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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연구 필요성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와 우유의 소비가 꾸 히 증가하여 왔으나,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소비추세가 완화되고 있음.그러나 건강식품에 

한 소비는 꾸 히 증가하여 기능성 우유와 오리고기의 수요는 지속 으

로 증가하여 왔음.

-최근 몇 년 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과 축산식품 소비

가 크게 증가하 음.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쇠고기,돼지고기,우유 등의 

육류 소비증가 추세가 약화된 데 반해 오리고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왔음.

-원유생산량은 2002년 과잉생산 이후 차 감소하고 있으며,우유의 소비

는 1990년 이후 정체 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오리고기는 2011년 생산액이 1조 3,966억 원에 이르러 체 농산물 생산

액 에서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우유,계란 다음인 7번째로 높은 

생산액을 보이고 있음.

○우유의 가격은 낙농진흥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의 수요가 주어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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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이며,수 조 을 해 자조  등 다양한 정책을 운

하고 있으나 그 성과 평가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우유가격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 에서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농가단

에서는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추인이 부족한 상황이며,소비측면에서는 높

은 우유가격으로 인해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임.우유의 수요는 많은 부

분을 식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계  편차를 보여주고 있음.

-낙농은 육우와 양돈 같이 소비확 를 한 자조 을 운 하고 있으나,

낙농자조 의 소비확 로 인한 수 조  성과에 한 평가는 미진한 상

황임.

○오리산업은 육계산업과 같이 다른 축종에 비해 계열화가 빠르게 진 되면

서 그로 인한 효과가 물가와 산업발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연

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오리산업은 계열화의 진 에 따라 유통구조가 상 으로 체계화되어 있

지만 농가와 계열업체 간  계열업체와 유통업체 간 불공정 문제가 두

되고 있으며,오리의 공시가격에 한 신뢰성에 해서도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실정임.

-계열화의 진 은 수입개방에 비해 국내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 음.그러나 계열화의 진 으로 말미암아 시장지배력 증가효과

(유통마진 증가→시장가격상승)와 유통비용 감소효과(시장가격인하)가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았음.

○따라서 우유소비 진을 한 낙농산업의 자조  운 에 한 효과분석과 

함께,오리산업의 계열화에 한 성과 평가가 필요함.

-우유의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낙농자조 의 고 등 소비 진을 한 

사업들이 수 조 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한 효과

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오리산업은 시장의 경쟁정도,시장의 다단계구조,단계별 유통비용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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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를 반 한 계열화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낙농자조 의 효과분석과 계열화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축산업의 

자조 을 활용한 축산물의 수 조 과 계열화 확 를 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낙농자조 의 소비 진을 통한 수 조  효과를 분석하

고,오리산업 계열화의 진 이 생산자,계열사,유통업자 등 유통주체에 따

라 유통마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축산

자조 의 수 조 을 한 활용방안과 계열화 확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우유의 수요확 를 하여 추진되어온 낙농자조 의 일반 고와 같은 

활동에 의한 수요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수 조  효과를 계측하고,우유

의 수요확  방안을 제시함.

-오리산업의 계열화 진 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시장지배력 증가의 효과를 

계측하고,유통마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열화 진 정책방안을 제시함.

3.연구 내용

○자조 의 우유 소비변화에 미친 효과 분석

-일반상품의 소비모형을 이용한 낙농자조 의 우유 소비변화 효과 계측

-자조 의 일반 고의 우유소비 진으로 인한 수 조  효과 계측



4

○신산업론 (NEIO) 근법을 이용한 오리산업 계열화 효과 분석  

-신산업론 근법(NEIO)을 이용한 계열화 분석 모형 개발

-계열화에 따른 시장지배력증가 효과와 유통비용감소 효과 계측

-계열화율 증가의 marginaleffect계측

․시장지배력증가 효과 측정

․유통비용감소 효과 측정

○ 우유소비 진  계열화 확  정책 방안

-우유소비 진을 한 정책 방안 

-계열화 확   계열화 련 독과  문제 해결 방안

-실증  사례를 통한 우유소비 진  독과  문제 해결 방안

․미국의 낙농산업  계열화(육계  돼지) 련 정책 검토

4.연구 방법

○산업 황 자료 검토 

- 련기  홈페이지,발행물,논문들에 한 검색과 자료 정리

○분석 모형개발을 한 선행 연구 검토

- 련 논문들에 한 검색  해석

-낙농산업  오리시장 련 연구 검토

-일반상품차별화 분석 모형 련 연구 검토 

-시장구조분석(산업조직론) 련 연구 검토 

○일반상품 소비모형  신산업론 (NEIO)모형을 이용한 계량 분석

-수 조 을 한 자조  사업 효과분석을 한 일반상품차별화 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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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산업 구조분석을 한 NEIO모형 구축

○우유 소비  계열화 련 정책 조사

-우유 소비 진 방안  독과  해결 방안에 한 선행연구 검토 

-낙농업체,계열사  련기  출장조사를 통한 실증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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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조 의 우유 소비변화에 미친 효과 분석

1.낙농자조  황

○한국의 낙농자조 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낙농가들이 자발 으

로 참여하는 임의자조 사업으로 출발하 으며,2002년도에 제정된 ｢축산

자조 법｣에 근거하여 양돈과 한우부문에서 2004년과 2005년에 의무자조

사업이 시작된 후,낙농부문은 2006년 5월 1일부터 원유 1리터당 2원씩 

거출하는 의무자조 사업이 시작되었음.

○낙농자조 사업의 목 은 첫째,우유소비확  기반구축 등 ·장기 인 우

유수 의 안정 인 토 를 마련하는 것이며,두 번째는 국산우유의 국민 

이미지제고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낙농가의 실질 소득증 에 있음.

○낙농자조 사업의 용도는 ｢축산자조 의조성 운용에 한법률｣제13조에

서 규정하고 있으며,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축산물 소비홍보

-축산업자  소비자에 한 교육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  수  안정을 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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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사업 산

소 비 홍 보 1,495,503 3,984,109

교육 정보제공 2,985,072 3,128,786

자조 거출홍보 41,270 45,620

조 사 연 구 146,033 469,719

소 계 4,667,878 7,628,234

리비

징수수수료 110,007 122,090

운 비 438,966 463,530

소 계 548,973 585,620

합계 5,216,851 8,213,854

자료:낙농자조 리 원회.2012.12.2011년도 낙농자조  사업결산서;2012낙농자조  

사업결산서.

-그 밖에 자조 의 설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자

조 리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낙농자조 의 2012년 사업 산은 90억 원으로 82억 원이 지출되었음.이  

소비홍보,교육  정보제공,자조 거출홍보,조사연구 등의 사업비는 76억 

원으로 총 지출 액의 92.8%를 차지하 으며,7.1%인 5억 8,000만 원이 

리비로 사용되었음.

표 2-1.2011년,2012년 낙농자조 운 황
단 :천 원

○낙농자조 의 연도별 사업 산을 살펴보면,처음 시작된 2006년의 경우 48

억 5,000만 원이었으며,2007년에는 86억 7,000만 원이었음.이후 2010년의 

산이 93억 4,000만 원으로 최고 으며,2012년에는 90억 7,000만 원 수

임.

-낙농자조  사업 산은 우유 생산량의 정체로 인해 산이 증가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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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산 수입 지출

2006 4,850,000 4,547,973 4,274,760

2007 8,673,213 8,752,271 8,404,033

2008 9,063,492 8,933,900 8,548,846

2009 9,185,054 8,548,056 8,008,469

2010 9,339,287 8,214,863 7,655,640

2011 8,038,803 6,766,137 5,216,851

2012 9,069,227 9,231,584 8,213,853

자료:낙농자조 리 원회.2012.12.2011년도 낙농자조  사업결산서;2012낙농자조

 사업결산서.

