 39.5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4 12.9

가격하락 시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9 5.6

기타 1 0.3

계 3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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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등(상승)하더라도 가격안정화 수단으로 수입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로 농민도 혜택을 볼 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란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16.8%)이라는 의

견과 맥을 같이한다. 뒤이어 가격상승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11.5%), 가계비 지출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3.8%)의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가격안정화 수단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을 찬성하지 않는 소비

자들은 농축산물의 가격상승을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분을 보

상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3. 농축산물 가격 급등(상승) 시 수입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가계비 지출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8 3.8

가격상승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 11.5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35 16.8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3 11.1

농민도 혜택을 볼 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4 50.0

기타 14 6.8

계 208 100.0

가격안정화 수단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개시해야 하는 가격상승 수준을 조사하였다. 가격 구간별로 정상가

격 대비 20%이상~40%미만의 가격 상승 시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비율

이 40.6%로 가장 높았고, 30%이상~40%미만(28.7%), 20%미만(14.9%) 등이 뒤

를 이었다.

가격상승이 40% 이상일 경우 수입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로 나

타났다. 수입정책에 반대한 응답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52.4%는 농축산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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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상승이 정상가격의 40%를 초과하기 전에 수입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6-4. 정상적인 가격 대비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가격 상승 수준

구분 빈도(명) 백분율(%)

20%미만 51 9.3

20%이상 ∼ 30%미만 139 25.3

30%이상 ∼ 40%미만 98 17.8

40%이상 ∼ 50%미만 20 3.6

50%이상 ∼ 60%미만 28 5.1

60%이상 6 1.1

정부개입 반대 208 37.8

계 342 100.0

주: 조사 시에는 100% 이상까지 제시하였으나, 빈도수가 적어서 60% 이상으로 집계함.

1.2. 농가소득 안정화정책으로서 소득 및 가격보조에 대한 의견

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락(하락)했을 때 농민에게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 또

는 가격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50명 중 

8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가격)보조에 대한 찬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452 82.2

아니요 98 17.8

계 5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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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락(하락) 시 농민에게 소득보조 또는 가격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또는 

가격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로는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는 의견이 4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

해서(36.1%)와 수입에 따른 가격상승 억제를 보상해 주기 위한 형평성 차원

(17.0%)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 또는 가격 보조가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6. 가격 급락(하락) 시 농민에게 소득(가격)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가격 상승 시 수입의 증가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77 17.0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63 36.1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212 46.9

계 452 100.0

가격하락 시 정부가 소득 또는 가격 보조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기 때문

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31.6%),

농민에 대한 보조가 너무 많거나 도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

문(각각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은 4.1%였다.

이 같은 결과는, 시장기능에 따른 형평성과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부담이나 

형평성이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소득 또는 가격 보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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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정부가 가격하락 시 소득 또는 가격 보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31 31.6

가격하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 8.2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기 때문에 32 32.7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4 4.1

도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 10.2

농민에 대한 보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 10.2

기타 3 3.0

계 98 100.0

정상가격 대비 농민에게 소득 또는 가격 보조를 실시해야 하는 가격하락 

수준을 보조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구간별로 정상가

격 대비 30%이상~40%미만의 가격 하락 시 소득(가격) 보조를 실시해야 한

다는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20%이상~30%미만(29.2%), 40%이상~50%

미만(13.5%), 50%이상~60%이하(12.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6-8. 정상적인 가격 대비 소득(가격) 보조를 실시해야 하는 가격 하락 수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20%미만 44 8.0

20%이상 ∼ 30%미만 132 24.0

30%이상 ∼ 40%미만 133 24.2

40%이상 ∼ 50%미만 61 11.1

50%이상 ∼ 60%미만 56 10.2

60%이상 26 4.7

정부 개입 반대 98 17.8

계 452 100.0

주: 조사 시에는 100% 이상까지 제시하였으나, 빈도수가 적어서 60% 이상으로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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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에 반대한 응답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56.2%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이 정상가격의 40%를 초과하기 전에 소득(가격) 보조를 실시해야 한다

는 의견을 보였다. 수입정책에 관한 의견 분석에서 소비자의 과반(52.4%)이 

찬성하는 가격 상승 수준과 소득(가격) 보조에 관한 의견 분석에서 소비자의 

과반(56.2%)이 찬성하는 가격 하락의 수준이 모두 40%로 분석되었다.

수입정책과 소득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62.2%, 82.2%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40% 가격 변동 폭에

서는 두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정책과 소득정책이 반대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공정한 시각으로 농업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낙농산업 정책 평가33

낙농산업과 해당 제품의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평가를 위해 학계 및 산업

계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에서 낙농산업 

및 해당 제품의 물가안정은 ‘우유의 수급안정’과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 수단

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1개 주요 정

책 수단은 아래 표와 같다.

33 이 부분은 한국축산경영학회(신용광 교수)의 위탁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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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전문가 평가 대상인 물가안정을 위한 낙농산업 정책 수단

정책 정책 설명 비고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농가별 집유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 내 집유
량에는 정상가격, 상한 외 집유량에는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

시행 중

전국단위 쿼터제
업체별 쿼터량의 총합을 국가 단위에서 통
제하는 제도

시행 여부
논의

집유선 일원화
중앙 집유기구가 농가 집유와 업체 납유를
총괄하는 제도

시행 여부
논의

원유가격
차등제

위생용도별
원유의 위생등급과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
격을 차별하는 제도

시행 중

성분별
원유의 유지방과 유단백의 성분비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제도

시행 중

계절별 계절별로 원유가격을 차별하는 제도
시행 여부
논의

원유가격연동제
원유가격 산정 시 원유 생산비와 물가 상승
률에 연동시키는 제도

시행 예정

가공유 지원사업 잉여원유의 가공사업을 보조 시행 중

조사료 증산 조사료의 국내생산 장려 시행 중

조사료 수입 쿼터 조사료 수입 제한 시행 중

시설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로 생산성 향상 도모 시행 중

2.1. 낙농산업 정책 전문가 평가 결과

2.1.1. 유지방과 유단백 가치에 대한 평가

현재 원유의 성분인 유지방과 유단백의 함유율에 따른 차등가격제가 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차등가격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버터와 치즈 등과 같은 유

제품 생산량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지방과 유단백의 가치 비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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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결과, 전체 가치를 100으로 볼 때 유지방의 가치는 41.9, 유단백의 가

치는 58.1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유의 가치에서 지방보다는 단백질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본다는 결과로 2014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유단백질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는 것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표 6-10. 유지방과 유단백 가치에 대한 평가(전체가치=100)

구분 유지방 가치 유단백 가치

학계 40.3 59.7

정부 42.7 57.3

업계 47.1 52.9

전체 41.9 58.1

2.1.2. 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중요도 평가

우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

인하기 위해 총 11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주어진 11

개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가 보통일 경우를 5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0～10점 사이에서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조사되었다.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11개 정책 모두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 평균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전국 단위 쿼터제’가 선택되었으며, 뒤를 이어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

격제’,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원유가격연동제’ 등이 선택되었다.

반면 ‘조사료 수입 쿼터’는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조사료 수입 

쿼터제도로 농가의 생산비 상승 압박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설문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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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우유 수급안정 정책 중요도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전체 학계 정부 업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쿼터제및잉여원유차등가격제 7.3 2 7.4 3 6.3 6 8.4 1

전국단위 쿼터제 7.5 1 7.6 1 7.0 4 7.5 3

집유선 일원화 7.1 5 7.1 6 7.3 2 6.8 6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7.2 3 6.9 7 7.8 1 7.4 4

성분별 가격 차등제 6.9 7 6.9 7 7.3 2 6.4 9

계절별 가격 차등제 6.3 10 6.5 10 5.8 9 6.5 8

원유가격연동제 7.2 3 7.5 2 6.0 8 7.6 2

가공유 지원사업 6.8 8 7.2 4 5.4 10 7.1 5

조사료 증산 7.0 6 7.2 4 6.6 5 6.8 6

조사료 수입 쿼터 5.7 11 5.7 11 5.2 11 6.4 9

시설 현대화 6.4 9 6.6 9 6.1 7 6.0 11

평 균 6.8 7.0 6.4 7.0

위의 표에 제시된 정책 이외에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등과 같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유제품 수출지원 확대’였다. 이외에 ‘조사

료 품질 개선’, ‘시장 자율적 원유가격 결정 체계’, ‘농가 경영 마인드 교육 

및 낙농 후계자 육성 지원’, ‘가축질병보험제도 확대’, ‘학교 및 단체 우유급

식 확대’ 등도 있었다.

2.1.2. 우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중요도 평가

우유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

를 확인하기 위해 총 11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

어진 11개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가 보통일 경우를 5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우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평가 163

기준으로 0～10점 사이에서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조사되었다.

제시된 11개 정책 대부분이 우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평균 정도의 중요

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는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부분 낮은 점수이다. 이것은 현재 시행되는 대부분

의 정책이 우유 유통비용 절감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정책 중 우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집유

선 일원화’가 선택되었으며, 뒤를 이어 ‘시설 현대화’와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등이 선택되었다. 반면 ‘조사료 수입 쿼터’는 앞서와 같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표 6-12. 우유 유통비용 절감 정책 중요도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전체 학계 정부 업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 5.9 7 5.8 8 5.1 7 7.1 2

전국단위 쿼터제 6.5 2 6.4 3 6.5 2 7.0 4

집유선 일원화 7.6 1 7.4 1 8.3 1 7.5 1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6.3 3 6.3 5 5.6 4 7.1 2

성분별 가격 차등제 5.6 9 5.5 11 5.4 5 6.1 9

계절별 가격 차등제 5.8 8 5.8 8 5.3 6 6.3 7

원유가격연동제 5.6 9 5.9 7 4.7 10 5.8 11

가공유 지원사업 6.1 5 6.4 3 4.8 8 6.8 5

조사료 증산 6.1 5 6.5 2 4.8 8 6.4 6

조사료 수입 쿼터 5.5 11 5.6 10 4.7 10 6.0 10

시설 현대화 6.3 3 6.3 5 6.4 3 6.3 7

평 균 6.1 6.2 5.6 6.6

주: 5점이 중간점수이며, 10점 만점임.

위의 표에 제시된 정책 이외에 우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

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전국단위 원유 집유 및 유통 시

스템’이었으며, 현재의 ‘대리점 중심의 우유 공급체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원거리 집유 및 운송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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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량에 비례한 원유 운송 인센티브 지급’ 의견도 있었으며, ‘대형마트 등 

소비지와의 협력 상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2.1.3. 우유관련 정책 종합평가

우유의 수급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관련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11개 정책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서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의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 정책의 효과성은 

우유의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책

의 시행가능성은 정책 당국이 우유의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 정책을 실

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자의 수용성은 우유의 물가안정 및 유통체

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책의 관계자(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표 6-13>과 

같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효율성, 효

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유가격연동제’도 효율성과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낙농가의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시행 예정 또는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인 정책에 대한 5점 척도 기준 

평균점수는 <표 6-14>와 같다. 평가항목 전체 평균 점수에서는 ‘전국단위 쿼

터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전국단위 쿼터제’와 ‘집유선 일원화’, 수용성과 시행가능성에서는 

‘계절별 가격 차등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논의 중

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중에 ‘전국단위 쿼터제’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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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우유 관련 기존 정책 종합평가 결과

정책명 효율성 효과성 수용성 평균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 3.7 4.0 3.3 3.7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3.7 3.8 3.2 3.6

성분별 가격 차등제 3.6 3.7 3.3 3.5

가공유 지원사업 3.4 3.6 3.7 3.5

조사료 증산 3.4 3.6 3.7 3.6

조사료 수입 쿼터 3.2 3.1 3.1 3.1

시설 현대화 3.4 3.5 3.8 3.5

원유가격연동제 3.7 3.6 3.8 3.7

표 6-14. 우유 관련 시행 예정 또는 논의 중인 정책 종합평가 결과

정책명 효율성 효과성 수용성 시행가능성 평균

전국단위 쿼터제 3.8 3.8 3.1 3.0 3.4

집유선 일원화 3.8 3.8 2.7 2.7 3.3

계절별 가격 차등제 3.4 3.5 3.2 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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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우유 수급 및 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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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체제 구축

1.1. 소매단계 경쟁체제 구축34

올해 8월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된 이후 유업체별로 가격 인상을 발표하였

다. 한 업체의 경우 우유 소비자가격(1ℓ기준)을 220원 인상하였고, 타 유업

체 역시 200원 안팎의 가격 인상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매매장에서 판

매되는 우유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우유의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알려져 있

다. 유통비용은 대리점 마진, 유통업체 마진, 판매 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가격 인상 전 우유 소비자가격 2,3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공장 출

하가격이 1,570원, 유통비용은 730원 정도이다.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수준이다.

유업체가 우유의 소비자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유통환경은 유통업체 간 경

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경쟁이 느슨해진 유통환경에서는 유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유인이 감소한다. 더구나 과점시장 성격을 가진 

우유시장에서 유업체가 소비자가격 결정에 참여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

면, 결과적으로 유통단계의 몫으로 ℓ당 730원을 보장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유통업체 간 경쟁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훼손되면 유통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

게 전가된다. 유업체는 유통업체와 거래가격 결정에 참여하고, 유통업체는 

소비자와의 거래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경쟁이 지켜지

면 유통단계의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따라서 유업체가 소비자가격 결정

에 참여하는 관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이 부분은 낙농정책연구소(조석진 소장)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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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 집중도 완화

우유시장은 상위 3개 업체가 62%, 4개 업체가 70%를 점유(원유 조달 기

준)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과점시장의 비효율은 소수의 업체가 시장 지배

력을 행사하여 가격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충분한 정도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 점유율이 

소수의 유업체에 집중되는 이유는 산업의 진입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이

다. 진입비용은 원유의 조달과 우유제품 유통의 두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1.2.1. 집유와 가공의 분리

유업체의 원유 조달은 소속 농가로부터 직접 집유하는 방식과 낙농진흥회 

또는 집유조합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 집유 비율이 70%에 달하

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물량이 낙농진흥회나 집유조합에 의하여 집유되고,

다시 유업체에게 공급된다. 이런 원유 조달 구조는 신규 업체가 진입하거나 

기존 유업체가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규모 업체가 시장을 지배

하고 있고, 집유주체와 유업체 간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원유 생산기반을 보유한 유업체는 원료의 안정적 원료 조달이 가능하다.

반면에 자체 집유는 영구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쿼터가 거래되면서 사유재

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체 집유량의 조정이 쉽지 않게 되어 있

고, 특히 쿼터 축소에는 농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체 집

유량 중 자체 집유량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자체 집유량 조정이 

없이 우유제품의 시장 점유율의 변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후발업체

가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집유와 가공이 분리되면 쿼터관리의 책임이 유업체에서 집유주체로 이전

된다. 유업체는 쿼터가 아닌 집유주체와 계약에 의하여 원유를 조달하는 구

조이다. 한 업체가 물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 계약에서 물량축소

를 반영하면 된다. 우유시장의 전체 크기에 변화가 없다면, 한 유업체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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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축소가 전체 쿼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 업체의 물량 축소는 다른 

업체의 물량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 자체집유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 변동이 어려웠던 상황이 점차 시장 

점유율의 변동이 용이해지는 환경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의 변

동이 용이해지면 대규모 유업체의 시장지배력도 약화된다.

5장의 정책 시뮬레이션에서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

고 우유 소비량이 확대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지배력 모수가 0.01 하락

(쿼터 고정 모형)하면 소비자가격은 2.1% 하락하고, 우유 소비량은 0.9% 증

가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시장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 시장 전체의 후

생 증가분은 66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원유 공급과잉 국면에서 실시한 감산정책에 반발한 농가의 탈퇴로 

무산되었지만, 한때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율이 80%를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

다. 실패했던 정책이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유와 가공의 분리는 현재 논의되는 낙농업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

는 부분이 있다. 농가 교섭력 증대, 집유일원화(또는 광역화), 전국단위 쿼터

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등의 계획이 집유와 가공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어

렵지 않게 달성되는 것들이다. 이와 더불어 집유와 가공이 분리되면 유업체

간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2.1.2. 우유 유통센터 설립

유통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유제품 유통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83.2%로 추정된다. 거의 대부분의 우유제품은 대리점을 거쳐 유통되

는 것이다. 대리점의 성격은 한 업체와 독점계약을 하고 타 유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유는 특성상 며칠 만에 부패하기 때문에 미판매 물량 처리가 중요한 문

제이다. 이러한 대리점 중심의 유통구조는 출하 물량을 책임지고 유통시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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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유업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판매량이 

충분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점이 유업체의 시장점유율과 결합하면 소규모 유

업체가 광범위한 대리점 유통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형마트의 비중(49.6%)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소규모 슈퍼(13.6%), 편의점

(12.0%), 가정배달(12.0%) 등이 여전히 우유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우유의 유통기한과 관련이 있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

자는 매일 구입해야 하고, 공급자도 매일 공급해야 하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작은 유업체는 소규모 매장에까지 우유제품을 매일 분산하는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물량이 적어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규모 슈퍼에서 소규모 유업체의 우유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다.

소규모 유업체가 유통망을 독자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업체와 독점 계약이 이루어지는 대리점 체계의 유통구조에서는 위에서 언

급한 단위당 유통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슈퍼

의 기존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 기존 유통

망에 우유제품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우유 유통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유 유통센

터에 희망 유업체가 제품을 공급하고, 슈퍼의 기존 공급망을 통해 이 제품들

을 분산하는 체계이다.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통비용 문제가 해

결될 수 있다.

우유유통센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첫째, 기존 

유통망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유제품 집결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 예

로 공영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유업체가 기존 독

점계약의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 셋째,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유업체가 가격 또는 품질 경

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유 소매유통의 구조가 시장 점유율이 적은 유업체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되면, 소규모, 후발업체의 영업환경 향상이 기대된다. 소매유

통 부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이다. 소매유통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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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원유 조달 부분이 유연화되면 대규모 유업체의 시장지배력 약

화가 예상된다. 시장지배력 약화는 소비자가격 인하와 시장의 확대에 긍정

적인 요인이다.

2. 가격 산정방식 개선

2.1. 농가수취가격 공동정산제 

일본과 미국의 원유가격결정 체계의 특징은 원유가격 공동정산제를 실시

한다는 점이다. 이 체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으로 정산하고, 농가에 지급할 때 

총액을 총 납유량으로 나눈 평균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우유용 원

유가격은 유업체와 집유주체 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농가수취액을 유업체 매출액에 비례하여 정산하는 것이

다. 유업체 매출액에는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소비자의 지불

의사 내에서 유업체와 생산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쿼터량과 쿼터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소비자 지불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물론 쿼터를 설정할 때 시장 상황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설정 이후 시장변동 상황은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시장상

황이 가격 또는 물량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드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인 경우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초과 공급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쿼터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현재 수요를 유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게 된다.

하지만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공급을 조정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인식된다.

원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유업체는 초과 공급되는 원유를 가치가 낮은 

유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재고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상실되는 가치를 유업

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은 매년 누적된다. 5장의 시장대체재 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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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서 원유 초과공급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유시장이 2% 축

소되면 유업체의 효용 감소가 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 결정에 소비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다. 따라서 낙농업을 시장 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쿼터제에 시장의 작동원리를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

생한다. 이런 논의는 현행 쿼터제도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쿼

터량은 이미 사유재산화되었다. 또한 원유가격 산정 방식은 당사자 간 수년

간 대립한 후 올해 합의에 이르렀다. 가격과 물량 모두 손대기 어려운 상황

이 된 것이다.

현재의 쿼터 운영규칙은 쿼터의 거래 시 거래 쿼터의 일정부분을 소멸시

키게 되어 있다. 소멸된 쿼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다

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터 소멸에 따라 공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

다. 이때 새로운 쿼터에 시장원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새로운 쿼터에는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의 추가는 용도별 차등가격과 공동정산제가 좋은 방안으로 판단

된다.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이론적으로 소비자 의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생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실제 운영 중에 있고 작동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

공동정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생산자의 교섭력 

확대이다. 현재의 교섭력으로는 유업체와 공정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집유와 가공의 분리가 한 가지 방

안이 될 수 있다. 생산자가 집유과정까지 담당하고 유업체는 가공부분을 담

당하는 구조이다. 이때 한 집유주체가 담당하는 집유의 범위가 넓고, 집유량

이 많을수록 농가의 교섭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범위가 넓고 양이 많을수록 

많은 농가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집유 또는 나

아가 단일집유를 추구하는 것이 생산자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또 하나의 선결과제는 유업체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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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제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제품의 양

과 가격, 유업체별 원유 공급량을 알아야 한다. 유업체별 공급량은 유업체나 

집유 주체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유제품의 양과 가격은 유업체 

외에는 수집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유업체로부터 유제품별 생산량

과 유제품별 가격 수집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1.1. 농가수취가격 공동정산제 도입의 이론적 검토35

수많은 낙농가가 조직한 협동조합은 독점기업가가 아니다. 다만 독과점적 

판매행위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조합은 회원농가에 돌려줄 판매대금 환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법의 하나가 일정기간을 단위로 조합이 

판매한 총액을 총유량으로 나눈 다음, 개별농가가 출하한 양에 해당되는 몫

을 환불하는 공동정산제(pool제)이다. 이때 낙농가에게 환불하는 가격을 혼

합평균가격(blend price)이라고 말하며, 아래 그림의 에 해당한다.

같은 원유이지만 시유용 원유의 수요곡선은 이며, 이의 한계수입곡선은 

로 표시된다.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용 원유의 수요곡선은 

이고, 는 공급곡선, 즉  = 
 



로, 개별농가 한계비용곡선의 총합

으로 나타낸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인데 이에 부응하는 가

격과 공급량은 시유시장에서 가격 에 원유  그리고 유제품용 원유시

장에서 가격 에 원유 와 같다.

순수독점가격과 협동조합의 공동정산에 의한 혼합평균가격의 차이는 생산

공급량의 규모에서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유제품용 원유시장에 이윤극대화

를 위해  만을 공급하지만, 생산자조합은 를 공급할 것

이다. 개별농가가 수취한 가격은 공동 정산한 평균가격으로 AB선이 이를 대

35 허덕 등(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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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유효수요곡선이 되기 때문에 조합

의 총 공급량은 가 된다. 생산자조합의 가격차등 정책 아래서 소비자는 

순독점기업에 비하여 의 우유소비를 더 하므로 그만큼 소비자 잉여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2. 가격차별과 혼합평균가격

자료: 허덕 등(1989).

2.2. 원유가격 차등제

2.2.1.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

가. 이론적 검토36

36 허덕 등(1989).



우유 유통체계 개선 방안176

유업체 또는 생산자조합의 수요함수가 의 함수형태를 갖는다고 

하면, 총수익은 ·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의 한계수익(MR)d은 

  


 


 




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성치(E)의 정의식인   




을 이용하면,



   


의 형태로 변형된다. 이에 따라, <그림 7-2>에서

용도별 가격차등의 이익극대화 조건은  이다. 여기서 은 음

용유용 원유의 한계수익, 는 유제품용 원유의 한계수익이므로,







또는 


  


의 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서, 는 음용유용 원유가격,  은 유제품용 원유가격, 는 음용유

의 가격탄성치, 은 유제품의 가격탄성치를 나타낸다.

수익극대화 조건에 의해   인 지점에서 두 시장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음용유용 원유는 가격에 만큼 판매하고, 유제품용 원유는 

가격에 만큼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위의 분석모형에 의해 적정가격을 모색하여, 이로부터 과 

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격을 수량의 함수형

태로 전환하면, 
 


 




, 
 


 




의 형태가 된다.

여기서 총공급량은 일정하므로 


 , 


이 되

어, 
 


 




  


 




이 된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의 형태로 변화되어 계산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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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일정 공급량 하에서의 원유 용도별 가격차등 모형

자료: 허덕 등(1989).

나. 원유 용도별 적정 차등가격 수준의 모색

시유용(음용) 수요탄성치 -0.43과 유제품용(치즈) 수요탄성치 -0.874를 선택

하여 계산에 이용하였고, 원유의 공급탄성치는 0.43(KASMO)를 이용하였다.

시유용 원유의 수요탄성치 0.43과 유제품용 원유의 수요탄성치 -0.874를 이

용하면, 두 가격 간 


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 용도별 적정 차등가격 수준을 모색할 수 있다.

□ 정책대안별 적정 차별가격의 추정

(1) 정책대안Ⅰ: 수급안정 목표

유제품별 원유가격 경영비보상 수준, 음용유용 원유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두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적정차별가격 수준을 계산하였다. 이때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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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중 음용유(시유)용과 유제품용 시유의 사용비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

으므로 그대로 이용하였다. 2012년 총 공급량 211만 톤 중 시유용 70%, 유제

품용 30%였다(2011년 조사치 적용). 제 I안은 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2012년 

경영비인 
원으로 할 경우인데, 이때 적정 유제품용 원유 가

격 
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분석 결과 공동 정산하게 되

는 농가수취가격(BP)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산출되어 적용이 곤란할 것으

로 판단된다.

제Ⅱ안은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2012년 가격 수준인 
원으로 

할 경우이다. 이 Eo 적정 유제품용 원유가격인 
원으로 계산

된다. 즉, 수급안정을 정책목표로 할 경우, 시유용 원유가격이 980원임을 가

정할 때, 유제품용 원유는 482.3원이 적정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7-1. 수급안정목표 대안별 적정차등가격 계산 결과

단위: 원/kg, 가중치

대 안 
 

 
 

 

Ⅰ 안

(

:2012년

경영비보상 수준)

1,289.5 634.58 0.7 0.3

1,093.0
(현실적으로
적용 곤란)

Ⅱ 안

(

:2012년

가격 수준)

980 482.3 0.7 0.3
830.7

(적용 가능)

(2) 정책대안 Ⅱ: 농가소득의 보장목표

농가가 받는 혼합평균가격의 수준이 현재보다는 높아야 정책의 채택 가능

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차별가격

의 수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의 경우, 제Ⅰ안

은 음용유용 원유(
)를 2012년 생산비의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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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안으로 경영비 보상수준으로 하였을 때를 설정하여 각각의 적정가격을 

산출해 보았다. 산출 결과는 아래의 <표 7-2>에 나타냈다. 공동 정산한 농가

수취가격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정할 때, 유제품용 원

유가격을 2012년 생산비의 90% 수준(705.73원)을 보상하는 시나리오인 제Ⅰ

안과 2012년 경영비(634.58원)를 보상하는 수준의 시나리오인 제Ⅱ안을 작성

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적정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산출한 결과, Ⅰ안의 경우 

889원, Ⅱ안의 경우 919.5원으로 나타났다.

표 7-2. 농가소득 보장 목표 시 대안별 적정차별가격의 추정 결과

단위: 원/kg, 가중치,

대 안 
 

 
 

 
(공동정산가격)

Ⅰ 안



=2012년 생산비의

90% 보상수준

889.0 705.73 0.7 0.3 834.0

Ⅱ 안



=2012년 경영비의

보상수준

919.47 634.58 0.7 0.3 834.0

2.2.2. 성분별 가격차등제

가. 이론적 검토37

각기 다른 개체들로부터 산출된 우유의 성분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

지방 하나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전 제도는 생산자에게 불공평한 보수를 

가져다주게 된다. 따라서 유지방 외에도 무지고형분()이나 유단백(Milk

Protein)과 같은 주요 성분을 가치평가 기준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

37 허덕 등(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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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평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우유 중의 단

백질 성분이 중요해져 이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젖소 각 개체에서 산출된 우유 중의 유지방( )과 무지고형분

( )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각 개체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의 

그림에서 M선은 전체 젖소군의 평균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전처럼 유지방 함량의 차이만으로 우유의 가치를 결정할 경우에 와 

의 평균조합선인 선을 따라 유가를 수취한다. 선은 일정한 가격결정

체계에서 농가가 받는 등수입곡선(iso-revenue curve)으로, 오직 유지방 차이

에 의해서만 가치를 보상받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등

수입곡선의 기울기가 부의 기호를 가질 것이지만 의 가중치(또는 가치)

가 0이 되어(즉,  ) 수직선으로 표시된다는 이러한 계통하에서는 

를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농가()와 더 작게 생산하는 

농가()가 같은 가치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생산자와 생산자 간에 불공평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7-4. 원유의 성분함량별 가격차별정책의 필요성

주 1) M: 유지방(BF)과 무지고형분(SNF)의 조합.

2) MH: M보다 평균적으로 SNF가 높은 그룹의 BF와 SNF의 관계.

3) ML: M보다 평균적으로 SNF가 낮은 그룹의 BF와 SNF의 관계.

자료: 허덕 등(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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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의 가격(또는 가치)이 정의 가중치를 갖는다면 등수입

곡선은 의 기울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로 표시할 수 있

다. 이러한 가격체계하에서라면 점에서 얻는 만큼의 농가소득을, 를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농가는  농가보다 적은 함량의 를 생산하더

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더 많이 생산해야 같은 수입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는 유단백 대신 무지고형분(SNF)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유단

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유지방과 유단백의 적정 차별가격 수준 시산

유지방과 유단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간행한 2012년

도 한국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보고서의 2012년 유우군 능력검정의 지역별 

세부구간별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유지방률과 유단백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지방률 Y = 0.0963 X(유단백률) + 2.8818 , R2 = 0.6339

그림 7-5. 유지방과 유단백의 적정 차별가격 수준 시산

자료: 농협중앙회, 2012년도 한국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보고서, 2013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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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6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은 아래

와 같다.

❏ 2013년 6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구 분
유성분 가격효과 체세포수

가격효과
세균수
가격효과

합 계
유지방 유단백 소계

현 행 (A) 55.16 0.00 55.16 42.80 50.30 148.26

개 선 (B) 42.57 15.76 58.33 39.63 50.30 148.26

차 이(B-A) △12.59 15.76 3.17 △3.17 0.00 0.00

단위: 원/ℓ

❍ (기본방향) 가격효과 148.26원 유지, 최고단가 1,015.28원 유지

❍ (유지방) 가격효과 △12.59원 축소, 상한선 하향 조정(4.3→ 4.1),

하한선 상향조정(2.9→ 3.0), 기준선 상향조정(3.4→ 3.5)

❍ (세균수) 현행 유지

❍ (체세포수) 2등급 단가 하향 조정 및 3~4등급 페널티 강화에 의한 

가격효과 감소분 △3.17원을 유단백질 가격효과에 반영

❍ (유단백질) 유지방 차감(△12.59원), 체세포수 차감(△3.17원) 가격

효과를 이용하여 유단백질 가격효과 15.76원 신설

2013년 6월 발표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중 유지방과 유단백의 단위

당 가격 차이를 가중치로 설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각 성분의 실제 가치를 

계산해 보면,

(1)  



(2)  


가 성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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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7  관계가 성립한다. 즉, 유단백 1% 변동 시의 가격 차이

보다 유단백 1% 변동에 대한 가격 차이를 3.85배 크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유지방 가치의 3.85배 정도인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protein/BF의 가격차 비율은 1.1(뉴질랜드)~2.7(핀란드) 수준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유지방 가치: 유단백 가치의 비율”은 “4.2 : 5.8”로 나타났

다(1.38배).

표 7-3. 국가별 단백질과 유지방 평균 가격비(P/F Value Ratio)

구분 영국
네덜
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
트리아

호주
뉴질
랜드

P/F
ratio

1.76 1.66 1.70 2.27 1.51 2.00 1.48 2.70 1.25 2.50 1.1

자료: IDF, “Payment Systems for Ex-farm Milk”,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2006, Willem Koops, “Presentation of Dutch Dairy Board”, Products chap

Zuivel, June, 2009, Danish Dairy Board, “Model for Payment of Milk” Jan. 2009.

2.2.3. 계절별 가격차등제

가. 이론적 검토38

성 비수기별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를 과부족량(∆)이라고 하면,

∆ 




  가격신축성계수
  가격변동률

∆


이므로 성 비수기간 수요치변동( )과 가격신축성계수( )만 알면, 성 비수

기별(계절별) 적정 차등가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38 허덕 등(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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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원유의 성 비수기별 가격차별 정책 모형

자료: 허덕 등(1989).

나. 계절별 적정 차별가격 수준 시산

우유의 신축성계수는 수요탄성치의 역수이므로 2.33으로 가정한다면, 우유

의 수급차 변동률이 1～5월과 6～12월에 각각  5.72%, -4.086%이므로, 1～5

월에는 기준가격의 13.3%를 인하하고, 6～12월에는 기준가격에 비해 9.5%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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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쿼터제 개선

3.1. 전국 단위 쿼터제 및 중앙낙농기구 설립39

2002년 원유 공급 과잉으로 잉여원유가 누적되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도입되었

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내 물량에는 정상가격을 

지불하지만,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시행 이후 원유 총생산량은 설정된 쿼터로 고정되었다. 할인된 가격

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쿼터량 이상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

문이다.

쿼터제는 업체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현재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업

체와 낙농조합의 수는 22개이고, 낙농진흥회를 합하여 총 23개 집유주체가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업체별로 쿼터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첫째,

쿼터관리 업체와 생산농가의 교섭력이 대등하지 않으면 쿼터관리 세부조건

을 관리업체의 선의에 의존하여야 한다. 실제로 낙농조합인 서울우유의 쿼

터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쿼터가격에는 농가와 집유주체와

의 거래조건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수

급균형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구제역 발생 이후 공급부

족이 발생하자 업체별로 쿼터량을 증량하였다. 이 여파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잉여원유가 누적되고 있다. 이는 쿼터 증량이 업체별로 이루어졌고 전

체 수급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전국 수준의 수급이 균형

일지라도 집유 주체 수준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예시한 부작용 때문에 전국 단위 쿼터제와 이를 실시하는 중앙낙농

39 이 부분은 낙농정책연구소(조석진 소장)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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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약한 수준에서의 전국쿼터는 유업체별  

쿼터를 운영하되, 쿼터량 조정 시 중앙낙농기구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는 현재의 유업체별 쿼터 운영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

다. 다만 쿼터량 조정 필요가 있을 때 중앙낙농기구의 개입부분만 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높은 수준의 전국쿼터는 쿼터 관리권한을 유업체로부터 중앙낙농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는 집유의 일원화가 자연스럽게 실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전국쿼터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쿼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유업체별로 상이한 거래조건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거래조건의 통일은 어떤 농가에게는 조건의 향상이고, 어떤 농가에게

는 조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거래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유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업체 입장에서 원유 도입가격이 상승하기 때문

이다. 또한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부분에서는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

서 높은 수준의 전국쿼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업체의 소속농가 포

기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지만, 거래조건의 통일에 관한 작업이 필요하다. 전

국쿼터가 집유일원화, 농가 교섭력 증대, 쿼터 운영의 유연성 등 장점이 많

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거래조건의 통일은 쉽게 달성될 수 없는 과제로 판단

된다.

낮은 수준의 전국쿼터는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업체별 쿼터 운영의 탄력성 훼손

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누구도 쿼터의 증량이 허용되지 않고, 허용되더라

도 현재의 집유 비중에 따라 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현

재의 시장점유율 구도가 고착되어 유업체 간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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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절감

4.1. 집유일원화/광역화40

현행 원유의 집유체계는 쿼터를 보유한 집유주체의 개별 집유로 이루어진

다. 이처럼 다원화된 집유체계하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한 집유주

체의 입장에서 보면 집유의 지역적 분포가 커지기 때문에 집유노선이 연장

된다. 이에 따라, 집유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 다수의 집유주체

가 진입하면서 집유노선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도 집유비용 증가

의 요인이다. 집유 분포가 넓어지고, 겹치면서 집유장의 장소 선정과 집유탱

크의 용량 결정에도 제약 요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유일원화 또는 광역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유업체별 집유기능을 분리, 통합하여 단일 또는 광

역 집유주체가 집유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업체는 자체집

유에서 집유업체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형태로 재편된다. 이 방안은 집유과

정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 집유 시 집유동선을 최소화하

고, 대형탱크를 이용해 대량 운송을 실현,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집유선 일원화는 6장의 전문가 정책평가에서 유통비용 절감 측면에서 가

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순위뿐 아니라 학계, 정부, 업계 

3부분 모두 집유선 일원화를 유통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

가하였다.