표 2-2.낙농자조 연도별 사업비 수입 지출실 황
단 :천 원

○낙농자조 사업의 주된 사업은 우유소비 진을 한 TV  라디오 고가 

요사업으로 1999년 이후 TV와 라디오를 통한 고  홍보가 꾸 히 

개되어 왔음.

○낙농자조 은 2001년 이후 백색시유의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원유

의 공 과잉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우유의 일반 고를 통해 소비를 진시

킴으로써 우유의 수 은 안정화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음.

○2012년의 경우 박지성을 TV 고모델로 내세워 우유에 한 소비자 인지도

를 높 으며,방송 로그램 찬사업에서는 드라마와 시트콤 등에서 우유를 

마시는 장면을 삽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

-도심 속 목장 나들이와 우유 과학교실 사업은 참 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신문·잡지 등의 기획기사를 통해 우유에 한 잘못된 상

식이나 부정 인 이미지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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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품 소비모형을 이용하여 낙농자조 의 고사업 등 

우유소비 진사업의 효과를 계측함으로써 자조 의 낙농수 효과를 계측하

고자 함.

○그 동안 미국 등 낙농자조 이 발달한 낙농선진국에서는 낙농과 련하여 

자조 의 고 효과를 계측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음.

○본 연구에서는 낙농자조 의 우유소비확  효과를 계측하기 해 아래와 

같이 양 수 선형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함.분석모형에서는 우유소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이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독립변수로 자조 사업의 

소비 진활동을 비롯하여 우유의 가격, 체음료가격,소득,우유를 마시는 

인구의 비율 등을 선택함.

ln lnlnlnln









ln

 :기의 우유소비량

 :우유가격

 :우유 체음료가격

 :소비자 소득

 :우유를 주로 마시는 인구(0~19세)의 비율

 :계  더미변수

 :자조 사업의 소비 진활동 지출비용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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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소비의 계 성을 고려하기 해 계 더미변수를 사용하 음.더미변수

는 우유소비의 월별 증감에 따라 =12월,1월,2월,=3월,4월,5월,

=6월,7월,8월,=9월,10월,11월로 상정함.

○자조  사업의 소비 진 활동은 활동이 행해진 기와 기를 넘어 몇 기 후

인 기까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그 효과는 기에서 기로 갈수록 

감소함(SchmitandKaiser2004).따라서 자조 사업의 소비 진사업의 이

월효과를 고려하기 해 의 시차모형을 용하 음.

○낙농자조 의 경우 의무자조 이 시작된 것은 2006년 5월부터기 때문에 

2006년 5월 이 의 소비 진활동자료를 구할 수 없음.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우선 으로 200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유의 수요

모형을 추정함.그리고 낙농자조 사업이 시작된 2006년 5월부터 2013년 6

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낙농자조 의 우유소비 진과 련한 고효과

를 계측함.

3.분석자료

○본 연구의 첫 번째 모형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우유생산량,

소비량,소비자가격,우유 체음료가격,국민소득,우유를 주로 마시는 인구

(0~19세)비율 자료를 사용하 음.

-가격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하여 사용하 음.

○우유소비량에 소비자의 소득수 이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하여 월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eofCoincidentCompositeIndex)를 사용하

음(김민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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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순환하는 경기의 흐름이 잘 나타나고 동행

지수에서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장기 인 추세 변동을 제거하여 재 

경기의 상승과 하강 국면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임.

○주 소비인구비율은 통계청의 월별추계인구를 이용하여 19세 이하의 인구를 

사용하 음.이는 우유를 많이 마시는 연령 를 주요 우유 소비층으로 선정

하 기 때문임.

○낙농자조 사업 자료는 의무자조  사업이 시작된 2006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 음.

-자조  사업 지출비용()은 자조  소비 진사업이 우유소비에 미친 

향을 악하기 해 소비 진활동(국민 페인, 고,PR홍보 등)에 사

용된 액을 이용하 으며,소비자물가지수로 디 이트 하 음.

4.분석결과  시사

4.1. 분 결과

4.1.1.우유소비함수 추정 결과

○우선 200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우유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표 

2-3>에 정리하 음.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값은 0.5301이었음.

○우선 우유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수를 살펴보면 -0.3212로 5%신뢰수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는 우유가격이 1%상승할 경우 우유소비

가 0.32%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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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상수 27.1544* 10.1661

우유가격 ln -0.3212* 0.0784

체음료가격 ln 0.3221* 0.1157

소득 ln 0.2696 0.2470

0〜19세 인구 ln 0.7957 0.5648

계 더미  0.1257* 0.0153

계 더미  0.1017* 0.0161

계 더미  0.0913* 0.0170

  0.5301

주:*는 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두 번째로 우유수요의 체음료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0.3221로 체음료

가격이 1%상승할 경우 우유소비는 0.32%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추정

계수도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우유와 체음료 간에는 확실한 체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과 19세 이하의 인구와 련한 계수들은 각각 0.2696과 0.7957로 모두 

기 한 부호를 나타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추정된 계수들의 의미는 소득이 1%증가할 경우 우유소비가 0.3%증가하

며,19세 이하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우유소비는 0.8%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표 2-3.우유의 소비함수 추정 결과

○계 더미의 계수를 살펴보면,우유소비가 가장 은 12월,1월,2월에 비해 

다른 계 에서 모두 우유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즉 철인 3월,4

월,5월에 우유소비가 가장 많으며,그 다음으로 여름인 6월,7월,8월이 우

유소비가 높았으며,그 다음이 가을철인 9월,10월,11월 순이었음.



13

-계 더미의 계수들은 모두 5%로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남.

4.1.2.우유소비함수 추정 결과

○두 번째 모형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낙농자조 의 우유소

비 진사업비를 모형에 포함하여 우유 수요함수를 다시 추정하 으며,그 

결과를 <표 2-4>에 정리하 음.

-모형의 합성인  값은 0.6406으로 이 의 모형보다는 높은 결정계수를 

보 으나,추가로 변수를 포함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우유의 소비 진활동은 여러 시차를 두고 분석을 시도하 으나,기 

까지의 소비 진활동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 

까지만 모형에 포함하 음.

○이 모형에서의 우유수요에 한 가격탄력성 계수는 -0.2902로 나타났으며,

역시 10%신뢰수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는 우유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우유소비가 0.29%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앞의 모형 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우유수요

의 가격탄력성은 략 0.3수 인 것으로 계측됨.

○우유수요의 체음료가격탄력성은 0.0827로 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이 모형의 결과는 앞의 모형 결과와 비교하여 상

으로 은 체음료가격탄력성을 보여,앞의 결과보다는 본 모형의 결과

가 보다 합리 인 것으로 보임.왜냐하면 체음료가격탄력성이 우유의 자

체가격탄력성에 비해서는 상 으로 을 것이기 때문임.