새로운 집유주체가 만들어지고 집유기능을 독점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

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첫째, 신설 집유업체와의 거래는 기존 거래 유업

체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유업체와의 거래조건과 다른 새로운 

거래조건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평균 이상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 

40 이 부분은 낙농정책연구소(조석진 소장)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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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신설 집유업체의 거래교섭력이 유업

체를 능가할 수 있다. 기존 집유기능을 보유한 유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방안이다. 비용절감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개선 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첫째, 집유와 가공의 분리가 실현되면 집유 일원화/광역화 

또한 어렵지 않게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단위 쿼터제가 정착되면 집유

일원화/광역화의 도입도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집유일원

화/광역화가 실현되면 집유와 가공의 분리, 전국단위 쿼터제의 시행에 걸림

돌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이 방안은 농가의 거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광역집유체계는 농가 교섭력 증

대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4.2. 유제품 공동배송센터 

유제품 공동배송센터는 1절 경쟁체제 구축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유제품 

분산체계를 현재의 대리점 중심에서 대리점과 공동배송을 병행하면 유통비

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매장과 소규모 유업

체를 연결하는 경로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3. 기타

유통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생산단계의 비용절감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 중

요한 과제이다. 생산단계의 비용절감 방안은 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조사료 수입쿼터 증량 등이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젖소의 생산성 향상과 연관된다. 조사료 생산 확대와 

조사료 수입쿼터 증량 등은 사료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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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따른 생산비 인하 효과와 사료비 절감으로 인한 생산비 인하는 원유가

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원유기본가격

산정체계는 원유가격이 원유 생산비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유기본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우유의 소비량이 증가한

다. 우유 소비량 증가는 소비자 효용 증대로 연결된다. 7장의 분석(농가원유

수취가격 변동) 결과는 이 경우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대략의 생산비 인하효

과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농가수취가격이 2% 하락하면 소비자 효용이 345

억원 증가한다. 이 분석에는 생산자 효용 감소분이 330억원으로 분석되었는

데, 생산비 인하로 인한 원유기본가격 인하 효과는 유단백에 의한 농가수취가

격 인하효과와는 생산자 효용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농가수취가격과 생산

비의 차액이 농가의 효용이기 때문에 생산비와 농가수취가격이 동시에 하락

하면 농가의 효용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효과는 생

산자 효용 감소를 제외하고 소비자 효용 증대효과만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안정적 수급 조절

5.1. 자조금을 이용한 시장 확대

낙농업 수급조절 장치는 생산측면의 쿼터제이다. 쿼터로 생산량을 제한하

여 잉여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쿼터제는 수요를 반영하여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 때

문에 수요 쪽에서 충격(소비량 감소)이 발생하면 수급불균형으로 연결될 가

능성이 높다.

5장에서 우유시장이 축소되었을 경우 시장 후생을 분석하였다. 우유시장

이 2% 축소되었을 경우 유업체는 422억원에 달하는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는 쿼터가 고정된 경우이고, 쿼터가 시장 축소에 대응하여 조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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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유업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효용 감소분을 유업체와 농가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이때 농가와 유업체의 효용 감소는 각각 62억원, 143

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쿼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방안이 필요하고 최소한 

수요 축소는 방지해야 한다. 자조금을 활용한 수요 확대 방안이 필요한 이유

이다. 수요 확대 방안으로는 신제품 개발 투자, 우유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

구 투자, 광고를 통한 소비촉진 등이 있다.

마케팅 강화의 일환으로 유제품 수요자 계층별 타깃 마케팅 강화의 필요

성도 있다. 제3장의 분석결과를 참조하면 소득수준 차이에 비해 소득탄력성

에 큰 차이는 없지만, 연령별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소득탄성치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령층에 따른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가공원료유 지원41

원유의 공급과 수요는 계절성이 있어 연중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상반기에는 과잉공급,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는 하반

기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고가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하반

기에는 감소하는 계절성이 있다.

원유 생산은 봄철에 많고 여름과 겨울철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여름에

는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식욕부진 등의 이유로,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유두동상 등의 이유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다. 우유소비는 1~2

월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겨울철 비수기로 인한 소비감소와 

더불어 전체 물량의 10% 전후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겨울방학으로 인해 일시

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에는 급식물량은 감소하나 여름철이 계

41 이 부분은 낙농정책연구소(조석진 소장)의 위탁원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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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적으로 소비의 성수기이므로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소비감소의 영향이 상

쇄되어 방학으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

총 생산량이 쿼터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우유 수급의 계절성으로 인하

여 계절 재고의 발생은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재고가 발생하면 분유나 치즈 

등 보관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야 한다. 이때 가공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가치 하락은 유업체의 손실이 된다. 유업체는 쿼터 

내 가격으로 원유를 도입하여 원유가격보다 싼 유가공품을 제조하기 때문이

다.

일본의 경우 계절 수급불균형 해소와 치즈생산 장려를 위하여 치즈용 원

유공급 안정대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수기에 잉여원유를 이용하여 가공 유제품 생산 

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는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치즈 등의 유제

품 시장의 공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7. 우유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제3부 오리고기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 제8장

1. 오리고기 수급 현황

1.1. 수급 현황

1.1.1 오리 사육마릿수 및 사육 가구 수 동향42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 초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추

어 오리사육도 2012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오리 

사육마릿수는 1990년 72만 마리에서 2010년 1,440만 마리로 연평균 19%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마릿수는 1992년 100만 마리를 넘어선 후 15년만

인 2007년에는 10배 증가한 1,000만 마리를 돌파하였다.

오리 사육농가는 1991년 1만 4,500농가에 달하였으나, 그중 2,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8가구에 불과하였다. 오리

산업이 점차 계열화되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2011년 전체 사육농가는 4,569농

가로 1991년 대비 6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마리 이상 사육농가

42 통계청에서 오리 전수조사를 2011년 1분기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림 8-1>

은 한국오리협회의 1990∼2011년 자료를 인용하였고, <그림 8-2>는 통계청의 

가축동향을 인용하므로 통계상 단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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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오리 사육마릿수 및 사육가구수(1991∼2010)

자료: 한국오리협회.

는 1,019가구로 1991년 대비 약 7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사육마릿수 중 

1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차지하는 사육마릿수 비중은 1991년 20%에서 

2011년 87%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8-1>에서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HPAI)가 발생한 2008년을 제외하면, 2,000마리 이상 사육농가수 및 1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차지하는 사육마릿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3월 오리 사육마릿수는 

857만 마리로 2010년 1,430만 마리에서 4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3∼5월 

산란 종오리 입식마릿수 증가와 F1 입식으로 6월 사육마릿수는 역대 최고인 

1,522만 마리를 기록하였다<그림 8-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오

리 사육 가구 수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00마리 이상 오리 사육농가

는 2010년 954가구에서 2011년 3월 648가구로 32% 감소하였지만, 사육농가

는 1,065가구로 2010년 대비 64.4% 증가하였다. 특히 1만 마리 이상 3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3월 대비 77%나 증가하였다. 그 후 1만 마리 이상 3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900～1,000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12월 85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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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오리 사육마릿수 및 사육가구수(2010년 이후)

주: 사육가구수는 2,0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13년 3월 845가구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2년 오리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오리 사육마릿수는 1,237만 마

리였으며, 이 중 종오리는 약 10%인 130만 마리였다. 시기별로 보면 2012년 

3월 오리 사육마릿수는 1,309만 마리였으며, 이후 6월 1,260만 마리, 9월 

1,261만 마리, 12월 1,116만 마리로 나타났다. 종오리는 2012년 3월 150만 마

리에서 6월 오리업계의 자율적인 물량감축으로 6월 114만 마리까지 감소하

였지만 9월에는 134만 마리로 증가하다가 12월에는 다시 123만 마리로 줄

었다.

1.1.2. 오리가격 및 도압마릿수 동향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리 도압마릿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로 보면, 2005년 2,000만 마리에서 2012년 9,000만 마리로 4배 이상 증가

하였다. 2007년 도압마릿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이후 2008, 2009년 

각각 17%, 13% 증가하여,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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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오리 도압마릿수 및 산지가격 동향

주: 2013년은 3월까지 값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하지만 2010년에는 산지가격 상승과 소비량 증가로 또다시 전년 대비 37%나 

상승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5%,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압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 산지가격은 2005년 평균 5,175원(3kg)에서 2013년 평균 6,330원으로 

22.3% 상승하였다. 2006년의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5,548원으로 2005년 대비 

7.2% 상승하였지만, 2007년에는 도압마릿수 증가로 2006년 대비 10.6% 하락

하였다. 2008∼2011년 HPAI 발생 이전까지는 오리고기 수요의 급격한 확대

로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HPAI로 오리 사육마릿수의 30% 이상이 매몰처분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3개월 뒤 사육마릿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 

도압마릿수 증가로 이어지자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23.3%나 하락한 5,763

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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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산지평균가격 월별 동향

주: 평년은 2008∼2012년까지 최대, 최소를 제외한 값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1.1.3. 2011년 오리 산지가격 변화

2011년에는 오리 산지가격이 최근 9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인 7,517원을 기

록했다. 2011년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수의 산란 종

오리가 매몰되었다. 이에 따라, 육용오리 생산이 부진하여 2～4월 오리 도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2011년 초 HPAI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체수요로써 오리고기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2011년 2～5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9%나 상승하였다.

특히 4월과 5월 산지의 평균가격은 각각 10,233원, 10,248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도압마릿수 증가로 오리고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꾸준한 

수요 증가로 2011년 연평균 산지가격은 2010년 대비 3.6%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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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5월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5월 이후 오리고기의 공급 증가로 이

어졌다. 2011년 5월 도압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나 증가하였고, 6월

에는 24.4%, 7월에는 13.1%, 8월에는 20.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동기

간 평균 도압마릿수는 전년 대비 14.7%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5월 이후 오리 산지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8-5. 도압마릿수 월별 동향

주: 평년은 2008∼2012년까지 최대, 최소를 제외한 값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1.1.4. 오리고기 수급 동향

오리고기 국내 생산량은 2012년 17만 8,000톤으로 2001년 4만 8,000톤 대

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의 증가세는 현저하다. 2005년의 

2004년 대비 32.4% 증가를 시작으로 2006, 2007년 각각 25% 이상의 증가세

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생산량은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단기적 공급위축으로 촉발된 산란 종오리 입식 증가로 

2010년 대비 46.8%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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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오리고기 수급 동향

단위: 톤

구분　
공급 수요 1인당

소비량생산 수입 계 소비 수출 계

2001 42,594 6,133 48,727 48,281 446 48,727 1.0

2002 49,003 1,335 50,338 49,708 630 50,338 1.1

2003 37,067 2,210 39,277 38,912 365 39,277 0.9

2004 35,076 394 35,470 35,379 91 35,470 0.7

2005 46,430 31 46,461 45,879 582 46,461 1.0

2006 60,209 83 60,292 59,933 359 60,292 1.2

2007 75,270 1,570 76,840 76,818 22 76,840 1.5

2008 84,818 338 85,156 85,156 0 85,156 1.8

2009 102,597 34 102,631 102,629 2 102,631 2.1

2010 115,204 401 115,605 117,324 275 117,599 2.4

2011 169,105 1,088 170,193 170,173 20 170,193 3.1

2012 178,829 93 178,922 178,922 0 178,922 3.3

주: 2012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오리고기 국내 소비량도 생산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의 

오리고기 소비는 2001년 대비 3.7배 증가하였다. 2005년 전년 대비 29.7% 증

가를 시작으로 2006년과 2007년 각각 28% 이상 증가세를 보인 후 꾸준히 증

가해 오다가, 2010년 10월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대체 수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학습효과로, 2011년 오리고기 소비는 2010년 대비 45%나 

증가하였다.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도 2001년 1kg에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3.3kg으로 2001년에 비해 3.3배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수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가공용으로 수입되고 있으

며, 국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200

1.2.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의 계절성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월별 오리고기 산지가격과 신선육가격 월별 평균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오리고기 가격은 봄 행락철과 여름철 복 수요 등  수

요 요인에 의해 계절성을 나타낸다. 오리고기는 가정 내 소비보다는 외식수

요가 주를 이루고 있어 봄 행락철을 맞아 가격지수가 상승하고, 보양식 소비

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다시 한 번 상승한다.

그림 8-6. 오리고기 가격의 계절성

주: 각 지수는 2006～2012년 월별 평균가격지수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오리협회.

연평균 도압마릿수를 100으로 하는 월별 도압지수를 보면, 연초에는 겨울

철 사양관리의 어려움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봄 행락철 수요에 맞추어 

도압지수가 상승하여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

후 도압지수는 다시 하락하여 다소 보합세를 보이다가 2월에 연중 최저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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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리고기 수입 현황

오리고기 수입량은 1996년 7,916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이 

후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는 오리소비 증가로 국산 오리고기 공급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최근 오리고기 수입량은 전체 오리고기 공급 중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다. <표 8-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1년 수입비중은 전체 공

급량의 14.4%였으나 이후 국내 생산 증가로 2012년 0.05%로 오리고기 자급

률은 거의 100%에 근접하였다.

표 8-2. 국가별 오리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단위: 톤, %

연도　
대만 미국 프랑스 전체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09 0 0.0 9 90.0 1 10.0 10 100.0

2010 374 97.1 9 2.3 2 0.6 385 100.0

2011 1,054 98.4 14 1.3 3 0.7 1,071 100.0

2012 66 81.5      15 18.0   0.4 0.5 81 100.0

주: 지육을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꾸준히 감소해 오던 오리고기 수입량은 2007년과 2011년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해 각각 1,570톤과 1,088톤이 수입되었으나, 전체 공급

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011년 중순부터는 국내 오리고기의 공

급 과잉이 발생하여 오리고기 수입은 2011년 1,088톤에서 2012년 93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오리고기의 국가별 수입비중을 보면 2009년에는 미국과 프랑스 오리고기

가 주로 수입되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대만산이 수입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 대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2012년 4월부터 대산만 오리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되었다. 대만산 오리고기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미국산 오리고기가 자리를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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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2012년도 가공단계별 오리고기 가격

자료: 한국오리협회.

2. 오리고기 가격구조 분석

2.1. 오리 및 오리고기 가격

오리고기 가격은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

오리협회가 발표하는 가격은 새끼오리(1일령/마리당)와 가공단계에 따라 도

압하기 전 생체오리(3kg/마리), 도압 후 신선육(2kg/마리), 신선육에서 잔털을 

제거한 토치육(2kg/마리)의 가격으로 나누어진다.

생체오리, 신선육, 토치육 가격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오리가격이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오리협회에

서 고시 가격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오리협회가 각 단계의 오리고

기 가격에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하

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체오리 가격에서 도압 비용 

1,500원 정도를 더한 것이 신선육 가격이 되고, 다시 신선육에서 잔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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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00원 정도를 더한 것이 토치육 가격이 된다. 2011년 5월까지는 생체오

리와 신선육과의 가격차이가 1,000원이었으나 6월부터 1,500원으로 상승하였

다. 2012년 12월의 오리 생체가격은 5,790원이었으며, 신선육가격은 7,290원,

토치육은 7,490원이었다.

2.2. 오리고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및 기여도

오리고기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으며,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오리고기가 포함된 것도 2010년부터이다. 오리고기의 소

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2011년 6.4%였으며, 2012년에는 1.7%였다.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연평균 오리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였다. 2013

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6% 상승하였으나, 축산물은 전월 대

비 0.51% 하락하였다. 축산물 중 우유는 변화가 없으며, 오리고기는 0.28%

상승하였다.

표 8-3.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 2010년=100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총지수 80.9 83.8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106.3 2.8%

축산물 69.3 79.7 84.0 85.1 82.6 90.9 98.9 100.0 110.3 102.1 3.9%

쇠고기(국산) 72.0 76.0 77.1 83.6 82.0 81.9 90.5 100.0 90.3 88.3 2.1%

쇠고기(수입) 83.6 93.7 101.0 100.1 94.8 97.5 97.8 100.0 111.6 110.9 2.9%

돼지고기 64.8 81.6 86.4 87.6 83.6 98.0 106.4 100.0 128.1 110.7 5.5%

닭고기 54.1 70.4 74.5 69.7 67.1 81.8 97.9 100.0 104.8 101.6 6.5%

달걀 62.8 79.7 89.3 77.9 80.2 97.7 104.6 100.0 118.3 111.6 5.9%

꿀 72.7 77.6 101.4 95.4 93.5 97.3 99.4 100.0 108.0 109.1 4.1%

우유 55.1 62.2 71.9 74.5 74.5 85.0 101.2 100.0 101.7 110.3 7.2%

분유 92.0 92.7 93.7 94.9 95.1 94.6 98.4 100.0 100.0 108.1 1.6%

치즈 60.0 64.2 70.4 70.6 73.2 89.3 99.9 100.0 100.4 100.2 5.3%

오리고기(외식) - - - - - - - 100.0 106.4 108.2 2.7%

자료: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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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에는 3.0%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4.0% 증가

하였다. 2012년에는 2.2%가 증가하였다. 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2010년 1.1%, 2011년 10.3%, 2012년 –7.4%였으며, 오리고기의 소비자물가지

수 변동률은 2011년 6.4%, 2012년 1.7%였다. 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여

도는 2010년 0.02%였으며, 2011년에는 0.23, 2012년에는 –0.17%였다. 이 중 

오리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여도는 2011년에 0.02%였으며, 2012년에는 

0%였다.

3. 오리고기 가격의 인과성 분석

이 절에서는 산지, 도매, 소매 오리고기 가격이 상호간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장의 주도가격이 어느 단계의 가격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계 간 가격의 상호간 영향관계와 시장의 주도가격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가격정책이 시장의 어느 단계에 집중되면 정책의 효

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변동률 기여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총지수 3.0 4.0 2.2 2.96 4.00 2.21

축산물 1.1 10.3 -7.4 0.02 0.23 -0.17

우유 -1.2 1.7 8.5 -0.01 0.01 0.05

오리고기 - 6.4 1.7 - 0.02 0.00

표 8-4.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과 그 기여도(2010∼2012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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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인과성 분석을 위한 가격 자료의 기초 통계량

변수 단위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BDP 원/1일령, 마리 1,039.2 2,000 400 332.6

FDP 원/2kg기준 마리 7,973.8 11,248 5,900 1,067.7

DCP 원/100g 1,345.8 1,653 941 195.9

주: BDP는 새끼오리가격, FDP는 도매 신선육가격, DCP는 소매 오리가격을 의미함.

3.1. 분석 자료

오리고기 가격의 인과성 분석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리고기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표 8-5>와 같다.

3.2. 분석 모형

3.2.1. 인과성 모형

오리가격의 인과관계 및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모형인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론은 그랜저 인과분석(Granger causality Analysis)이다. 그랜저(1969)는 “x는 y

의 그랜저 원인이 된다(x Granger causes y).”라는 그랜저 인과관계를 다음 식

과 같이 정의하였다.

  ∈  ≠  ∈ 

즉, 최소한 정보 집합 가 주어져 있을 경우 시계열 를 예측함에 있어 

정보 집합에 시계열 를 포함하는 것이 더 나은 예측력을 보일 때, x는 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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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원인(cause)과 결과(effect)를 의미하기보다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

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인과성(temporal causality)”을 나타낸다.

3.2.2. DAG 그래프이론

DAG 그래프이론을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은 기간 내의 “동시적 인과성

(contemporaneous causality)”을 보여준다. 특히, VAR모형에서 그래프이론을 

통한 동시적 인과관계를 적용할 경우 오차항의 임의적 변수배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고, 분석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다양한 시

계열 분석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에서 동시적 인과순위 결정에 이용하고 있는 DAG 그래프 이론은 기

본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correlation) 및 편상관 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이용하여 인과흐름(causal flow)을 그림을 통해 간결하게 보여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AG에서는 모서리(edge) 혹은 방향지시 화살표(arrow)를 이용해 인과흐름

을 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방향지시 

화살표를 가진 “direct edge”로서 X → Y로 표현된다. 이는 “변수 X는 변수 Y

의 원인이 된다(cause).”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undirect edge”로서 X ―

Y로 표현되는데 이는 변수 X와 Y 간에 상관관계는 있으나 X가 Y의 원인이 

되는지 반대로 Y가 X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단순

히 X와 Y가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끝으로 “no edge”로서 X Y로 표현되는데, 변수 X와 Y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DAG에서는 세 변수 이상의 인과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세 변

수(X, Y, Z)의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 만약 두 변수(예를 들어 X와 Y)가 상관

관계를 갖는다면, X가 Y를 인과하는지 Y가 X를 인과하는지 혹은 Z에 의해 

인과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세 변수(X, Y, Z)의 인과관계 설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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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3개의 핵심 구조를 이용한다. 먼저 인과사슬(causal chain)로서 X

→ Y → Z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변수 X와 Z는 비조건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변수 B 조건하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경우를 지칭한다. 두 번

째로, X ← Y → Z로 나타낼 수 있는 인과분기(causal fork)이다. 이는 인과사

슬에서와 같이 변수 X와 Z는 비조건부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변수 Y 조건하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과분기

(causal inverted fork)로 명명되는 개념이 있다. 앞의 두 개념과는 반대로 변수 

X와 Z는 비조건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변수 Y 조건하에서는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나타낸다(X → Y ← Z).

Pearl(2000)과 Spirtes, Glymour and Scheines(2000)은 DAG를 찾기 위한 몇 

가지 탐색 알고리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PC 알고리즘과 GES(greedy

equivalence search) 알고리즘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PC 알고리즘

은 인과 충분성(causal sufficiency) 조건, 마르코프(Markov) 조건 및 진정성

(faithfulness) 조건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d-분리의 개

념을 활용, 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편상관 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DAG를 찾게 된다(Bessler and Lee, 2002).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분

석에 포함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인과하는 변수는 반드시 분석에 포함되어

야 한다.” 는 충분성 조건은 PC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더불어 PC 알고리즘은 표준적인 Neyman-Pearson 가설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의 선택에 따라 DAG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약점이 있다.

GES 알고리즘은 전방동급탐색(forward equivalence search)과 후방동급탐색

(backward equivalence search)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2단계 순차적 탐색

(two-step stepwise search) 알고리즘이다. Schwarz에 의한 베이지안 평가기준

(Bayesian scoring criterion)을 활용하여 가능한 DAG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PC 알고리즘과 같이 엄격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베이지안 

평가함수(scoring function)에 의해 DAG를 탐색하게 되므로 적절한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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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chwarz에 

의한 베이지안 평가함수의 근사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n  




위의 식에서 P는 D로 표시되는 자료를 생성하는 확률분포를 의미하고, Ф

는 알려지지 않은 모수의 최우(maximum-likelihood) 추정치를 의미하며, d는 

그래프  의 자유모수(free parameters) 수를, 그리고 T는 관측치 수를 의미

한다. 평가함수 S는 ln 항으로 표시되는 적합도와 

log로 표

시되는 자유모수의 최소성 간의 균형관계(trade-off)를 보여 주고 있다.

베이지언 평가함수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GES 알고리즘의 각 실행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전방동급탐색(forward

equivalence search)에서는 모든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즉, 변수 간에 모서

리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서리의 추가 및 방향지시 화살표의 방향 

변경에 따른 베이지안 사후적 점수(Bayesian posterior score)의 변화를 추적하

여, 베이지언 사후적 점수 혹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을 때 종료된다. 2단계 후방동급탐색(backward equivalence

search)에서는 1단계에서 선택된 DAG들을 대상으로 모서리를 제거하고 방향

지시 화살표의 방향을 1단계의 반대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1단계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언 사후적 점수 혹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을 때 종료된다. 이때 선택된 

DAG가 최종적으로 탐색된 최적의 DAG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GES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변수 간 동시적 인과관계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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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결과

3.3.1. 시계열 분석 결과43

시계열 분석에 있어 고려되는 자료가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회기분석은 가성적 결과

(spurious result)를 보이게 되어 검정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계량 분석상

의 문제를 피하고, 새끼오리가격, 도매 신선육가격, 소매가격의 안정성을 검

정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y-Fuller)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단위

근 추정에 이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상수항이 없는 경우:    
  



   와

상수항을 포함하는 경우:    
  



  

을 각각 추정하여 값이 1인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8-6>은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리고기의 가격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 결과,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리고기의 

모든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변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모든 차분변수는 단위근이 존재

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차분을 할 경우 모든 가격변수가 안정적인 변

수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변수 간에 장기

적으로 안정적 관계, 즉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존재한다면, 회귀분석 

시 가성적 회귀현상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단계별 오

43 이 연구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월별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 분석 모형 내에 월별 더미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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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기 가격 간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Johansen(1988) 검정을 실시

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에 있어 최적시차를 결정하기 위해 VAR 모형을 바

탕으로 Schwarz-loss criterion(S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Hannan

and Quinn-loss(HQ), and Hacker and Hatemi-J(HJ) 등 4가지 방법을 이용하였

다. 그 결과 <표 8-7>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를 제외한 3가지 방법 모두 최

적시차의 길이가 2로 나타났다.44

표 8-6.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ADF (without constant) ADF (with constant)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BDP -0.518 -1.747* -0.881 -2.940**

FDP -0.052 -2.289** -0.301 -3.753***

RDP 0.019 -2.398** 0.075 -2.991**

주 1) BDP는 새끼오리가격, FDP는 도매 신선육가격, RDP는 소매 오리가격을 의미함.

2) without constant 임계치는  1%에서 -2.63, 5%에서 –1.95, 10%에서 –1.60. with

constant 임계치는 1%에서 -3.60, 5%에서 –2.93, 10%에서 –2.60.

3) 단위근 검정 시 각 변수의 시차선택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및 

Schwarz-loss criterion(SIC)를 이용하여 결정.

<표 8-8>에는 새끼오리가격, 도매 신선육가격, 소매 오리고기가격의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

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리고기 가격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차분된 VAR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4 AIC는 점근적으로 최적시차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ükepohl & Breitu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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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최적시차(k) 결정

시차 SIC AIC HQ

0 42.7892 42.6664 42.7117

1 40.4641 39.9726 40.1538

2 40.4624* 39.6023 39.9194*

3 40.7524 39.5237 39.9768

4 40.9882 39.3909* 39.9799

5 41.5483 39.5823 40.3073

6 41.9602 39.6256 40.4865

주:   ln
 ln  ,   ln

  ,

 ln
 lnln  여기서 는 추정된 분산-공분산 행렬, n은 변수 개

수, T는 표본 수를 의미함.

표 8-8.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Trace test)

Rank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1% 5%  1% 5%  1% 5%

r=0 33.60 40.78 35.07 41.37 35.21 29.80 42.30 48.87 42.77

r≤1 11.15 24.69 20.16 16.06 19.62 15.41 16.96 30.67 25.73

r≤2 5.02 12.53 9.14 5.28 6.63 5.02 6.08 16.22 12.45

주: 은 restricted constant, 은 unrestricted constant,  restricted trend 모형을 의미

함. 자세한 사항은 Juselius(2006)를 참조.

3.3.2. 그랜저 인과성 분석 결과

VAR모형을 이용한 그랜저 인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Block Exogeneity Wald

test를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을 수행하였다. <표 

8-9>에는 VAR모형을 바탕으로 한 Block Exogeneity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새끼오리 가격 BDP는 5% 유의수준에서 도매 신선육 가격 FD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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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매 오리가격 RDP의 경우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새끼오리가격이 도매 신

선육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영향변수
종속변수

BDP FDP RDP

BDP -
8.4838**

(0.014)
3.3113
(0.191)

FDP
1.3747
(0.503)

-
3.1303
(0.209)

RDP
0.1818
(0.913)

4.5245
(0.104)

-

주 1) BDP는 새끼오리가격, FDP는 도매 신선육가격, RDP는 소매 오리가격을 의미함.

2) **는 5% 유의수준을 의미함.

3) 각 항의 숫자는  값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p-값을 나타냄.

3.3.3. 동시적 인과성 분석 결과

차분된 VAR 모형을 통해 추정된 오차항 간에는 동시상관 문제가 상존하

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차분된 VAR 모형을 통해 구해진 분산-공분산 행렬

의 상관계수 행렬을 바탕으로, DAG 모형을 적용하여 변수들 간 동시적 인과

관계 구조를 파악하였다.

<표 8-11>는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상관계수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새끼오리 가격 BDP와 도매 신선육가격 FDP 사이의 상관관계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어 도매와 산지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매단계의 가격(RDP)과 도매 및 산지가격 간 상관관계는 상대

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공분산 상관계수 행렬의 추정 결

과가 변수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변수 간

에 존재하는 인과성의 존재나 방향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아

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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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오차항 상관계수 행렬

　 BDP FDP RDP

BDP 1 　 　

FDP 0.7328 1 　

RDP 0.0623 0.3332 1

주: BDP는 새끼오리가격, FDP는 도매 신선육가격, RDP는 소매 오리가격을 의미함.

따라서, GES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시적 인과관계 검정은 차분된 VAR 모

형 추정을 통해 구해진 분산-공분산 상관계수 행렬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검정결과는 <그림 8-8>에 제시되어 있다.45

하지만 <그림 8-7>은 새끼오리(BDP), 도매 신선육(FDP), 소매 오리고기

(RDP)의 인과관계에 대한 완벽한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BDP,

FDP, RDP 간에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undirected edge가 발견되고 있다. 이

는 GES 알고리즘 상 동일한 v-구조와 골격을 가진 동급 DAG가 다수 존재하

여 DAG 간의 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8-9>에서는 방향성을 갖지 못한 DAG를 바탕으로 네 변수 간에 나

타날 수 있는 동일한 v-구조와 골격을 가진 4개의 가능한 모든 동급

(equivalence) DAG를 제시하고 있다. 4개의 DAG 중 최적 DAG를 찾기 위해

서 Bessler and Yang(2003)과 Park, Mjelde, and Bessler(2006)에서 이용하였던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과 modified Schwartz information criteria를 

적용한다. 즉, BDP, FDP, RDP의 3개를 변수로 한 VAR모형을 통해 각 변수

의 오차항(innovation)의 시계열을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3개의 SUR 방정

식을 구성한 후 SUR 추정을 통해 분산-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을 이

용하여 얻은 각각의 SIC 값을 비교하여 최적 DAG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

해 얻어진 최적 DAG는 <그림 8-8>의 (d)로 결정되었다.

45 GES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인과성 검정은 DAG 소프트웨어인 TETRAD IV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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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GES 알고리즘의 동시적 인과성

주: BDP는 새끼오리가격, FDP는 도매 신선육가격, RDP는 소매 오리가격을 의미함.

그림 8-9. 방향성을 고려한 DAG 결과

주: BDP는 새끼오리가격, FDP는 도매 신선육가격, RDP는 소매 오리가격을 의미함.

3.3.4. 오리고기 가격의 인과성 분석 결과

오리고기의 인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그랜저 인과성 분석에서는 도

매 신선육가격이 새끼오리가격에 영향을 주며, 오리 소매가격은 다른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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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오리 산지가격

자료: 한국오리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격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AG분석에서는 도매 신선육가격이 

새끼오리가격과 소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오

리고기 시장에서의 주도가격은 도매 신선육가격이며, 도매가격이 새끼오리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오리시장에서의 가격정책은 

도매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4. 가축질병(HPAI)이 유통단계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발생

하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때의 오리 산지가격은 4,324원

/3kg으로 전년 대비 18.8%나 하락하였다. 이후 2008년 4월 고병원성 조류 인

플루엔자가 재발하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다시 한 번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8

년 6∼8월 평균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6.6% 하락한 4,772원/kg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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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때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기간이 종료된 지 한 달

이 지난 시기였으며, 복절기 보양식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생산물량이 증가하

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리업계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급안정을 위해 오리 409만 수를 수매한 바 있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2010년 말에 다시 발병하여 많은 수의 

종오리가 매몰 처분되었고, 이로 인해 육용오리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에 따라 육용오리 산지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2011년 5월에 전년 대비 

25% 상승한 10,248원/3kg이었다. 산지가격이 높게 상승하자, 오리농가에서는 

F1을 종오리로 활용하면서 오리생산을 크게 증가시켰고, 동년 7월부터 오리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결국, 2012년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생산비(약 

6,000원) 이하 수준인 5,763원/3kg에서 형성되었다.

지난 세 차례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할 경우 소비위축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에 의해 소비회복이 점차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을 보여준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동시에 발생한 2011년 상반기에는 고병원

성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는 적었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로 인해 오히려 오리고기의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오

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리업계는 시설투자를 크게 확장하면

서 2011년 하반기에는 다시 오리고기 공급과잉이 발생하였다.

구제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단기적으로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발생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매몰처분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소비회복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업계의 투

자가 확대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질

병발생 시 단기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충격완화 노력뿐 아니라 이후 공급부

족과 소비회복에 따른 가격의 폭등, 이후 업계의 과잉투자로 인한 공급과잉

까지 전반적이고 주기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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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산업의 계열화 현황

1.1. 계열화 사업의 개념 

축산계열화는 가축의 생산, 사육, 사료공급, 가공 또는 유통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의미하며, 크게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구분할 

수 있다.46 수직계열화는 다양한 투입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

직적 흐름상에서 각 단계를 연계하기 위한 경제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생산계약, 유통계약, 제휴, 직영, 인수·합병 등이 포함된다(정민국, 2010). 연

계된 단계의 정도에 따라 완전 수직계열화와 부분 수직계열화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계열화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동일한 업

종에 종사하는 자들끼리의 연계를 의미한다.

46 농식품부 고시 제2003-10호에서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고 있음. 고시에서 지칭하는 수직계열화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나, 수평계열화는 

가축의 소유권 이전개념과 동일한 유통계약을 의미하고 있어, 본문의 수평계열화

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수직계열화는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 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 계열화 사업자는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

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

하는 형태이다. 수평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가

축·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가

축계열화 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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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열화 사업의 필요성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자산의 특수성,

불확실성, 거래빈도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계열화를 통해 이

러한 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계열 주체는 구입 상품의 양,

질, 구매가격, 유통경로에 대한 불안전성을 가지며, 계열 객체는 투입재에 대

한 확보 및 투입요소 가격, 생산량 및 생산물의 판매가격, 시장 판로확보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진다. 하지만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러한 위험감소 또는 

위험 회피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계열 주체와 객체 모두 

이윤증가가 가능하며, 계열 주체의 경우 시장지배력 강화, 소비자 요구의 적

극적인 수용 등의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림 9-1.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

자료: 정민국 등. 2010.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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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 축종의 계열화 사업 효과

1.3.1. 양돈 계열화 사업

가. 양돈산업 현황 및 계열화 정도

국민 소득 증가와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 양돈업은 빠른 속도로 전업

농을 중심으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돼지 파동이 발생하였던 1983∼1984

년, 198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사육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돼

지 사육농가는 1981년 42.5만 가구에서 규모화 전업화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말에는 6,000여 가구로 줄어들었으나, 1,000두 이상 사육농

가 비율은 1981년 0.02%에서 2012년 말 49.0%로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돼지가 도축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사육지원, 사육, 도축 및 가공,

소매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모든 단계를 하나의 주체가 운영하는 경우 완전

계열화, 2개 이상의 단계를 운영할 경우 부분계열화로 부를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완전계열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계열화 주체에 따라 기업형, 협동조합형, 영농조합 법인형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19개 업체가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되어 운영 중

이며, 이들 업체의 돼지 도축두수는 전체 도축 두수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양돈산업 계열화 사업의 효과

정민국 등(2010)은 계열화 참여 농가와 일반 농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계열화 참여농가의 폐사두수 및 폐사율이 일반 농가보다 낮으며 일반 농가

가 시장가격에 대해 불안전성을 더 크게 보인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전국 양돈농가 전산성적보고서를 이용하여 계열업체 

소속 농가(전산관리 농가)의 모돈 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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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양돈농가의 평균수치보다 높음을 입증하였다.

김우식(2009)은 계열화 업체의 생산성(PSY 및 MSY)이 비계열보다 더 우

수한 점을 보였으며, 계열화 업체의 수익성이 비계열보다 높은 점을 보였다.

정홍우(1999)는 계열화 업체의 생산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부분계열업체와 

완전계열업체의 생산성 및 수익성이 비계열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계열화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완전계열업체로의 전환이 중

요함을 지적하였다.

1.3.2. 육계 계열화 사업

가. 육계산업 현황 및 계열화 정도

육계 계열화는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의 생산자재를 

공급해 주고, 농가는 육계를 사육하여 출하체중에 도달하면 출하한 뒤 사육 

수수료를 계열 업체에게 지급받게 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육계 

계열화 업체로 3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계열화 지정업체의 상시 육용 

실용계 사육규모는 1억 6,000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전체 사육물량의 80% 이

상이 계열화 생산으로 추정된다.

나. 육계산업 계열화 사업의 효과

정민국 등(2010)은 육계 계열화 참여 농가와 일반 농가 사이의 설문조사를 

통해 계열화 농가의 참여 동기 및 계열화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

였다. 또한 계열화에 참여한 농가들의 사료요구율 하락, 호흡기 질병 개선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질병관리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을 보였다. 김학용

(2010)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열화를 통해 운영하는 하림은 자사의 사료요

구율 및 농가소득, 사육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강병규 등

(2012)은 육계 계열농가의 생산성 측면에서 절대평가 방식이 상대평가 방식



오리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과 과제 221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임을 입증하였다.