○소득과 19세 이하의 인구에 한 계수들은 각각 0.1174와 0.8497로 나타났

으나,본 모형에서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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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상수 27.3415 10.1661

우유가격 ln -0.2902** 0.0784

체음료가격 ln 0.0827* 0.1157

소득 ln 0.1174 0.2470

0〜19세 인구 ln 0.8497 0.5648

계 더미  0.1477* 0.0153

계 더미  0.1417* 0.0161

계 더미  0.1437* 0.0170

기 소비 진활동 ln 0.0214* 0.0078

 기 소비 진활동 ln 0.0271* 0.0088

 기 소비 진활동 ln 0.0234* 0.0067

  0.6406

주:*는 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는 10%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계 더미의 계수는 앞의 모형과 약간 다른 결과를 보 음.본 모형 역시 

철이 겨울철보다 더 많은 우유소비가 일어나고,그 다음으로 가을철이 높

았으며,그 다음이 여름철이었음.그리고 겨울철이 가장 은 우유소비를 

보 음.

-이러한 결과 역시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의 우유소비가 학기 인 과 

가을보다 상 으로 은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음.

표 2-4.자조 의 우유의 소비확 효과 추정 결과

○본 연구의 목 인 우유의 수요확 를 하여 추진되어온 낙농자조 의 일

반 고와 같은 활동에 의한 수요변화를 나타내는 소비 진활동의 계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 기,기 소비 진활동의 계수는 각각 0.0214,0.0271,0.0234

로 나타났음.이러한 결과는 소비 진활동을 1% 증가시킬 경우 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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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유소비가 0.0214%,0.0271%,0.0234%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소비 진활동이 시작된 기의 효과보다는 그 기인 기의 소

비 진활동의 결과로 인한 우유소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다

음으로 기의 소비 진활동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낙농자조 의 소비 진활동 계수들은 모두 5%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4.2. 시사

○본 연구에서 일반상품 수요모형을 이용하여 우유의 수요확 를 하여 추

진되어온 낙농자조 의 일반 고와 같은 활동에 의한 수요변화를 측정

한 결과 낙농자조 의 소비 진활동은 우유의 소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됨.

○즉,우유의 소비 진을 하여 낙농자조 은 상당히 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며,자조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 조  효과를 가진

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우유의 소비는 계 인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계  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음.

○우유의 계  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교 식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공 측면에서도 우유의 생산을 조 할 수 있는 

계 별 가격차별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 체음료의 체가격탄력성 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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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에 한 향을 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우유 체음료

는 두유와 청량음료 등이 표 이어서 이러한 체음료와 차별화 할 수 있

는 략이 필요함.특히 우유는 양  계에서 체음료와 비교하여 상

으로 높은 우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연령층을 상으로 우유

의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다양한 우유소비홍보 활동을 개발하여 재 진행되고 있는 소

비 진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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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리산업 계열화 효과 분석

1.오리계열화 황

1.1. 계열화 사업  개념

○가축계열화는 가축의 생산 는 사육,사료공 ,가공 는 유통기능을 연계

한 일체의 통합 경 활동을 의미하며,크게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구

분할 수 있음1.

1농식품부 고시 제 2003-10호에서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고 있음.고시에서 지칭하는 수직계열화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나,수평계열화는 가

축의 소유권 이 개념과 동일한 유통계약을 의미하고 있어 본문의 수평계열화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ㆍ 수직계열화는 농민은 축사시설  가축 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가

축 계열화 사업자는 가축·사료 는 동물용 의약품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 하

고,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탁수수료를 지 하는 형태.

ㆍ 수평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 받아 가축을 사육하고,가축계열화 사

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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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계열화는 다양한 투입재,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수직  흐름

상에서 각 단계를 연계하기 한 경제행 를 의미하며,이를 한 생산계약,

유통계약,제휴,직 ,인수·합병등이 포함됨(정민국 2010).연계된 단계의 

정도에 따라 완  수직계열화와 부분 수직계열화로 구분할 수 있음.

○수평계열화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끼리의 연계를 의미

1.2. 계열화 사업  필요

○수직 계열화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자산의 특수성,불확

실성,거래빈도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이를 계열화를 통해 

비용 감소가 가능함.

그림 3-1.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

○수직계열화를 통해 험감소 는 험 회피가 가능해짐.계열 주체는 구입 

상품의 양,질,구매가격,유통경로에 한 불안 성을 가지며,계열 객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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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재에 한 확보  투입요소 가격,생산량  생산물의 매가격,시장 

로확보에 한 불안정성을 가짐.수직 계열화는 계열 주체  객체가 가

지는 불안정성의 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  하나임.

○수직 계열화를 통해 계열 주체  객체 모두 이윤증가가 가능하며,계열 주

체의 경우 시장 지배력 강화,소비자 요구의 극 인 수용 등의 부수 효과

도 얻을 수 있음.

1.3. 리 계열화 사업  단계

○오리 계열화 사업은 양돈  육계 계열화 사업과 유사한 수직 계열화를 이

루고 있음.계열화 업체가 오리의 생산·사육·가공·유통의  과정을 소유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사육 부문은 업체와 사육농가 간의 탁계

약에 의해 이루어짐.

그림 3-2.오리 계열화 사업 체계도

자료:농림부.2005.오리  오리 고기의 생산·유통·소비구조에 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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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업체는 오리농가에게 새끼오리,사료,동물용 의약품 등을 무상으로 공

하며,농가는 축사,사육기자재,노동력을 제공함.이후 농가는 업체에 사

육된 오리를 량 납품함.이후 사 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탁수수료를 

지 받음.

○업체에 인수된 오리는 계열업체 소유의 도압장에서 도압·가공처리된 이후 

형식당,육가공업체, 형마트, 리  등에 납품됨.

1.4. 리 계열화 업체 현황

○오리 계열화 업체는 17개 업체가 있음.육계시장의 경우 시장 선도기업을 

포함한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 형식으로 유하고 있으나,오리는 육계보

다는 시장의 과 화가 아직 낮은 편임.

표 3-1.오리 계열업체별 도압 황
단 :천 마리,%

업체명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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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자연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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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안은 해당시기 도축마리수 유율임.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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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  코리아더커드의 시장 유율이 20%로 가장 높으며,주원산오

리,모란,화인코리아,정다운이 9∼10%의 유사한 시장 유율을 보이고 있

음.코리아팔도,하이덕,신 자연오리,삼호,자연일가 등이 4∼6%의 유

율을 보이고 있음.

○오리 도압마릿수를 기 으로 상  업체에 해 계열화 정도에 해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부화,사료,사육,도축,가공, 매,외식 등의 모든 부문

의 완  계열화를 갖춘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상 업체가 사육  가공, 매 단계의 계열화  부분계열화는 이루

었으나,상 으로 종오리,부화,사료  외식단계의 계열화 정도는 미흡

한 것으로 조사됨.

표 3-2.오리 계열업체의 계열화 정도

종오리 부화 사료 사육 도압 가공 매 외식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D × × × △ × △ △ △

E △ △ × △ × △ △ ×

F ○ ○ ○ △ △ △ △ △

G △ △ △ ○ ○ ○ ○ ○

주:완 계열화 ○,부분 계열화 △,미계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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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 도압마릿수  리생체가격, 시장집중도

○오리가격과 오리 도압마릿수의 계를 살펴보면 어느 시기에는 함께 움직

이지만 어느 시기는 반 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7년까지는 오리가격과 도압마릿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2008년 이후에는 오리가격이 도압마릿수에 비해 3~5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2011년 이후 반 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3-3.도압마릿수 오리가격(2006～2012)

○도압마릿수와 시장집 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반 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물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가 은 업체들의 물량

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HHI지수는 3~4월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이는 오리가 이 시

기에 규모가 큰 업체를 심으로 많이 출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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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지수는 최근 들어 차 그 변동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조류독감 이후 공 과잉으로 인해 업체별로 물량변화가 많아

졌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그림 3-4.도압마릿수와 HHI(2009～2012)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오리 신선육 가격과 HHI지수가 함께 움직이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이는 이 시기 규모가 큰 계열업체를 심으로 

시장지배력이 확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소수의 기업이 독과 을 이용하여 시장가격을 주도할 경우 이러한 모습

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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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오리가격과 HHI(2009～2012)

2.분석 모형

2.1. 과 시장  효과

○오리산업은 17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과 시장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따

라서 과  시장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생각

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시장구조가 과 화 되면서 시장 내 계열화업체들의 독과  이

윤이 커지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시장이 보다 계열화가 되면서 그로 인

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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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독과  이윤이 커지는 것은 시

장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들에게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시장 

체 으로 볼 때에는 독과  발생으로 인한 사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반면에 계열화의 진척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각종 험회피  리

를 통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이를 통해 가격 하락을 통한 수요의 

증가와 공 물량 증가가 나타나고,결국 오리산업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

들에게는 양(+)의 효과로 나타남.

2.2. 이론  과 시장 모형

○본 연구에서는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분석을 해 신산업분석론(New

EconomicIndustrialOrganization:NEIO)을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개발함.

○일반 으로 한 산업의 개별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여기에서 는 시장에서의 매가격(역수요함수)이고, 는 개

별업체의 수입(Revenue)임.이 개별업체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짐.하나는 주원료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이는 기 원

료 시장에서에서 원료가격 에 개별구매량 을 곱한 것임.다른 하

나는 주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처리,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 임.

는 노동비,자본비 등의 비용을 의미함.

○  는 시장에서 모든 기업에 의해 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 부이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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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 에 의해 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이 임.2즉,


임.

○  식으로부터 이윤극 화의 1계 조건을 구하면,




 




 




 임.

-여기에서  



 는 개별업체의 한계수입(marginalrevenue)이고,






은 개별업체의 한계비용(marginalcost)임.

- 


임.

○  식에서 개별업체의 유통마진은

 



 






으로 유도되며,이 식은 아래처럼 변형될 수 있음.

2논의의 편리를 해 기 원료 구매량과 매량 사이에는 1:1이라고 가정함.즉 원료 

구매량과 매되는 양이 고정된 비율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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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수요와 공 탄성치(엄 하게 탄성치(semi-elasticities)의 개념)와 

시장 유율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음.

 







-여기서  





  








   


≠


   


임.

○비용함수의 설정을 해 Azzam(1997)의 연구를 따라 “일반화된 온티에

(generalizedLeontiefform)”비용함수를 가정함.

   












○이 경우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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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에 이 식을 입하면,

 
















이 됨.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체로 확 하기 해 시장 유율을 가

치를 곱하여 다 더하면,아래와 같이 시장 체의 마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음.






 




































-이 식은 다시 



















의 형태로 쓸 수 있음.여기에서 은 ‘시장 유율 가 평균 마진’이고,

 











은 시장의 가 평균추측변이이고 



은 허핀달-허쉬만

지수임.

○시장 구조에 따라서 의 값은 달라짐.시장이 완 경쟁구조라면, 임.

즉,시장에서의 마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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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됨.

○유통비용에는 독과  이윤이 없고 모두 한계비용만이 그 로 가될 뿐

임.시장이 완 독 이라면,   (꾸르노 독 )이 되고 마진은

 




   





독점 한계비용

와 같음.

○Appelbaum(1982)을 따라서 추측변이탄성치를    으로 정의하

면,시장구조에 따라서 이제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됨.즉,  은 

완 경쟁시장을   은 독 시장을 의미하며,0과 1사이의 값은 과 을 

의미함.

○앞서 제기한 문제처럼 시장의 과  시장구조가 유통마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의 유통마진을 불완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로 미분하면,




 









을 얻을 수 있음.

-여기에서 





은 불완 정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시장지배력효과’(유통이윤의 증가분)이고,


은 ‘비용효율화효

과’(유통비용의 감소분)를 의미함.이 두 가지 효과의 상 인 크기에 따

라서 유통마진의 크기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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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증 분  모형

○지 까지 살펴본 모형은 일반 인 산업에서 가공유통업체가 투입물을 산지

시장에서 구매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소매시장에 매하는 형태임.

○그러나 오리산업의 경우 계열업체는 계열농가를 통해 오리사육에 한 수

수료를 지불하고 오리를 탁생산하여 생오리를 조달하고,이 게 조달한 

오리를 도압  가공과정을 통해 신선육이나 훈제오리로 다시 가공업체나 

소매업체에 매하는 형태임.

○따라서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형태를 반 하여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즉,계열업체는 오리의 사육과 도압,가공하여 오리 생체를 도매시장에 매

하는 것으로 가정함.

○이러한 경우 개별 오리계열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식으로부터 이윤극 화의 1계 조건을 구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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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수요와 공 탄성치와 시장 유율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음.

 







○여기에서  


는 계열업체 의 마진율, 





는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  


는 계열업체 의 시장 유율을,




   


≠




는 계열업체 의 물량변화에 한 타업체의 

물량변화율을 나타냄.

○계열업체 의 비용함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

   

-여기서 는 고정비용이며,는 가변비용임.이 경우 개열업체 의 한계비

용은  이 됨.여기서 한계비용은 오리를 사육,도압하는 비용으로 

가정함.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체로 확 하기 해 시장 유율을 가

치를 곱하여 다 더하면,아래와 같이 시장 체의 마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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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다시 









의 형태로 쓸 수 있음.여기에서 은 ‘시장의 가 평균 마진율’임.

○ 의 오리시장 마진함수를 추정하기 해서는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

이 필요함.따라서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함수를 아래와 같이 가정함.

ln  lnln
ln

ln
ln

○오리의 도매물량 수요는 오리의 도매가격,쇠고기 도매가격,돼지고기 도매

가격,닭고기 도매가격,소득의 함수로 가정함.

○오리시장 마진함수와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함수를 동시에 추정하기 해 

연립방정식을 이용함.추정방법은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함.

-3단계 최소자승법은 도구변수(Instrumentalvariables)을 이용하게 되며,이

러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방법은 찰치가 충분하면 효율성을 손실없

이(분산이 안커지며)일 성(Consistent)있는 추정치를 제공함(Bowden

andTurkington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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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 자료

3.1. 도압마릿수  리가격

○오리산업의 산업구조(독과  정도)와 수평계열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 음.

-업체의 시장 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2008년 이 의 자료는 오리의 

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과 같은 수치로 가정하여 추정함.

○사용된 자료는 사육과 련하여 종오리수,입식병아리수,도압마리수 자료

를 사용하 으며,가격자료로는 생오리가격,신선육가격,토치육가격이 사

용하 음.

○오리사육을 한 비용으로 병아리가격,사료비,깔짚비,약품비, 열비,노

동비,기타비용과 이외에 도축비용으로 추가로 100원을 합한 총비용 자료를 

사용하 음.

○오리와 련한 자료 외에 소득 자료로 GDP,그리고 체재로써 쇠고기,돼

지고기,닭고기의 도매가격을 사용하 음.

○수평계열화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 자료는 업체별 도압마리수를 이

용하여 시장 유율을 구하고,이 시장 유율을 제곱하여 모두 더함으로서 

지수를 구하 음.

○분석을 해 사용한 자료들의 평균,표 편차,최 값,최소값을 아래에 정

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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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사육

종오리수 32,577 28,151 138,500 0

병아리수 4,518,714 1,631,521 8,715,000 1,996,000

도압마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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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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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회,통계청.

표 3-3.오리산업 분석을 한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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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결과  시사

4.1. 리계열화 추  결과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는 0.9065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남.