1.4. 오리 계열화 사업의 단계

오리 계열화 사업은 양돈 및 육계 계열화 사업과 유사한 수직계열화를 이

루고 있다. 계열화 업체가 오리의 생산·사육·가공·유통의 전 과정을 소유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 부문은 업체와 사육농가 간의 위탁계

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열업체는 오리농가에게 새끼오리, 사료, 동물용 의약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농가는 축사, 사육기자재,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후 농가는 업체에 

사육된 오리를 전량 납품하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

급받는다. 업체에 인수된 오리는 계열업체 소유의 도압장에서 도압·가공 처

리된 이후 대형 식당, 육가공업체,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납품된다.

그림 9-2. 오리 계열화 사업 체계도

자료: 김정주 등. 2005. 오리 및 오리고기의 생산·유통·소비구조에 대한 조사 연구 .



오리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과 과제222

표 9-1. 오리 계열업체별 도압 현황

단위: 천마리, (%)

업체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코리아더커드 7,079 (13.0) 11,859 (15.8) 15,238 (17.8) 17,212 (19.2)

2 ㈜주원산오리 4,949 ( 9.1) 7,196 ( 9.6) 8,483 ( 9.9) 9,754 (10.9)

3 ㈜모란식품 5,521 (10.1) 7,923 (10.6) 9,530 (11.1) 8,422 ( 9.4)

4 ㈜화인코리아 7,851 (14.4) 9,981 (13.3) 7,841 ( 9.2) 8,313 ( 9.3)

5 ㈜정다운 4,035 ( 7.4) 5,557 ( 7.4) 7,420 ( 8.7) 8,117 ( 9.0)

6 코리아팔도 5,580 (10.2) 7,139 ( 9.5) 6,779 ( 7.9) 6,207 ( 6.9)

7 ㈜하이덕 3,507 ( 6.4) 5,359 ( 7.2) 6,611 ( 7.7) 5,881 ( 6.5)

8 ㈜신촌자연오리 3,564 ( 6.5) 4,461 ( 6.0) 4,678 ( 5.5) 4,628 ( 5.2)

9 ㈜삼호 4,448 ( 8.2) 5,768 ( 7.7) 5,296 ( 6.2) 4,077 ( 4.5)

10 자연일가 1,620 ( 3.0) 2,908 ( 3.9) 3,184 ( 3.7) 3,849 ( 4.3)

11 기타 6,317 (11.6) 6,683 ( 8.9) 10,504 (12.3) 13,341 (14.9)

주: ( )는 해당시기 도축마릿수 점유율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1.5. 오리 계열화 업체 현황

2012년 기준으로 오리 계열화 업체는 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육계시

장의 경우 시장 선도 기업을 포함한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 형식으로 점유

하고 있지만, 오리는 육계에 비해 시장의 과점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코리아더커드의 시장점

유율이 20%로 가장 높으며, 주원산, 모란, 화인코리아, 정다운이 9∼10%의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코리아팔도, 하이덕, 신촌자연오리,

삼호, 자연일가 등이 4∼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오리 도압마릿수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열화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부화, 사료,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외식 

등의 모든 부문의 완전 계열화를 갖춘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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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업체들의 사육 및 가공, 판매 단계의 계열화는 대부분 이루었으

나, 상대적으로 종오리, 부화, 사료 및 외식단계의 계열화 정도는 미흡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9-2. 오리 계열업체의 계열화 정도

종오리 부화 사료 사육 도압 가공 판매 외식

화인코리아 ○ ○ × ○ ○ ○ ○ ×

주원산오리 ○ △ × ○ ○ ○ ○ ○

코리아더커드 ○ ○ × △ ○ ○ ○ ○

자연일가 △ △ × △ ○ ○ × ×

모란 ○ ○ × ○ ○ ○ ○ ×

코리아팔도 × × × ○ ○ △ ○ ×

삼호유황오리 ○ ○ × ○ ○ ○ ○ ○

참프레 × × × ○ ○ ○ ○ ×

덕플러스 ○ △ × ○ △ ○ ○ ○

성실농산영농
조합법인

○ ○ × ○ × ○ ○ ×

주: 완전계열화 ○, 부분 계열화 △, 미계열화 ×.

1.6. 시장집중도와 오리 도압마릿수 및 오리 생체가격

오리업체는 계열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계열화의 

확대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시장집중도와 같은 지표로 살펴볼 수 있

다. 우선 오리가격과 오리 도압마릿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없

이, 어느 시기에는 함께 움직이지만 어느 시기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2007년까지는 오리가격과 도압마릿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오리가격이 도압마릿수에 비해 3~5개월 정

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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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도압마릿수 및 오리가격(2006～2012)

자료: 한국오리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압마릿수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47를 산출

해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물

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시기적으로 HHI지수는 3~4월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리가 이 시기에 규모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출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HI지수는 최근 들어 점차 그 변동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류 인플루엔자 이후 공급과잉으로 인해 업체별로 물량변화가 많아

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오리 신선육 가격과 HHI지수가 함께 움직이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시기 규모가 큰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시

장지배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을 이

용하여 시장가격을 주도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7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모두 합한 값으

로 최고값은 1 또는 1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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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도압마릿수와 HHI(2009～2012)

자료: 한국오리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림 9-5. 오리가격과 HHI(2009～2012)

자료: 한국오리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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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리 계열화 업체와 일반 농가의 생산비 비교48

병아리 입추, 사료 구입, 난방, 전기, 위생방역 및 출하까지 모두 책임지는 

단독 경영의 경우 농가 소득은 오리 시세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계

열화에 참가하는 농가는 업체에서 사육수수료를 받게 되므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육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독경영의 경우 1회전 시 수입은 사육마릿수 1만 마리, 육성률 98%, 판매

가격 5,380원을 감안할 경우 5,272만원이며, 비용은 사료비 및 병아리 구입

비, 기타 경영비를 포함하여 4,750만원이다. 이에 따라 1회전 시 소득은 522

만원이며, 1년 8회전49 시 연간 추정소득은 4,179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9-3. 오리 단독 경영 및 계열화 경영의 소득 비교

구 분 단독경영 계열화 경영

1회
전시
경영
수지

수입
10,000마리×98%(육성률)

×5,380원(판매가)=5,272만원

10,000마리× 98%(육성률)

×1,000원(수수료)=980만원

비용

- 사료비: 7kg×500원×10,000마리

= 3,500만원

- 병아리: 850원×10,000마리=850만원

- 기타경영비50=400만원

- 합계: 4,750만원

- 기타경영비=350만원

소득 522만원(1회 입식 출하기준) 630만원(1회 입식 출하기준)

회전수 8회전/년 6회전/년

연간
추정소득

4,179만원 3,780만원

자료: 임민혁 등. 2010. “오리 계열화 사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7권 1호.

48 본 자료는 임민혁, 윤병삼, “오리 계열화 사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농업

경영 정책연구 제37권 1호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49 오리 사육기간 44일 가정 시 1년에 최대 8회전이 가능하다.
50 기타경영비에는 약품, 전기 난방, 위생방역비, 기타 잡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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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경영의 경우 위와 동일한 사육규모와 육성률 가정 시 소득은 1회전

에 630만원 수준이며, 기타경영비51를 감안할 경우 1회전 시 소득은 630만원

으로 추정된다. 이를 연간 사육회전수 6회로 환산하면 3,780만원이다. 계열화 

농가의 연간 소득이 단독경영농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열화 사업에 참

여하는 농가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는 가격등락 및 출하처 확보 등 시장상황

과 상관없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8. 계열화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

계열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시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계열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배상 책임보험은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

체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브랜드 의장등록 지정은 3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시행 중이며, 검역

시행장 지정은 1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요소 중점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장(HACCP52)은 전체 업체가 적용 중인 반면,

품질관리 시스템(ISO 900153)을 적용 중인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51 계열화 경영의 경우 난방비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마리당 150

원이 지원된다. 1년 6회전을 감안할 시 4개월에는 2회전이 가능하므로 난방비 

지원규모는 300만원(1만 마리×150원×2회전)이며 이를 연간 회전수(6회전)로 

나누면 1회전당 평균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52 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

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인 위생관리체계임.
53 ISO 9001은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고

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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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오리 계열업체의 품질향상 조치 시행 여부

A B C D E F G H I J

상표등록 ○ ○ ○ ○ ○ × ○ ○ ○ ○

식품배상책임보험 가입 ○ ○ ○ ○ ○ ○ ○ × ○ ○

브랜드 의장등록 ○ ○ ○ ○ ○ × × ○ × ○

검역시행장 지정(도축, 가공) ○ ○ ○ ○ ○ ○ ○ ○ ○ ×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장(HACCP)

○ ○ ○ ○ ○ ○ ○ ○ ○ ○

품질관리 시스템(ISO 9001) ○ × × × × × × × × ×

주: ○ 시행중, × 미시행.

1.9.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

1.9.1.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 개요

축산물품질평가원54에 따르면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오리산업의 생산, 유

통, 소비 지표를 제공하여 생산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표를, 소비자에게는 품질 수준과 등급판정일자를 제시하여 오리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1년 11월부터 8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 7월 본격적으로 오

리도체 등급판정을 시작하였다. 2013년 4월 11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

행으로 기존의 소, 돼지, 닭, 계란 외에 오리도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법으로써 오리도체 등급판정이 시행되었다.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인은 등급판정 대

상이 되는 도체를 목표등급에 따라 선별한 후 품질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하

며, 해당 도체에 대한 등급판정이 완료된 후 출고해야 한다.

54 축산물품질평가원 보도자료(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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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

오리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 기준으로 나뉜다. 먼저 품

질등급판정은 로트(Lot)55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표본판정 방법과 품질평가사의 판단에 의해 오리도체를 한 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하는 전수판정 방법으로 구분한다.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중량규격은 A급, B급, C급

으로 나뉜다. 품질등급은 외관, 비육 상태, 지방부착, 잔털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로 총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품질등급 부여는 품질등급판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전수판정 방법은 오리

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각 해당 급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등

급의 경우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

로 표본판정 방법은 1+등급의 경우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A급

이 90% 이상이고 C급의 것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등급판정 오리 도체는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총면적에 대해 장

축의 지름이 10cm를 초과하는 분명한 변색은 없어야 하며, 이취 및 이물질 

부착이 없어야 한다.

중량규격은 오리도체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1,451～

1,551g/마리의 15호부터 2,951g/마리 이상의 30호까지 총 16가지 규격으로 나

뉜다. 품질평가사는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해 로트에서 오리도체의 무게를 

달아 중량범위 2% 이상 미달하는 오리도체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로트에 대해 중량규격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오리도체 등급표시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 및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을 함께 표시한다.

오리고기 등급판정 사업의 추진 배경은 오리 사양기술 증진 및 FTA 체결

55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해 오리도체의 품질 수준, 중량규격 등

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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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따른 수입육 증가에 따른 국내산 오리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것

으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은 시범사업이며, 전국 11개 작업장에서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있다. 품질등급은 1+, 1, 2등급의 3단계로 구분되며 등급판정을 받은 제품은 

소매단계까지 반드시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 9-5. 오리도체 품질등급 부여 방법

구분 등급 등급판정 결과

전수
등급판정

1+등급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1등급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2등급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표본
등급판정

1+등급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이 90% 이상이고
C급의 것이 5% 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B급)

1등급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이 90% 이상이어야 함
(나머지는 C급)

2등급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이 90% 이상이어야 함
(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9-6. 오리도체의 등급표시 예시

속포장용기 겉포장용기

품질등급 중량규격

23호
(2,251g ～2,350g)

등급판정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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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오리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및
실시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오리) 등급판정신청서를 품

질평가사에게 제출

⦁경영자는 소속 직원 중 자체품질관리원을 지정하여 등급판정의

대상이 되는 오리 도체를 목표등급에 따라 선별·정산한 후 품질

평가사에게 제시

⦁해당 제품에 대한 등급 판정완료 후 출고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
⦁전수판정 방법: 등급판정 신청된 오리도체를 한 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표본판정 방법: 등급판정 신청된 로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품질등급
판정기준

⦁품질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품질기준: A급, B급, C급
⦁오리도체 등급판정 경과를 분할육과 추가가공육에 적용 가능
⦁최소기준: 냉동 및 해동된 제품 불가, 장축 지름 10cm를 초과하

는 분명한 변색 유무, 이취 및 이물질 부착 유무

등급
표시 사항
및방법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과

함께 표시

⦁표시의 최소 크기는 가로·세로 400mm 이상, 원형인 경우 지름

32mm 이상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
도 표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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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오리사육을 선택한 이유

1회전 평균 사육규모 16,529마리

사육시설(중복 응답)
비닐하우스 무창사육장 유창사육장

91호(56.2%) 16호(9.3%) 55호(34.0%)

3년 내 시설현대화
또는 증 개축 의향

있다 없다 무응답

69호(43.7%) 87호(55.1%) 2호(1.3%)

2. 오리고기의 유통 실태

오리고기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리 사육농가, (도 소매) 유통가

공업체, 계열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 대상 유형

별로 서로 다른 설문을 조사했으며, 각 대상 유형별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에 

정리하였다.

2.1. 오리 사육농가 조사 결과

2.1.1. 설문조사 대상 농가 개요

오리고기 유통 실태와 계열업체와의 관계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오리 사육농가 수는 158개 농가이며,

이들 농가는 (사)오리협회와 일부 계열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에서 무작

위로 추출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농가의 1회전 기준 평균 사육규모는 16,529마리이며, 사

육시설 형태별로는 비닐하우스 91농가(56.2%), 무창사육장 16농가(9.3%), 유

창사육장 55농가(34.0%)로 대부분의 농가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사육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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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농가 시설을 현대화 또는 증 개축할 의향이 있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7농가(55.1%)가 계획 없음을 선택하여 계획이 있는 

69농가(43.7%)보다 더 많은 응답수준을 보였다.

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오리사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3순위까지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순위로는 ‘사육하기가 쉬워서’가 가장 많

았으며, 그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익 가능’과 ‘수익이 많아서’가 선택되었다.

2순위의 경우에도 ‘사육하기 쉬워서’와 ‘안정적인 수익 가능’에 대한 선택이 

가장 많았다. 3순위에서도 ‘사육하기 쉬워서’가 오리사육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각각의 순위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중합

계의 경우에도 ‘사육하기 쉬워서’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으며, 그 뒤를 ‘안

정적인 수익 가능’과 ‘수익이 많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오리 사육농가들이 가축 특성상 질병에 대한 저

항력이 강하고 사육이 비교적 용이한 오리의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계열업

체와의 사육 수수료 계약을 통해 기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 때문에 오리 사육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8. 오리사육을 선택한 이유

단위: 호, 점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다른 축종에 비해 수익이 많아서 30 5 8 105

다른 축종에 비해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31 26 5 150

사육자재 구입이 편리 6 11 7 47

사육하기가 쉬워서 44 32 10 206

계열업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5 5 4 29

기타 0 0 1 1

주: 가중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합계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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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계열업체와의 관계

개별 오리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와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계열업체와의 

계약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158개 농가 중 무응답 3개 농가

를 이외에 일반사육 농가는 13.5%인 21개 농가였다. 이는 대부분의 오리 사육

농가들이 계열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일반사육 농가

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높

은 일반사육 농가 비율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만 해당되는 결과인지 아니

면 업계에 아직도 일반 사육농가가 많은지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계열업체의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

서는 응답한 118개 농가 중 71.2%에 해당하는 84개 농가가 만족하지 못한다

고 응답하여, 계열업체 참여 농가의 상당수가 평가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참여하는 계열업체 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

구분 평가방식에 만족 평가방식에 불만족

농가수(비율) 34(28.8%) 84(71.2%)

평가방식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식’, ‘사육 수수료 

지급 지연’, ‘사육비 낮게 산정’, ‘사료질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평가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계열업체

와의 계약내용과 계약내용 준수 여부에 더 크게 연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많

은 수의 농가들이 평가방식을 포함해서 계열업체와의 계약 방식과 그 내용

에 대해 불만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과거에 계열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에 응답한 135개 농가 중 68.1%인 92개 농가가 변

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계열업체 변경 경험 농가들에게 계열업

체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8개(63%)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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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자유로웠다고 응답한 반면, 34개(37%) 농가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계열업체 변경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70개 농가(76.1%)가 ‘불이익이 없었다’로, 16개 농가(17.4%)가 ‘불이익

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6개 농가는 무응답하였다.

과거에 계열업체를 변경한 경험과 관련해서 그 이유로는 ‘계열업체의 부

당한 대우’가 가장 많았으며, ‘더 좋은 조건의 업체로의 변경’, ‘업체 부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계열업체 변경 이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계열업체 간 담합을 통한 타 업체 계약 어려움’, ‘계약 위약금 부과’, ‘오리 

입추 및 출하 불이익’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1.3. 계열업체와의 계약서 관련

개별 오리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와의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일정 횟수 이상

의 회전수 또는 일정 수수 이상의 출하 보장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회전수와 출하수수 모두 보

장받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70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회전수

와 출하수수 모두 보장받음’이 50농가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35개 응답 농가 중 66.7%인 90개 농가가 

잘 지켜지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계열업체의 계약서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해 

불만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10. 계약서에 회전수와 출하수수 보장 여부

단위: 호, %

내용 응답수(비율)

회전수와 출하수수 모두 보장받음 50 (37.0)

회전수만 보장받음 10 ( 7.4)

출하수수만 보장받음 5 ( 3.7)

회전수와 출하수수 모두 보장받지 못함 70 (52.9)

계 1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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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업체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

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84.2%에 해당하는 112개 농가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21개 농가(15.8%)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표 9-11. 참여하는 계열업체 계약서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구분 만족 불만족

농가수(비율) 21(15.8%) 112(84.2%)

오리 사육농가들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계열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계약 내

용에 대한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뢰손상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정부에서 인증하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열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한 132개 농가 중 대부

분인 125개 농가(94.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계열업체에게서 제공받는 병아리 품질, 사료 품질, 사료 가격, 서비스 품

질, 지원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 오리 사육농가들의 만족/불만족 정도를 조사

한 결과는 다음 <표 9-12>과 같다.

표 9-12. 참여하는 계열업체의 제공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

보통 매우 만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병아리 품질 12 7 9
61

18 18 8

소계 28 44

사료 품질 16 13 12
51

20 17 4

소계 41 41

사료 가격 21 28 20
23

3 1 2

소계 69 6

서비스 품질 30 17 13
39

5 13 3

소계 60 21

농가 지원조건 49 16 13
24

4 3 2

소계 7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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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아리 품질’에 대해서 농가의 불만족 응답은 

28건, 만족 응답은 44건, 보통 응답은 61건으로 나타나, ‘병아리 품질’에 대한 

농가의 불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 품질’의 경우

는 불만족 응답과 만족 응답이 41건으로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료 가격’,

‘서비스 품질’, ‘농가 지원조건’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이 조사되었다. 특히 농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와 시설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농가 지원조건’에 대한 농가의 불만족 응

답 빈도가 7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계열업체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병아리 품질’과 ‘사료 품질’ 항

목에 대한 불만 정도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통해 정해지고 

이루어지는 ‘사료 가격’, ‘서비스 품질’, ‘농가 지원조건’ 등의 항목에 대한 

농가들이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계약 내용과 그 이행 정도에 대한 농

가들의 불만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극소수의 선결제 또는 즉시결제를 하고 있었으며, 몇몇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사육수수료(위탁수수료)로 결제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일수는 약 53.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업체

의 사육수수료(위탁수수료) 정산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농가는 응답 농가 중 

31%인 39개 농가인 반면, 불만족 농가는 69%인 87개 농가에 달했다. 농가의 

정산방식 불만족 이유에 대해 순위별로 조사된 내용은 <표 9-13>과 같다.

표 9-13. 계열업체 사육수수료 정산방식에 만족 못하는 이유

단위: 호, 점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출하 후 가격정산까지 기간이 길다 36 6 7 127

정산 결제 이후 대금 입금이 늦다 12 35 9 115

수수료가 낮다 27 10 26 127

정산방식이 까다롭다 6 0 7 25

기타 1 7 0 17

주: 가중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합계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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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리 사육농가들은 사육수수료 정산에 있어 가격정산

과 해당 대금의 입금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

며,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오리산업 발전 등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가.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농가 의견)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리 사육농가

들의 제안사항 중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으로는 ① 오리 사육농가 실정에 맞

는 정부의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농협중앙회의 

참여, 자조금 규모 확대 등), ② 근래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

제 해결을 위한 적정 종오리 및 사육농가 수 조절, ③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평등한 계약관계 설정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불공정 계약 중지 및 

사육수수료 정산체계 정상화, ④ 육질등급화와 다양한 소비 활성 노력, 적정

가격 수준 유지 등을 통한 소비시장 개척, ⑤ 국내에 적합한 오리품종 개발

과 무항생제 농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이 있다.

나.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농가 의견)

유통시장 내에서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① 사료비 

등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필요, ② 계열업체 차원에서 적정한 수급

조절을 실시하여 가격 불안정 축소 필요, ③ 제품 규격화와 새로운 메뉴 개

발 등을 통한 소비시장 공략, ④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연동제 실시 등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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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통체계 개선 방안(농가 의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많은 수의 사육농가들은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가공제품과 소포장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농가 의견)

가격 및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현재의 과잉생산 현상

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철저한 수급안정 정책의 필요

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계열업체의 계약농가 확대 경쟁을 통한 몸집 부풀리

기와 적정 종오리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낙농에서와 같은 쿼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2. 오리 유통 가공업체 조사 결과

2.2.1. 설문조사 대상 업체 개요

오리고기 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오리 

유통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오리 

유통 가공업체 수는 9개 업체로 (사)한국오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통 가

공업체들이다. 설문에 응한 업체 중 오리 가공제품 제조업체가 8개, 중도매

상이 1개 업체였다.

2.2.2. 오리 구매 및 판매 경로 조사 결과

오리 유통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오리 구매 경로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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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계열업체를 통해 오리를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다른 중매인을 통해 오리를 구매하

는 경우는 평균 15%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은 2012년 들어 과거에 비해 약 4%p 감소하였다. 반면 계열업체에서 구

매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리 계열업체

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일반(개인) 사육농가

가 감소하고, 계열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9-14. 설문 응답 유통 가공업체의 3년간 오리 구매경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매
경로

농가 27.8% 27.8% 23.9%

계열업체 45.6% 57.2% 61.1%

다른 중도매인 15.6% 15.0% 15.0%

소계 100% 100% 100%

주: 조사대상 업체 응답내용의 평균값을 이용함.

설문조사 대상 업체들의 주된 오리 판매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오리의 경우 ‘중도매상 또는 대리점’에 판매하는 비중이 53.6%로 가장 높

았으며, 그다음으로 ‘(가든형)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정육의 경우

에도 ‘중도매상 또는 대리점’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든형) 음

식점’이라는 응답이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소매상’에 판매한다는 비중도 다

른 제품에 비해 높았다. 훈제 오리고기의 경우에도 ‘중도매상 또는 대리점’

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든형) 음식점’이 그다음으로 많았으

나, 다른 제품과는 달리 대형마트에 판매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물

럭 등 기타 제품의 경우에도 ‘중도매상 또는 대리점’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

장 높았으며, ‘(가든형) 음식점’이 그다음으로 많았으나 다른 제품과는 달리 

‘기타’와 ‘프랜차이즈 업체’에 판매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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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 제품 유형별 오리 판매경로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통오리 정육 훈제 주물럭 등

소매상 0.4 16.0 1.0 2.2

대형마트 1.4 0.0 8.0 0.0

프랜차이즈 업체 2.4 3.4 4.4 6.3

(가든형) 음식점 36.4 32.0 17.3 25.7

중도매상 또는 대리점 53.6 41.9 59.8 44.2

인터넷 직거래 3.4 0.0 4.8 1.7

급식 1.4 3.0 1.4 2.5

군납 0.0 0.0 1.1 0.0

기타 0.9 3.7 2.1 1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대상 업체 응답내용의 평균값을 이용함.

2.2.3. 오리유통 관련 기타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오리 유통 가공업체들의 경우 오리 구입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6일(최단 1일～최장 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했

다. 업체들이 오리를 구매할 때 특정한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3순위

까지 다중선택을 한 결과는 <표 9-14>와 같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오리 구매를 위한 업체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

인은 1순위에서는 ‘품질’과 ‘지역적 접근성’, 2 3순위에서는 ‘과거부터의 거

래 지속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순위별 응답을 모두 가중합계한 결과는 

‘품질’과 ‘과거부터의 거래 지속성’이 가장 높고 ‘지역적 접근성’이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오리 선택에 있어 ‘가격’ 요인

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실

제 유통가격 정보가 모든 업체 사이에 공유되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따른 단

기적 거래선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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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6. 오리 구매 시 특정 업체를 선호할 경우의 이유

단위: 업체(개소), 점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오리 품질이 타 업체보다 뛰어나서 5 0 0 15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3 2 1 14

오리 가격이 저렴해서 0 0 1 1

예전부터 거래했던 업체여서 1 5 2 15

가격 이외의 혜택(지원)이 많아서 0 1 0 2

소비자가 원해서 0 1 0 2

기타 0 0 1 1

주: 가중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합계점수임.

조사 대상 업체들에게 오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 정보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9-17>와 같다. 이 조사에서 ‘이용성’은 업체에

서 가격을 산정할 때 오리협회 게재가격을 반영하는 정도, ‘신뢰도’는 오리

협회 게재가격에 대한 신뢰 정도, ‘대표성’은 오리협회 게재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오리가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대표성이 높

을수록 시장가격(도매가격)과 차이가 적음을 의미한다.

<표 9-17>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업체는 오리협회의 게재가격을 자

체적인 가격 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오리협회에서 

가격을 게재할 때 시황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게재가격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덤(DC; discount)의 영향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뢰도’와 ‘대표성’ 항목에 있어서는 부정적

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

로 공표되는 오리가격이 오리협회 게재가격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

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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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7. 오리협회 게재 가격에 대한 의견

단위: 업체(개소)

매우 부정적
←

보통 매우 긍정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용성 1 3 1
1

1 2 0

소계 5 3

신뢰도 0 2 1
2

3 1 0

소계 3 4

대표성 0 2 0
4

2 1 0

소계 2 3

앞의 생산자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오리산업과 오리 유통구조의 개선

을 위해 오리 거래에서 가격산정을 1마리 단위가 아닌 중량(㎏)당 가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문의 결과, 9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반대하였다. 반대의 주된 이유로는 ‘중량으로 환산되어 가격이 산정

되는 과정의 투명성 확보 어려움’과 ‘단위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이해도 저

하’ 등에 따른 제도 정착의 불확실성과 혼란, ‘사료효율 개념 적용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에 따른 업계의 반발 등이었다.

2.2.4. 오리산업 발전 등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가.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유통·가공업체 의견)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오리고기 유통 및 가공업체

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유통 및 가공업체들은 오리산업 발전 방안으로, ①

현재 외국 사례에 의존하는 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

발 필요, ② 국내산 원종오리 개발 필요, ③ 신뢰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구

축, ④ 축산농가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⑤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 전

개와 제품 신선도 제고 노력 필요 등이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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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유통·가공업체 의견)

유통시장 내에서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① 기존의 

제한적인 오리 제품과 소비행태를 극복하기 위해 저장성과 이동성이 편리한 

제품(예를 들어 오리고기 통조림) 개발 필요, ② 오리협회의 역량 강화, ③

적정 비축량 확보와 시장수급에 따른 탄력적 가격 조정 필요, ④ 신제품 개

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⑤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을 지적했다.

다. 유통체계 개선 방안(유통·가공업체 의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오리 원료육에 대한 이력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기업의 시장참여 제한, 전국 단위 유통 컨소시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유통·가공업체 의견)

가격 및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①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필요, ② 적정 비축량 유지와 원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 

기능 회복, ③ 계열업체 간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공동노력

을 통해 소비 확대 필요, ④ 지속적인 사육두수 관리로 수급조절 필요 등이 

지적되었다.

2.3. 오리 계열업체 조사 결과

2.3.1. 설문조사 대상 업체 개요

오리고기 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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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오리 계열

업체 수는 10개로 (사)오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화 업체들이다.

2.3.2. 오리 구매 및 판매 경로 조사 결과

오리 계열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오리 취급물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체 평균 연간 생오리 기준 구입량은 2010년 483만 5,875마리에서 매년 증

가하여 2012년 630만 4,870마리로 30.4% 증가하였다. 반입경로의 경우에는 

위탁농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일반농가 등에서의 구입 비중은 감소 

또는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탁농가에서의 생오리 구입 비중

이 94% 이상인 것은 계열화가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9-18. 오리 계열업체 취급물량 내역 조사 결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입량(생오리 기준) 4,835,875마리 5,942,638마리 6,304,870마리

반입
경로

위탁농가 91.7% 94.1% 94.3%

일반농가 3.1% 2.5% 2.6%

기타 5.3% 3.4% 3.1%

소계 100% 100% 100%

주: 조사대상 계열업체 응답내용의 평균값을 이용함.

설문조사 각 계열업체의 연도별 평균 위탁계약 체결 농가수는 2013년 기

준 약 78개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는 계약체결 농가수가 증가

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였다. 이는 신규 업체 진입과 업체 간의 농가 확

보 경쟁, 농가의 사육포기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19. 오리 계열업체별 평균 위탁계약 농가수

단위: 농가(호)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위탁농가 수 69.6 87.0 84.3 78.4

주: 조사대상 계열업체 응답내용의 평균값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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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 계열업체들의 제품 판매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오리의 경우 ‘대리점’에 판매하는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으로 ‘도매상’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정육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대한 응

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도매상’이라는 응답이 그다음을 차지하였으며, ‘프

랜차이즈 업체’에 판매한다는 비중도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았다. 훈제 오리고

기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대한 응답 비중이 22.2%로 가장 높았으나, 그다음

으로 많은 ‘대형마트’의 20.9%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훈제의 경우, ‘급식’

15.9%, ‘도매상’ 15.0%로, 다양한 유통주체들에게 고르게 판매되고 있었다.

주물럭 등 기타 제품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대한 응답 비중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마트’ 19.0%, ‘도매상’ 17.5%, ‘급식’ 15.2% 순으로 응답 비중

이 고르게 나타났다.

표 9-20. 판매 제품 유형별 오리 유통경로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통오리 정육 훈제 주물럭 등

도매상 32.5 18.4 15.0 17.5

자체 외식업체 0.0 4.2 0.1 1.5

대형마트 7.1 8.2 20.9 19.0

프랜차이즈 업체 2.1 12.1 4.7 10.5

(가든형) 음식점 2.3 1.1 1.1 0.0

대리점 43.2 36.7 22.2 21.3

홈쇼핑 0.0 0.0 11.6 0.0

인터넷 직거래 0.0 0.1 7.6 3.8

급식 11.6 17.2 15.9 15.2

군납 0.3 0.0 0.0 0.0

기타 0.7 1.9 0.8 1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대상 업체 응답내용의 평균값을 이용함.



오리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과 과제 247

2.3.3. 오리 계열업체 운영 관련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오리 계열업체들의 2012년 기준 1일 평균 도압능력은 평

균 3만 4,000수 규모이며, 평균 가동률은 성수기(5～8월) 91.6%, 비수기(9～4

월) 79.7%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압장을 가지고 있는 오리 계열업체들의 자

체물량 도압 비율은 73.5%, 위탁물량 도압 비율은 26.5%였다. 자체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업체가 위탁 도압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마리

당 1,000～1,100원 정도이고, 위탁 도압 시 토치 과정을 거칠 경우의 추가 수

수료는 마리당 200～22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리고기 등급제 시행 여부에 대해 조사업체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

체들은 모두 시행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등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업체들이 등급제를 도입한 주된 이

유에 대해서는 ‘판매물량 및 시장점유율 증대 기대’와 ‘거래처와 소비자 요

구 부응’으로 조사되었다.

표 9-21. 오리고기 등급제 적용 이유

단위: 업체(개소), 점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판매물량 및 시장점유율 증대 기대 4 3 1 19

유통경로의 다양성 기대 1 3 2 11

사회적 요구와 같은 추세를 따르려고 1 2 4 11

거래처와 소비자 요구 부응 3 1 2 13

주: 가중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합계점수임.

위탁농가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해 8개 업체는 절대평가, 2개 업체는 상대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현재의 평가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

을 허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대평가를 선택한 업체들의 경우 ‘회사의 

운영방침이기 때문’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산방식이 편해서’라는 응답도 다음으로 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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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상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9-22. 위탁농가 평가방식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 이유

단위: 업체(개소)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정산방식이 편해서 2 2 1 11

업체에 유리해서 0 1 0 2

농가가 원해서 0 1 2 4

회사의 운영방침이어서 3 2 0 13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3 1 2 13

비용절감을 위해서 0 0 2 2

주: 가중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합계점수임.

표 9-23. 위탁농가 평가방식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 이유

단위: 업체(개소)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정산방식이 편해서 0 0 1 1

업체에 유리해서 0 0 0 0

농가가 원해서 0 1 0 2

회사의 운영방침이어서 0 0 1 1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 0 0 6

비용절감을 위해서 0 1 0 2

주: 가중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합계점수임.

위탁계약에 있어 정부가 인증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

에는 응답 업체 중 절반이 넘는 6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개 

업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서로간의 ‘손익 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업체 간 과당경쟁과 경쟁 심화 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표준계약서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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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변수가 많은 사료대금 정산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 ‘계약 당사자 모두

에게 오히려 손실 발생 가능성’, ‘개별 개인들의 계약행위까지 정부가 개입

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이 있었다.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대다수 설문 응답자들이 표준계

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계열업체의 경우에는 의견이 수렴

되지 않고 크게 나뉜다는 점이다.

<표 9-2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계열업체는 오리협회의 게재가격을 

자체적인 가격 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게재가격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뢰도에 있어서는 ‘신뢰

한다’는 의견과 ‘불신한다’는 의견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이는 게재되는 가

격의 설정 과정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9-24. 오리협회 게재 가격에 대한 의견

단위: 업체(개소)

매우 부정적
←

보통 매우 긍정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용성 0 1 2
1

2 3 0

소계 3 5

신뢰도 0 2 2
1

2 2 0

소계 4 4

대표성 0 1 1
2

2 2 1

소계 2 5

품질향상을 위해 조사대상 계열업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

행계획이 있는 각종 조치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모든 업체들이 

‘HACCP’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업체가 ‘상표 등록’,

‘검역시행장 지정’, ‘식품배상책임보험 가입’ 조치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자체적인 제품 안전성 평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계열업체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

에 힘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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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5.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 및 계획 여부

단위: 업체(개소)

이유
시행여부 시행계획

예 아니요 있음 없음

상표 등록 9 1 1 0

식품배상책임보험 가입 9 1 0 1

브랜드 의장등록 7 3 3 0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도축, 가공) 9 1 1 0

HACCP 적용 여부 10 0 0 0

품질관리시스템(ISO 9001) 적용 여부 1 9 3 6

기타 2 8 0 8

주: 설문에 응답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임.

앞의 생산자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오리산업과 오리 유통구조의 개선

을 위해 오리 거래에서 가격산정을 1마리 단위가 아닌 중량(㎏)당 가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찬성했으

며, 반대는 2개 업체, 무응답과 ‘상관없음’은 각각 1개 업체였다. 이는 앞서 

조사된 오리 유통 가공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마리당이 아닌 중량 단위로 가격산정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사육비 정산

방식의 투명화’, ‘도압 이후 정확한 수율 점검 가능’, ‘상하차 과정에서의 오

차범위 축소 가능’, ‘수수료 차등지급이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 가능’, ‘시장가

격이나 생산비 산정에 더 합리적’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중량 단위 가격산

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시장에 마리 단위 개념이 정착되어 있어 혼

란 발생 우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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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오리산업 발전 등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가.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계열업체 의견)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리 계열업체

들이 제시한 방안들은, ①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매제도 도입, ② 국내

산 원종오리 개발 필요, ③ 소비자 대상 홍보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 촉진, ④ AI 발생 이후 정부당국의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간 검역조치 불이익 해소, ⑤ 사료공급 안정화 방안 필요, ⑥ 수급안정을 위

한 적정 사육마릿수 관리 등이다.

나.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계열업체 의견)

유통시장 내에서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① 수급불균

형 현상 발생 시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② 각 계열업체 합의를 통

한 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다. 유통체계 개선 방안(계열업체 의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① 도매시장과 같은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합리적 가격형성이 된다면 덤핑과 같은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고, ② 다양한 

신유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 및 유통비용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

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계열업체 의견)

가격 및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① 종오리 DB 확립과 적정 사육두수 유

지 및 수입물량 관리, ② 업체 간 수급 조절 협의 내용에 대한 상호 준수 및 

계열업체 간 과당경쟁 지양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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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리 계열농가 사육성과 평가 방식 조사

3.1. 조사 목적

오리 계열화 사업은 계열업체가 사료와 병아리 등을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오리 사육농가에 지원해주면, 농가는 이를 육성하여 업체에 납품하고 업체

로부터 사육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리 계열

업체와 오리 사육농가는 위탁사육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 상의 사

육보수 및 정산방법, 연간 사육수수 보장 등의 주요 항목과 관련하여 업체와 

농가 간 이견으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 8월 ‘오리 표준계약서(안)’을 발표함으로써, 업체와 농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오리 표준계약서(안)’에는 갈등의 소

지가 되는 계약서의 주요 항목이 공란 또는 누락되어 있어 농가의 불만은 여

전히 높은 상태이다.

농가에서는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첫째, 위탁 사육계약의 불공정에서 기인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상호 맺은 계약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한 불공

정 거래라는 것이다. 둘째, 농가에서는 계열업체의 횡포 문제를 지적하고 있

다. 일부 농가에서는 계열업체가 경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 농가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열업체가 ‘말 잘 듣는’ 농가에만 좋은 병아리

와 사료를 지급해주고 있다며, 계열업체에 불만이 있어도 농가의 피해가 우려

되어 쉽게 불만사항을 말 못하고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리 위탁사육 농가들의 주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업체와 농가 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계열업체와 농가가 체

결한 위탁 사육 계약서를 업체별로 조사함으로써,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계

약 형태 및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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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안)’에서 빠져 있는 사육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농가와 계열업

체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2. 조사 개요

농가와 계열업체 간 계약 형태 조사를 위해 오리 계열업체별로 위탁 사육

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 조사하였다. 당초에는 오리협회에 계열회원

으로 등록되어 있는 15개사를 모두 조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계약서 

공개에 따른 농가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된 내용은 6개사의 

위탁 사육계약서이다.

면접조사를 통해 사육성과 기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계약서 상의 기본 조건을 비롯하여 성적이 좋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성과

금) 지급과 불량 제품에 대한 페널티, 깔짚비 및 유류비 지원 등의 항목에 대

해 조사하였다.

3.3. 업체별 수수료 지급 기준표 내용 및 결과

조사된 6개 업체의 초생추(육용오리 병아리) 가격은 A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가 900원이었다. 2008∼2012년 평균 초생추 가격인 1,006원에 비해 100

∼200원 낮은 가격이다. 출하가격은 1,648∼1,740원/kg 사이에서 계약되고 있

으며, 업체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출하가격이 높은 업체일수록 

농가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이 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료가격

은 평균적으로 kg당 약 550원 수준에서 계약되고 있었으며, 농가에서 오리 

출하 시 발생하는 상차비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마리당 60원 수준으로 책정

되어 농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한 업체에서는 회차비라는 명목으로 농가에

서 출하하려는 오리의 무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농가에 반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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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하는 비용을 책정하여 농가에 부담토록 하고 있었다. 1대당 8만원 또

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차의 경우가 발생하여 농

가에서 회차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표 9-26. 위탁계약서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기본 내역

초생추 가격 새끼오리 가격

생체가격(출하가격) 출하범위 내, 범위 미만 초과

사료가격
벌크 형식

지대 형식

상차비

불량 제품에
대한

페널티

배 가슴 털 불량

흉부 수종 및 배 딱지(바닥 불량)

절식 불량

과다수분, 털 불량

사압 발생

타 사료 급여

중량 적중률(과체중 또는 미달 시)

성적이 좋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금)

생산지수 성과금1)

품질개선 성과금2)

시세 보너스 지급3)

육성성과금(출하성과금)4)

친환경 보조금5)

장기 사육

업체 지원사항
연료비 1∼12월

깔짚비 1∼12월

주 1) 생산지수가 400 이상인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산지수는 ‘(육성률×평균 체중)÷

(일령×사료효율)×100’의 방식으로 산출.

2) 출하범위 내 물량 중 품질불량이 10% 이하로 발생 시 지급.

3) 오리협회에서 조사 발표되는 생체오리의 마리당 가격이 7,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4) 육성률 95% 이상 농가에게 해당물량에 한해서 지급.

5) 친환경축산물인증(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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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발생하는 농가 페널티의 유형에는 배·가슴털 불량, 흉부 소종 및 

배딱지, 과다수분 및 털 불량, 절식 불량, 사압 발생, 타 사료 급여, 중량 적중

률, 육성률 미달, 계근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농가에서는 오리에 배·가

슴털 불량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흉부 수종 및 배딱지가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두 가지의 페널티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

여 손해가 가중된다고 주장하였다. 업체별로 이 부분에 대한 공제 금액이 차

이는 있으나, 마리당 100∼2,000원이 공제되어 농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된다고 한다.

과다수분 및 털 불량 항목은 오리가 물에 젖게 되면 마리당 100∼150원씩 

공제되는 금액으로 출하 시점에 비나 눈이 와서 오리가 젖게 되더라도 공제

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에서 오리 출하 후 업체까지 이동 중 오리가 죽기도 하는데(사압 발

생), 이 비용을 업체에서는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출

하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사압 발생 마릿수에 대해서는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 때문

에서 발생 마릿수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성성과금은 3개 계열업체에서 시행 중이었으며 마리당 800∼1,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친환경 보조금도 3개 계열업체에서 마리당 50원 또는 100

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품질개선 성과금 생산지수 성과금 시세 보

너스는 A업체만 지급하고 있었다. 장기사육은 B업체, 사육 장려금은 D업체

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페널티

로 인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농가에서는 성과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도 까다롭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과금 제도가 미비한 업체에서는 깔짚비와 유류비를 농가에 지원

해주고 있었다. 유류비는 5개 업체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었으며, 유류 사용

이 많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마리당 

80원씩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깔짚비는 3개 업체에서 시행 중으로, 깔짚 사용이 많은 겨울과 여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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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깔짚비는 마리당 월평균 70원씩 지원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9-27. 업체별 사육 지급 기준표(기본 사항)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초생추 가격(원/수) 800 900 900 900 900 900

출하가격

(생체기준)

출하범위내

(원/㎏)

3.251㎏

∼3.450㎏
1,690 1,710 1,680 1,648 1,675 1,740

범위 미만

(원/㎏)

3.150㎏

이하
1,650 - - - - -

3.201㎏

∼3.250㎏
1,670 - - - - -

범위 초과

(원/㎏)

3.451㎏

이상
1,670 - - - - -

사료가격

벌크

(원/㎏)
560 545 550 525 - 560

지대

(원/㎏)
572 555 565 525

초기 570

　-전기 560

후기 530

상차비 (원/수) 60 60 60 변동 10 60

회차비 (원/대)

150㎞

미만
80,000 - - - - -

150㎞

이상
10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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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8. 업체별 사육 지급 기준표(페널티 사항)

구분 A사 B사 C사

배·가슴 털 불량

(원/수)
150 500 -

흉부 수종 및배 딱지

(바닥 불량)(원/수)
150 1,000 100

절식 불량(원/수) 150 300 -

과다수분, 털 불량

(원/수)
150 100 -

사압 발생(원/수) 500 - -

타 사료 급여(원/㎏) 800 - -

온몸 털 불량(원/수) - - -

중량 적중률

(원/수)

±100g 이상 30 1.8㎏이하

(도체 기준)
1,000 -

±150g 이상 50

육성률 미달(원/수) - - 95%이하 2,000

계근비(원/대) - - 6,000

구분 D사 E사 F사

배·가슴 털 불량

(원/수)
30 1,500 300

흉부수종및배딱지

(바닥 불량)(원/수)
70 500 -

절식 불량(원/수) - - -

과다수분, 털 불량

(원/수)
협의 협의

사압 발생(원/수) - -

타 사료 급여(원/㎏) 600 500 500

온몸 털 불량(원/수) 50 -

중량 적중률

(원/수)
2.7㎏ 이하 1,000

1.4㎏미만

(도체 기준)
2,118　 -

육성률 미달(원/수) - - -

계근비(원/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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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9. 업체별 사육 지급 기준표(인센티브 사항)

구분 A사 B사 C사

육성성과금(원/수) 95% 이상 800 - 1,000

친환경 보조금(원/수) 인증농가 50 50 50

품질개선 성과금
(원/수)

10% 이하 50 - -

생산지수 성과금
(원/수)

400 이상 100 - -

장기사육(원/수)

- 만3년이상 30 -

- 만4년이상 40 -

- 만5년이상 50 -

사육장려금(원/수) - - -

시세보너스(원/수)

7,501∼8,000원 15 - -

8,001∼8,500원 30 - -

8,501∼9,000원 50 - -

9,001∼9,500원 70 - -

9,501∼10,000원 90 - -

10,001∼10,500원 120 - -

구분 D사 E사 F사

육성성과금(원/수)
95∼97% 1,000 - -

97% 이상 1,200 - -

친환경 보조금(원/수) - 100 -

품질개선 성과금
(원/수)

- - -

생산지수 성과금
(원/수)

- - -

장기사육(원/수) - - -

사육장려금(원/수)

80㎞∼110㎞ 75 - -

110㎞∼140㎞ 86 - -

140㎞ 이상 96 - -

시세보너스(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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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0. 업체별 사육 지급 기준표(깔짚비 및 유류비 지원 사항)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깔짚비
(원/수)

1월 80 150 100

2월 50 50

3월 50 50

4월 50 50

5월 80 150 100

6월 80 150 100

7월 80 150 100

8월 50 50

9월 50 50

10월 50 50

11월 80 150 100

12월 80 150 100

유류비
(원/수)

1월 200 200 190 200 200

2월 170 170 150 200 200

3월 100 100 60 50 100

4월 30 30 30 100

5월 20 20 20 30

6월 20 20 20 30

7월 20 20 20 30

8월 20 20 20 30

9월 30 40 30 70

10월 80 60 60 70

11월 130 100 90 90 200

12월 180 170 180 200 200

계열업체에서 제공되는 사육 기준표는 대농과 소농, 성적이 좋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서상 연간 

사육 회전수를 명시하지 않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기불황을 이유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연간 사

육회전수 대신 총 사육수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장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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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육회전수를 모든 농가에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적이 좋은 농가일수록 회전수 이상으로 오리 위탁사

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 차별을 두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자체는 단순하거나 또는 매우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일부 업체에

서는 계약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임의

적인 해석을 통해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가 입장에서

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현재는 오리고기의 공급이 과잉된 

상태로 주도권이 계열업체에 있는 상태이다. 오리고기가 공급 과잉이다 보

니 생산을 위한 농가보다는 유통할 수 있는 계열업체에 힘이 실리기 마련이

다. 과거 2011년 AI 발생에 따라 오리고기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농가에 

주도권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부 농가들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더 좋은 조

건의 업체로 이동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업체에서는 수급 물량을 조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업체별 위탁 사육계약서를 기준으로 ‘오리사육 기준표’를 작성한 결과, 사

육농가의 사육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농가가 손해를 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성과금은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까다로운 반면, 페널티(공

제금)의 경우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연속으로 다른 항목에도 해당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계약서 내용 자체보다 계열업체의 

계약불이행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사육

수수료의 미지급은 농가에게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업체는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위탁사육비를 체납하여 120일 이상 지체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계열업체는 농가에게 기존의 사육회전수를 보장해주는 대신, ‘개별사

육’이라는 명목으로 농가가 오리를 사육하게 하여 다른 법인으로 납품하도

록 하고 있었다. 농가에서는 ‘개별사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경기를 

이유로 다음 사육 시까지 비교적 긴 시일(45일 이상)이 소요되어 사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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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육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

견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개별사육’이라는 것이 농가가 자발적으로 오리를 사

육하고, 그 오리를 납품 출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말만 그럴듯한 

방식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납품 및 출하하는 곳은 기존의 업체

가 별도로 만든 자회사 개념의 계열업체였으며, 계열업체 입장에서는 ‘개별

사육’ 방식을 통해 기존의 오리 사육농가와의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더 낮은 

수수료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에 (예를 들어) 1년간 6번의 사육을 통해 6A원의 소득을 창출하였다면, 이러

한 납품 출하 방식으로 인해 현재는 (3A+1.5A=)4.5A원의 소득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4. 시사점

사육 지급 기준표 내용 자체로는 업체와 사육농가 간의 불공정거래가 발

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농가 페널티 항목에서 1개의 원인으로 연

속적으로 페널티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육 환경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문제는 첫째, 사육 수수

료 정산 지연, 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미보장 등의 계약 불이행, 둘째, 정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계열업체–사육농가 간 불신, 셋째, 사육 지급 기준표 변경 

시 계열업체–사육농가 간 협의가 아닌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표준계약서(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상대적 약자의 입

장인 농가가 요청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두 번째 정산과정에 대해 표준

계약서상 농가 참여방법 등을 명시하여 계열업체와 사육농가 모두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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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 역시 표준

계약서에 사육 지급 기준 변경 시 농가와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

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목적은 계열회사와 사육농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안정

적인 오리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필요하다면 제작과정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오리협회 이외의 생산자 단체가 투입되어 

농가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의 명확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4.1. 계열화로 인한 문제

오리산업에서는 이미 계열화가 90% 이상 진행되었으며, 시장에서의 외부

적 충격을 계열사 내에서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러나 

계열화로 인해 계열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다수의 농

가는 계열사로부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다. 2011년 상반기까지 오리고기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오리 사

육농가가 교섭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수

요가 정체되면서 계열사로 인한 교섭의 우위성이 이동되었다.

계열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크게 평가방식, 정산지연, 정산방식의 불신, 사

육지급 기준표 변경 시 협의 문제, 병아리 품질 문제, 사료의 질 및 공급 문

제, 회전수 보장 문제, 서비스 품질, 농가지원 조건 등이 있다. 계열사 내에서

의 불공정거래를 견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정비 및 의무사용 등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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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의 계절성 문제

2011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수의 종오리를 매몰하면서 

2011년 3~5월 오리가격이 폭등하였다. 그러나 오리업계는 산란용 오리와 F1

을 입식시키면서 4월부터 전년의 오리생산량을 초과했으며, 이러한 오리고

기의 과잉생산은 2012년까지 이어져 2012년 4～7월까지 오리가격이 폭락하

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오리고기의 과잉공급은 우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매몰처분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업계의 지나친 과다입식도 하나의 주요 원

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오리 사육농가와 

오리 계열업체들은 아직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오리고기

의 수급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오리고기의 수급과 관련하여 계절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006

년부터 2012년까지 월별 오리고기 산지 가격과 신선육 가격의 월별 평균 가

격지수를 살펴보면, 오리고기 가격은 봄 행락철과 여름철 복 수요 등 수요 

요인에 의해 계절성을 지닌다. 오리고기는 가정 내 소비보다는 외식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어, 봄 행락철을 맞아 가격지수가 상승한다. 그리고 보양식 

소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름 가격지수도 상승한다.

도압지수는 연초에는 겨울철 사양관리의 어려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봄 

행락철 수요로 도압지수가 상승하여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 연중 최고치

를 기록한다. 이후 하락하여 다소 보합세를 보이다가 2월에 연중 최저치를 

보인다.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오리고기 소비도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락객 증가와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5월, 연말

연시 모임이 잦은 12월 및 1월, 보양식 수요가 증대되는 복절기 등이 오리소

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가정 내 모임이 집중되는 설 및 추석 

등의 명절기간에는 소비가 감소한다. 오리고기의 수요와 공급의 계절성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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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1. 시기별 육류의 가정: 외식 소비 비율
단위: %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10년 31:69 61:39 58:42 60:40

2011년 37:63 63:37 58:42 60:40

2012년 40:60 64:36 60:40 60:40

자료: 해당 연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표 9-32. 오리고기의 가정내 소비 비선호 이유
단위: %

외식 소비 선호 이유 비 율

요리가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기에는 어려움 26.7

오리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쌈 21.2

현재 유통되는 오리고기 양이 적당하지 않음(너무 많거나 너무 적음) 20.1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16.9

오리고기를 싫어함 13.1

기 타 1.9

합계 100

자료: 201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4.3. 외식수요의 편중

최근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고령인구의 증가가 맞물리

면서 보양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리고기 생산업체에서는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보양식 이미지를 중첩함으로써 큰 폭의 판매량 증가세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오리고기는 외식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가정 내 소비비율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타 육류의 가정 내 소비가 외식소비보다 높은 점과는 정반대의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가정 내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요리의 다양성 부족과 

가정 내 소비의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그 밖에도 비싼 오리가격, 부적절한 

양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리관측을 위해 소비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2010년에 비해서

도 가정 내 소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업체에서 가정 내 요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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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오리고기 특성을 감안하여 훈제 및 열처리 제품(소세지)을 출시하여 제품

의 다양성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외식 소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상 경기변화에 민감한 소비 트렌

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자의 외식 및 문화소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점과 연관이 있다. 오리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현

재의 오리로스와 훈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식수요 중심에서 다양한 오리

요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정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4. 오리고기 가격 결정체계 문제

현재 오리가격은 오리협회에 의해 산지가격만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표가격을 중심으로 업체별로 거래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할인율을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결정체계는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가격의 대표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의 진전으로 대표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발견을 위해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것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리고기 가

격의 대표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가격체계의 도입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4.5. 기타 문제

현재는 오리고기 등급제는 코리아더커드 등 일부 자발적인 참여기업만이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리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 업체로 

등급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요 과제들 외에도 낮은 도축장 

가동률, 낮은 위생시설(HACCP 실적), 오리고기 규격화, 도매 및 소매가격 부

재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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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산업 유통정책 평가

오리산업에서의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평가를 위해 축산 전문가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축산 전문가는 ‘교수 및 연구자 31명’,

‘정부 관계자 11명’, ‘업계 12명’ 등 3그룹의 총 54명이다.

설문방법은 한국축산경영학회 2013년 하계학술대회에서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e-메일을 통하여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

에서 오리산업의 물가안정은 ‘오리고기 가격의 변동성 완화(또는 가격 안

정)’과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 수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1. 오리산업 정책의 물가안정 정책 메커니즘 평가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정책수단은 아래 <표 10-1>과 같다. 전문

가 조사 전에 먼저 연구진에서 주요 12개 정책을 선발하여, 각 정책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이론적인 메커니즘을 설문지에 적고, 이들 정책수단이 제

시된 메커니즘에 의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답변한 정책수단은 ‘표준계약서 도입’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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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였으며, ‘계약거래를 위한 계열화 확대’, ‘직거래 확대’, ‘생산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수급 조절’ 등도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확대로 수급 조절’에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도매시장 

도입’과 ‘가격 의무보고제’에 대해서도 반대 비중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다.

표 10-1. 오리고기 정책의 물가안정 기여 여부 평가 결과

단위: 명

정책 물가안정 메커니즘
동의 여부

예 아니요

계열화 확대
규모의 경제→유통비용 절감 48 5

계약 거래→가격 안정 50 2

직거래 확대 유통비용 감소→가격 하락 49 4

가격 의무보고제 가격의 투명성, 신뢰성 증대→가격 안정 41 12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 확립→가격 안정 52 1

가격안정제 도입 가격 안정 41 11

이력제 도입 소비자신뢰 확대, 유통거래 확립→가격 안정 42 11

생산자협회 설치 공정거래 확립→가격 안정 39 11

규격화 유통비용 감소→가격 하락 52 0

그람기준 가격 도입 유통비용 감소→가격 하락 43 9

수급 조절
생산 및 출하조절→가격 안정 50 2

관세인하 등 수입 확대→가격 안정 25 27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증대

생산성 증대, 생산비 감소→유통비용 절감 43 7

생산성 안정→공급 안정→가격 안정 45 6

도매시장 도입 가격 형성의 투명성 제고→유통비용 절감 33 19

주 1) 가격 의무보고제는 생산자나 중간유통업자, 소매업자, 계열업체가 정부에 거래가격

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함.

2) 가격안정제는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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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리고기 가격변동성 완화 관련 정책 평가

오리고기의 가격변동성 완화(가격안정)를 위한 축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

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12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에게는 주어진 12개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가 보통일 경

우를 5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0～10점 사이에서 상대적 점수를 부

여하도록 하였다.

표 10-2. 오리고기 가격안정 정책 중요도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전체 학계 정부 업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계열화 확대 7.2 3 7.7 2 6.8 3 6.3 6

직거래 확대 7.4 2 7.5 3 7.3 2 7.1 3

가격 의무보고제 6.5 7 7.1 5 5.4 6 6.1 8

표준계약서 도입 7.4 2 7.7 2 7.3 2 6.5 5

가격안정제 도입 7.0 5 7.0 6 6.4 4 7.6 1

이력제 도입 6.5 7 6.9 7 5.9 5 6.0 9

생산자협회 설치 5.9 9 6.2 8 4.9 8 5.9 10

규격화 7.6 1 7.8 1 7.3 2 7.1 3

그람기준 가격 도입 6.7 6 7.1 5 6.4 4 6.2 7

수급 조절 7.4 2 7.5 3 7.4 1 7.1 3

시설현대화등생산성증대 7.1 4 7.2 4 6.8 3 7.2 2

도매시장 도입 6.0 8 6.0 9 5.3 7 6.7 4

평 균 6.9 7.2 6.4 6.6

주 1) 5점이 중간점수이며, 10점 만점임.

2) 가격 의무보고제는 생산자나 중간유통업자, 소매업자, 계열업체가 정부에 거래가격

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함.

3) 가격안정제는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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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의 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는 ‘규격화’가 선택되었으며, 뒤를 이어 ‘직거래 확대’, ‘표준계약서 도입’,

‘수급조절’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생산자협회 설치’와 ‘도매시장 도입’은 가

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미 오리협회가 존재하는데 별도의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이유가 크게 없고, 계열화 업체가 시장 유통에 참여하는 현실에서 별

도의 도매시장 도입은 오히려 가격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문

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 10-2>에서 제시된 정책 이외에 가격 변동성 완화(가격안정)를 위

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공급과잉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종오리 DB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와 ‘신규 계열업체 진입 

장벽 필요’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유통채널 확대’와 ‘지속적인 소비확대 노

력’ 등의 의견도 있었다.

1.3. 오리고기 유통비용 절감 관련 정책 평가

오리고기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의 상대적 중

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12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주어진 12개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가 보통일 경우를 5점으로 설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0～10점 사이에서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

다.

<표 10-3>의 평가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직거래 확대’가 선택

되었으며, 뒤를 이어 ‘계열화 확대’와 ‘규격화’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생산자

협회 설치’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력제 도입’, ‘가격안정제 도입’,

‘도매시장 도입’ 등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위의 <표 10-3>에서 제시된 정책 이외에 오리고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산지와 소비지(대형마트)와의 협력 강화’,

‘편중된 소비패턴의 변화’, ‘포장판매 방식의 변경 및 통일’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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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오리고기 유통비용 절감 정책 중요도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전체 학계 정부 업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계열화 확대 7.4 2 7.7 1 7.7 2 6.3 6

직거래 확대 7.7 1 7.5 2 7.8 1 7.8 1

가격 의무보고제 6.4 5 6.6 6 5.3 10 7.2 2

표준계약서 도입 6.4 5 6.7 5 5.6 7 6.3 6

가격안정제 도입 6.3 6 6.4 7 5.5 8 6.7 5

이력제 도입 6.1 7 6.1 9 5.4 9 6.7 5

생산자협회 설치 5.5 8 5.6 10 4.7 11 5.8 8

규격화 7.4 2 7.7 1 7.4 3 6.8 4

그람기준 가격 도입 6.6 4 7.1 3 5.9 6 6.0 7

수급 조절 6.4 5 6.6 6 6.1 5 6.3 6

시설현대화등생산성증대 6.8 3 6.8 4 6.5 4 7.2 2

도매시장 도입 6.3 6 6.3 8 5.5 8 7.1 3

평 균 6.6 6.8 6.1 6.7

주 1) 5점이 중간점수이며, 10점 만점임.

2) 가격 의무보고제는 생산자나 중간유통업자, 소매업자, 계열업체가 정부에 거래가격

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함.

3) 가격안정제는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

를 의미함.

1.4. 오리고기 관련 정책 종합 평가

오리고기의 가격 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관련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시행가능성, 대상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12개 정

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정책의 비용은 정책 집행의 비용(정

부지원금), 정책의 효과는 축산업의 다원적인 기능의 목표 달성의 기여도, 시

행가능성은 정책당국이 해당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자

의 수용성은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시행가능성, 대상자의 수용성 등에 대해 1점(매

우 적음)～3점(보통)～5점(매우 큼)의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 

10-4>와 같다. 먼저, 정책 비용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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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정책비용 정책효과 시행가능성 수용성

계열화 확대 3.4 4.1 4.0 3.8

직거래 확대 3.5 3.8 3.4 3.7

가격 의무보고제 2.8 3.6 3.0 2.9

표준계약서 도입 2.6 3.7 3.8 3.7

가격안정제 도입 3.6 3.6 3.0 3.3

이력제 도입 3.8 3.5 3.4 3.2

생산자협회 설치 2.7 3.0 3.6 3.7

규격화 3.2 3.8 3.9 3.8

그람기준 가격 도입 2.9 3.6 3.7 3.6

수급 조절 4.2 3.8 3.1 3.3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증대 4.4 3.8 3.6 3.8

도매시장 도입 4.1 3.1 3.0 2.9

표 10-4. 오리고기 물가안정 정책 전문가 평가 결과

비용이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급 조절’과 ‘도매시장 설치’의 비용

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표준계약

서 도입’이 가장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계열화 확대’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된 반면 

‘생산자협회 설치’와 ‘도매시장 도입’의 효과가 가장 적을 것으로 나타나, 현

재의 계열화 체제 내에서 오리산업의 물가안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의 시행가능성 측면에서는 ‘계열화 확대’와 ‘규

격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격 의무보고제’, ‘가격안정제 도입’,

‘도매시장 도입’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오리고

기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

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용성의 경우에는 ‘계열화 확대’, ‘규격화’,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격 의무보고제’와 ‘도매시장 도입’

은 수용성이 가장 낮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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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리산업 계열화 효과 분석56

2.1. 분석 개요

오리산업은 육계산업과 같이 다른 축종에 비해 계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

서 그로 인한 효과가 물가와 산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

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오리산업은 계열화의 진전에 따라 유통구

조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농가와 계열업체 간 및 계열업체와 유

통업체 간 불공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오리의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열화의 진전은 수입개방에 

비해 국내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계열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시장지배력 증가효과(유통마진 증가→시장가격 상승)와 

유통비용 감소효과(시장가격 인하)가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오리산업은 시장의 경쟁 정도, 시장의 다단계 구조, 단계별 유통비

용 등 시장구조를 반영한 계열화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오리산업 계열화의 진전이 생산자, 계열사, 유통업자 등 유통주체에 따라 유

통마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오리산업의 계

열화 진전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시장지배력 증가의 효과를 계측하고, 유통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6 이 부분은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정찬진 교수)의 위탁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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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 모형

2.2.1. 과점시장의 효과

오리산업은 17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점적 시장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구조가 과점화되면서 시장 내 계열화 업체들의 

독과점적 이윤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보다 계열화가 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독과점적 이윤이 커지는 것은 

시장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들에게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시장 전

체적으로 볼 때에는 독과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

다. 반면에 계열화의 진척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달성과 각종 위험회피 및 

관리를 통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하락을 통한 수요의 

증가와 공급물량 증가가 나타나고, 결국 오리산업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

들에게는 양(+)의 효과로 나타난다.

2.2.2. 이론적 과점시장 모형

이 연구에서는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분석을 위해 신산업분석론(NEIO:

New Economic Industrial Organization)을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 내에서 개별 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역수요함수)이고, 는 개별

업체의 수입(Revenue)이다. 이 개별업체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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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하나는 주원료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이는 기초원료 시장

에서에서 원료가격 에 개별구매량 을 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처리,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 이다. 는 노동

비, 자본비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는 시장에서 모든 기업에 의해 판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의 전부이고,

이 중 개별업체 에 의해 판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이 이다.57 즉, 




이다.

위 식으로부터 이윤극대화의 1계 조건을 구하면,









 




 이다.

여기에서, 



 는 개별업체의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며,






은 개별업체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이다.




이다.

위 식에서 개별업체의 유통마진은

 



 




으로 유도되며, 이 식은 아래

처럼 변형될 수 있다.

57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기초원료 구매량과 판매량 사이에는 1:1이라고 가정함.

즉 원료 구매량과 판매되는 양이 고정된 비율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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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수요와 공급탄성치[엄밀하게 준탄성치(semi-elasticities)의 개념]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


   


이다.

비용함수의 설정을 위해 Azzam(1997)의 연구를 따라 “일반화된 레온티에

프(generalized Leontief form)” 비용함수를 가정한다.

  












이 경우,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이 된다.

따라서 위 식에 이 식을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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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가

중치를 곱하여 다 더하면, 아래와 같이 시장 전체의 마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식은 다시 


















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은 ‘시장점유율 가중평균 마진’이고, 











은 시장의 가중평균 추측변이이고 



은 허핀달-허쉬만 지수이다.

시장구조에 따라서 의 값은 달라진다. 시장이 완전경쟁구조라면, 

이다. 즉, 시장에서의 마진은 











이 된다.

유통비용에는 독과점적 이윤이 없고 모두 한계비용만이 그대로 전가될 뿐

이다. 시장이 완전독점이라면,  (꾸르노 독점)이 되고 마진은

 




   





 독점이윤한계비용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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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baum(1982)을 따라서 추측변이 탄성치를   으로 정의하

면, 시장구조에 따라서 이제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즉, 

은 완전경쟁시장을, 은 독점시장을 의미하며, 0과 1 사이의 값은 과점

을 의미한다.

앞서 제기한 문제처럼 시장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유통마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유통마진을 불완전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로 미분하면,




 









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은 불완전 정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시

장지배력 효과’(유통이윤의 증가분)이고, 


은 ‘비용효율화 효과’(유

통비용의 감소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유통마진의 크기가 결정된다.

2.2.3. 실증 분석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은 일반적인 산업에서 가공유통업체가 투입물을 산

지시장에서 구매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오리산업의 경우 계열업체는 계열농가를 통해 오리사육에 대한 수수

료를 지불하고, 오리를 위탁생산하여 생오리를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오

리를 도압 및 가공과정을 통해 신선육이나 훈제오리로 다시 가공업체나 소

매업체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형태를 반영하여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계열업체는 오리의 사육과 도압, 가공하여 오리 생체를 도매시장에 판매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개별 오리 계열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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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으로부터 이윤극대화의 1계 조건을 구하면,









  이다.

  



 

  




 


















 









이 식을 수요와 공급탄성치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계열업체 의 마진율,   





는 오리 도매시

장의 수요탄력성,   


는 계열업체 의 시장점유율을, 


   


≠






는 계열업체 의 물량변화에 대한 타 업체의 물량변화율을 나타낸다.

계열업체 의 비용함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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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고정비용이며, 는 가변비용이다. 이 경우 개열업체 의 한계

비용은  이 된다. 여기서 한계비용은 오리를 사육, 도압까지 하는 비

용으로 가정한다.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가중치를 곱하여 모두 더하면, 아래와 같이 시장 전체의 마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식은 다시 





 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은 ‘시장의 가중평균 마진율’이다. 위의 오리시장 마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함수를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ln lnln ln ln ln

오리의 도매물량 수요는 오리의 도매가격, 쇠고기 도매가격, 돼지고기 도

매가격, 닭고기 도매가격, 소득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오리시장 마진함수와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함수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였

다. 추정방법은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하였다. 3단계 최소자승법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이용하게 되며, 이러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방법은 관찰치가 충분하면 효율성을 손실 없이(분산이 커지지 않으며)

일관성(Consistent)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Bowden and Turkington 1984).



오리산업 유통정책 평가 및 계열화 효과 분석 281

2.3. 분석 자료

2.3.1. 도압마릿수와 오리가격

오리산업의 산업구조(독과점 정도)와 수평계열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업체의 시장점유율 자료

가 존재하지 않는 2008년 이전의 자료는 오리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과 같은 수치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사육과 관련하

여 종오리수, 입식병아리수, 도압마릿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격자료로는 

생오리 가격, 신선육 가격, 토치육 가격을 사용하였다.

오리사육을 위한 비용으로 병아리가격, 사료비, 깔짚비, 약품비, 광열비, 노

동비, 기타비용과 이외에 도축비용으로 추가로 100원을 합한 총비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오리와 관련한 자료 외에 소득 자료로 GDP, 그리고 대체재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도매가격을 사용하였다.

수평계열화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 자료는 업체별 도압마릿수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구하고, 이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모두 합계함으로

서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값, 최소값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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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오리산업 분석을 위한 자료 요약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사육

종오리수 32,577 28,151 138,500 0

병아리수 4,518,714 1,631,521 8,715,000 1,996,000

도압마릿수 5,065,270 2,067,306 10,263,000 1,582,661

가격

생오리가격 6,161 1,265 10,248 4,040

신선육가격 7,278 1,213 11,248 5,200

토치가격 7,464 1,209 11,448 5,400

비용

병아리가격 1,012 280 2,000 400

사료비 3,320 629 4,096 2,330

깔짚비 298 76 434 200

약품비 126 31 200 110

광열비 135 50 250 100

노동비 270 74 440 230

기타 278 69 402 150

총비용 5,595 592 6,282 4,622

GDP 271,103 32,334 319,809 221,919

쇠고기 도매가격 13,697 1,774 17,613 10,081

돼지고기 도매가격 4,314 1,032 7,675 2,765

닭고기 도매가격 2,940 673 4,171 1,520

HHI 0.0970 0.0029 0.1069 0.0882

자료: 오리협회, 통계청.

2.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2.4.1. 오리계열화 추정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는 0.9065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은–0.2979로 음의 부호로 

분석되어, 경제학 이론에 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0%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탄력성이–0.2779이라는 의미는 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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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수요량이 약 0.28%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오리 도매수요의 탄력성은 

각각 0.34, 0.14, 0.25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타 축산물이 오리고기의 대체재

임을 의미한다. 쇠고기 도매가격이 1% 상승할 경우 0.34%의 오리고기 수요

가 증가하고, 닭고기 도매가격이 1% 상승하면 오리고기 수요가  0.25%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0.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쇠고기와 닭고기의 계수는 5% 신

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오리고기의 소득탄력성은 5.6668로 GDP가 1% 증가할 경우 오리고기의 수

요는 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소득의 증가에 따라 건강식품으로서의 오리고기의 수

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절에 따른 오리고기의 수요량은 1~3월에 비해 7~9월의 수요가 가장 높

으며, 그다음이 4~6월, 10~12월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리고기가 복수

요가 있는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계절변수

에서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오리산업 도매시장의 마진함수 및 수요함수 추정 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가중평균추측변이  -0.4023* 0.0251

상수  -59.0332* 4.2762

오리생체가격  -0.2979** 0.1693

쇠고기 도매가격  0.3363* 0.1198

돼지고기 도매가격  0.1406 0.1103

닭고기 도매가격  0.2466* 0.1126

소득  5.6668* 0.2985

계절더미  0.3557* 0.0480

계절더미  0.3633* 0.0454

계절더미  0.2527* 0.0456

  0.9065

주: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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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가중평균 추측변이 값인 는 -0.4023로 분석되었

다. 이는 오리시장이 최소한 과점시장임을 의미한다. 오리시장이 독점시장인

지를 살펴보기 위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오리시장은 독점시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시장이 완전경쟁시

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값이 -1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완전경쟁시장도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7. 오리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귀무가설 통계량 Pr>ChiSq

=0 독점시장 249.39 <.0001

=-1 완전경쟁시장 550.69 <.0001

2.4.2. 오리계열화 효과 추정

오리산업에서의 계열화 효과는 계열화의 변화에 따른 마진율의 변화로 계

산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앞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를 계측한 결과,

오리시장의 시장집중도가 0.01 상승할수록 오리 계열업체의 마진율은 

0.025%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리산업은 앞으로도 수평계

열화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8. 오리계열화의 효과 추정 결과

추정치 표준오차 Pr>ChiSq

HHI의 한계효과 2.5010 0.105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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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계열화 효과 분석의 시사점

오리산업은 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평계열화가 진행될수록 

계열업체의 마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리 계열업체가 수평계

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오리고기는 쇠고기·닭고기와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리고기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등 다

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계절적인 수급의 불일치도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과 수급의 계절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육계산업이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오리산업은 약 10개의 계열업체가 시장을 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어, 육계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과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리산업은 타 축산업

에 비해 계열화가 잘 진행되었으며, 특히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체제로 

경쟁적 과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리산업의 과점 형태는 시장 내에

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간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급부족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오리산

업은 단지 3개월 만에 AI의 충격에서 회복하였다. 또한 이후 업체들의 과다

투자로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졌지만, 업체들은 최근 자체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노

력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현상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수 업

체들의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리산업은 수직계열화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 공급

과잉사태를 겪으면서 농가와의 계약관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점점 표면에 노

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단체를 조

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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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오리산업의 발전 개황58

중국은 지역별로 식문화습관에 따라 오리고기와 오리알을 다양한 방식으

로 식용해 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이징덕–북경오리구이(北京烤鸭), 남

방지역 전통 식습관에 따라 브랜드화된 난징판(南京板)덕59, 량광소(两广烧)

덕, 스촨장차(四川樟茶)덕, 푸잰루(福建卤)덕뿐만 아니라 오리의 머리, 목, 날

개 등 부위별 브랜드 제품과 시앤야단(咸鸭蛋), 숭화단(松花蛋), 피단(皮蛋)

등은 모두 중국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오리제품으로서 대량 소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덕 대표 브랜드인 추앤쥐더(全聚德) 음식점의 일별 오리 소비량

이 8,000〜1만 8,000마리에 달하고, 난징시 도시에서의 난징판덕 연간 소비량

이 3,000만 마리에 달한다.