○우선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은 -0.2979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 경제학 

이론에 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10%신뢰수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수요탄력성이 -0.2779인 것의 의미는 오리의 생체가격이 1%증가할 경우 

수요량이 약 0.28%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오리 도매수요의 탄력성은 

각각 0.34,0.14,0.25로 나타났으며,이는 이들 타 축산물이 오리고기의 

체재임을 의미함.

-쇠고기 도매가격이 1%증가할 경우 0.34%의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닭고기 도매가격이 1%증가할 경우 오리고기의 수요

는 0.25%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돼지고기의 경우 0.14%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수 임.쇠고기와 닭고기의 

계수는 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음.

○오리고기의 소득탄력성은 5.6668로 GDP가 1%증가할 경우 오리고기의 수

요는 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신뢰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타남.

-이는 최근 소득의 증가에 따른 건강식품으로써 오리고기의 수요가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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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가 평균추측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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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더미  0.3557* 0.0480

계 더미  0.3633* 0.0454

계 더미  0.2527* 0.0456

  0.9065

주:*는 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는 10%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계 에 따른 오리고기의 수요량은 1~3월에 비해 7~9월의 수요가 가장 높으

며,그 다음이 4~6월,10~12월 순인 것으로 나타남.이는 오리고기가 복수요

가 있는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모든 계 변수에서 통계 으로 5%로 수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표 3-4.오리산업 도매시장의 마진함수 수요함수 추정 결과

○시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가 평균추측변이 값인 는 -0.4023로 나타나 오

리시장은 과 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오리시장이 독 시장인지를 살펴보기 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테스

트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오리시장은 독 시장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남.

-오리시장이 완 경쟁시장인지를 살펴보기 해 값이 -1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완 경쟁시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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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 통계량 Pr>ChiSq

=0 독 시장 249.39 <.0001

=-1 완 경쟁시장 550.69 <.0001

추정치 표 오차 Pr>ChiSq

HHI의 한계효과 2.5010 0.1051 <.0001

표 3-5.오리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4.2. 리계열화 효과 추

○오리산업에서의 수평계열화 효과는 수평계열화의 변화에 따른 마진율의 변

화로 계산할 수 있음.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앞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오리산업의 수평계열화 효과를 계측한 결

과,오리시장의 시장집 도가 0.01증가할수록 오리 계열업체의 마진율은 

0.025%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우리산업은 앞으로도 수평계열화의 유인이 존재함.

표 3-6.오리계열화의 효과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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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사

○오리산업은 과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수평계열

화가 진행될수록 계열업체의 마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이는 오리 

계열업체가 수평계열화를 지속 으로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오리고기는 쇠고기와 닭고기와 체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이러한 

타 축산물과의 경쟁하기 해서는 오리고기에 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한 계 인 수 의 불일치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공 과 

수 의 계 성을 완화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함.

○그리고 육계산업이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나 어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오

리산업은 약 10개의 계열업체가 시장을 고루 나 어 가지고 있어 육계산업

에 비해 상 으로 독과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오리산업은 타 축산업에 비해 계열화가 잘 진행되었으며,특히 다수의 기업

들이 경쟁하는 체제로 경쟁  과 형태라고 할 수 있음.이러한 오리산업의 

과 형태는 시장내에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단됨.

○최근 몇 년간의 꾸 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AI로 인해 일시

으로 공 부족 상황을 겪은 후 오리산업은 단지 3개월 만에 AI의 충격에

서 회복하 음. 한,이후 업체들의 과다투자로 공 과잉 상이 벌어졌지

만 업체들은 최근 자체 인 수 조 을 통해 수 을 안정시켜가고 있는 상

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선두업체를 심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노력

이 진행 이며,이러한 상은 강화될 것으로 단됨.따라서 소수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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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내에서의 불공정경쟁에 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 오리산업은 수직계열화가 아직도 진행 에 있으며,특히 이번 공 과

잉사태를 겪으면서 농가와의 계약 계에서 불공정 행 가  표면에 노

출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를 보호하기 한 제도  장치로 표 계약서를 의

무화하고,생산농가를 심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를 조직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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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의 낙농자조

1.미국 농업자조 의 발 배경

1930년  후반에 시작된 미국의 농업자조  제도는 세계 경제를 강타한 ‘

공황’과 련이 깊다.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당시 미국도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농업 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은 농산물 

재고를 증가시켰고,해마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공황기를 맞은 미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다.이 같은 농업 문제를 생산자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

력이 자조 제도의 시작이다.

미국 농업자조 제도의 태생 인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농업 자조  제도

는 국내외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소비 수요를 확 시킴으로써 결국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는 것이다.즉,공  곡선은 이동하지 않

고 그 로 있다는 가정하에 자조 을 이용하여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시키면 과수요량이 발생하여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것이다.이 경우 

가격상승과 동시에 균형 수요량이 보다 증가하여 그동안 된 재고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자조  제도는 가격지지와 재고문제 해결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자조  제도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자 을 조성하여 

수요확 를 한 상업 고나 품질 리 등의 노력에 이용하는 임의(voluntary)

자조 에서 시작되었다.그러나 이 같은 임의 자조 제도는,곧 무임승차

(free-rider)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무임승차 문제는,자조 의 수혜 상이 자조

의 납부 유무와 상 없이 업계 체 생산자가 되는,공공재(publicgood)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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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제도 실시를 한 각종 법안들이 제정되고 자조  징수와 운 을 한 

생산자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 다.

의무 자조  제도의 목 은 앞서 언 한 무임승차 문제를 원천 으로 배제

하고 생산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그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데 있다.이

를 해 미국 연방의회는 1937년 ‘AgriculturalMarketingAgreementAct

(AMAA)’를 통과시키고,이 후 1950년 부터 1990년 까지 각종 농산물에 

한 품목별 자조  법안이 연방의회  주의회를 통해 속속 제정되었다.

1935년 로리다 주의회가 국에서 최 로 자조 의 의무납부를 법제화하

고,오 지,포도,감귤 등에 자조 을 부과하 으며,이 후 1940년까지 아이다

호(감자 등 채소류),미시간(사과),워싱턴(사과)과 아이오와(우유)등의 주가 

참여하게 되었다.최근 오클라호마주립 학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재,주 

단  자조  로그램은 미국 역에서 약 37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 단  자조  제도의 문제는, 부분의 품목들이 해당 주

에 한정되어 생산,소비되는 것이 아니고,특정 주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다른 

주의 소비시장으로 운송되어 매되는 데 있다.소비확 를 하여 타주의 소

비시장에서 고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타주의 생산자들은 한푼의 투자없

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이때,타주의 생산자들 한 자조 을 운 하

고 있다 하더라도 자조  부과율에서 차이를 보이면,형평성 문제는 여 히 남

게 된다.

이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 국 단 의 자조  제도를 만들고 자조  

부과율과 운 을 일 으로 하게 되며,이를 법 으로 뒷받침하기 해 연방

의회가 품목별로 자조  법안을 제정하게 된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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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품목별 자조 법안

품목 시행년도 실태 계법안

양모 1955 NationalWoolAct(1954)

면화 1966～67 CottonResearchandPromotionAct(1966)

폐지 WheatResearchandPromotionAct(1970)

감자 1972 PotatoResearchandPromotionAct(1971)

계란 1976
Egg Research and Consumer Info.Act

(1981)

화훼 체소
생산자투표에서

부결
FloralPromotionAct(1981)

낙농 (생산자) 1984 DairyResearchandPromotionAct(1983)

양 1987
HoneyResearch,Promotion,andConsumer

InformationAct(1984)

비육우 1986 BeefPromotionandResearchAct(1985)

양돈 1986
Pork Promotion,Research,and Consumer

InformationAct(1985)

수박 1990
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85)

생선 해산물 법소멸 (무투표) FishandSeafoodPromotionAct(1986)

콩 1991
SoybeanPromotion,Research,andConsumer

InformationAct(1990)

버섯 계류
MushroomPromotion,Research,andConsumer

InformationAct(1990)

피칸 계류 PecanPromotionandResearchAct(1990)

라임 1972
Lime Promotion,Research,and Consumer

InformationAct(1990)

우유(가공업자) 1993 FluidMilkePromotionAct(1990)

자료:Forker,O.D andR.W.Ward.1993.CommodityAdvertising.Lexington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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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품목별 자조  법안들은 1937년 제정된 AMAA에 반 되지 않았던 생

산자 단체 각각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각 품목마다 자조 제

도의 운  방안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를 들어,1954년에 제정되어 

1955년부터 시행된 국양모법안(NationalWoolAct)은 연방정부의 가격지지

액의 일부를 자조 으로 립하여,양모의 소비자 홍보  고 활동에 사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1966년 법제화된 면화 연구  고 법안(TheCotton

ResearchandProductionAct)은 총 매액의 1%내에서 베일(bale)당 1달러씩 

부과하도록 하 다. 부분의 자조 은 소비자 고에 투자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공섬유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체 으로 면화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비자 고에 사용되었다.면화자조 은 1990년에 환불(refund)조항을 없애

고,수입면화에도 국내 면화업자와 같은 자조  부과율을 용함으로써,오늘

날과 같은 면화 자조  제도가 한생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과 감자 자조  제도가,1974년에는 계란 자조  그리고 

1981년에는 화훼  채소 자조  제도가 시행되었다.감자와 계란 자조  모

두 소비자의 부정 인 이미지를(체지방  콜 스테롤 증가) 이는 고 활

동에 으로 투자되었는데,감자 고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1983년에 제정된 낙농생산안정법안(DairyProductionStationary

Act)은 수년간의 가격지지 정책으로 야기된 낙농제품의 과잉생산을 이고 

고  홍보 로그램을 통한 수요 확 에 을 두었다.우유 생산 감소를 

해 젖소 사육두수를 이고 정부의 우유 지지가격을 낮추었으며,원유 100

운드당 15센트씩 부과하여 조성된 자조 은 부분 우유 소비 진을 한 상

업 고에 투자하도록 하 다.자조 은 1984년 5월부터 징수하 고,같은 해 

9월부터 고를 시작하여 이듬해 생산자 투표를 거쳐 오늘날의 낙농 자조 이 

탄생하게 되었다.낙농자조 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

하기로 한다.

비육우와 양돈자조 의 탄생 배경도 다른 농산물의 경우와 비슷하다. 통

으로 비육우와 양돈사업은 생산주기에 따른 가격의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보아 

왔다.생산자들은 자조 을 통해 이 같은 가격 락 문제를 완화하고,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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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콜 스테롤  체지방에 한 걱정 등으로 감소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요를 회복하려 하 다.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1985년 연방의회에서 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이후 거의 2년에 걸친 생산자 투표 결과 오늘날의 비육

우  양돈 자조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조 부과율은 개 매 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거나,생산된 품목의 무

게나 용 단  는 가축두수별로 징수하게 된다. 를 들어,양돈 로그램의 

경우 재 매 액의 0.4%를 징수하고 있고,비육우의 경우 매번 거래마다 두

당 1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다.낙농업자는 유가공업체에 매하는 원유 100

운드당 15센트를 징수하고 유가공업자는,시유 100 운드당 20센트씩 짐수하

고 있다.주요 농산물의 자조 부과율 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주요농산물의 자조 부과율 황

업계 부과율 부과 상

비육우 $1/두 비육우업자 수입업자

양돈 매 의 0.4% 양돈업자 수입업자

낙농 $0.15/cwt 원유 생산자

유가공 $0.20/cwt 유가공업자

양계 $0.05/30 dozen 30,000수 이상의 양계업자

양 $0.01/lb 연간 6,000lbs이상 생산농가 수입업자

라임 $0.01/lb 연간 35,000lbs ″

버섯 $0.35/cwt 연간 500,000lbs ″

감자 $0.02/cwt 5에이커 이상 재배농가 수입업자

두 매 의 0.5% 두생산농가

수박 $0.02/cwt 5에이커 이상 재배농가 도매업자

자료:Forker,O.D andR.W.Ward.1993.CommodityAdvertising.Lexington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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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이들 자조 부과율(Checkoffassessmentrate)은 어떻게 결정되는

가?경제 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품목별 농산물 업계의 이윤극 화를 한 

정자조 부과율(optimumassessmentrate)을 추정하면 된다.즉,한계투자액이 

한계이윤과 일치하는 시 에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조 부과율의 

결정은 경제 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생산자 단체의 사회 ,정치  특

성 한 고려되어야 한다.자조 이 생산비를 크게 올려서 생산자들,특히 ‧

소 규모 생산자들의 참여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미국의 자조

 부과율은 개 농산물가치의 1% 미만에서 결정되었다.

자조 의 징수는 부분 의무참여(mandatoryparticipation)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일부 품목(를 들면, 과 면화)의 경우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

(refund)을 허용하고 있어 제한 으로 임의 자조  로그램(voluntarypro-

gram)을 운용하는 업계도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를 들면,양 ,과일,감

자,수박 등),소규모 생산자들은 자조  부과 상에서 제외되나 수입업자들에

게는(특히,쇠고기,돼지고기,면화,꿀 등)국내 생산자에 부과하는 자조  부

과율과 동등한 자조 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 자조 의 총규모는 연간 약 $800million정도이며,조성된 자

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국내‧외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 고와 매 진 활

동  마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품목별로는 낙농 자조 이 $386mil-

lion(유가공업체 자조  $107million포함)으로 가장 크고,비육우 $88million,

두 $61million,면화 $60million그리고 양돈 업계가 $55million의 자조 을 

조성하여 운 하고 있다<표 1-3>.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자조  사용이 수확량 증   생산비 감소와 같은 

기술 개발 연구에 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농산물 자조  제도의 본

래 목 이 농산물 소비증   재고 감소에 있음을 상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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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연간 자조 조성실태

품목 조성액(백만달러) 품목 조성액(백만달러)

낙농 $279.00 땅콩 $18.74

유가공 $107.00 감자 $8.57

비육우 $87.90 양 $3.60

두 $61.40 버섯 $2.65

면화 $60.20 수박 $1.60

양돈 $54.60 팝콘 $0.45

계란 $18.80

주:낙농과 유가공은 2005년 자조  운 보고서를 근거로하고,여타 품목은 2001년 3월

에 실시한 조사에 근거한 수치임.

자료:Armbruster.W.J.andJ.PNichols.2001.CommodityPromotionPolicy.

2.낙농  유가공업자 자조  발 배경

낙농자조  제도는 1970년도 이 만 해도 지역 으로 소규모의 자발 인 자

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1970년에 연합낙농업 회(United Dairy

IndustryAssociation), 국낙농연합회(NationalDairyCouncil),미국낙농 회

(AmericanDairyAssociation)등의 결성으로 국 규모의 자조  제도로 성장

하게 된다.이후 1983년에 제정된 낙농생산안정법(DairyProductionStabilization

Act)을 근간으로 국 낙농 원회(NationalDairyBoard)를 결성하여 재와 같

은 국규모의 낙농 자조  제도가 시작하게 된다.