오리는 환경 적응성이 강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과 내한성이 양호하고 발

병률이 낮기 때문에 폐사율이 낮다. 또한 기초사료로 사육이 가능하여 중국 

전역에서 쉽게 사육할 수 있다. 동시에 돼지, 닭, 소, 양 등 식용가축 대비 고

기산출률과 번식률이 높고, 오리고기와 오리알이 품질과 영양가치 면에서 

58 이 부분은 중국농업과학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리경호)의 위탁원고를 참고하

여 작성함.
59 판덕은 오리를 원료로 가공한 절임식품임. 중국농업부는 중국 4대 판덕에 대해 

정부인증을 진행하였는데 각각 강소성 난징판덕, 복건성 건구(建瓯)판덕, 강소

성 남안(南安)판덕, 사천성 건창(建昌)판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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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가 있기 때문에, 오리 사육은 중국 실정에 부합되고 전망이 밝은 산업이

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의 오리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오리 사육량은 

연간 5〜8%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축목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4〜2008년

은 중국 오리산업이 크게 발전한 기간으로, 2004년 오리 출하량이 20억 마리

를 초과하였고, 2008년 30억 마리, 2009년 35.2억 마리로 성장하였다. 업계는 

2012년 현재 연간 오리 출하량이 40억 마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侯水

生, 2013).

FAO 발표에 의하면, 중국 오리 사육량은 세계 총 사육량의 69%, 도축량의 

75%를 차지하며, 오리고기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67%를 점유하고 있

다. 2007년 중국 오리산업의 연간 총 생산액을 보면, 오리고기와 오리의 털 

등 기초가공품이 700억 위안, 오리알이 385억 위안, 채란용 오리와 육용오리

산업의 배합사료가 700억 위안(3,600톤)에 달하였다.

2. 오리고기 및 부산물의 수급 현황 및 유통 실태60

2.1. 오리고기 및 부산물 수급 현황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의 축산물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축산물 소비구조 변화를 보면 육류소비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면 소비구조도 변화하여,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지방성 육

류소비가 감소하고, 흰살코기인 가금육 소비가 증가한다. 중국의 육류 생산

량 중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금육이다. 가금육 

60 이 부분은 중국농업과학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리경호)의 위탁원고를 참고하

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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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중 닭고기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오

리고기 소비가 급증하여 오리고기가 가금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3 수준에 달한다.

표 11-1. 주요 축산 사육두수 및 육류 생산량 변화 추이(1999〜2011년)

구분 단위 1999년 2000년 2010년 2011년

돼지 사육두수 만마리 51,977.2 51,862.3 66,686.4 66,170.3

소 사육두수 만마리 3,766.2 3,806.9 4,716.8 4,670.7

양 사육마릿수 만마리 18,820.4 19,653.4 27,220.2 26,661.5

가금 사육마릿수 억마리 74.3 82.6 110.1 113.3

육류 총 생산량 만톤 5,949.0 6,013.9 7,925.8 7,957.8

- 돼지고기 만톤 4,005.6 3,966.0 5,071.2 5,053.1

- 쇠고기 만톤 505.4 513.1 653.1 647.5

- 양고기 만톤 251.3 264.1 398.9 393.1

- 가금육 만톤 1,115.5 1,191.1 1,656.1 1,708.8

가금알류 만톤 2,134.7 2,182.0 2,762.7 2,811.4

자료: 中国农村统计年鉴 2012.

201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5,053만 톤으로 전체 육류 총 생산량의 63.5%를 

차지하고, 가금육 생산량은 1,709만 톤으로 21.5%를 차지하였다. 가금육 생

산량 증가 속도가 기타 육류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2011년에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가금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중국은 오리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오리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FAO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오리 도축량이 29.31억 

마리인데, 이 중 중국이 22.31억 마리로 2002년의 14.16억 마리 대비 57.6%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중국의 오리 도축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서 76%로 증가하였다(그림 11-1). 2011년 세계 오리 사육량은 13.6억 

마리이고, 중국은 8.6억 마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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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오리 도축량 및 비중의 변화 추이 비교(20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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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FAO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오리고기 총 생산량이 427.2만 톤이

며, 이 중 중국은 291.8만 톤으로 2002년의 186.8만 톤 대비 56.2% 증가하였

다. 동기간 동안 중국의 오리고기 생산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

에서 68.3%로 증가하였다<그림 11-2>.

그림 11-2. 오리고기 생산량 및 비중의 변화추이 비교(2000〜2011)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세계 중국 비중

만 톤 %

자료: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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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징밍(周景明, 2011)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국의 오리 출하량이 35.2

억 마리, 오리고기 생산량은 600만 톤으로, 세계 오리 총 생산량의 70%를 차

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축목협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 기

간이 중국 오리산업이 급격히 발전한 기간으로, 2004년에 중국 오리 출하량

이 20억 마리를 초과하였고 2008년에는 30억 마리를 초과하여, 이 기간 동안 

1.5배 증가하였다. 2009년 오리 사육량은 10.96억 마리, 출하량이 35.2억 마리

이다.

허우수이성(侯水生, 2013)은 현재 중국의 가금육 중 오리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 기준 오리 

출하량이 40억 마리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오리산업이 가금산업 중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1/3 수준으로 볼 때, <표 11-1>의 국가 통계자료로 추정

하면, 중국의 2011년 오리 사육마릿수는 37.8억 마리, 오리고기 생산량은 570

만 톤 수준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61

FAO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오리고기 수출량이 153만 5,000톤이고,

중국은 45만 2,000톤으로서, 중국이 세계 오리고기 수출량 중에서 30%에 상

당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 오리고기 생산량과 비교하면, 2010년 

기준으로 1.6%에 불과한 것으로 미미한 실적이다. 중국의 오리고기 생산량

이 5～8%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11-3>. 2007년 오리깃털(모) 연간 생산량이 12.5만 

톤으로 세계의 75%, 오리털제품의 수출액은 18.0억 달러로 세계 오리털제품 

수출량의 55%를 차지하였다.

오리고기 수출제품 유형을 보면, 일본과 한국에 냉동오리와 오리고기 절편 

등 조제품을 수출하고, 전통 오리고기 조제품과 오리알 등 제품은 동남아와 

화교가 집거하는 해외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오리고기 시장은 대부

분 국내수요를 만족하고 있는 주로 내수시장으로, 오리산업에 있어서 수출

61 중국은 오리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금육산업의 

통계자료와 오리산업 업계의 조사자료 수치가 FAO 수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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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오리고기 생산량과 수출량 및 비중의 변화추이(2000～2010)

자료: FAO.

시장 개척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중국의 주요 오리 사육 및 소비 지역

중국의 오리 사육 산업은 주로 장강 중하류지역, 화동지역, 동남연해 각 

성과 화북 등 성시에 분포되어 있다. 해당 지역에 하류와 호수가 많고, 수생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여, 오리 사육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 지역은 오리 사

육 주산지임과 동시에 오리고기 주요 소비지이다. 구체적으로 산동성, 절강

성, 강소성, 광동성, 사천성, 안휘성,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중경시, 복건성,

하남성, 광서자치구 등 13개 지역의 오리 사육이 중국의 90% 이상을 차지한

다<그림 11-4>.

오리 사육은 육용오리, 산란오리와 육용 및 산란 겸용 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중 80%가 식용 오리제품용인 육용오

리이다(侯水生 2013). 절강성, 복건성과 호북성은 산란용 오리의 생산, 가공 

주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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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오리 사육주산지 분포도

베이징덕-북경오리구이 주요 소비지인 북방지역은 북경오리구이를 즐겨 

먹고 있어, 중국 전통 품종인 북경오리 품종을 대량 소비하고 있다. 일정 규

모를 갖춘 오리가공기업이 1,700개 정도로 추정된다. 북경오리구이 전문식당

인 추앤쥐더(全聚德)의 일별 통오리 소비량이 적게는 8,000마리 많게는 1만 

8,000마리에 달하는 규모이다.

남방지역은 지역 특유의 오리고기 조리법에 적합한 지방이 적은 지역 특

유의 전통 품종과 도입 품종을 다양하게 대량 소비한다. 강소성, 절강성, 광

동성, 광서자치구, 복건성 등 지역에서는 전통오리인 마오리(麻鸭), 판오리

(番鸭) 그리고 판야(番鸭)와 전통오리의 교배종인 반판야(半番鸭)와 도입 품

종인 체리벨리 등 상대적으로 살코기가 많은 오리를 많이 소비한다.

오리고기 소비가 많은 남경(南京)시의 마오리 요리는 전통 특색을 띠는 제

품으로서, 한 개 도시의 연간 오리 소비량이 3,000만 마리에 달한다.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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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체리벨리 품종이 도입되면서부터 원료 마오리의 출하일령이 도입 품종

인 체리벨리 대비 길다는 등의 원인으로 전통 마오리 요리 원료를 체리벨리 

품종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남경마오리의 전통적인 맛을 살리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평판에 따라 최근에는 전통 품종인 마오리 사육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동성은 최근 쾌대형(快大型, 속성 큰 체구) 육용오리 사육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 연간 육용오리 출하량이 8억 마리 이상을 치지하고 있다. 복건성

은 판오리반판오리(番鸭半番鸭) 주산지로서 연간 출하량이 2억 마리를 초과하

고 있고, 절강성, 복건성과 호북성은 산란용 오리의 생산, 가공 주산지이다.

오리알 생산은 주로 화동지역(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강서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오리알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오리알 생

산량은 연간 550만 톤으로, 중국 가금알 총생산량 2,800만 톤의 20%를 차지

한다. 화동지역의 채란용 오리 품종은 주로 복건성 산마오리와 절강성 소흥

오리를 선별 및 육종한 것으로, 500일령의 채란수가 연간 300개 이상, 채란 

무게가 20kg을 초과하는 등 외국에서 도입한 캠벨 품종이 생산한 오리알 무

게 대비 1.2kg 이상 높다.

2.3. 오리고기 부산물 유통 실태

축산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수집상을 통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산업화 가공기업을 통한 직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오리

고기 및 부산물의 유통경로도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유통경로를 거친다. 오

리고기 소비구조가 대부분 요식업체의 외식소비와 가공제품 형태이기 때문

에, 다른 축산물과 달리 대규모 오리 가공기업을 통한 유통비중이 80% 정도

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侯水生, 2013). 따라서 중국의 오리산업의 

유통구조는 산업화, 선진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리고기 및 

부산물 유통과정에서 오리 가공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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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오리고기 및 부산물의 유통경로

자료: 자체 조사 및 작성.

2.3.1. 종오리 보급단계

오랫동안 지역 전통 품종에 대한 선별 및 육종과 외국 품종 도입 등의 노

력을 거쳐, 현재 중국은 다양한 국내외 오리 우량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전

국적으로 광범하게 보급하고 있는 국내외 우량 오리품종 중 육용 품종은 주

로 북경오리，체리벨리，사천마(麻)오리, 적고(狄高)오리，판(番)오리，천부

육(天府肉)오리 등이고, 산란오리 품종으로는 소흥오리，금정오리，유현마

오리, 캠벨오리 등이 있다. 겸용 품종으로는 주로 고우오리, 건창오리, 초호

오리, 계서(桂西)오리 등이 있다.

중국의 전통 오리품종 보급경로는 연구단체가 개발하고 종오리 업체가 연

구단체로부터 오리품종의 경영, 판매권한을 구매한 후, 종오리 업체가 보급

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리품종 자원을 개발 및 보

호하고 있다.

지역별로 종오리 사육장이 건립되어 있고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지역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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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국가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에 성공한 오리품

종의 생산과 경영 권한에 대해 종오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경

영판매권한 금액, 생산과정 기술서비스 제공 비용 및 판매수익에 따른 로열

티 책정 등 사항이 포함된다.

종오리 기업은 국가 연구단체가 개발 성공한 시장성이 좋은 오리품종의 

경영판매 권한을 구매한 후, 종오리 생산 및 보급을 진행하거나 혹은 직접 

외국품종 종오리를 구입하는 방식을 통해 종오리 생산을 진행한다.

2.3.2. 오리 사육단계

오리농가의 사육방식에는 대체로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계약사육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사육 방식이다. 현재 오리농가가 진행하는 사육

방식 중 계약사육 방식이 80%를 차지하고, 자체사육 방식이 20%를 차지한

다(井光义, 2008).

계약사육 방식은 오리농가가 오리가공기업과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오리

가공기업이 새끼오리, 사료를 제공하며, 농가가 오리를 사육한 후 계약한 가

격에 따라 기업에 납품하는, 일종 노동력 제공 방식이다. 계약사육 방식의 

경우, 오리 가공기업이 축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육용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보통 회당 5,000마리 정도를 사육하는데, 40일 정도 키우면 마

리당 2위안 수익이 발생한다. 오리 사육 시 폐사율이 3% 정도로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오리농가가 이 방식을 선호한다. 규모화된 오리

가공 기업들은 인근 지역 수백 내지 수천 농가와 계약사육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 중 진싱그룹은 현재 1,800여 농가와 오리 사육 계약을 하고 있다.

자체사육 방식은 오리농가가 자체적으로 시장가격에 따라 종오리 업체로

부터 새끼오리를 구입하고, 자체 기술경험에 따라 사육한 후 판매를 진행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자금투자가 크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반면에, 판로가 

좋으면 사육이윤이 계약사육보다 마리당 2〜3배 높다. 따라서 자금력이 있

고 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오리농가들이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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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현재가격으로 계산하면, 자체사육 시 새끼오리 마리당 가격이 

4.5위안, 사료요구율을 1.8:1로 계산하고, 약물투입비, 수도 및 전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오리 수매가격을 kg당 7.8위안으로 환산하면, 마리당 수익

이 5위안 정도가 된다.

오리 사육비용 중에서 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따라

서, 사료가격 변동이 사육농가와 사육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오리 사

육 사료 중 대부분이 옥수수와 대두인데, 중국의 옥수수와 대두 가격변동이 

국제시장에 비해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오리 사육농가와 기업에 큰 압력

을 준다. 따라서 소규모 오리농가와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남성 화잉(华英)그룹의 2010년 재무보고를 통해, 사료비용 변동의 총이

익에 대한 영향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규모와 운영자금이 불변임

을 가정하면, 사료가격이 5% 상승하면 기업의 총이익이 8.8% 감소하고 경영

이율도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2).

표 11-2. 사료가격 상승과 영업이윤 간 관계

단위: 만위안

사료가격변동비율(%) 0 1 2 3 4 5

주경영수입 130,332 130,332 130,332 130,332 130,332 130,332

주경영비용 114,863 115,667 116,471 117,275 118,079 118,883

총이익(%) 11.87 11.25 10.64 10.02 9.4 8.78

총이익감소율(%) 0 -0.62 -1.23 -1.85 -2.47 -3.08

주경영소득-비용 15,469 14,665 13,861 13,057 12,253 11,449

경영비용 11,185 11,185 11,185 11,185 11,185 11,185

영업이윤 4,285 3,481 2,677 1,873 1,069 264

영업이윤율(%) 3.29 2.67 2.05 1.44 0.82 0.2

자료: 华英禽业集团有限公司. 2011.(화잉가금업그룹유한기업 2010년도 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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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오리고기 가공단계

오리고기 및 부산물의 가공단계는 오리고기 도축가공과 오리고기 제품 정

밀가공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 분산된 오리고기 가공기업은 수

집상을 거쳐 생오리를 구입한 후 간편한 오리고기 도축가공을 진행한다. 대

규모 산업화 오리고기 가공기업은 체계화된 도축, 기초가공뿐만 아니라 오

리고기제품 정밀가공까지 진행한다.

최근 지역별로 자금력이 좋고 대규모 인도 능력을 갖춘 오리고기 가공 용

두기업(선도적 기업)들이 형성되었다. 전국 10대 오리가공 기업들로는 하남

성 화잉(华英)62, 내몽골 사이페이야(赛飞亚), 산동성 류허(六和), 강서성 황상

황(煌上煌), 산동성 중오우(中澳), 산동성 화캉(华康), 산동성 옌저우루이우앤

(兖州绿源), 북경 진싱(金星), 사천성 맨잉(绵樱), 강소성 고우유(高邮) 등이

다. 이 기업들은 종오리 구입, 새끼오리 부화에서부터 오리 도축, 오리고기제

품 정밀가공 및 체인점 직영판매에 이르는 계열화된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오리 도축은 도축전 관리, 현수(매달기), 실신 도살 방혈, 탕박, 털 

제거, 왁싱, 내장 적출, 냉각, 절단, 예냉 등 과정을 거친다(사진 1). 생오리가 

도축장에 진입할 때 ‘동물검역합격증명’, ‘동물 및 동물제품운송도구소독증

명’ 검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육안으로 오리의 상태를 검사하여 상처가 있는

62 하남성 화잉가금업그룹유한기업은 1991년에 건립하였으며, 주로 오리고기 가

공을 진행하고 있음. 종오리 사육, 육용오리 사육, 도축가공, 조제품가공, 사료

생산, 오리털가공 등 산업화 생산과 포장제품 일체화인 국가 대규모 다국적기

업임. 2010년 말 기준, 총자산이 14억 위안, 종오리 사육장 8개, 대규모 사육단

지 36개, 사료공장 4개, 오리고기 가공공장 생산라인 7개, 오리고기 조제식품 

가공생산라인 1개, 오리털 가공 생산라인 2개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세계 최

대 오리 사육가공기업으로서 연간 체리벨리 오리 7,000만 마리, 육용오리 

2,000만 마리, 조제오리식품 1만 톤, 오리털 5,000톤, 사료 46만 톤을 생산하고 

있음. 산하의 4개 수출식품 가공기업은 중국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기를 

취득하였고, 냉동 오리제품은 대일본, 대한국 위생등기 자격을 취득하였음. 본 

기업이 중국 오리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데, 2010년 생

산액은 13억 위안, 순이익이 5억 5,000만 위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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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리눈에 분비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는 병균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오리를 도축하기 전에는 휴식, 금식, 샤워 등 과정을 거친다. 도축 

전 12～24시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8시간을 금식하는데, 그동안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그림 11-6. 오리 도축과정 흐름도

오리검역 도축대기 현수

실신 도살 방혈 탕박(데치기) 털제거

왁싱 잔털제거 내장적출

세척 냉각 절단

포장 예냉 항온저장

자료 1) 范旭明. 2011.(제4회 중국수금발전대회, “생산판매모델 혁신을 통해 제품브랜드 

창출”, 강서황상황그룹 식품주식유한기업).

2) 도축가공공장 출품률 계산 목록 일람표. <http://www.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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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내장적출 과정을 거쳐 통오리는 손질한 통오리로 가공된다. 적출한 

내장은 부위별로 구분하여 오리내장용으로 포장 및 판매된다. 내장을 적출

한 손질한 통오리는 머리제거용, 부위절단용, 사지제거용 등 세 가지 유형으

로 가공처리를 진행한다.

그림 11-7. 오리 내장적출 후 산출 제품 유형

자료: 도축가공공장 출품률 계산 목록 일람표. <http://www.baidu.com>.

중국은 오리고기 부위별 가공제품을 거의 전역에서 대량 소비하고 있다.

오리고기 부위별로 일반적인 장절임, 매운맛 장절임, 특수한 향을 가미한 장

절임 등으로 가공하여 소비한다. 오리 사육 주산지 농촌지역은 소규모 오리

고기 가공품기업이 가정경영 형태로 오리고기 가공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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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손질 통오리 부위별 가공제품 유형

자료: 도축가공공장 출품률 계산 목록 일람표. <http://www.baidu.com>.

2.3.4. 오리고기 판매단계

오리고기의 주된 판매 경로는 요식업체, 오리 조제가공제품 전문매장, 대

형 할인마트 등이다. 오리고기 소비는 가정 내 소비보다 외식소비가 주를 이

루고 있다. 산 동물의 거래가 허용되던 시기에도 가정에서 닭은 도살하여 식

용하지만, 오리를 가정에서 도살하여 식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물론, 농촌

지역의 자체생산 자체소비의 형식도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오리고기가 페스

티벌 식품으로 인식되어, 식당에서도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비싸고 맛이 좋

다는 평을 받는다.

요식업체는 일반적으로 오리가공업체와 직거래를 하거나 중간의 한 단계

의 배송업체를 통해 공급받는다. 북경진싱(金星)은 중국 유명 북경오리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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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당인 추앤쥐더(全聚德)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경오리 구이용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일별 평균 납품물량이 1만 마리에 달하며, 명절기간인 성

수기에는 1만 8,000마리에 달한다.

대규모 오리고기 가공품 기업들은 산업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

로 전문매장을 운영하여 수십여 종류의 오리고기 조제식품을 판매하고 있으

며, 동시에 선물포장 형태로 조리식품으로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림 11-9. 오리고기 판매채널 유형

오리고기 전문식당

오리고기 조제식품 전문매장

오리고기 조제식품 판매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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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리고기 및 부산물 소비 실태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고기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리고기를 더운 날씨에 먹는 찬 음식으로 

기능성 식품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오리고기는 중국에서 영양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리의 식용 가능한 부분의 단백질 함유량이 약 16∼

25%로 타 축산육보다 높으며, 지방함유량이 7.5% 정도로 닭고기보다 높고 

돼지고기보다 낮다. 오리고기는 전체조직에 지방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다.

중국의 오리고기 소비는 지역별 전통습관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별 오리 

소비를 보면 북방지역은 베이징덕과 같은 북경오리 구이 소비가 많으며, 북

경오리 구이용 원료로 북경오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경오리는 지방이 

많아 통오리구이에 비교적 적합하지만, 베이징덕 외의 요리에서는 살코기가 

많은 토종오리에 비하여 선호도가 떨어진다.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광서자치구, 복건성 등 지역에서는 전통오리인 마

오리(麻鸭), 판오리(番鸭) 그리고 판야(番鸭)와 전통 오리의 교배종인 반판야

(半番鸭), 체리벨리 등 상대적으로 살코기가 많은 오리를 많이 소비한다. 오

리고기 소비가 많은 남경(南京)시는 전통 지방 품종인 마오리 요리를 대량 

소비한다.

전국에서 소비하는 오리고기 제품을 가공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오리구이

(烤鸭)，소오리(烧鸭)，판오리(板鸭)，향소오리(香酥鸭)，루오리(卤鸭)，훈오

리(熏鸭)，염수오리(盐水鸭)，장오리(酱鸭) 등 다양하다. 북방지역은 주로 북

경오리구이를 즐겨 먹는 반면, 남방지역의 오리고기 식용습관은 지방별 특

색이 있다. 광동, 광서 등 지역에서는 구이(烧鸭) 형태로 소비하고, 강소성 절

강성, 복건성, 호남성, 호북성 등 지역에서는 장오리，판오리，염수오리，마

오리 형태로 대량 소비한다.

오리는 부위 전체가 보배라고 할 정도로 부위별로 제품가치가 매우 높다.

오리는 유사제품이라 할 수 있는 육계와 비교해 보면, 부위별 가치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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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나타난다. 오리의 목, 오리의 혀, 오리의 발, 오리의 간, 오리의 창자,

오리의 피, 고기를 발라낸 오리의 뼈, 오리의 털 등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

매되는 오리제품들이다.

오리의 목, 혀, 발, 간, 창자, 피, 고기를 발라낸 뼈 등은 다양한 요리, 익힌 

식품으로 만들어져 대량으로 소비된다. 거의 중국 전역에서 오리 부산물이  

소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형태도 다양하다. 오리의 목과 발은 일반적

인 장절임, 매운맛 장절임, 특수한 향을 가미한 장절임 등으로 소비된다. 오리

의 혀는 고급 요리로 볶음요리, 탕으로 소비되고, 오리간은 수육, 볶음요리로,

오리 창자는 볶음요리로 소비된다. 오리의 피는 오리피소시지, 화로탕용 오리

피(오리피두부)로 소비되고, 고기를 발라낸 뼈는 튀김, 탕으로 소비된다.

오리의 털은 의류제품, 이불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리의 털

은 동물성 단백질섬유로서 면화(식물성 섬유)보다 보온 성능이 높다. 오리의 

털의 구형 섬유에는 수많은 삼각형 구멍이 있는데, 이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인체에서 발산되는 열기를 흡

수하고 외부의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다. 중국의 오리털 생산량은 연간 12.5만 

톤에 이르며, 이는 세계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오리털 제품의 수출량

은 세계 수출 총량의 55%를 차지한다.

그림 11-10. 부위별 오리조제 가공식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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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오리산업의 시사점

3.1. 오리 생산 및 소비에 유리한 조건

중국은 오리의 생산성이 높고, 사육 조건과 전통 소비습관 측면에서도 적

합하며, 유전자원도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장점들

로 인해 오리산업에 있어 세계 제일의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국 

내 오리고기 소비에 따라 오리품종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 방향을 육용성능

과 산란성능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오리고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오리고기 소비는 지역별 전통습관에 따라 다양하며,

지역별로도 오리생산 품종에 따라 북방지역은 주로 북경오리구이를 즐겨 먹

는다. 반면, 남방지역의 오리고기 식용습관은 지방별 특색이 있다. 또한 전국

에서 소비하는 오리고기 제품을 가공형태별로 오리구이, 소오리, 판오리 등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오리의 목, 혀, 발, 간, 창자, 피, 고기를 발라낸 

뼈 등은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통오리와 훈제오리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의 부산물은 수출 또는 폐기하는 실정이다.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여

러 부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계열화의 진전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자금력이 있는 대규모 기업들이 가공·유통을 중심으

로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대 오리가공 기업들은 지역별로 분

포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종오리 구입, 새끼오리 부화에서부터 오리 도축,

오리고기제품 가공 및 체인점 직영판매에 이르는 계열화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육기술 방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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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육 방식에 있어서는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개방형 온

실 사육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온실 사육방식이 중국 오리사육량의 90% 이

상을 차지하며, 기초시설, 설비, 사육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규모화된 육용오리 사육 단지를 건립하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FTA 발효 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

의 오리고기 제품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

기 위해,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불협화음을 줄여나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의 마련이 필요하다.

3.3. 질병과 식품의 위생안전 미흡

최근 몇 년 이래 중국에서 클렌뷰터롤, 가짜 우유, 유독 우유, sudan 등 일

련의 식품안전에 관한 대형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심신건강을 크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동물성식

품 생산과정에 심각한 안전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현재 중국 오리

산업 생산자의 건강한 사육관념이 아직 낮고, 저질 사료(예를 들면 세균을 

함유한 육골분 등), 사료첨가제, 각종 약물을 남용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

재함에 따라 동물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였고,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

는 것도 중국 오리산업의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관련 전염병의 유행이 갈수록 복잡하게 진

행되고 있고, 오랜 병을 근절하지 못한 채 새로운 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리의 질병인 독성 간염, 전염성 장막염 등은 과거 오랜 동안 중국의 

육용오리산업에 위해를 끼쳤던 주요한 질병이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병원(病

原) 혹은 병원에 대한 새로운 혈청형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질병 발생의 확

대는 중국 오리산업의 성장을 막는 문제로 남아 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철새의 영향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지원 

및 농가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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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분석한 오리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인과성 분

석 결과와 유통실태 조사 결과, 유통정책 평가 결과, 계열화 효과 분석 그리

고 외국사례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리고기의 유통체계 개선

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유통단계별 주요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한

다. 오리고기의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며,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1.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오리고기가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면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오리고기 소비증가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리고기의 생산량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작다. 오리고기는 아직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작지만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

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리고기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가격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 분석에서 도매가격과 산지가격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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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에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매가격은 다른 유통단계

의 가격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리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연

동성 제고가 오리고기 유통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오리고기 

소비가 경기에 민감한 외식에 편중된 것도 오리고기 가격의 안정을 추구하

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오리산업은 대부분 계열화되어 있으나 부화, 사료,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외식 등 완전 계열화를 갖춘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오

리, 부화, 사료 그리고 외식단계의 계열화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리 계열농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리 계열업체와 농가 사이에 오리 사

육 관련 갈등요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업체가 농가에 제공하는 사

료의 가격, 서비스의 품질, 사육수수료의 정산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

았다. 계열농가의 사료가격에 대한 불만은 오리계열업체가 대부분 사료부문

을 계열화시키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고기 유통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격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리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연동성

을 제고하여 가격변동에 따라 수급이 조절될 수 있도록 오리고기 시장을 선

순환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리고기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고, 오리산업의 균

형발전을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동안 오리산업은 민간계열업

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반면, 협동조합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오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오리고기 시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계열업체의 농가에 대한 사료 등 생산요소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열화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업체와 농가 간 그리고 

계열업체 간 갈등구조 해소를 통해 오리고기 생산이 안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식에 편향된 오리고기 소비구조 문제도 해소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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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오리고기 시장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

2. 유통체계 개선 방안 

2.1. 오리고기 소비의 외식편향 해소와 수요기반 확대

육류의 소비는 소비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하지만, 크게 가정 내 소

비와 외식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육류의 경우 가정소비 비율이 

높지만 오리고기는 외식소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오리고기 유통 가공업체 

조사 결과, 유통 가공업체는 오리고기의 60% 이상을 계열업체로부터 구매하

고 있으며, 구입한 오리고기의 대부분을 중도매상 대리점과 가든형 음식점

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매상과 대리점의 주요 판매경로 역

시 음식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오리고기 유통물량의 60% 이상이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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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고기의 가정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요 원인으로 요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2012).

따라서 오리고기의 외식편향 소비를 해소하고 수요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서는 먼저, 훈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외식편향 소비구조에서 벗어나 가

정 내 소비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오리요리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한적인 오리 제품과 소비행태를 극복하기 위해 저장성과 

이동성이 편리한 제품(예, 오리고기 통조림) 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리

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의무자조금제 도입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오리고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등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계열업

체 조사 결과, 오리고기 등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업체들이 등급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판매물

량 확대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오리

고기의 등급제 도입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오리고기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규격화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오리고기의 수출진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시장조사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수

출인프라 구축, 수출대상국의 유통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판촉지원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압장의 가동률은 국내 오리고기 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해 성수기(5～8월)

에 높지만, 비수기(9～4월)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오리고기의 수출 활성화는 

국내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한 도압장 가동률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수요 증가로 도압장과 가공장 등의 가동률이 높아질 경

우 도압장의 단위당 고정비용 절감으로 오리고기의 생산원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오리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고 세계 오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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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오리 계열업체는 중국을 오리고기 

주요 수출시장으로 설정하여, 오리고기 수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HP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신선

육 수출이 불가능하다.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1차 열처리를 통한 

오리고기 중간제품이나 완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출하고, 청정국 지위

를 확보한 후에는 신선육까지 확대 수출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의 성(城)별로 다양한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오리고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적

극 고려해 볼 수 있다.

2.2. 오리업계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와 수급안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2013.3.23) 제5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

향과 시장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다. 축산계열업체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만 오리산업의 경우 오리고기 계열업체가 수급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오리고기 계열업체의 수급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업계 자율

적으로 수급예측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리 관측정보와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수급조절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 간 수급조절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준수하는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계열업체 

간 과당경쟁 지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안312

둘째, 계열업체가 안정적으로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에 직판할 수 있는 

다양한 신유통 체계가 구축되어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리고기 시장은 대부분 계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중도매상이나 대리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계열업체의 오리고

기 유통 및 판매부문에 있어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오리산업 

계열화의 완성도가 높아질 경우, 오리고기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유통비용 절감과 수급조절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리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연동성 제고

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생산에 적합하고 소비자의 선호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오리품

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오리사료 품질의 균일성 유지와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 오리계열업체의 사료 공급안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리고기 

생산에 오리품종과 사료는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그러나 오리 생산에 

필요한 원종오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서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다. 국내 시장에서 오리고기 

시장차별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국형 

원종오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리고기의 대부분을 계열업체를 통해 생산하지만, 오리계열업체

의 사료부문의 계열화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오리계열업체는 사료부문의 

계열화를 통해 사료의 품질과 가격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

다. 계열업체가 오리고기 브랜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수급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오리생산 제품의 균일성 유지를 위한 종자, 사료, 사양관리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외국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 오리 사양

관리 매뉴얼도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리농가의 비닐축사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에 오리계약농가의 시설투자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

티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계약농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계열사업자와 계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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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 제 7～9조에는 계열사업자와 농가가 계약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열화사업자와 계

약농가의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계약농가는 

계약사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 제16조에 따

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농

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사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계

열업체와 농가 사이에 발생 가능한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

고 있으나, 계약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약보장 

등 투자위험 분산에 관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다섯째, 오리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계열업체와 계약농가의 갈등구

조 해소뿐 아니라 오리계열업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오리 

계열업체는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계열업체의 과

당경쟁을 지양하고, 오리고기의 수급안정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을 통해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 스스로 

자조금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하고, 전국단위로 오리 계열업체 중심의 유통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열업체들의 

갈등해소 및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3. 오리사육의 표준계약서 권장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오리계열업체와 계약농가의 사육 및 정산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오리고

기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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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오리사육과 관련하여 표준계

약서의 적용을 업계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오리농가 조사 결과,

계열업체의 사육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 오리농가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조사

에 참여한 많은 오리계열업체도 계약 당사자 간 신뢰도 제고와 업체 간 지나

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

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수정해 나가는 표준계약서 평가 환류체계 구축

도 필요하다.