낙농생산안정법은, 국에서 36명의 의원을 선발하여 국 낙농 원회 

(NationalDairyBoard)를 결성 하도록 하고 국 낙농 원회를 하여  자조  

사업에 한 모든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은 지역단  생산자 단

체  낙농 계 홍보  교육기 의 추천을 거쳐 농림부장 이 임명하고,그 

임기는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 36명의 의원수는 (3개 지역에서 우유생

산량에 따라 배분 선출되고, 의원 조직은 의장,부의장,총무  재무담당 등 

4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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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낙농 원회 의원 분포도

낙농안정법은 낙농자조 의 목 을 각종 홍보,연구  소비자 교육 등을 통

하여 우유  유제품의 소비 진을 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

조 의 사용을 생산증가보다는 소비 진에 사용할 것을 명시 으로 규정한 것

이다.

동 법률은 낙농자조 의 부과율과 그 배분을 규정하고 있다.모든 낙농가는 

매원유 100 운드당 의무 으로 15센트씩 납부하며 이  5센트는 국규모

의 자조 사업에 나머지 10센트는 지역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재 낙농가가 지불하는 5센트는 DairyManagementInc(DMI)에서 

리 사용하고 10센트는 지역단  자조  사업단체에서 리사용하며,이들 

단체들은 많은 경우 DMI와 상호 조하여 자조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낙농 생산안정법은 체 자조 부과 상 농가의 10퍼센트의 

요청과 과반수 이상의 반 로 의무자조  제도를 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984년 5월에 실시한 투표에서는 체투표농가의 90퍼센트가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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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993년 8월에 실시한 투표에서는 약 71퍼센트의 찬성투표를 기록하 다.

낙농자조 과 더불어 1996년부터는 유가공업자의 무자조 이 실시되기 시

작하 는데,유가공업자 자조 의 법 인 근거는 1990년에 제정된 시유 홍보

법 (TheFluidMilkPromotionAct)이다.시유 홍보법은 1993년 12월에 발효되

어 1994년 6월에는 국사유가공업자 홍보 원회(NationalFluidMilkProcessor

PromotionBoard)결성하고 1996년부터 우유 고  소비자 교육 로그램을 

자조 부과율을 시유 100 운드 매당 20센트씩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나 소비자 가정에 직  배달되는 우유 매량은 자조  부과 상에서 

제외하고,월간 3백만 운드 이하(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5십만 운드 이

하)를 처리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자 한 자조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 다.

시유홍보법을 근거로 농림부장 은 국에서 20명의 의원을 임명하게 되

는데 이  15명은 각 지역을 표하는 유가공업자들도 구성하고,농림부장

이 임의로 임명하는 5명의 의원  최소 3명은 유가공업자들로부터 선발하

고,최소 1명은 유가공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로 구성한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나,유가공업체당 3명이

상의 의원을 보유하는 것은 지한다.각 지역별 의원 수는 우유가공 물량

에 따라 배분되고 의원 분포는 <그림 2-2>에 시되어 있다.

국시유가공업자 홍보 원회의 의원 조직은 장,부의장,총무  재무

담당 등 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고, 의원 들은 고,자 , ,PR  과학,

연구,그리고 스페인어권 홍보분과 등 6개 소 원회에 배당되어 활동하도록 하

고 있다.각 소 원회는 고   로그램,연구 로젝트를 추천,평가하

는 일을 하고,자 분과는 모든 로그램들의 지원을 해 자 을 분배,조정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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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조  거출과 정부의 역할

3.1.자조 거출

낙농자조 (는 유가공업자자조 )의 거출은 낙농생산안정법(는 시유홍

보법)에 근거하여 각 낙농가(는 유가공업자)로부터 원유 100 운드당 15센

트씩(는 20센트씩)하도록 하고 있다.자조  거출의 일차 인 책임을 원유

를 구입하는 업자(개의 경우 유가공업자)에게 있으며,유  정산시 자조 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조 을 수 한 다음,매월 정산된 자조

을 국 낙농 원회(는 국시유가공업자 홍보 원회)구좌로 입 한다.

이때,원유 구입업자나 국낙농 원회(는 국시유가공업자 홍보 원회)는 

자조  수   집행에 한 일체의 자료를 유지하여 농림부의 리 감독에 응

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자조 의 거출수수료는 지 하지 않고 있으나,농림부의 자조

 행정 리 비용  감사회사에 지불하는 감사비용은 자조 에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자조 의 강제 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농림

부장 에게 소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장 은 이의를 경청하고 검토하여 자

조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것이 법률에 배되지 않는 한,장 의 결

정은 번복되지 않는다.장 의 결정에 한 법률 심사는,장 의 결정이 있은 

후 2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농림부장 과 신청인에

게,장 의 결정에 한 법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와 같은 차를 거치지 

않고,고의로 자조  징수를 방해하거나 자조 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번 최

고 1,000달러씩의 범칙 을 발부하고 린 자조 은 강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같은 검차는 농림부장 이 법행 를 할 검찰에 고소하고,검찰은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농자조 의 경우,유기농 우유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매원유는 우유 생

산량의 소에 계없이 자조  부과 상에 포함되나,유가공업자 자조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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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2002년에 개정된 시유홍보법에 의해,가정에 직  배달되는 시유나 유

기농우유  월간 원유 처리량 300만 운드 이하(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50만 운드 이하)의 소규모 가공업체는 자조  부과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2.정부의 역할

자조 을 리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은 농림부 산하에,농업마 서비스 

(AgriculturalMarketingService)에서 총 하여 담당한다.낙농자조 과 유가공

업자 자조  모두의 산집행과,각종 고  연구 로그램 등의 모든 자조  

사업은 국 낙농 원회와 국 시유 가공업자 홍보 원회의 추천을 받아 농

업마  서비스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농업마  서비스는,제출된 자조  

사업계획들이 자조 사업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여타 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하게 된다.

농업마  서비스는 자조 법안의 규정 로 자조  거출  자조  사업에 

한 경리  감사 기능을 갖고 있으며,이때 발생하는 경비는 자조 에서 충

당하도록 한다.정부는  국낙농 원회와 국시유 가공업자 홍보 원회의 

의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며,자조 법을 수정 입법할 수 있으며,정기 으로 

자조 의 투자효과 평가에 언 한 두 자조  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특히 

낙농  유가공업자 자조 의 경우,농업 마  서비스는 자조  사업내역과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자조 사업의 경제분석은 

1998년 이래 매년 코넬 학과 BeverageMarketingCorporation에서 정부의 용

역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4.낙농  유가공업자 자조 의 참여기 별 역할과 사업 추진 차

4.1.참여기 별 역할

미국의 낙농생산자자조 이 우유,치즈,비터등 유제품 반의 소비 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유가공업자 자조 은 우유 소비 진만을 그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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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모든 자조  사업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는 어렵지만,일단 우유 련

고  홍보 로그램 추진 사업 등에는 서로 긴 한 조를 하고 있다. 를 

들면 낙농생산자 자조 이 ‘GotMilk’ 로그램을 바탕으로 TV  라디오 

고를 통한 우유 소비 홍보에 집 하는 반면,유가공업자 자조 은 ‘Milk

Mustache’를 통한 각종 린트물 고에 집 하여,서로 다른 매체를 이용

해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낙농자조 의 효율 인 이용을 해서는 이

처럼 생산자와 가공업자 자조  간의 긴 한 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단

 자조  조직과 지방 자조  조직 간의 긴 한 조도 필요하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미국의 낙농 자조 은 지역단  임의 자조 에서 출