2.4. 오리고기의 안전성 제고와 업계의 품질관리 강화 

오리농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리농가의 비닐축사 비율이 높을 뿐 아니

라 농가의 방역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의 안전성 강

화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강화와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장단위의 방역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질병의 발생은 단기적

으로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의 충격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처

분에 따른 공급부족과 소비회복에 따른 가격의 폭등을 야기한다. 가축질병

은 한번 발생하면 가격왜곡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비용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오리고기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오리고기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체계의 구축도 고려되어야 한다. 오리 및 오리고기의 안전

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위해요소를 제거

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리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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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오리고기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주체별 역할

다. 수입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수입 오리고기에 대한 이

력추적제도 동시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농장 소재지 단위로 

가금류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리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해 

외국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

록 관련 기초연구 및 적용방안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리고기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F1 종오리 사용 금지에 대한 업계 

자율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ISO 9001 적용 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축산법에 F1은 종오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F1이 종오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병아리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오리고기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업계 자율적

으로 F1 종오리 사용 금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리고기 계열업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리고기 계열업체가 위해요소중

점관리시스템(HACCP)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

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ISO 9001)을 적용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오리고기의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기반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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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ISO 9001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

며, 정부에서도 업계의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 오리고기 거래기준 가격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

오리고기 계열업체는 오리협회에서 고시하는 오리고기 가격에 대해 대표

성을 인정하고 이용률도 높지만, 오리 유통 가공업체는 오리협회 고시가격

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리시장의 전체 수급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

는 것으로 평가하며, 업체의 자체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리산업의 발전과 오리고기 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수급상황이 제

때 반영되는 거래기준가격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오리고기 거래기준가격

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오리협회 고시가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리가격 

고시위원회에 계열업체를 비롯하여 유통 가공업체, 소매업체, 소비자단체 등

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오리고기의 고시가격이 오리고기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리고기 가격 의무보고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축산물 가격 

의무보고제는 생산자나 중간유통업자, 소매업자, 계열업체 등이 정부에 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축산물가격의무보

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1999)에 따라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

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별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에 거래가격 정보를 보고하

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집된 가격을 다시 발표함으로써 이 가격이 시장거래

의 참고가격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리고기 시장의 경쟁과 유

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리고기 등 축산물 가격의 의무보고제 도입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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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리고기 시장의 가격 산정 기준이 마리단위에서 중량단위로 변경되

어야 할 것이다. 오리 거래에서 가격산정을 1마리 단위가 아닌 중량(㎏)당 가

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열업체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

장이며, 유통업체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유통업체의 주된 반대 이유는 단위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과 농가와의 사료효율을 둘러싼 갈등을 지적하였

으나, 소비자 혼란은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

으며, 사료효율을 둘러싼 농가와의 갈등은 업체와 계약농가 간 가격정산 방

식의 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즉, 출하된 오리의 수율 및 지육 중량에 따

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농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표준계약

서에 적용하여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중량단위의 가격 산정방식

은 마리단위 산정방식에 비해 사육수수료 차등지급이 가능하여 오리사육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유통업자의 오리고기 거래 또는 소비자의 

오리고기 구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6.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 관련 통계 체계 구축

현재 오리 및 오리고기 가격은 오리협회에서 산지가격으로 새끼오리가격

(생체 1일령 기준)과 생체오리가격(생체 3kg 기준)을, 도매단계 가격으로 신

선육 가격(도체 2kg 기준)과 토치육 가격(도체 2kg 기준)을 각각 발표하고 있

다. 국내 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에 대해 농수

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오리고기 소비자가격은 발표

되고 있지 않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오리고기 소비자가격이 없기 때

문에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특정 소매업체의 가격자료를 조사

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오리고기의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리고기 소비행태 변화 파악과 유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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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가격연동성을 제대로 분석하여 축산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리고기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통

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의 통계체계 구축 차원에

서도 축산물가격 의무보고제 도입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오리의 수급전망을 통해 오리고기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오리에 대한 재고물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종오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조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2-3. 오리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제4부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축산물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하지만 축산물은 생

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수급에 있어 단기간 변동이 많아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통구조의 편중성과 복잡한 유통구조도 가격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우유와 오리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유는 가격

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리고기 또한 협회의 고시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형성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우유와 오

리고기의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유의 경우 효율적인 집유방법과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리의 경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유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수급구조와 가격결정

체계를 분석한 후, 다양한 정책(안)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

형을 개발하고, 유통실태의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축산물의 가격안

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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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1부 낙농부문에서 우유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과 우유 유

통실태 분석 그리고 우유 유통정책 과제 순위조사 및 평가를 통해 주요 과제

를 도출하고, 주요 정책 및 환경의 변화가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유 유

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부 오리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의 

제약 때문에 심층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유사한 연구 절차를 통해 개

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1부에서 우유에 대해, 2부에서는 오리고

기에 대해 분석 결과와 정책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제2부 우유

□ 수급 및 유통구조

원유의 수급상으로는 2003년 이후 음용유 소비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

으며, 원유의 공급과 수요는 계절성이 있어 연중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FTA 발효 또는 추진 국가 중 국내 유제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

라는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금후 점진적인 관세철폐와 관세할당

(TRQ) 제공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유제품 수입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치즈, 탈지분유, 조제분유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

문에, 이들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면 유제품에 관한 한 미국이나 EU와 유

사한 양허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통측면에서 보면, 대형마트의 백색우유 점유율이 50% 정도로 크며 지속

적으로 대형마트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우유의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격 중 원재료비는 43.0%, 제조경비는 25.2%, 유통비는 

31.8%의 구성을 보였다. 그 가운데 제조 및 유통비용이 57%로, 우유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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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낙농정책 및 제도현황 분석

정부는 2013년 4월의 농산업선진화대책에서 첫째,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중앙낙농기구의 역할을 맡기고, 둘째, 생산 공급단계 수급관리로 

안정적인 원유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계절 잉여물량에 대해 생산비수준을 보전하고, 넷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

성우 전문목장을 설립하며, 쿼터뱅크를 운영하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도 전

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에는 전국단위 쿼터를 축

으로 하는 원유 수급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2014년 1

월부터 유단백질이 새로운 유대산정체계에 포함되지만, 유단백 가치 산정에 

있어 정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 우유의 물가 파급영향 분석

Bradley-Terry 및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낙농제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는 평균적으로 약 2.9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주요 농축산물에 비해 낙농제

품이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유의 최근 4년간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우유의 기여도가 다른 주요 농축산물에 비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도

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55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주요 낙농제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분석

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품목의 승산비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쌀보다 체감물

가에 대한 영향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물가를 체감하는 요소에

는 생필품적 인식과 더불어 가격변동 및 총 지출금액 등에 의한 종합적인 영

향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변동 폭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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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가정책과 더불어 생필품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물가의 안

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낙농제품에 대한 가구의 수요패턴 변화 분석

가계동향조사 (1990∼2012) 데이터를 가지고 낙농제품의 소비자 수요패

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S-AIDS 모형을 사용하여 인구통계

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유제품의 소득

탄력성은 0.8654로 비교 대상 9개 품목 중 7번째의 크기를 보여,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유제품의 보상 가격탄력성은 –0.49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30대 초중반보다 30대 미만이 소득탄력성

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미만의 젊은 층과 노년층에 타깃을 설정

하여 차별화된 제품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소득

에 따른 소득탄력성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음을 함께 밝혔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는 소득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는 있으나 

전 기간에 걸쳐 소득탄력성이 1보다 낮은 필수재적 성격을 보였다.

□ 해외 우유 유통관련 제도 및 시사점

일본과 미국의 우유 유통관련 제도 조사 결과, 우유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

정 장치를 통해 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었으며, 집유일원화 또는 광역

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단위의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치즈·발효유 등 국내산 유제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유제품 가

격 의무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과 경쟁도를 높이고 있었다. 우리나라

에도 이 같은 정책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우유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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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급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

형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계측하였다. 시유의 자체 가격탄력성은 

–0.43로 나타났으며, 유단백을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으로 인한 원유수취가

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쿼터 내 농가원유수취가격이 2% 상승한 경우를 가

정할 때 우유 소비자가격은 1% 인상되고 우유소비량은 0.4%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종 음료 등 우유 대체재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유 소비량이 1%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쿼터 내 시유

용 사용량이 1% 감소하고 가공용 사용량은 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수급물량 조절기구가 생긴다면 유가공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행사

에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유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축소되면 우유 

소비자가격은 하락하고 우유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소비자후생은  증가하고 가공유통 분야의 후생은 감소하며 생산자 후생은 변

화가 없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 우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평가

현행 유업체별 집유체계는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제시하

였다. 다만,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

다. 또한, 유업체별로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우유시장은 제품의 대

체성이 큰 시장이라는 분석 결과에 의해 수급불균형으로 쿼터 조정의 필요

가 발생했을 때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유기준가격연

동제는 올해 합의되어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아직 특별히 문제가 나타나

지는 않고 있지만 가격조정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가. 가격안정화 및 소득안정화에 대한 소비자 의견 분석

대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주부) 550명을 대상으로 가격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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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득안정화에 대해 소비자 의견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가격하락에 따

른 소득 또는 가격 보조가 농가소득의 보전을 통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유

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낙농산업 정책 평가

학계, 업계, 정부의 전문가 45인을 대상으로 11개 주요 낙농산업 정책을 

평가하였다. 유지방과 유단백 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 유지방: 유단백 가치의 

비율은 42.7: 57.3로, 유지방보다는 유단백질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

어,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유단백질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평가를 위해 제시한 11개 주요 정책 

모두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 평균 이상의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전국단위 쿼터제’가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쿼터

제 및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원유가격 연동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중요도 평가 결과,

집유선 일원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시설 현대

화’와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의 순이었다. 종합 평가에서는 현재 시행 중

인 정책 중 ‘쿼터제 및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보였다. ‘원유가격 

연동제’도 효율성과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유 유통체계 개선 방안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집유일원화 또는 광역화와 유제품 공동배송센터 구

축 그리고 유업체의 소매가격 간섭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우유시장의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

러 유제품 가격 의무보고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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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원유의 위생·용도별, 성분별, 계절별 가격차등제 

적용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적정차등가격 수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위생·용

도별 적정차별가격 수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원유 리터당 음용

유용과 유제품용이 각각 980원, 482원으로 계산되었으며, 농가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유제품용 가격이 리터당 705.7원(생산비의 90% 수준)일 

때 음용유용은 889원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634.6원(경영비 보상)

일 때 음용유용은 919.5원이 적정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성분별 적정 차등

가격 비율은 유단백 가격이 유지방 가격보다 함유량 1% 증감에 따라 1.13

(전문가 조사)～3.85배 차이(유지방과 유단백 간의 관계 기준)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별 적정 차등 수준은 1～5월에는 기준가격을 13.3%

인하하고, 6～12월에는 기준가격을 9.5%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밝혔다. 차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유일원화 또는 광역화와 농

가수취가격 공동정산제 도입이 중요함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유업체 쿼터제를 전국단위 쿼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

해 중앙낙농기구의 기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수급균형을 유

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조금 홍보 활동과 가공유지원 사업의 효율성 개선 

및 강화 등의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 제3부 오리고기

□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구조

가. 수급 현황

국내 생산량은 지난 12년(2001년 대비 201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오리고기 수입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이다. 오리고기 가격은 봄 행

락철과 여름철 복 수요 등 수요요인에 의해 계절성을 가지며,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2월에 최저치를 나타낸다.



요약 및 결론326

나. 가격 인과성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

리고기 가격 자료로 Johansen의 공적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 DAG 기법을 이용하여 인과성 분석을 시도하

였다.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리고기 가격변수 모두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차분변수는 안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끼오리, 도매 신선육, 소매 오리고기 가격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차분된(differenced)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적 인과성 분석 결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매가격과 산지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밀접

함을 알 수 있었다. DAG 분석 결과, 도매가격이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의 주

도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단계의 가격과 도매 및 산지가격 간 상관관

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시간상 인과성을 살펴보

기 위해 Block Exogeneity Wald Test를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산지가격은 5% 유의수준에서 도매가격

(FDP)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매가격의 경우는 다른 변수

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다. 가축질병(HPAI)이 유통단계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유통단계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HPAI는 단기적으로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발생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매몰처분으로 인한 공급감소와 소비회복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업계의 투자가 확대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과정이 반복

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질병 발생시 단기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충격뿐 아

니라 이후 공급부족과 소비회복에 따른 가격의 폭등, 이후 업계의 과잉투자

로 인한 공급과잉까지 전반적이고 주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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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 오리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과 과제

가. 오리산업의 계열화 현황

오리 계열화 업체는 17개 업체가 있으며, 육계보다는 시장의 과점화가 아

직 낮은 편이다. 계열화 매출 상위 업체에 대해 계열화 정도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가 사육 및 가공, 판매 단계의 계열화 및 부분계열

화는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종오리, 부화, 사료 및 외식단계의 계열화 정도

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가격과 오리 도압마릿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는 오리가

격과 도압마릿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오리가격이 도압마릿수에 비해 3∼5개월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도압마릿수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의 

물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HHI

지수가 3∼4월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리가 이 시기에 규모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출하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HHI

지수가 최근 점차 그 변동 폭이 커지는 것은 2011년 HPAI 이후 공급과잉으

로 인해 업체별로 물량변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오리 신선육 가격과 HHI지수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 시기 규모가 

큰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계열화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 대부분 HACCP 적용을 하고 있지

만, 품질관리 시스템인 ISO 9001을 적용 중인 업체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오리 계열화 업체와 일반 농가의 생산비를 비교해 본 결과, 계열화 농가

의 연간 소득이 단독경영 농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열화 사업에 참여

하는 농가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는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수수료 수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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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오리고기의 유통 실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계열업체 15개 업체 중 9개 업체,

유통업체 31개소, 부화농가 31호, 사육농가 158호를 대상으로 오리고기의 유

통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농가

설문조사에 응한 농가의 1회전 기준 평균 사육규모는 1만 6,529마리이며,

사육시설 형태별로는 비닐하우스 형태가 61%로 나타나 방역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리농가는 사육이 비교적 쉬운 오리의 특성과 계열업

체와의 사육 수수료 계약을 통해 기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 때문에 오리 사육을 선택하고 있음을 밝혔다.

계열업체의 계약 내용 미준수(66.7%), 계약서 내용(84.2%)에 대해 불만족

하였으며, 불만의 이유는 계열업체에 유리,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뢰

손상 등이었다.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94.7%)가 긍정적으

로 응답하였다. 특히, ‘농가 지원조건’에 대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

료 가격’,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불만족도가 높았다. 계열업체의 사육수

수료(위탁수수료) 정산방식에 대해서도 70% 정도가 불만족하였다. 조사 결

과에 의하면 오리 사육농가들은 사육수수료 정산에 있어 가격정산과 해당 

대금의 입금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며, 수수료

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오리 유통 가공업체

최근 3년간 계열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밝

혀졌다. 오리 구입으로부터 판매까지 걸리는 유통기간은 평균 6.6일(최단 1

일～최장 20일)이었으며, 오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 정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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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체적인 가격 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지만 ‘신뢰도’와 ‘대표

성’ 항목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이었다.

③ 오리 계열업체

총 10개의 오리 계열업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사료생산 능력은 

거의 없었으며, 판매경로는 대리점(통오리의 경우 43.2%)과 도매상(32.5%)에 

편중되어 있었다. 계열업체들의 2012년 기준 1일 평균 도압능력은 평균 3만 

4,000수 규모이며, 평균 가동률은 성수기(5～8월) 91.6%, 비수기(9～4월)

79.7%였으며,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 계열업체들의 자체물량 도압 비

율은 73.5% 정도였다. 위탁 도압 수수료 지출 비용은 마리당 1,000～1,100원

(토치 추가 수수료 200～220원) 정도였다.

농가 평가방식은 대부분(80%) 절대평가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채택의 이

유로는 ‘회사의 운영방침’과 ‘생산성 향상’, ‘정산방식의 편의성’ 등이었다.

상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압도적인 비율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제시한 농가와는 달리, 계열업체

에서는 60%만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거래주체 간 입장 차가 큼을 보였다. 가

격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60%만이 현행 마리단위 정산방법에서 중량단위 정

산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였다. 중량단위 가격산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시장에 마리단위 개념이 정착되어 있어 혼란 발생 우려’ 등이었다.

다. 오리 계열농가 사육성과 평가 방식

오리협회에 계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6개사의 위탁사육 계약서를 조사

하여 평가방식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해보았다. 조사된 6개 업체의 출하가격은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출하가격이 높은 업체일수록 농가에게 지급되

는 성과금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생산성이 우수한 농가에게 유리하게 구

성되어 있었다. 페널티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동 중 사압 발생 시 비용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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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전가 등으로 농가와 계열업체 간 불신도 상당히 높았으며, 일부 업체에

서는 계약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 약자인 농가 입장에서

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성성과금은 3개 계

열업체에서 시행 중이었으며, 마리당 800∼1,000원 수준이었다. 업체별 위탁 

사육계약서를 기준으로 ‘오리사육 기준표’를 작성한 결과에서도, 사육농가의 

사육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농가가 손해 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각 유통단계별 주체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사육 지급 기준표 내용 자체로는 업체와 사육농가 간의 불

공정거래가 발생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문제는 사육 수수료 정산 지연, 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미보장 등의 계약 불이

행과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열업체–사육농가 간 불신 그리고 사육 지급 

기준표 변경 시 계열업체–사육농가 간 협의가 아닌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등의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표준계약서(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농가가 요청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지만, 두 번째 정

산과정에 대해 표준계약서상 농가 참여방법 등을 명시하여 계열업체와 사육

농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 역시 표준계약서에 사육 지급기준 변경 시 농가와 협의가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작과정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오리협회 이외의 

생산자단체가 농가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의 명확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중 계열화로 인한 문제로 불공

정한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계열화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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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크게 평가방식, 정산지연, 정산방식의 불신, 사육지급 기준표 변경 시 

협의 문제, 병아리 품질 문제, 사료의 질 및 공급 문제, 회전수 보장 문제, 서

비스 품질, 농가지원 조건 등이 있다. 아울러, 오리 수요와 공급의 계절성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오리고기의 외식수요 편중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리고기를 가정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요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타 육류에 비해 비싸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오리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오리요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격형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그뿐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의 이용성, 신뢰성, 대표성에 대한 조사 

결과 유통업체와 계열업체 모두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갈리어 

업체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다수가 신뢰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가격체계가 필요하다.

오리고기 등급화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일부 자발적 

참여기업만이 시행하고 있다. 오리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 업

체로 등급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열사 내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견

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낮은 

도축장 가동률과 위생적인 생산시설 부족, 오리고기 규격화, 도매 및 소매가

격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 오리산업 유통정책 평가 및 계열화 효과 분석

가. 오리산업 유통정책 평가

축산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오리고기 가격변동성 완화와 관련

된 정책을 평가한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규격화’가 선택되었다. 이

어 ‘직거래 확대’, ‘표준계약서 도입’, ‘수급 조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

리고기 관련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책비용 측면에서는 수

급조절 정책과 시설 현대화, 도매시장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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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효과나 시행가능성, 수용성 측면에서 계열화 확대 정책이 높은 평가점

수를 받았다.

나. 오리산업 계열화 효과 분석

오리산업의 계열화 진전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시장지배력 증가의 효과를 

계측하고, 유통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의 월별 자료를 가지고 신산업분석론(NEIO)에 입각한 3SL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계열화 추정 결과,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은 –0.298

로 추정되었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체육류 가격의 변화에 따

른 오리 도매수요의 탄력성은 각각 0.34, 0.14, 0.25로 나타났다. 오리고기의 

소득탄력성은 5.667로 추정되어, 최근 소득의 증가에 따라 건강식품으로서의 

오리고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한편, 오리고기의 

시장구조는 과점시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리산업의 수평계열화 효과를 계측한 결과, 오리시장의 시장집중도가 

0.01 증가할수록 오리 계열업체의 마진율은 0.025%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앞으로도 수평계열화의 유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밝혔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오리 계열업체가 수평계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리고기에 대한 차별성

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수급의 

계절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미한다. 오리산업의 과

점 형태는 시장 내에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수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

러한 현상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수업체들의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생산농가를 중심으

로 하는 생산자단체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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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 중국의 오리고기 유통 관련 제도 및 시사점

중국은 전 세계 오리고기 소비의 대종을 차지한다. 중국에서의 오리고기 

소비는 페스티벌 소비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오리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돼지고기, 닭고기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이 새

로 밝혀졌으며, 중국이 오리생산 및 소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계

열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요리 문화

를 가지고 있어 튼튼한 소비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음도 밝혀졌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의 오리산업

이 질병과 식품의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안

오리고기의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

며,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오리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오리고기 수급조절협의회의 기

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종오리 재고물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계시스템 개선으로 관측의 정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외식에 편

중된 오리고기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의

무자조금제도 도입 그리고 안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오리계열업체와 계열농가의 갈등 해소와 오리고기의 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과 계약내용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

축이 필요하며, 마리단위의 거래관행이 중량단위의 거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계열업체 중심의 

전국단위의 유통 컨소시엄이 조직될 필요가 있고, 직거래가 확대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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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오리고기의 표준화 및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오리고기의 생산과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오리농가의 축사시설 현

대화를 통해 오리의 방역관리와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모형

□ Bradley-Terry 모형

Bradley-Terry 모형은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특별한 경우

로서 짝을 이루는 범주형 자료의 분석에 이용된다. 이 모형은 짝 비교를 통

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주로 심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이

용된다(Springall, 1973; Usami,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독일월드컵의 

결과 예측(김도현·이상인·김용대, 2007)과 한국 프로야구 경기결과 예측(최형

근·김형문, 2011)에서 이 모형이 이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선호도 또는 물가파급의 영향의 순위를 짝비교를 통해 조사하고,

Bradley-Terry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Bradley-Terry 모형의 분석에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Bradley and Terry, 1952).

개의 품목별 순위에 대한 모수를 ( )라 할 때, 번째 품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선호)될 확률  는 다음과 같다.

 expexp
exp

≡exp

exp
(4)

만약 두 개의 품목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번째 품목이 

번째 품목에 대해 선택(선호)될 확률은   가 된다. 번째 품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될 승산 과 승산의 로짓은 다음과 같다.

 


exp

exp
 exp lo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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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간의 비교에 있어서 하나의 모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마지막 모수 

를 참고 품목으로 취급하여 0으로 설정하였다. 식(5)에서 번째 품목이 번

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될 확률은  일 때 1/2가 되고,   일 때 

1/2 보다 크다.

로짓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의 품목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독립변수

(artificial variable)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번째 짝비교에서 번째 품목이 

번째 품목과 비교하여 선택된다면, 번째 원소의 디자인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즉, 의 로짓에서 번째 품목의 인위변수 값은 1, 번째 품목의 인위변수 

값은 -1, 그리고 나머지 품목의 인위변수 값은 0이다. 이때 분석품목이 개

일 경우 짝자료는 ×개가 된다. Bradley-Terry 모형은 디자인 자료행

렬 , 종속변수 1, 그리고 절편이 생략된 로지스틱모형과 같은 형태를 갖는

다(성웅현, 2009). 본 연구의 짝비교 대상 품목()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 달걀, 사과, 감귤, 통배추, 고춧가루의 9개 품목이다. 따라서 72개의 짝

자료에 대한 인위적인 독립변수에서 얻어진 (72×9) 디자인행렬을 생성한 다

음, 종속변수를 1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Bradley-Terry

모형의 계수()와 승산()을 얻을 수 있다.

모수 의 최우추정값을 라 할 때, 두 품목 간의 영향도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    은 두 추정 값의 점근적 표준오차 
를 이용하

는 왈드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으로 검정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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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통계량 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자유도가 1인 분포를 따른다.

□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변수모형(binary variable model)은 오차항

의 이분산성, 오차항의 비정규성, 비현실적 예측, 함수형태의 부적절성 등으

로 인해 전통적인 선형계량모형의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선형의 함수

형태를 가정할 경우 종속변수가 0과 1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변

수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을 0과 1로 수렴시킬 수 있는 비선형의 함수형

태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될 확률 

 의 비를 나타내는 승산(odds)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8)

이 승산의 값은 0에서 ∞의 값을 가지며, 자연대수를 취할 경우 ∞에서 

∞의 범위를 갖는다. 이와 같은 변환을 로짓변환(logit transformation)이라 하

며, 다음과 같이 선형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log




 

  





′

(9)

위 식을 확률  에 대해 정리하면 로지스틱 반응함수(logistic

response function)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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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exp′
exp′

 ′

(10)

위 식에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3.29≈인 로지스틱분포함

수이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이 

때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개별 관측치의 결합확률함수(joint

probability function)로 표시된다. 모형전개의 편의를 위해   

라 하자. 종속변수 가 두 가지의 값을 가질 때, 독립변수 의 수준에서 

확률함수 와 결합확률함수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1)

최대우도법에서는 식(11)의 결합확률함수를 극대화하는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추정의 편의를 위해서 식(11)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모수를 추

정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된다. 식(11)과 식(10)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자연

대수우도함수를 얻게 된다.

log
  

 


 log

  

 log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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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도법에서는 식(12)를 최대로 하는 회귀계수 의 최대우도 추정 값을 

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짝비교를 실시한 다음, 축산

물의 영향력이 비교품목에 비해 클 경우 Y=1, 축산물의 영향력이 비교품목에 

비해 작을 경우 Y=0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X)에는 박영홍(2006), 통계청

(2010), 박문수 등(201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구매빈도, 품목별 지출액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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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쌀

우유
-쇠고기

우유
-돼지

우유
-닭고기

우유
-달걀

우유
-분유

우유
-치즈

우유
-발효유

Intercept -1.2567 1.7983 0.7633 1.8669 0.2856 -0.6766 2.3037* 1.3732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우유 -0.0005 -0.0002 -0.0001 -0.0004 0.0022 -0.0003 0.0006 0.0034

쌀 -0.0633** -0.0435 -0.0457* -0.0501* -0.0350 0.0135 -0.0463 0.0123

쇠고기 0.0004 0.0079 0.0222*0.0437*** 0.0225* 0.0065 0.0066 0.0140

돼지고기 0.0145 -0.0157 -0.0005 -0.0110 -0.0058 -0.0076 0.0042 -0.0206

닭고기 -0.0084 0.0029 -0.0184*-0.0399*** -0.0013 -0.0206* -0.0094 0.0026

달걀 0.0068 -0.0111 0.0088 0.0177 -0.0067 0.0165 0.0119 0.0029

분유 0.0019 -0.0297 -0.0124 0.0005 -0.0434 -0.0022 0.0625* 0.0825*

치즈 0.0073 0.0077 0.0123 0.0092 0.0165 -0.0057-0.0247**-0.0300**

발효유 0.0045 -0.0008 0.0005 0.0003 0.0025 0.0064* 0.0042-0.0069***

1
회

평
균

구
입
액

우유 2.2678*** 0.1080 0.7319 0.7111 1.1540 -0.1343 -0.1530 1.2397*

쌀 -0.0102 0.0032 -0.0002 -0.0301 0.0180 -0.0027 -0.0073 -0.0129

쇠고기 0.0154 0.0045 0.0049 -0.0200 0.0177 0.0903 0.0108 0.0272

돼지고기 0.1200 0.2067 -0.3019 0.1538 -0.0070 0.2211 0.1423 0.1436

닭고기 -0.0529 -0.1039 -0.0658 0.0982 -0.0888 0.0161 0.2305 -0.2435

달걀 0.2718 0.5789 0.2779 0.1483 -0.3553 -0.4019 -0.3655 0.2317

분유 -0.0415 0.0643 -0.0365 -0.0222 0.1814-0.2264***-0.2037** -0.1971

치즈 0.1148 -0.0596 0.0531 0.2755 0.0530 0.1607 0.2121 0.1733

발효유 -0.3846 -0.5258 -0.4712 -0.6997 -0.0316 0.8118 0.0441-1.3544**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1000** 0.0004 0.0513 0.0001 -0.0512-0.0924** -0.0744* -0.0547

전업/취업 -0.2370 0.0810 -0.3068 -0.2581 -0.0666 0.0963 -0.0672 0.2200

연령 0.0103 -0.0167-0.0297** -0.0261 -0.0165 0.0002-0.0367**-0.0363**

가족원 -0.1403 0.1324 0.2695** 0.0871 0.0380 0.0683 0.1145 0.2498

가계소득 0.1360 -0.0293 -0.0461 0.0739 -0.0545 0.1703* 0.1181 0.1426

최종학력 0.3103 -0.2796 -0.0006 -0.1035 0.0837 0.1201 -0.2467 -0.1225

L
R

Chi-Sq 29.6 18.2 30.5 41.4 28.3 40.2 26.7 38.6

pr>ChiSq 0.1990 0.7940 0.1665 0.0151 0.2471 0.0203 0.3150 0.0300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록 2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부표 2-1.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최근 3년간 구매경험-우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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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쌀

분유
-쇠고기

분유
-돼지

분유
-닭고기

분유
-달걀

분유
-우유

분유
-치즈

분유
-발효유

Intercept -1.9307 1.9603 1.1866 1.7521 1.1314 0.5825 2.3369 2.2603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분유 -0.0210 0.0147 -0.0106 -0.0203 -0.0052 0.0023 0.0291 0.0449

쌀 0.0395-0.0715** -0.0126 -0.0107-0.0687** -0.0110 0.0055 -0.0514

쇠고기 -0.0008 0.0117 0.0207 0.0140 -0.0043 -0.0054 -0.0021 -0.0205

돼지고기 0.0084 -0.0219 -0.0078 0.0027 0.0088 0.0059 0.0069 -0.0010

닭고기 -0.0031 0.0187 0.0053 0.0040 0.0143 0.0209* 0.01230.0326***

달걀 0.0043 0.0044 0.0098 0.0076 -0.0025 -0.0167 -0.0204 0.0076

우유 -0.0037 -0.0031 -0.0027 -0.0018 -0.0006 0.0008 0 -0.0045

치즈 0.0234* 0.0076 0.0145 0.0052 0.0274** 0.0057 0.0077 0.0036

발효유 0.0015 -0.0030 -0.0076* -0.0021 -0.0051 -0.0064* -0.0064-0.0102**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분유 0.5213*** 0.1682**0.2558***0.7840***0.2829***0.2285***0.3320*** 0.2711**

쌀 0.1754*** -0.0803 -0.0486 -0.1045* -0.0247 0.0056 -0.0357 -0.0167

쇠고기 0.0076 0.1355* 0.0501 0.1145 0.0716 -0.0936 -0.0104 0.0269

돼지고기 0.1180 -0.4307*-0.6252**-0.7574***-0.4378** -0.2102 -0.4040 -0.1772

닭고기 0.0245 -0.0560 0.12820.8242*** -0.1351 0.0067 -0.1296 -0.5460*

달걀 -0.0596 0.9739 1.5608** 0.4337 0.3196 0.3689 1.1655* 0.5940

우유 -0.1316 -0.5402 -0.2987 0.5118 0.1605 0.3112 -0.2382 -0.0505

치즈 -0.1137 0.2866 -0.1572 0.2253 -0.1537 -0.1962 -0.5095* 0.1072

발효유 -1.0959** -0.2793-1.6132***-1.6268*** -0.7516 -0.7454 -0.7924 -1.0248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1020** 0.0698 0.0397 0.01590.1170*** 0.0912** 0.0617 0.0902*

전업/취업 -0.2025 -0.2347 -0.3693 -0.4350 -0.0932 -0.1099 -0.2197 -0.0897

연령 0.0282 -0.0226 -0.0168 -0.0214 -0.0035 -0.0006 -0.0067 -0.0100

가족원 -0.2204 0.2033 0.2066 0.1316 -0.1513 -0.0709 -0.0540 0.0929

가계소득 0.0051 -0.0492 -0.1890* -0.0675 -0.0641 -0.1690* -0.0343 0.0723

최종학력 -0.0170-0.6181** -0.2407 -0.4040 -0.2597 -0.1179 -0.4589-0.7709***

L
R

Chi-Sq 59.7 46.9 49.2 75.7 54.4 40.3 63.7 69.1

pr>ChiSq <.0001 0.0034 0.0018 <.0001 0.0004 0.0195 <.0001 <.0001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2.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최근 3년간 구매경험-분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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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쌀

치즈
-쇠고기

치즈
-돼지

치즈
-닭고기

치즈
-달걀

치즈
-우유

치즈
-분유

치즈
-발효유

Intercept -1.6366 -0.9025 -0.0966 0.0094 0.8036 -2.3998*-3.3495** 0.2494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치즈 0.0311**0.0370*** 0.0250*0.0473*** 0.0164 0.0247** 0.0266* 0

쌀 -0.0259-0.0705** -0.0288 -0.0474 -0.0158 0.0475* 0.0143 0.0075

쇠고기 -0.0020 -0.0127 -0.0056 0.0039 0.0071 -0.0064 -0.0043 -0.0064

돼지고기 -0.0074 -0.0222 -0.0060 -0.0059 0.0066 -0.0053 0.0000 -0.0004

닭고기 0.0071 0.0048 -0.0095-0.0249** -0.0008 0.0102 -0.0099 0.0166

달걀 0.0089 -0.0005 0.0057 -0.0003 -0.0077 -0.0120 0.0180 0.0051

우유 -0.0037 -0.0032 -0.0044* -0.0037 0.0023 -0.0004 -0.0012 -0.0040

분유 -0.0047 -0.0124-0.0770** -0.0380 -0.0300 -0.0620* -0.0243 -0.0049

발효유 0.0032 -0.0010 0.0038 0.0006 -0.0021 -0.0041 0.0043-0.0075**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치즈 0.4890** 0.5889** 0.1688 0.6161** 0.1776 -0.20411.8451***0.9725***

쌀 -0.0245 -0.0196 -0.0346 -0.0581 0.0083 0.0102 0.0246 0.0457

쇠고기 -0.0002 0.0033 0.0370 -0.0245 -0.0180 -0.0106 -0.0010 0.0181

돼지고기 -0.1942 -0.0391-0.5006** -0.0629 0.0374 -0.1426 0.2561 0.1623

닭고기 -0.0665 -0.4113* 0.0122 0.1484 -0.2558 -0.2228 0.1154-0.6787***

달걀 0.1180 -0.3059 0.6642 0.0207-1.2822** 0.3454 -1.2346* 0.2712

우유 0.0700 0.0152 0.2377 0.2758 0.9782* 0.2011 -0.1256 0.9822

분유 -0.0453 0.0993 0.2174** 0.1547 0.1549* 0.2043**-0.4054*** 0.0452

발효유 -0.1796 0.0159 -0.1744 -0.1394 -0.6066 -0.0245 0.9840*-1.8784***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1414*** 0.0975**0.1254*** 0.0493 0.0830** 0.0731* -0.0529 -0.0138

전업/취업 0.0018 0.2416 0.1483 0.0527 -0.2331 0.0585 0.0544 0.6141**

연령 0.0300* 0.0157 -0.0145 -0.0041 -0.0127 0.0376** 0.0005 -0.0289

가족원 -0.2444* 0.0658 0.0004 0.0479 -0.0161 -0.1128 0.0199 0.0777

가계소득 0.0946 0.0060-0.1941** -0.0634 -0.0971 -0.1212 0.0634 -0.0846

최종학력 0.2160 -0.0320 0.1900 0.1430 0.0008 0.2570 0.5180** 0.0075

L
R

Chi-Sq 39.5 39.8 41.5 40.1 32.3 27.2 134.4 49.9

pr>ChiSq 0.0240 0.0224 0.0145 0.0205 0.1189 0.2932 <.0001 0.0014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3.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최근 3년간 구매경험-치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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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쌀

발효유
-쇠고기

발효유
-돼지

발효유
-닭고기

발효유
-달걀

발효유
-우유

발효유
-분유

발효유
-치즈

Intercept -1.1723 -0.7534 -1.0689 1.3092 0.5146 -1.4118-3.5795*** -1.5265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발효유 0.0122*** 0.0071**0.0073***0.0111*** 0.0051**0.0071***0.0217***0.0101***

쌀 -0.0404 -0.0221 0.0175 -0.0256 0.0086 -0.0100 0.0385 -0.0192

쇠고기 -0.0077 -0.0099 0.0094 0.0176 0.0087 -0.0133 0.0173 0.0074

돼지고기 0.0033 -0.0251* -0.0155 -0.0148 0.0150 0.0195 0.0057 0

닭고기 -0.0105 0.0120 -0.0105-0.0272** -0.0093 -0.0024-0.0292** -0.0163

달걀 0.0045 -0.0013 0.0053 -0.0043 -0.0194* -0.0033 -0.0067 -0.0045

우유 -0.0001 -0.0035 -0.0030 -0.0009 -0.0004 -0.0031 0.00292 0.0041*

분유 -0.0073 -0.0125 -0.0235 -0.0203 -0.0111 -0.0835* -0.0354 0.0067

치즈 0.0128 0.0202* 0.0042 0.0244* 0.0239* 0.0298** -0.0100 0.0070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발효유 0.7589 0.9718** 0.4736 0.9210* 0.67771.4338***3.6171***2.6619***

쌀 -0.0068 -0.0429 -0.0137 -0.0759 -0.0102 0.0164 0.0531 -0.0481

쇠고기 -0.1400** -0.0766 0.0281 -0.1391 0.0397 -0.0314 -0.0518 -0.0240

돼지고기 -0.1680 -0.0364 -0.2377 -0.2504 -0.0119 -0.1316 0.0267 -0.1945

닭고기 -0.0214 0.0501 -0.0118 0.6171** 0.1950 0.2650 0.4646*0.6918***

달걀 0.4182 0.6205 0.0194 0.6057 -0.6177 -0.2559 -1.0098 -0.4616

우유 0.1524 -0.8794 -0.5424 0.2338 -0.4388 -1.1354* -0.0691 -1.1032

분유 0.1491 0.0527 0.1657 0.0374 0.1655 0.2000*-0.3369*** -0.0620

치즈 -0.1251 -0.1311 0.1030 0.4555* -0.0720 -0.2166 -0.1071-0.7509***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0863* 0.0341 0.0761* 0.0434 0.0610 0.0511-0.0973** 0.0224

전업/취업 0.0393 -0.1219 0.1138-0.6067** -0.4299* -0.2430 -0.0188-0.5843**

연령 0.0437** 0.0150 0.0175 -0.0089 0.0157 0.0356** 0.0061 0.0320*

가족원 -0.3109** 0.0078 -0.0717 -0.0229-0.3117** -0.2526 -0.0031 -0.0658

가계소득 0.1802* -0.0128 -0.1083 0.0282 -0.1198 -0.1411 -0.0728 0.0677

최종학력 -0.1359 0.1144 -0.0084 -0.2075 -0.0889 0.13030.8412*** 0.1949

L
R

Chi-Sq 42.7 26.9 25.0 52.7 34.3 39.1 141.9 68.0

pr>ChiSq 0.0107 0.3069 0.4066 0.0006 0.0788 0.0262 <.0001 <.0001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4.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최근 3년간 구매경험-발효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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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쌀

우유
-쇠고기

우유
-돼지

우유
-닭고기

우유
-달걀

우유
-분유

우유
-치즈

우유
-발효유

Intercept 0.3113 1.2200 -0.1324 2.1924* -0.4189 -0.5858 0.5070 0.2472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우유 0.0015 0.0023 0.0044** 0.00130.0079*** 0.0055* 0.0020 0.0026

쌀 -0.1097***-0.0547**-0.0487** -0.0441*-0.0525** 0.0563* 0.0782** 0.0397

쇠고기 0.0082-0.0377*** 0.0020 0.0110 0.0161 0.0047 0.0255 0.0147

돼지고기 0.0040 0.0102 -0.0177 -0.0124 -0.0066 0.0103 -0.0040 -0.0074

닭고기 -0.0021 0.0039 -0.0047-0.0318*** -0.0046-0.0251** -0.0112 -0.0076

달걀 0.0143 0.0062 0.0070 0.0229** -0.0134 0.0063 0.0010 0.0075

분유 -0.0335 -0.0079 -0.0237 -0.0003 0.0054 -0.0369* 0.0223 -0.0021

치즈 -0.0014 0.0001 0.0014 0.0179 0.0171 0.0073 -0.0203 0.0019

발효유 0.0017 0.0002 0.0005 0.0007 0.0029 0.0008 -0.00148-0.0060**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우유 0.4905 0.6664 1.1668** 0.55711.6761*** -0.3004 -0.0466 0.6421

쌀 -0.0152 -0.0142 0.0314 -0.0236 0.0709* -0.0079 0.0423 0.0114

쇠고기 0.0963 0.0289 0.0757 0.0738 -0.0005 0.1279 0.1311 0.0675

돼지고기 0.2036 0.2350-0.4013** 0.1739 0.0924 0.1898 0.0654 0.0376

닭고기 -0.4745** -0.0847 -0.0973 -0.2046 -0.1823 0.1447 -0.1474 -0.1837

달걀 0.4440 0.2387 0.1671 -0.4708 -0.5697 0.1641 0.4339 0.9374

분유 0.1057 0.0420 0.0991 0.0812 0.1095-0.2513*** -0.1309 -0.0965

치즈 0.1777 -0.0543 0.4054** 0.2288 0.2735 -0.1684 -0.4139* -0.2955

발효유 0.3119 -0.4001 -0.3580 -0.1072 -0.4247 0.8182 0.5982 -0.7454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0222 0.0419 0.0664* 0.0685* -0.0221 0.0029 0.0741 0.0529

전업/취업 -0.2664 0.0366 0.0169 -0.1695 0.2446 0.1583 0.4728* 0.4635*

연령 -0.0212 -0.0248 -0.0180-0.0400*** -0.0176 -0.0062 -0.0327* -0.0252

가족원 0.1630 0.0409 0.0979 -0.0784 -0.0398 -0.0093 0.0536 0.0536

가계소득 0.0930 0.0822 0.0912 0.0332 -0.0020 0.0646 -0.0328 -0.1170

최종학력 -0.3140 -0.0966 0.0199 0.1166 -0.0108 0.1089 0.1159 0.3478

L
R

Chi-Sq 49.5 32.4 41.0 57.6 56.1 55.2 25.0 30.1

pr>ChiSq 0.0016 0.1164 0.0167 0.0001 0.0002 0.0003 0.4062 0.1804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5.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가격 30% 상승시-우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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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쌀

분유
-쇠고기

분유
-돼지

분유
-닭고기

분유
-달걀

분유
-우유

분유
-치즈

분유
-발효유

Intercept 0.3154 0.5507 -0.8430 1.3979 0.7634 0.5858 1.3379 -0.4549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분유 0.0247 0.0492* -0.0045 0.0431 0.0247 0.0369* 0.0531* 0.0381

쌀 -0.1072*** -0.0157 -0.0250 -0.0523*-0.0848***-0.0563* 0.0142 -0.0063

쇠고기 0.0049 -0.0093 0.0039 0.0175 -0.0042 -0.0047 -0.0160 0

돼지고기 0.0024 -0.0078 -0.0118 -0.0106 -0.0148 -0.0103 0.0131 -0.0116

닭고기 0.0012 0.0105 0.0123 -0.0045 0.0198* 0.0251** 0.0125 0.0170

달걀 0.0187* 0.0088 0.0108 0.0010 0.0075 -0.0063 -0.0080 0.0059

우유 -0.0025 -0.0017 -0.0008 -0.0026 -0.0014 -0.0055* 0.0009 0.0014

치즈 -0.0013 -0.0102 -0.0037 0.0030 0.0028 -0.0073 -0.0015 -0.0090

발효유 0.0011 0.0007 -0.0008 0.0007 -0.0019 -0.0008 0.0002 -0.0041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분유 0.2538*** 0.1639* 0.3227*** 0.3422** 0.3858***0.2513*** 0.2551** 0.2584***

쌀 -0.1066** -0.0866* -0.1128** -0.0770* -0.0249 0.0079 -0.0486 0.0042

쇠고기 -0.0350 -0.0559 0.0916 0.0008 -0.1238 -0.1279 -0.0681 -0.0810

돼지고기 0.1612 0.1209 -0.4899** -0.1115 0.0374 -0.1898 -0.2542 0.0840

닭고기 -0.4678** 0.2556 0.1223 0.1530 -0.2221 -0.1447 0.2163 -0.1817

달걀 0.5428 0.7083 0.6804 0.6530 0.7707 -0.1641 1.2315** 1.2339**

우유 -0.1726 -0.1505 0.5714 0.0466 0.6253 0.3004 0.1850 0.5295

치즈 0.1885 -0.1337 0.3099 -0.0428 -0.0224 0.1684 -0.5942** -0.4312*

발효유 -1.1104** -0.7924 -1.3822*** -0.6565 -1.6117*** -0.8182 -1.2452** -1.6862***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0234 0.0467 0.0397 0.0401 0.0417 -0.0029 0.0470 0.0988**

전업/취업 -0.2205 -0.0703 0.0018 -0.3440 -0.3939 -0.1583 0.1124 0.2621

연령 0.0004 -0.0336** 0.0030 -0.0277* 0.0118 0.0062 -0.0094 0.0026

가족원 0.0651 0.0411 0.0035 -0.0539 -0.1262 0.0093 -0.1143 -0.0801

가계소득 0.0084 -0.0024 -0.0282 0.0675 0.0114 -0.0646 -0.0173 -0.0746

최종학력 -0.1809 -0.0038 0.0373 -0.0397 -0.2952 -0.1089 -0.4454* -0.2302

L
R

Chi-Sq 62.4 56.2 55.0 74.8 73.4 55.2 70.8 62.7

pr>ChiSq <.0001 0.0002 0.0003 <.0001 <.0001 0.0003 <.0001 <.0001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6.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가격 30% 상승시-분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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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쌀

치즈
-쇠고기

치즈
-돼지

치즈
-닭고기

치즈
-달걀

치즈
-우유

치즈
-분유

치즈
-발효유

Intercept 0.3207 -0.0507 -1.0847 -0.3151 -0.3697 -0.5070 -1.3379 -1.6347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치즈 0.0119 0.0152 0.0089 0.0370*** 0.0437*** 0.0203 0.0019 0.0302**

쌀 -0.0948*** -0.0432 -0.0391 -0.0288 -0.0817** -0.0782** -0.0142 -0.0026

쇠고기 0.0077-0.0352*** -0.0132 0.0074 0.0123 -0.0255 0.0160 -0.0102

돼지고기 0 0.0046 -0.0265* -0.0180 -0.0283* 0.0040 -0.0131 0.0114

닭고기 -0.0096 -0.0025 0.0044-0.0382*** 0.0101 0.0112 -0.0125 0.0050

달걀 0.0057 0.0019 0.0132 -0.0049 -0.0161 -0.0010 0.0080 -0.0071

우유 -0.0013 0.0008 0.0030 0.0011 0.0019 -0.0020 -0.0009 0.0014

분유 -0.0165 0.0018 0.0084 0.0008 -0.0450 -0.0223 -0.0531* -0.0128

발효유 0.0015 0.0023 -0.0002 0.0031 0.0024 0.0015 -0.0002-0.0148***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치즈 0.3637* 0.21930.7590*** 0.4211* 0.2482 0.4139* 0.5942**0.7042***

쌀 -0.0631 -0.0886* -0.0226 -0.0312 0.0186 -0.0423 0.0486 0.0389

쇠고기 0.0143 -0.1039 0.1317** 0.0002 0.0217 -0.1311 0.0681 0.0247

돼지고기 0.3436* 0.1919 -0.2673 -0.0985 0.0054 -0.0654 0.2542 0.1262

닭고기 -0.2295 -0.0052 -0.1187 -0.1992 -0.1577 0.1474 -0.2163 -0.0465

달걀 0.2983 -0.2585 -0.2518 0.0292 -0.4012 -0.4339-1.2315** 1.1419*

우유 0.1296 0.63901.4772*** 0.9230* 1.3550** 0.0466 -0.1850 1.3733**

분유 0.0956 0.1368 0.1283 0.11010.2908*** 0.1309-0.2551** -0.0101

발효유 -0.4416 -0.3022 -0.5727 -0.4295-1.1256** -0.5982 1.2452**-1.5876***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0583 0.0341 0.0480 0.0710* 0.0145 -0.0741 -0.0470 0.0113

전업/취업 -0.2063 0.2514 0.2233 -0.0705 0.0122 -0.4728* -0.1124 0.1116

연령 -0.0014 -0.0044 0.0115 -0.0039 0.0140 0.0327* 0.0094 -0.0153

가족원 0.0551 0.0124 -0.1203 0.1095 -0.1521 -0.0536 0.1143 -0.0005

가계소득 -0.0159 -0.1104 -0.0723 -0.0274 0.0114 0.0328 0.0173 -0.0955

최종학력 -0.2665 0.0376 -0.2344 -0.0175 -0.2933 -0.1159 0.4454* 0.3673

L
R

Chi-Sq 31.8 34.8 45.5 51.4 48.9 25.0 70.8 62.7

pr>ChiSq 0.1313 0.0709 0.0051 0.0009 0.0019 0.4062 <.0001 <.0001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7.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가격 30% 상승시-치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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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쌀

발효유
-쇠고기

발효유
-돼지

발효유
-닭고기

발효유
-달걀

발효유
-우유

발효유
-분유

발효유
-치즈

Intercept 0.2657 1.0782 -0.1741 1.6569 -0.5648 -0.2472 0.4549 1.6347

1
년

평
균

구
입
횟
수

발효유 0.0047** 0.0081*** 0.0062*** 0.0093*** 0.0085*** 0.0060** 0.0041 0.0148***

쌀 -0.0780*** -0.0227 -0.0023 -0.0018 -0.0442 -0.0397 0.0063 0.0026

쇠고기 -0.0015 -0.0267** -0.0043 -0.0064 0.0155 -0.0147 0 0.0102

돼지고기 0.0124 -0.0053 -0.0320** -0.0017 -0.0107 0.0074 0.0116 -0.0114

닭고기 -0.0179* -0.0039 -0.0136 -0.0431*** -0.0140 0.0076 -0.0170 -0.0050

달걀 -0.0052 0.0061 0.0055 0.0017 -0.0244** -0.0075 -0.0059 0.0071

우유 -0.0007 -0.0015 0.0014 -0.0022 0.0013 -0.0026 -0.0014 -0.0014

분유 0.0049 0.0023 -0.0020 -0.0159 -0.0128 0.0021 -0.0381 0.0128

치즈 0.0103 -0.0044 0.0135 0.0223* 0.0252* -0.0019 0.0090 -0.0302**

1
회

평
균

구
입
금
액

발효유 0.3527 0.2481 0.4657 0.5784 1.0127* 0.7454 1.6862*** 1.5876***

쌀 -0.0764* -0.0331 -0.0247 -0.0482 -0.0315 -0.0114 -0.0042 -0.0389

쇠고기 -0.0365 -0.1030 0.0137 -0.0118 -0.0244 -0.0675 0.0810 -0.0247

돼지고기 0.2760 0.0852 -0.1348 -0.2036 0.2120 -0.0376 -0.0840 -0.1262

닭고기 -0.0923 0.0159 0.2146 0.0277 -0.1074 0.1837 0.1817 0.0465

달걀 -0.4236 0.0385 -0.6551 -0.7111 -0.5702 -0.9374 -1.2339** -1.1419*

우유 -0.1710 -0.5143 0.0517 -0.6353 -0.2713 -0.6421 -0.5295 -1.3733**

분유 0.0119 0.0039 0.0671 0.0702 0.1950** 0.0965 -0.2584*** 0.0101

치즈 0.3184 -0.2104 0.2926 0.4426** 0.0981 0.2955 0.4312* -0.7042***

인
구
통
계

거주지역 -0.0537 0.0366 0.0143 -0.0061 0.0068 -0.0529 -0.0988** -0.0113

전업/취업 -0.0372 -0.0725 -0.1171 -0.3163 -0.2112 -0.4635* -0.2621 -0.1116

연령 -0.0023 -0.0059 0.0161 -0.0131 0.0338** 0.0252 -0.0026 0.0153

가족원 0.0177 -0.0142 -0.0793 0.1078 -0.1515 -0.0536 0.0801 0.0005

가계소득 0.0173 -0.0038 0.0454 0.0233 -0.0428 0.1170 0.0746 0.0955

최종학력 -0.1605 -0.0596 -0.2893 -0.1924 -0.3619 -0.3478 0.2302 -0.3673

L
R

Chi-Sq 28.4 30.6 34.3 53.5 43.6 30.1 62.7 62.7

pr>ChiSq 0.2428 0.1636 0.0789 0.0005 0.0084 0.1804 <.0001 <.0001

주: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임. LR(Loglikelihood Ratio)

부표 2-8. 로지스틱모형 추정 결과(가격 30% 상승시-발효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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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낙농제품 수요패턴 변화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1. 기본적인 AIDS 모형의 전개

일반적으로 수요 체계를 도출하는 방법은 임의의 직접 혹은 간접 효용함

수, 또는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를 Taylor 2차 근사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선형 지출 체계(Linear Expenditure System: LES),

Rotterdam 모형, Translog 모형, AIDS 모형 등과 같이 수요함수 자체를 Taylor

1차 근사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김태우 2009).

Deaton and Muellbauer(1980)에 의해 제안된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접근방법을 따르지만 임의의 선호

체계에서 출발하기보다 PIGLOG(Price 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계

열로 알려진 특정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요함수 모

형과는 차별된다 할 수 있다(김태우 2009).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AIDS 모형은 미시경제학의 합리적 소비자 행동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므로 이론적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IDS 모형은 지출함수에 Shephard’s Lemma를 적용하여 수요함수를 유도하

기 때문에 여타 수요함수 모형에 비해 정확하게 선택의 공리를 만족하고 가

장 수요이론에 부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AIDS 모형은 

응용범위가 넓으며, 수요 행동과 관련하여 사전적 제약을 별로 부과하지 않

고 소득과 가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일반성이 대단히 높은 수요함수 체계

이다. 즉, 기존 수요시스템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점들, 예를 들어 수

요 이론이 요구하는 일반적 제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제약조건의 현

실적 타당성 및 선호구조의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대

부분 해결될 수 있다(김태우 2009; 윤재호 2002; 정명생, 임경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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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모형은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제 추정과정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는

데 특히 대표적 소비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간 총합을 허용하는 선호의 

부류로부터 도출된 수요체계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동차성(homogeneity)63, 대

칭성(symmetry)64, 가합성(adding-up)65과 같은 이론적 제약들을 쉽게 부과하거

나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형 내에 충분히 많은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의의 효용(또는 비용) 함수에 대한 근사함

수치의 추정이 가능하다(Deaton and Mullbauers 1980).66

한편, AIDS 모형은 소비자최적화 이론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와 단순히 

단일방정식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의 형태

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득을 모든 소비재를 대

상으로 지출하도록 구성된 완결수요함수 체계(complete systems of demand

equations)의 특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AIDS 모형에서는 가계 

내 품목별 소비지출이 대체, 보완관계 등이 존재해 독립적으로 결정되기보

다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상세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Uusitalo(1980)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계 지

출 절대액수는 소비패턴의 차이보다 단지 소득 차이를 나타내기 쉬운 데 반

해 AIDS 모형은 종속변수로 소비지출 품목별 지출비율을 사용하므로 소득 

효과를 배제하여 실제 소비패턴의 차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김숙향, 김혜선 2004).

63 수요함수가      로 가정될 때, 동차성(homogeneity) 제약

조건은 수요함수들이 각 품목들의 가격과 총 지출에 대해 0차 동차

(homogeneous of degree zero)이어야 함을 의미.
64 대칭성(symmetry)은 각 품목의 가격들이 각 품목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로 나타내지는 대체 행렬(substitution matrix)이 대칭이어야 함을 의미.
65 가합성(adding-up) 제약조건은 예산 혹은 소득 y가 1~n까지의 품목에 완전히 

사용됨을 의미.
66 김태우(2009), 윤재호(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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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aton and Muellbauer(1980)는 PIGLOG(Price

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67 형태의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AIDS 모

형을 도출하는데, PIGLOG 함수 하에선 효용을 , 가격벡터를 p, 비용함수를 

p라고 하면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ogp logp logp (1)

식(1)에서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의 값을 가지면 불만족(subsistence)

을, 1이면 만족(bliss)을 나타내므로 양의 선형동조함수인 p와 p는 각각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격 p의 함수인 p와 

p는 다음 식 (2), 식 (3)과 같이 가정되는데,

logp 
 



 ln


  




  



 log log (2)

logp logp



 (3)

이를 식 (3-1)에 대입하고, 비용함수를 가격으로 편미분하면 지출비율에 관

한 수요함수가 식 (3-4)와 같이 도출된다.68

 
  



 log
 (4)

다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총지출(혹은 소득)을 라고 하면,

67 PIGLOG로 알려진 소비자 선호는 주어진 가격하에서 일정 효용 수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출을 확정하는 지출함수로 표현되며,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

가 마치 하나의 합리적 대표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를 총합함을 가정(Muellbauer 1976).

68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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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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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AIDS 모형의 기본 모형은 식 (5)와 같이 도

출된다.

 
  



 lnln ln (5)


 



 ln


  




 



 ln ln

식 (3-5)에서 는 i 품목의 지출 비중, 는 i 품목의 가격, 는 총지출액

(소득액), 는 가격지수를 의미하며, 마지막 항인 ln ln=ln

는 총지

출액을 가격지수로 deflate시킨 실질 지출액 혹은 실질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가합성 제약 조건을 위해 
  



 , 
  



 , 
  



 이 만족되어

야 하며, 동차성 제약 조건을 위해서는 
  



 , 대칭성 제약조건을 위해

서는  가 만족되어야 한다.

2. Price-Scaling Almost Ideal Demand System(PS-AIDS)

한편, 소비지출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 세대, 소득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demographic) 특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징

들이 각 상품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모

형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김동석 2009). 하지만,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AIDS 모형에선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Dudek(2010)에 따르면, 수요함수 시스템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반영하

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요함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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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들의 가격 벡터를 나타내는 p, 전체 지출(혹은 소득)을 나타내는 에 

의해 각 품목들의 지출비중 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p log의 형

태를 따른다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인 ‘인구통계학적 조정(demographic

scaling)’ 방법에선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에 의해 좌우되는 조정 요인(scaling

factor) 을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에 곱해  p log 형태로 조정한

다. 둘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이동

(demographic translating)’ 방법에선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에 인구통계학적 변

인들에 의한 영향 를 선형적으로 결합해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을 ‘이동’시

켜  p log 형태로 조정한다(Pollak and Wales 1979). 셋째,

‘Gorman의 방식’에선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을 인구통계학적 조정

(demographic scaling)과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ng) 방식을 모

두 사용하여  p log 형태로 조정한다(Gorman 1976). 넷째, ‘역 

Gorman 방식(reverse Gorman)’에선 인구통계학적 조정(demographic scaling)

과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ng) 방식을 모두 사용하되, 먼저 

인구통계학적 이동 방식을 택한 후 인구통계학적 조정을 통해 

 p log 형태로 조정한다(Pollak and Wales 1981). 마지막으

로, ‘가격조정(price scaling) 방식’에선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을 보다 복합적

인 방식으로 조정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 벡터를 z라고 할 때, 조정요인을 

가격과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함수로 가정하여 pz로 설정한 후 

 pmpz
log

log
logpz

형태로 조정한다(Ray 1983).

언급된 다섯 가지 방식 모두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에 특정한 형태를 가정

하지 않고 전체 수요 시스템 체계에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

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Pollak and Wales 1981).69 하지만, 일

반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on)

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Ray(1983)가 제안한 Price-Scaling(PS) Technique을 

69 Dudek(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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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다 유연한(flexible)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방식을 따르는 AIDS 모형

(이하 PS-AIDS)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모

형화하도록 한다.

Price-Scaling 방식을 제안한 Ray(1983)를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벡터가 z이고, 가격 벡터 p에서 효용 를 얻기 위해 필요한 대표 가구

(reference household)의 지출을 의미하는 지출함수를 p라고 가정하면,

각 가구의 지출함수는 식 (6)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Poi 2012; Oliver 2013).

pzpz×p (6)

식 (3-6)에서 pz는 대표가구의 지출을 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

징들을 반영해서 조정(scaling)해주어 각 가구의 지출함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Ray(1983)는 더 나아가 조정 함수인 pz를 식 (7)과 같이 

두 부분으로 분해(decompose)하였다(Poi 2012).

pzz×pz (7)

pzz×pz×pz

식 (7)의 우변 첫 번째 항인 z는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벡터인 z의 

함수로, 소비 패턴 자체의 변화는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통계학적 특

징에 따른 지출액(소득액)의 증가 정도를 반영70하게 되며, 두 번째 항인 

pz은 상대 가격들과 실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에서의 변화를 통제

70 예를 들어, 소비되는 재화의 구성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4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1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더 높은 지출액을 가지는 것을 반

영(P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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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71을 하게 된다.

한편, Ray(1983)를 따라 Price-Scaling Technique을 AIDS 모형에 반영할 때

는 z와 pz를 다음 식 (8), 식 (9)와 같이 모수화(parameterize)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oi 2012; Oliver 2013).

z ′z (8)

lnpz 
  






  




′z  (9)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반영한 PS-AIDS 모형

은 최종적으로 식 (10)과 같이 도출된다.

 
  



 ln′zlnzp
  (10)

이때, 일반적인 AIDS 모형과 마찬가지로 PS-AIDS에서도 가합성(adding-up)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j 번째 품목과 관련하여 r 번째 인구통계학적 특

징 변수의 계수를 라고 하면 
  



  (  )이 성립하며,

이는 모형에 포함된 s 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변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

다.

한편, AIDS 모형은 물론 PS-AIDS 모형에서도 , , , , 를 추정

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지출변화

를 반영하는 소득탄력성, 자체 혹은 타 품목의 가격변화에 대한 지출변화를 

71 예를 들어, 두 명의 성인과 두 명의 유아로 이루어진 가구는 4명의 성인 가구로 

이루어진 가구와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지출 구성을 가지는 것을 반영(P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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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자체-교차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PS-AIDS에서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을 반영하여 다음 식 

(3-11)~식 (3-15)와 같이 재정의된다. 이때, 비보상 가격탄력성의 경우 소득효

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가격에 대한 수요반응을 살피기 위해

서는 보상 가격탄력성이 적합하다.

- 소득탄력성:  


′z  (11)

- 비보상 자체 가격 탄력성:

 


′z×   ln (12)

- 비보상 교차 가격 탄력성:

 


′z×   ln (13)

- 보상 자체 가격 탄력성: 
   (14)

- 보상 교차 가격 탄력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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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곡물 및 빵 0.0777*** 36.11 0

육류제품 0.2136*** 148.74 0

수산동물 0.2083*** 124.21 0

우유 및 유제품 0.0473*** 50.10 0

과일류 0.1564*** 142.72 0

채소류 0.1327*** 159.49 0

당류 및 과자류 0.0274*** 39.47 0

기타식품류 0.1044*** 124.60 0

비주류음료 0.0321*** 51.57 0



곡물 및 빵 -0.0606*** -50.83 0

육류제품 0.0398*** 44.63 0

수산동물 0.0331*** 35.71 0

우유 및 유제품 0.0125*** 14.94 0

과일류 0.0235*** 32.66 0

채소류 -0.0322*** -42.57 0

당류 및 과자류 0.0030*** 5.54 0

기타식품류 -0.0174*** -24.83 0

비주류음료 -0.0017*** -3.64 0

3. PS-AIDS 추정 결과

부표 3-1. 추정 결과: (상수항), (deflated income의 평균영향)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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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추정계수값 t-값

추정계수

추정계수값 t-값 

   

곡물

및 빵

곡물 및 빵 0.133*** 51.79

곡물

및 빵

채소류 -0.041*** -29.71

육류제품 0.003** 2.08 당류및과자류 -0.013*** -11.37

수산동물 -0.017*** -7.52 기타식품류 -0.020*** -11.54

우유및유제품 -0.015*** -8.31 비주류음료 0.007*** 5.69

과일류 -0.038*** -26.42

육류제품

육류제품 -0.031*** -21.71

육류제품

채소류 -0.026*** -26.23

수산동물 0.016*** 11.35 당류및과자류 0.004*** 5.98

우유및유제품 -0.008*** -6.29 기타식품류 0.033*** 29.63

과일류 0.002* 1.95 비주류음료 0.007*** 7.29

수산동물

수산동물 0.064*** 12.54

수산동물

당류및과자류 0.009*** 6.13

우유및유제품 -0.013*** -4.39 기타식품류 -0.033*** -11.96

과일류 -0.001 -0.68 비주류음료 -0.013*** -4.45

채소류 -0.014*** -7.10

우유 및
유제품

우유및유제품 0.031*** 10.14
우유 및
유제품

당류및과자류 -0.009*** -7.43

과일류 -0.006 -0.40 기타식품류 0.007*** 3.66

채소류 0.025*** 16.80 비주류음료 -0.018*** -7.64

과일류

과일류 0.025*** 15.25

과일류

기타식품류 0.009*** 5.72

채소류 0.012*** 10.84 비주류음료 -0.001 -0.69

당류및과자류 -0.006*** -7.24

채소류
채소류 0.041*** 28.09

채소류
기타식품류 -0.021*** -15.82

당류및과자류 0.004*** 4.53 비주류음료 0.020*** 17.43

당류 및
과자류

당류및과자류 0.010*** 10.60 당류 및
과자류

비주류음료 -0.006*** -5.91

기타식품류 0.006*** 4.85

기타식품류 기타식품류 0.006** 2.37 기타식품류 비주류음료 0.013*** 7.40

비주류음료 비주류음료 -0.009*** -3.41

부표 3-2. 추정 결과: (
  



ln에서 각 품목 가격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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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추정 결과: (income deflator의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족 구성원 수 0.1263 *** 21.40 0

학령 구성원 수 0.0785 *** 10.26 0

가구주 성별 여성 -0.1201 *** -11.30 0

맞벌이가구 -0.0192 * -1.82 0.068

가구주 자영업자 -0.0668 *** -7.08 0

가구주 무직 -0.0935 *** -7.83 0

가구주
연령

30-34세 0.2501 *** 3.29 0.001

35-39세 -0.2827 *** -6.16 0

40-44세 -0.4131 *** -10.44 0

45-49세 -0.5096 *** -14.50 0

50-54세 -0.5584 *** -17.55 0

55-59세 -0.5261 *** -17.09 0

60세 이상 -0.3123 *** -8.26 0

가구주
출생연도

1940∼1944년 0.0296 1.19 0.236

1945∼1949년 0.0501 * 1.93 0.054

1950∼1954년 0.1730 *** 5.29 0

1955∼1959년 0.5629 *** 10.50 0

1960∼1964년 2.4146 *** 13.40 0

1965∼1969년 5.0895 *** 12.36 0

1970∼1974년 6.4265 *** 11.39 0

1975∼1979년 10.3058 *** 9.20 0

1980∼1984년 15.1812 *** 6.16 0

1985년 이후 1.9501 ** 2.26 0.024

가구주
학력수준

중졸 -0.0158 -1.07 0.284

고졸 -0.0036 -0.26 0.794

대학재학 이상 -0.0120 -0.78 0.436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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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구 구성원 수
곡물 및 빵 -0.0014 *** -17.28 0

육류제품 0.0011 *** 16.02 0

수산동물 0.0016 *** 24.34 0

우유 및 유제품 -0.0054 *** -50.41 0

과일류 0.0019 *** 31.44 0

채소류 0.0009 *** 17.32 0

당류 및 과자류 -0.0009 *** -26.19 0

기타식품류 0.0012 *** 24.08 0

비주류음료 0.0010 *** 29.15 0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학령 구성원 수
곡물 및 빵 -0.0030 *** -25.82 0

육류제품 -0.0020 *** -21.00 0

수산동물 0.0003 *** 3.86 0

우유 및 유제품 0.0065 *** 49.24 0

과일류 0.0003 *** 3.79 0

채소류 0.0010 *** 15.17 0

당류 및 과자류 -0.0022 *** -40.33 0

기타식품류 -0.0009 *** -14.10 0

비주류음료 0.0001 ** 2.46 0.014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가구주 성별여성

곡물 및 빵 -0.0027 *** -14.16 0

육류제품 0.0026 *** 15.82 0

수산동물 0.0010 *** 6.87 0

우유 및 유제품 0.0009 *** 7.06 0

과일류 -0.0009 *** -7.25 0

채소류 0.0004 *** 3.78 0

당류 및 과자류 -0.0013 *** -16.34 0

기타식품류 -0.0002 ** -2.01 0.044

비주류음료 0.0002 ** 2.02 0.043

부표 3-4. 추정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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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맞벌이가구
곡물 및 빵 0.0007 *** 4.38 0

육류제품 -0.0021 *** -15.28 0

수산동물 0.0003 ** 2.12 0.034

우유 및 유제품 0.0010 *** 9.39 0

과일류 -0.0007 *** -6.9 0

채소류 0.0021 *** 21.4 0

당류 및 과자류 -0.0008 *** -11.78 0

기타식품류 0.0004 *** 3.97 0

비주류음료 -0.0009 *** -13.83 0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구주 자영업자
곡물 및 빵 0.0005 *** 3.32 0.001

육류제품 -0.0006 *** -4.49 0

수산동물 -0.0004 *** -3.01 0.003

우유 및 유제품 0.0008 *** 7.36 0

과일류 0.0004 *** 3.4 0.001

채소류 -0.0006 *** -6.28 0

당류 및 과자류 0.0006 *** 8.7 0

기타식품류 0.0000 -0.49 0.622

비주류음료 -0.0006 *** -9.69 0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구주 무직
곡물 및 빵 -0.0015 *** -5.92 0

육류제품 0.0018 *** 8.34 0

수산동물 -0.0002 -1.02 0.309

우유 및 유제품 -0.0007 *** -4.42 0

과일류 0.0018 *** 11.29 0

채소류 -0.0004 *** -2.61 0.009

당류 및 과자류 -0.0001 -0.61 0.539

기타식품류 -0.0011 *** -7.31 0

비주류음료 0.0003 *** 2.94 0.003

부표 3-5. 추정 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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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 추정 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구주 연령

곡물 및 빵

가구주30-34세 0.0030 *** 13.8 0

가구주35-39세 0.0001 0.56 0.572

가구주40-44세 -0.0015 *** -4.82 0

가구주45-49세 -0.0027 *** -6.7 0

가구주50-54세 -0.0023 *** -4.14 0

가구주55-59세 0.0000 0 0.999

가구주60세이상 0.0080 *** 7.59 0

육류제품

가구주30-34세 -0.0008 *** -4.41 0

가구주35-39세 -0.0009 *** -4.28 0

가구주40-44세 -0.0038 *** -14.89 0

가구주45-49세 -0.0056 *** -17.85 0

가구주50-54세 -0.0065 *** -15.64 0

가구주55-59세 -0.0071 *** -11.89 0

가구주60세이상 -0.0099 *** -13.56 0

수산동물

가구주30-34세 0.0004 ** 2.47 0.014

가구주35-39세 0.0015 *** 6.98 0

가구주40-44세 0.0026 *** 9.28 0

가구주45-49세 0.0036 *** 10.09 0

가구주50-54세 0.0029 *** 6.1 0

가구주55-59세 0.0006 0.9 0.369

가구주60세이상 -0.0066 *** -8.14 0

우유 및 유제품

가구주30-34세 -0.0051 *** -27.71 0

가구주35-39세 -0.0031 *** -15.6 0

가구주40-44세 -0.0020 *** -8.32 0

가구주45-49세 0.0001 0.25 0.806

가구주50-54세 0.0032 *** 8.42 0

가구주55-59세 0.0040 *** 7.87 0

가구주60세이상 0.0026 *** 4.22 0

과일류

가구주30-34세 0.0001 0.49 0.623

가구주35-39세 0.0003 1.82 0.069

가구주40-44세 0.0010 *** 4.77 0

가구주45-49세 0.0006 ** 2.13 0.033

가구주50-54세 -0.0014 *** -4.1 0

가구주55-59세 -0.0025 *** -5.14 0

가구주60세이상 -0.0048 *** -7.98 0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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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7. 추정 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구주 연령

채소류

가구주30-34세 0.0029 *** 20.67 0

가구주35-39세 0.0043 *** 24.79 0

가구주40-44세 0.0059 *** 26.62 0

가구주45-49세 0.0077 *** 28.06 0

가구주50-54세 0.0096 *** 27.16 0

가구주55-59세 0.0103 *** 22.43 0

가구주60세이상 0.0131 *** 23.1 0

당류 및 과자류

가구주30-34세 -0.0022 *** -21.63 0

가구주35-39세 -0.0037 *** -27.25 0

가구주40-44세 -0.0032 *** -20.29 0

가구주45-49세 -0.0035 *** -17.63 0

가구주50-54세 -0.0040 *** -15.46 0

가구주55-59세 -0.0046 *** -13.51 0

가구주60세이상 -0.0051 *** -12.07 0

기타식품류

가구주30-34세 0.0020 *** 14.7 0

가구주35-39세 0.0025 *** 15.06 0

가구주40-44세 0.0027 *** 12.69 0

가구주45-49세 0.0027 *** 9.8 0

가구주50-54세 0.0028 *** 7.84 0

가구주55-59세 0.0040 *** 8.43 0

가구주60세이상 0.0051 *** 8.68 0

비주류음료

가구주30-34세 -0.0002 ** -2.53 0.011

가구주35-39세 -0.0011 *** -9.47 0

가구주40-44세 -0.0016 *** -10.84 0

가구주45-49세 -0.0029 *** -14.83 0

가구주50-54세 -0.0044 *** -16.73 0

가구주55-59세 -0.0047 *** -13.7 0

가구주60세이상 -0.0025 *** -6.21 0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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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8. 추정 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구분
추정계수

추정계수값 t-값
추정계수

추정계수값 t-값
가구주 출생연도 가구주 출생연도

곡물

및

빵

1940∼1944년 0.0047*** 4.96 1965∼1969년 0.0394*** 35.45

1945∼1949년 0.0083*** 8.7 1970∼1974년 0.0387*** 34.12

1950∼1954년 0.0158*** 15.2 1975∼1979년 0.0386*** 32.9

1955∼1959년 0.0261*** 24.02 1980∼1984년 0.0381*** 29.92

1960∼1964년 0.0364*** 33.09 1985년 이후 0.0276*** 10.16

육류
제품

1940∼1944년 -0.0005 -0.73 1965∼1969년 -0.0220*** -28.0

1945∼1949년 -0.0023*** -3.52 1970∼1974년 -0.0225*** -27.8

1950∼1954년 -0.0078*** -11.1 1975∼1979년 -0.0249*** -29.4

1955∼1959년 -0.0136*** -18.5 1980∼1984년 -0.0272*** -29.6

1960∼1964년 -0.0197*** -25.8 1985년 이후 -0.0212*** -11.4

수산
동물

1940∼1944년 -0.0016** -2.53 1965∼1969년 -0.0154*** -18.1

1945∼1949년 -0.0034*** -5.27 1970∼1974년 -0.0153*** -17.3

1950∼1954년 -0.0047*** -6.45 1975∼1979년 -0.0158*** -16.7

1955∼1959년 -0.0074*** -9.32 1980∼1984년 -0.0162*** -14.9

1960∼1964년 -0.0131*** -16.1 1985년 이후 -0.0041 -1.54

우유 및
유제품

1940∼1944년 -0.0005 -1.17 1965∼1969년 -0.0068*** -10.4

1945∼1949년 -0.0019*** -4.61 1970∼1974년 -0.0066*** -9.56

1950∼1954년 -0.0037*** -7.6 1975∼1979년 -0.0062*** -8.34

1955∼1959년 -0.0061*** -11.2 1980∼1984년 -0.0063*** -7.61

1960∼1964년 -0.0070*** -11.6 1985년 이후 -0.0088*** -6.68

과일류

1940∼1944년 -0.0028*** -5.91 1965∼1969년 -0.0158*** -25.0

1945∼1949년 -0.0040*** -8.16 1970∼1974년 -0.0159*** -24.4

1950∼1954년 -0.0063*** -11.6 1975∼1979년 -0.0155*** -22.7

1955∼1959년 -0.0094*** -16.3 1980∼1984년 -0.0134*** -17.8

1960∼1964년 -0.0136*** -22.4 1985년 이후 -0.0049*** -3.05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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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9. 추정 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구분

추정계수

추정계수값 t-값

추정계수

추정계수값 t-값
가구주 출생연도 가구주 출생연도

채소류

1940∼1944년 0.0007 1.62 1965∼1969년 0.0247*** 38.83

1945∼1949년 0.0055*** 13.29 1970∼1974년 0.0282*** 41.23

1950∼1954년 0.0114*** 24 1975∼1979년 0.0306*** 42

1955∼1959년 0.0168*** 31.57 1980∼1984년 0.0328*** 41.25

1960∼1964년 0.0210*** 35.98 1985년 이후 0.0373*** 28.24

당류 및
과자류

1940∼1944년 -0.0001 -0.51 1965∼1969년 -0.0057*** -12.4

1945∼1949년 -0.0017*** -6.45 1970∼1974년 -0.0070*** -14.2

1950∼1954년 -0.0045*** -13.5 1975∼1979년 -0.0077*** -14.4

1955∼1959년 -0.0069*** -17.5 1980∼1984년 -0.0095*** -15.1

1960∼1964년 -0.0060*** -14.0 1985년 이후 -0.0196*** -11.5

기타
식품류

1940∼1944년 0.0011*** 2.98 1965∼1969년 0.0074*** 12.92

1945∼1949년 0.0026*** 6.88 1970∼1974년 0.0078*** 12.84

1950∼1954년 0.0044*** 9.99 1975∼1979년 0.0091*** 14.17

1955∼1959년 0.0064*** 13.18 1980∼1984년 0.0104*** 15.1

1960∼1964년 0.0075*** 14.05 1985년 이후 0.0079*** 7.73

비주류
음료

1940∼1944년 -0.0009*** -3.83 1965∼1969년 -0.0058*** -13.7

1945∼1949년 -0.0029*** -11.6 1970∼1974년 -0.0073*** -16

1950∼1954년 -0.0045*** -14.5 1975∼1979년 -0.0082*** -16.5

1955∼1959년 -0.0060*** -16.9 1980∼1984년 -0.0088*** -15.7

1960∼1964년 -0.0055*** -14.0 1985년 이후 -0.0142*** -11.7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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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0. 추정 결과: (인구통계변수 계수 - 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가구주 학력수준
비서비스

곡물 및 빵 가구주중졸 0.0027*** 6.26 0

가구주고졸 0.0063*** 15.66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74*** 17.87 0

육류제품 가구주중졸 -0.0008** -2.28 0.023

가구주고졸 -0.0025*** -8.09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21*** -6.82 0

수산동물 가구주중졸 -0.0007** -2.38 0.017

가구주고졸 0.0006** 2.27 0.023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25*** 8.53 0

우유 및 유제품 가구주중졸 -0.0003 -1.16 0.245

가구주고졸 -0.0030*** -13.36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57*** -22.99 0

과일류 가구주중졸 -0.0010*** -3.93 0

가구주고졸 -0.0030*** -12.75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62*** -24.34 0

채소류 가구주중졸 -0.0002 -0.81 0.42

가구주고졸 0.0024*** 11.95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54*** 24.45 0

당류 및 과자류 가구주중졸 -0.0004*** -2.8 0.005

가구주고졸 -0.0018*** -13.46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27*** -18.61 0

기타식품류 가구주중졸 0.0007*** 3.46 0.001

가구주고졸 0.0019*** 9.59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32*** 15.71 0

비주류음료 가구주중졸 -0.0001 -0.52 0.601

가구주고졸 -0.0009*** -6.95 0

가구주대학재학이상 -0.0018*** -13.37 0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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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우유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앞의 이론적 모형을 정책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형태로 유도하

면 다음과 같다. 각 방정식들은 변화율과 모수값들의 선형결합의 형태로 표

현되었다. 각 방정식의 유도과정은 아래 식을 참조하기 바란다. 영문자 E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표기이다.

<농가원유수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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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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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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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초과 생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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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원유공급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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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에서 시유 가격 결정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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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수요함수>


 

 







 





·









·
















·




·










·



·




 ·

 ·

 ·
  (7)′

<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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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에서 낙농 및 오리산업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

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작성 중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 구 위 원 (전화: 02-3299-4261)

지인배 부연구위원 (전화: 02-3299-4132)

송우진 부연구위원 (전화: 02-3299-4328)

(FAX: 02-965-6893)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 속

부록 5

낙농 및 오리산업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 응답자 정보



부록376

정 책 정책 설명 비고

1.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
등가격제

농가별 집유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
내 집유량에는 정상가격, 상한 외 집
유량에는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제도

시행 중

2.전국단위 쿼터제
업체별 쿼터량의 총합을 국가 단위에
서 통제하는 제도

시행여부 논
의

3. 집유선 일원화
중앙 집유기구가 농가 집유와 업체
납유를 총괄하는 제도

시행여부 논
의

원유가격
차등제

4. 위생용도별
원유의 위생등급과 원유의 용도에 따
라 가격을 차별하는 제도

시행 중

5. 성분별
원유의 유지방과 유단백의 성분비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제도

시행 중

6. 계절별 계절별로 원유가격을 차별하는 제도
시행여부 논
의

7. 원유가격 연동제
원유가격 산정 시 원유 생산비와 물
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제도

시행 예정

8. 가공유 지원사업 잉여원유의 가공사업을 보조 시행 중

9. 조사료 증산 조사료의 국내생산 장려 시행 중

10. 조사료 수입 쿼터 조사료 수입 제한 시행 중

11. 시설 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보조로생산성향상도모 시행 중

유지방의 가치:유단백의 가치 = ( ): ( )

(총 10이 되도록 답변해주세요. 예, 4:6, 5:5, 6:4 ......... )

낙농산업 정책 평가

※ 본 연구에서의 물가안정은 1) 우유의 수급안정, 2) 유통비용 절감을 의미

합니다.

다음은 우유의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정책수단들입니다.

문 1. 현재 원유의 성분인 유지방과 유단백의 함유율에 따른 차등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제품(버터와 치즈)의 생산량이 원유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판단으로는 

유지방과 유단백의 가치 중 어느 것을 더 크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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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점수

1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 0 1 2 3 4 5 6 7 8 9 10

2 전국단위 쿼터제 0 1 2 3 4 5 6 7 8 9 10

3 집유선 일원화 0 1 2 3 4 5 6 7 8 9 10

4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0 1 2 3 4 5 6 7 8 9 10

5 성분별 가격 차등제 0 1 2 3 4 5 6 7 8 9 10

6 계절별 가격 차등제 0 1 2 3 4 5 6 7 8 9 10

7 원유가격 연동제 0 1 2 3 4 5 6 7 8 9 10

8 가공유 지원사업 0 1 2 3 4 5 6 7 8 9 10

9 조사료 증산 0 1 2 3 4 5 6 7 8 9 10

10 조사료 수입 쿼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시설 현대화 0 1 2 3 4 5 6 7 8 9 10

추가해야 될 정책

①

②

③

문 2. 다음은 1) 우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방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주십

시오.

(중간을 5점 기준으로 중요할수록 높은 점수)

문 3. 위에 제시된 11개 정책 이외에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책

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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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야 될 정책

①

②

③

정 책 점수

1 쿼터제 및 잉여원유차등가격제 0 1 2 3 4 5 6 7 8 9 10

2 전국단위 쿼터제 0 1 2 3 4 5 6 7 8 9 10

3 집유선 일원화 0 1 2 3 4 5 6 7 8 9 10

4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0 1 2 3 4 5 6 7 8 9 10

5 성분별 가격 차등제 0 1 2 3 4 5 6 7 8 9 10

6 계절별 가격 차등제 0 1 2 3 4 5 6 7 8 9 10

7 원유가격 연동제 0 1 2 3 4 5 6 7 8 9 10

8 가공유 지원사업 0 1 2 3 4 5 6 7 8 9 10

9 조사료 증산 0 1 2 3 4 5 6 7 8 9 10

10 조사료 수입 쿼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시설 현대화 0 1 2 3 4 5 6 7 8 9 10

문 4. 다음은 2) 우유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방안들의 상

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

겨주십시오.

(중간을 5점 기준으로 중요할수록 높은 점수)

문 5. 위에 제시된 11개 정책 이외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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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 집행의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2. 정책의 효과성은 우유의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
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3. 정책의 시행가능성은 정책당국이 우유의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4. 관계자의 수용성은 우유의 물가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책의 관계자(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매우 높음 =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시행예정또는시행여부를논의중인정책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2 전국단위 쿼터제

3 집유선 일원화

6 계절별 가격 차등제

7 원유가격 연동제

12 기타1 ( )

13 기타2 ( )

시행중인 정책 효율성 효과성
개선
필요성

(관계자의)
수용성

1 쿼터제및잉여원유차등가격제

4 위생, 용도별 가격 차등제

5 성분별 가격 차등제

8 가공유 지원사업

9 조사료 증산

10 조사료 수입 쿼터

11 시설 현대화

12 기타1 ( )

13 기타2 ( )

문 6. 우유의 수급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을 효율

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

가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관계자의 수용가능성을 평가

하시어 다음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록380

정 책 물가안정 메커니즘 동의 여부

1. 계열화 확대
․규모의 경제→유통비용 절감 (예, 아니요)

․계약 거래→가격 안정 (예, 아니요)

2. 직거래 확대 ․유통비용 감소→가격 하락 (예, 아니요)

3. 가격 의무보고제* ․가격의 투명성, 신뢰성 증대→가격 안정 (예, 아니요)

4.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 확립→가격 안정 (예, 아니요)

5. 가격안정제 도입** ․가격 안정 (예, 아니요)

6. 이력제 도입 ․소비자신뢰확대, 유통거래확립→가격안정 (예, 아니요)

7. 생산자 협회 설치 ․공정거래 확립→가격 안정 (예, 아니요)

8. 규격화 ․유통비용 감소→가격 하락 (예, 아니요)

9. 그람기준 가격 도입 ․유통비용 감소→가격 하락 (예, 아니요)

10. 수급조절
․생산 및 출하 조절→가격 안정 (예, 아니요)

․관세인하 등 수입 확대→가격 안정 (예, 아니요)

11.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증대

․생산성 증대, 생산비 감소→유통비용 절감 (예, 아니요)

․생산성 안정→공급안정→가격 안정 (예, 아니요)

12. 도매시장 도입 ․가격형성의 투명성 제고 → 유통비용 절감 (예, 아니요)

오리산업 정책 평가

※ 본 연구에서의 물가안정은 1) 오리고기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가격 안정)

하거나 2) 유통비용을 낮추는 것(유통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1. 오리고기의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정책 수단들입니다. 제시된 물가안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가격 의무보고제는 생산자나 중간유통업자, 소매업자, 계열업체가 정부에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 가격안정제는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

2. 문1.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셨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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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점수

1 계열화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2 직거래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3 가격 의무보고제* 0 1 2 3 4 5 6 7 8 9 10

4 표준계약서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5 가격안정제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6 이력제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7 생산자협회 설치 0 1 2 3 4 5 6 7 8 9 10

8 규격화 0 1 2 3 4 5 6 7 8 9 10

9 그람기준 가격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10 수급 조절 0 1 2 3 4 5 6 7 8 9 10

11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증대 0 1 2 3 4 5 6 7 8 9 10

12 도매시장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추가해야 될 정책

①

②

③

3. 다음은 1) 오리고기의 가격 변동성 완화(가격안정)를 위한 축산 관련 정

책 방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중간을 5점 기준으로 중요할수록 높은 점수)

4. 위에 제시된 12개 정책 이외에 가격안정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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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점수

1 계열화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2 직거래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3 가격 의무보고제* 0 1 2 3 4 5 6 7 8 9 10

4 표준계약서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5 가격안정제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6 종오리 이력제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7 생산자협회 설치 0 1 2 3 4 5 6 7 8 9 10

8 규격화 0 1 2 3 4 5 6 7 8 9 10

9 그람기준 가격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10 수급조절 0 1 2 3 4 5 6 7 8 9 10

11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증대 0 1 2 3 4 5 6 7 8 9 10

12 도매시장 도입 0 1 2 3 4 5 6 7 8 9 10

추가해야 될 정책

①

②

③

5. 다음은 2) 오리고기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 방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중간을 5점 기준으로 중요할수록 높은 점수)

6. 위에 제시된 12개 정책 이외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

책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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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방법은 정책도입과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과 정책의 지속기간을 의미합니다.
2. 정책의 비용은 정책 집행의 비용(정부지원금)을 의미합니다.
3. 정책의 효과는 축산업의 다원적인 기능의 목표 달성의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4. 시행가능성은 정책당국이 해당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5. 대상자의 수용성은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접근방법 3년 이내=단기 3-5년=중기 5년 이상=장기

정책의 비용
비용 매우
높음=5

비용
높음=4

비용
보통=3,

비용
낮음=2

비용 매우
낮음=1

정책의 효과,
시행가능성, 수용성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매우
낮음=1

정 책
접근방법
(단기,중기,장기)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시행
가능성

대상자의
수용성

1 계열화 확대

2 직거래 확대

3 가격 의무보고제

4 표준계약서 도입

5 가격안정제 도입

6 이력제 도입

7 생산자협회 설치

8 규격화

9 그람기준 가격 도입

10 수급 조절

11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증대

12 도매시장 도입

13 기타1 ( )

14 기타2 ( )

15 기타3 ( )

7. 오리의 가격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 관련 정책들을 접근방

법, 정책의 비용, 효과성 시행가능성, 대상자의 수용성 등 5가지 측면에

서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서 접근방법,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시행가능성, 대상자

의 수용성을 평가하시어 다음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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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관련 설문 

품목 구입경험 여부

곡류 쌀 ① 예 ② 아니요

축산물

쇠고기 ① 예 ② 아니요

돼지고기 ① 예 ② 아니요

닭고기(육계) ① 예 ② 아니요

달걀 ① 예 ② 아니요

낙농제품

우유 ① 예 ② 아니요

분유 ① 예 ② 아니요

치즈 ① 예 ② 아니요

발효유 ① 예 ② 아니요

부록 6

소비자 설문조사표

※ 다음의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거나 입력해 

주세요.

1. 최근 1년 이내에 구입하신 품목을 선택해 주세요. (외식과 치킨구입은 제

외)

*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 없음. 발효유란 요구르트 등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을 말함.

 

1-1. 다음 품목의 가구당 1개월/6개월/1년 평균 구입횟수(외식과 치킨구입 제

외)와 1회 평균 구입금액을 적어주세요.

(먼저 1개월, 6개월, 1년 중 해당하는 기간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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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간 구입횟수(회)
1회 평균
구입금액(원)

곡류 쌀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축산물

쇠고기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돼지고기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닭고기(육계)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달걀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과일류

우유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분유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치즈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발효유 ①1개월, ②6개월, ③1년 _______(회) _______(원)

기간의 평균 구입횟수를 적어주시고, 1회 평균 구입금액을 적어주세요.)

  

*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 없음. 발효유란 요구르트 등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을 말함.

[문1의 구입경험 여부 “① 예” 응답 품목만 제시] 

[구입횟수 구간: 1개월 선택시 1~30회]

[1회 평균 구입금액 상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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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매우 큰
영향을 줌

1) 가격변동의 폭(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매우 큰
영향을 줌

2) 가격변동의빈도(횟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매우 큰
영향을 줌

3) 상품 구입빈도(횟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매우 큰
영향을 줌

4) 상품소비지출액의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매우 큰
영향을 줌

5) 생활필수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매우 큰
영향을 줌

6)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음 항목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

는지 본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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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1) 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2) 쇠고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3) 돼지고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4) 닭고기(육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5) 달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6) 우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7) 분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8) 치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님 보통임 매우 그러함

9) 발효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의 농축산물이 생활필수품(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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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차이

없음

큼 큼 차이

없음

큼

쌀 ◯ ◯ ◯ 쇠고기 쇠고기 ◯ ◯ ◯ 돼지고기

쌀 ◯ ◯ ◯ 돼지고기 쇠고기 ◯ ◯ ◯ 닭고기

쌀 ◯ ◯ ◯ 닭고기 쇠고기 ◯ ◯ ◯ 달걀

쌀 ◯ ◯ ◯ 달걀 쇠고기 ◯ ◯ ◯ 우유

쌀 ◯ ◯ ◯ 우유 쇠고기 ◯ ◯ ◯ 분유

쌀 ◯ ◯ ◯ 분유 쇠고기 ◯ ◯ ◯ 치즈

쌀 ◯ ◯ ◯ 치즈 쇠고기 ◯ ◯ ◯ 발효유

쌀 ◯ ◯ ◯ 발효유

돼지고기 ◯ ◯ ◯ 닭고기 닭고기 ◯ ◯ ◯ 달걀

돼지고기 ◯ ◯ ◯ 달걀 닭고기 ◯ ◯ ◯ 우유

돼지고기 ◯ ◯ ◯ 우유 닭고기 ◯ ◯ ◯ 분유

돼지고기 ◯ ◯ ◯ 분유 닭고기 ◯ ◯ ◯ 치즈

돼지고기 ◯ ◯ ◯ 치즈 닭고기 ◯ ◯ ◯ 발효유

돼지고기 ◯ ◯ ◯ 발효유

달걀 ◯ ◯ ◯ 우유 우유 ◯ ◯ ◯ 분유

달걀 ◯ ◯ ◯ 분유 우유 ◯ ◯ ◯ 치즈

달걀 ◯ ◯ ◯ 치즈 우유 ◯ ◯ ◯ 발효유

달걀 ◯ ◯ ◯ 발효유

분유 ◯ ◯ ◯ 치즈 치즈 ◯ ◯ ◯ 발효유

분유 ◯ ◯ ◯ 발효유

4. 다음은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 기여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4-1. 최근 3년 이내 구입경험에 기초해서(외식과 치킨구입은 제외) 어느 품목

이 본인의 체감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선택해 주세요. (체

감물가에 미친 영향이 동일했다고 생각하면 차이없음, 특정 품목(ex. 쌀)

이 더 컸다고 생각하면 왼쪽, 대응 품목(ex. 쇠고기)이 더 컸다고 생각하

면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이내 구입경험에 기초하여 작성]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문1에서 두 품목 모두 구입경험 여부 “② 아니요” 일 경우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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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차이

없음

큼 큼 차이

없음

큼

쌀 ◯ ◯ ◯ 쇠고기 쇠고기 ◯ ◯ ◯ 돼지고기

쌀 ◯ ◯ ◯ 돼지고기 쇠고기 ◯ ◯ ◯ 닭고기

쌀 ◯ ◯ ◯ 닭고기 쇠고기 ◯ ◯ ◯ 달걀

쌀 ◯ ◯ ◯ 달걀 쇠고기 ◯ ◯ ◯ 우유

쌀 ◯ ◯ ◯ 우유 쇠고기 ◯ ◯ ◯ 분유

쌀 ◯ ◯ ◯ 분유 쇠고기 ◯ ◯ ◯ 치즈

쌀 ◯ ◯ ◯ 치즈 쇠고기 ◯ ◯ ◯ 발효유

쌀 ◯ ◯ ◯ 발효유

돼지고기 ◯ ◯ ◯ 닭고기 닭고기 ◯ ◯ ◯ 달걀

돼지고기 ◯ ◯ ◯ 달걀 닭고기 ◯ ◯ ◯ 우유

돼지고기 ◯ ◯ ◯ 우유 닭고기 ◯ ◯ ◯ 분유

돼지고기 ◯ ◯ ◯ 분유 닭고기 ◯ ◯ ◯ 치즈

돼지고기 ◯ ◯ ◯ 치즈 닭고기 ◯ ◯ ◯ 발효유

돼지고기 ◯ ◯ ◯ 발효유

달걀 ◯ ◯ ◯ 우유 우유 ◯ ◯ ◯ 분유

달걀 ◯ ◯ ◯ 분유 우유 ◯ ◯ ◯ 치즈

달걀 ◯ ◯ ◯ 치즈 우유 ◯ ◯ ◯ 발효유

달걀 ◯ ◯ ◯ 발효유

분유 ◯ ◯ ◯ 치즈 치즈 ◯ ◯ ◯ 발효유

분유 ◯ ◯ ◯ 발효유

4-2. 만약에 다음의 농축산물 가격이 똑같이 30%씩 상승할 경우(외식과 치킨

구입은 제외) 어느 품목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의 상승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클지 선택해 주십시오.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차이없음, 특정 품목(ex. 쌀)이 더 크다고 생각하

면 왼쪽, 대응 품목(ex. 쇠고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을 선택하

시면 됩니다).

[가격이 똑같이 30%씩 상승할 경우]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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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등(상승)했을 때 농축산물의 수입을 증가시켜 가격

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5-1. 가격 급등(상승) 시 농축산물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계비 지출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② 농축산물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③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④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

⑤ 기타( )

[문 5에서 “① 예” 응답일 경우에만 제시]

5-2. 정상적인 가격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미만  ② 20%이상~30%미만 ③ 30%이상~40%미만

④ 40%이상~50%미만 ⑤ 50%이상~60%미만 ⑥ 60%이상~70%미만

⑦ 70%이상~80%미만 ⑧ 80%이상~90%미만 ⑨ 90%이상~100%미만

⑩ 100%이상(두 배 이상)

[문 5에서 “① 예” 응답일 경우에만 제시]

[정상적인 가격과 비교할 때 상승 정도]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5-3. 농축산물의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계비 지출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② 가격상승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③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④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⑤ 농민도 혜택을 볼 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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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에서 “② 아니요” 응답일 경우에만 제시]

6. 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락(하락)했을 때 농민들에게 소득(가격)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1. 가격 급락(하락)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격 상승시 수입의 증가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②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③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④ 기타( )

[문 6에서 “① 예” 응답일 경우에만 제시]

6-2. 정상적인 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보조를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미만  ② 20%이상~30%미만 ③ 30%이상~40%미만

④ 40%이상~50%미만 ⑤ 50%이상~60%미만 ⑥ 60%이상~70%미만

⑦ 70%이상~80%미만  ⑧ 80%이상~90%미만 ⑨ 90%이상 하락

[문 6에서 “① 예” 응답일 경우에만 제시]

[정상적인 가격과 비교할 때 하락 정도]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6-3. 정부가 보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비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② 가격하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③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기 때문에

④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⑤ 도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⑥ 농민에 대한 보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⑦ 기타( )

[문 6에서 “② 아니요” 응답일 경우에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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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 응답자 정보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초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D1. 본인을 포함하여 귀 댁의 현재 거주 가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이상 

D2. 귀 댁의 자녀(1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D1. 의 숫자보다 작아야 함]

D3. 귀 댁의 자녀(중1~고3까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D1. 의 숫자보다 작아야 함]

[D2 + D3의 합은 D1–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D4. 귀 가정의 한 달 평균 총 소득(모든 가족 구성원의 수입과 이자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300만원 미만 ③ 300만-400만원 미만

④ 400만-500만원 미만 ⑤ 500만-600만원 미만 ⑥ 600만-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D5.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학력 재학자는 해

당학력으로 인정)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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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 및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

축 연구’의 일환으로 오리고기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오리고기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통계처

리되어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명

응답자(성명) 직책

연락처
전화

E-Mail

주소

부록 7

오리 설문조사표

오리 유통‧가공업체 조사표

1. 귀 업체의 영업형태는 어떻게 되나요?(해당 부분 체크)

① 오리 가공제품 제조업체 ② 계열업체 직영 판매장

③ 중도매상 ④ 대리점 ⑤ 기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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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입
물량

(통오리 기준) 마리 마리 마리

또는 (㎏기준) ㎏ ㎏ ㎏

구매
형태

지육(통오리) % % %

정육(발골) % % %

훈제 % % %

기타(주물럭, 소시지 등) % % %

소계 100 % 100 % 100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매
경로

농가 % % %

계열업체 % % %

다른 중도매인 % % %

기타 % % %

소계 100 % 100 % 100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판매
물량

(생오리 기준) 마리 마리 마리

또는 (㎏기준) ㎏ ㎏ ㎏

판매
형태

지육(통오리) % % %

정육(발골) % % %

훈제 % % %

기타(주물럭, 소시지등) % % %

소계 100 % 100 % 100 %

2. 귀 업체의 최근 3년 동안 오리 구매물량 및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구입물량은 2가지 기준 중 하나만 작성해도 무방함

3. 귀 업체의 최근 3년 동안 오리 구매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4. 귀 업체의 최근 3년간 오리 판매 형태 및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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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오리 비중 정육 비중

소매상 % 소매상 %

대형 마트 % 대형 마트 %

프랜차이즈 업체 % 프랜차이즈 업체 %

(가든형)음식점 % (가든형)음식점 %

중도매상또는대리점 % 중도매상또는대리점 %

인터넷 직거래 % 인터넷 직거래 %

급식 % 급식 %

군납 % 군납 %

기타 % 기타 %

합계 100% 합계 100%

훈제 비중 기타(주물럭, 소시지등) 비중

소매상 % 소매상 %

대형 마트 % 대형 마트 %

프랜차이즈 업체 % 프랜차이즈 업체 %

(가든형)음식점 % (가든형)음식점 %

중도매상또는대리점 % 중도매상또는대리점 %

인터넷 직거래 % 인터넷 직거래 %

급식 % 급식 %

군납 % 군납 %

기타 % 기타 %

합계 100% 합계 100%

5. 귀 업체의 오리 판매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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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무엇입니까?(보유시설에 체크)

① (훈제)가공장 ② (주물럭)가공장 ③ (정육)가공장

④ 직영판매장(직영식당) ⑤ 기타

7. 귀 업체에서는 오리의 구입부터 판매 시까지 평균적으로 며칠이 소요됩니까?

( 일)

8. 귀 업체에서는 오리 구입 시 선호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① 코리아더커드 ② 모란식품 ③ 주원산오리

④ 화인코리아 ⑤ 정다운 ⑥ 코리아팔도

⑦ 삼호유황오리 ⑧ 신촌자연오리 ⑨ 신선산오리

⑩ 자연일가 ⑪ 오리스 ⑫ 기타( )

8.1. 위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중복 선택 가능) ( , , )

① 오리의 품질이 다른 업체보다 뛰어나서

②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③ 오리 가격이 싸서

④ 예전부터 거래한 업체여서

⑤ 가격 이외의 혜택(지원)이 많아서

⑥ 소비자가 원해서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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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성은 귀 업체에서 가격 산정 시 게재가격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2. 신뢰도는 귀 업체의 오리협회 게재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3. 대표성은 게재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오리가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
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성이 높을수록 시장가격(도매가격)과 차이가 적
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이용하지 않음 보통 많이 이용하고 있음

<------------------- ------------------>

< 이용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신 보통 매우 신뢰

<------------------- ------------------>

< 신뢰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표성 거의 없음 보통 대표성 매우 큼

<------------------- ------------------>

< 대표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행여부 시행계획

1. 상표등록

2. 식품배상책임보험 가입

3. 브랜드 의장등록

4. 검역시행장 지정(도축, 가공)

5.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장(HACCP)

6. 품질관리 시스템(ISO 9001)

7. 기타( )

9. 귀 업체에서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기입해 주

시기 바랍니다.

(표시방법: 현재 시행 ○, 미시행 × / 시행계획 있음: ○, 시행계획 없음: ×)

10. 다음은 오리협회에서 게재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해당 

항목별로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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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

11. 일부 농가와 업체에서는 오리 거래 시 가격산정을 1마리당 단가가 아닌 

중량(㎏)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11.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 본 연구 및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②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

③ 유통체계 개선 방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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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 및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

축 연구’의 일환으로 오리고기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오리고기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통계처

리되어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명

응답자(성명) 직책

연락처
전화

E-Mail

주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입(생오리 기준) 마리 마리 마리

반입 경로
(생오리기준)

위탁농가 % % %

일반농가 % % %

기타 % % %

소계 100 % 100 % 100 %

No.

오리 계열업체 조사표

1. 귀 업체의 최근 3년 동안 오리 취급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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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오리 비중 정육 비중

도매상 % 도매상 %

자체 외식업체 % 자체 외식업체 %

대형 마트 % 대형 마트 %

프랜차이즈 업체 % 프랜차이즈 업체 %

(가든형)음식점 % (가든형)음식점 %

대리점 % 대리점 %

홈쇼핑 % 홈쇼핑 %

인터넷 직거래 % 인터넷 직거래 %

급식 % 급식 %

군납 % 군납 %

기타 % 기타 %

합계 100% 합계 100%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위탁농가 수 농가 농가 농가 농가

훈제 비중 기타(주물럭, 소시지등) 비중

도매상 % 도매상 %

자체 외식업체 % 자체 외식업체 %

대형 마트 % 대형 마트 %

프랜차이즈 업체 % 프랜차이즈 업체 %

(가든형)음식점 % (가든형)음식점 %

대리점 % 대리점 %

홈쇼핑 % 홈쇼핑 %

인터넷 직거래 % 인터넷 직거래 %

급식 % 급식 %

군납 % 군납 %

기타 % 기타 %

합계 100% 합계 100%

2. 귀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3. 귀 업체에서 판매되는 오리의 제품유형별 유통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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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오리 부화 사료 사육 도압 가공 판매 외식

계열화 정도

1. 해당 생산시설을 전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 ○ 표시
2. 해당 생산시설을 일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 표시
3. 해당 생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 X 표시

4. 귀 업체의 각 부문별 계열화 정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5. 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무엇입니까?(보유시설에 체크)

① (육용 종오리) 직영농장 ② 부화장 ③ 사료공장 ④ 도압장 

⑤ (정육 훈제 등의) 가공장 ⑥ 직영판매장(직영식당) ⑦ 기타

6. 귀 업체에서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설규모 및 2012년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작업량은 1일 8시간, 한달 20일 기준임)

① 도압장의 규모(도압 능력): (1일 / 한달) 마리

② 2012년 평균 가동률

- 성수기(5∼8월): %, 비수기(9∼4월): %

③ 2012년 자체 위탁 도압 비율

-자체물량 도압비율: %

-위탁물량 도압비율: %

7. 귀 업체가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위탁 도압 수수료는 얼마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도압 수수료 = 마리당 원)

7.1. 위탁 도압 시 토치의 과정을 거친다면 추가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마리당 원)

8. 귀 업체에서는 ‘오리고기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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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행 시) 등급제를 도입/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 판매물량 및 시장점유율 증대 기대

② 유통경로의 다양성 기대(새로운 유통경로 창출)

③ 현재 추세에 따름(사회적 요구)

④ 수요자 및 판매처(도 소매 업체) 등의 요구

⑤ 기타

8.2. (미시행 시) 등급제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 과다한 비용의 지출 ②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음

③ 시스템상의 한계 ④ 도입 검토 중

⑤ 기타

9. 귀 업체에서는 위탁농가의 평가방식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① 절대평가 ② 상대평가 ③ 기타

9.1. 위에서 응답한 평가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 정산방식이 편해서 ② 업체에 유리해서

③ 농가가 원해서 ④ 회사의 운영방침이라서

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⑥ 비용 절감을 위해서

⑦ 기타

10. 위탁농가와 계약 시 정부에서 인증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0.1.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면 / 필요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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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여부 시행계획

1. 상표등록

2. 식품배상책임보험 가입

3. 브랜드 의장등록

4. 검역시행장 지정(도축, 가공)

5.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장(HACCP)

6. 품질관리 시스템(ISO 9001)

7. 기타( )

8. 기타( )

1. 이용성은 귀 업체에서 가격 산정시 게재가격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2. 신뢰도는 귀 업체의 오리협회 게재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3. 대표성은 게재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오리가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
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성이 높을수록 시장가격(도매가격)과 차이가 적
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이용하지 않음 보통 많이 이용하고 있음

<------------------- ------------------>

< 이용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신 보통 매우 신뢰

<------------------- ------------------>

< 신뢰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표성 거의 없음 보통 대표성 매우 큼

<------------------- ------------------>

< 대표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다음은 오리협회에서 게재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해당항

목별로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귀 업체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방법: 현재 시행 ○,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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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

13. 일부 농가에서는 오리 출하 시 가격산정을 1마리당 단가가 아닌 중량(㎏)

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1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4. 본 연구 및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②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

③ 유통체계 개선 방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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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 및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

축 연구’의 일환으로 오리고기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오리고기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통계처

리되어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성명) 농장명

연락처
전화

E-Mail

주소

No.

오리 사육농가 조사표

1. 귀 농가의 사육 규모는 1회전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마리)

2. 귀 농가의 사육시설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비닐하우스 ② 무창사육장 ③ 유창사육장 

2.1. 귀하는 향후 3년 이내에 농가의 시설을 현대화 또는 증·개축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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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가 오리사육을 시작(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다른 축종에 비해 수익이 많음

② 다른 축종에 비해 수익이 안정적임 

③ 사육 자재(사료, 의약품 등) 구입이 편리함

④ 오리가 사육하기가 쉬움

⑤ 계열업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음

⑥ 기타 ( )

4. 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계열업체는 어디인가요? ( )

5. 귀하는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열업체의 평가방식에 만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5.1. (아니요 응답 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 귀하는 과거에 계열업체를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② 아니요

6.1. (변경하신 적이 있다면) 계열업체를 변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2. (변경하신 적이 있다면) 계열업체 변경은 자유롭습니까?

① 예(자유롭다) ② 아니요(자유롭지 못하다)

6.3. (변경하신 적이 있다면) 계열업체 변경 후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① (불이익) 없음

② (불이익) 있음(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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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회전수 회전 회전 회전

7. 귀 농가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육 회전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전)

8. 귀 농가는 계열업체와 계약 시 사용되는 계약서에 일정 횟수 이상의 회전

수 또는 일정 수수 이상의 출하를 보장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① 회전수와 출하수수 모두 보장받고 있음

② 회전수만 보장받고 있음

③ 출하수수만 보장받고 있음

④ 회전수와 출하수수 모두 보장받지 못함

8.1. 계약서에 명시된 위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계열업체와 계약 시 사용되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1.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계열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② 농가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서

③ 신뢰가 되지 않아서(업체의 계약불이행 등)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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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

< 병아리 품질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사료의 품질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사료의 가격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서비스 품질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농가 지원조건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병아리 품질: 제공받고 있는 병아리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2. 사료의 품질: 계열업체에서 귀 농장에 제공하는 사료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3. 사료의 가격: 계열업체에서 귀 농장에 제공하는 사료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4. 서비스 품질: 오리사육과 관련한 컨설팅, 기술지도 등의 제공 여부와 

만족도 등을 의미합니다.

5. 지원조건: 오리사육을 위해 농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설자금 지원 

등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

놓은 문서라 할 수 있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는 사양관

리, 계약기간, 축사 기준 및 사육 기준, 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사육자재

의 공급과 품질, 방역 및 위생관리, 기준 육성률, 사육경비 지급 등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기업

의 횡포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또한, 이를 통해 농가와 업체

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오리산

업을 육성하고자 함.

10. 귀하는 농가와 계열업체가 계약시 정부에서 인증한 ‘표준계약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1. 다음은 귀하가 계열업체에서 제공받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

목별로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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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

12. 사육수수료(위탁수수료)의 결제는 평균 며칠이 소요됩니까?

( 오리 출하 후 약 ________________일 )

13. 계열업체의 사육수수료(위탁수수료)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 ② 불만족

13.1.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중요한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리 출하 후가격 정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② 정산 결제 이후 대금 입금이 늦어져서 ③ 수수료가 낮아서

④ 정산방식이 까다로워서 ⑤ 기타

14. 본 연구 및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② 시장가격 현실화를 위한 방안

③ 유통체계 개선 방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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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사육계약서 비교 조사표
초생추(새끼오리) 가격 원/수

생체가격(출하가격)

출하범위내 원/수

범위 미만
원/수

원/수

범위 초과
원/수

원/수

사료가격
벌크 원/㎏

지대 원/㎏

상차비 원/수

회차비 원/대

페
널
티

배 가슴 털 불량 원/수

흉부 수종 및 배 딱지(바닥 불량) 원/수

절식 불량 원/수

과다수분, 털 불량 원/수

사압 발생 원/수

타 사료 급여 원/㎏

중량 적중률(과체중 또는 미달 시)

기타

성
과
급

생산지수 성과금 원/수

품질개선 성과금 원/수

시세 보너스 지급 원/수

육성성과금(출하성과금) 원/수

친환경 보조금 원/수

장기 사육

기타

연료비 지급(원/수)
깔짚비 지급(원/수)

깔짚 유류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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