발하여 1980년  반 국 낙농 원회의 결성으로 국단  의무자조 으로 

성장하게 된다.이 때문에 아직도 지역단  자조  조직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

고,특히 스콘신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국낙농 원회 활동과 별도로 

독자 인 자조  사업을 운 하고 있다.따라서 국단 의 앙 자조  조직

과 지역단 의 자조  조직간의 긴 한 력 계는 체 우유  유제품시장

의 수요 증진을 해 단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생산자 자조 의 자 배분을 보면 원유 100 운드당 거출된 15센트  

3분의 1인 5센트는 앙조직인 국 낙농 원회에 보내져 쓰이게 된다.1995

년에, 국낙농 원회는 연합낙농업 회(UnitedDairyIndustryAssociation:

UDIA)와 공동으로 DairyManagementInc.(DMI)라는 비 리 자조 사업집행 

법인을 설립하여,주로 국 단  자조  사업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나머

지 10센트는 지역 단  자조  조직에 보내지게 된다. 스콘신이나,캘리포니

아,뉴욕주의 경우 주 단  낙농 자조  법을 제정하여, 스콘신과 캘리포니아

는 독자 운 을,뉴욕 주의 경우는 국 낙농 원회와 연합낙농업 회와 같이 

력운 체제를 갖추고 있다.여타 주의 자조 조직은 부분 연합낙농업 회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지역 단  자조  사업은 UDIA가 실시하는 지역 로그

램을 실시하고, 국 단  사업은 UDIA가 참여하는 국 단  DMI로그램

에 참여하게 된다.따라서 지역 자조 에 배분되는 10센트  일정부분은 지역

에서 독자 로그램을 개발하거나,DMI의 로그램을 구매하여 지역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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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나머지는 UDIA를 통해 DMI에 보내져서 DMI의 로그램 개발과 운

에 직  투자된다.

이처럼,지역조직과 앙조직 간의 력 계 뿐만 아니라,지역 조직 간의 

력 계도 여겨 볼만하다.원유뿐만 아니라 가공처리된 우유도 소비시장을 따

라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특정지역의 자조  사업이 타 지역 생산자의 이윤

을 높   수 있다.이 경우,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우유가 타 지역에 운송,소비될 경우,유가공

업자나 간업자는 운송 지역의 농림국에 보고하고,생산지의 자조  원회는 

해당 물량만큼의 자조 을 소비지의 자조  원회에 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를 들면,뉴욕 북부지방에서 생산된 우유가 보스톤으로 운송 매

될 경우,뉴욕 자조  원회는 매량에 해당하는 자조 을 보스톤 지역 자조

 원회로 송 하게 된다.이 게 하여,앞서 제기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

고,자조 이 생산지보다는 소비시장으로 보내져서 소비시장 확 를 한 각종 

유제품 고  소비 진활동에 이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생산자 자조 은 해외시장의 수요확 를 한 연구  상업 고 등에도 

사용된다.수출시장 개발 로그램으로는 USDA의 ForeignAgriculturalService

(FAS)산하에 ExportIncentiveProgram(EIP),MarketPromotionProgram

(MPP),CooperatorProgram등을 들 수 있으며,낙농자조 은 미국 낙농 수출

원회(USDiaryExportCouncil:USDEC)를 통해 FAS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 

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를 들면 2005년의 경우,USDEC는 DMI로부터 

낙농자조  $7.5million,FAS로부터 $3.9million을 받아,미국산 낙농제품의 

해외시장 개발 사업에 사용하 으며, 재 멕시코시티,도쿄,서울,홍콩,상하

이,방콕,타이페이,런던,사웅 울루 등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

유가공업자 자조 의 경우 시유 매 100 운드당 20센트씩의 자조 을 거

출하여 국시유 홍보 원회를 통해 자조  사업을 리한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독자 인 캘리포니아 시유가공업자 원회(CaliforniaMilkProcessor

Board)를 통해 독립된 자조  사업을 운 하고 있고 나머지 자 은 앙 조직

인 유가공업자 교육 로그램(MilkProcessorEducationProgram:MilkPE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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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져서 국단 의 우유 소비 진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4.2.사업추진 차

앞서 언 한 바와같이 DMI는 국 낙농 원회(NationalDairyBoard)와 연

합 낙농업 회(UnitedDairyIndustryAssociation:UDIA)의 자조 사업 수행 

조직이다.DMI의 스탭은 크게 5개의 부서로 나  수 있는데,첫째는 마  

 사업개발 부서이다.이 부서에서는 소매  체인개발,마  컴뮤니 이션,

고,연구용역,국내외 시장분석, 로그램 평가  분석,소비시장조사 등을 

담당한다.둘째는,소비자 양교육과,PR  DMI와 UDIA 의원들과의 컴뮤

니 이션 기능을 담당한다.셋째는,산업 련 부서로서,생산자에 한 자조

에 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넷째는,기획,자   행정담당 부서로서,

기획, 리,자   경리업무를 담당한다.마지막으로는 해외시장마  담당

부서로서,미국산 유제품의 해외시장 개발  리를 담당한다.

생산자 자조 의 사업추진 차는,각 5개의 부서가 매년 부터,다음해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기 시작하는데,각 부서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서 안은 6

월과 7월 사이,지방의 자조  조직 표들과,소매  표, 고 행사 등 모

든 자조  련 조직의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심의하고 토론한 다음,각 지역

조직의 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후,10월 말과 11월 사이에 열리는 국 낙농

원회와 연합낙농업 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여기에서 최종 승

인된 자조  사업을 이듬해 DMI가 주 하여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낙농자조

 사업이 총회에서 승인 받기 에, 국 낙농 원회와 연합낙농업 회 의

원들이 각 분과 별로 소 원회를 만들어 DMI의 각 부서에서 넘어온 사업안들

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야,총회에서 투표를 거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유가공업자 자조 의 사업추진 차도 생산자 자조 의 경우와 비슷한 차

를 거치게 되는데,다만 MilkPEP이 5명 이하의 소수의 스탭으로 구성되어 있

어서,실제업무는 국제낙농식품 회(InternationalDairy FoodAssociation:

IDFA)의 마 부서에서 하고 있다.MilkPEP와 IDFA는 워싱톤 교외에 같은 

사무실에 들어있는데,IDFA는 국에서 약 530여 개의 유가공업체를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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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이다.

MilkPEP의 경우에도,매년 여름, 국의 우유 자조  조직 표들과, 고

행사,MilkPEP직원  IDFA마 부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듬해의 자

조  사업을 기안하고,여기에서 추천된 자조  사업을 시유 홍보 원회(Fluid

MilkPromotionBoard)총회에서 승인 받아 수행하게 된다.우유마  로그

램은 DMI와 MilkePEP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므로,자조  사업기안에서부

터,사업추진 단계에서까지 두 조직의 실무진들이 같이 일해야 함은 물론이다.

5.낙농자조  사업평가내용

앞서 언 했듯이,미국의 모든 국 단  자조 은 어도 5년에 한 번씩 자

조  사업평가를 독립기 을 통해서 실시하여 USDA의 AMS에 보고하도록 하

고,1983년에 제정된 낙농생산안정법(DairyProductionandStabilizationAct)과 

1990년에 제정된 시유홍보법(FluidMilkPromotionAct)을 근거로 한,낙농생

산자 자조 과 유가공업자 자조 은 매년 평가를 한다.역시,USDA의 AMS에 

보고하고,AMS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1998년부터 코넬 학에

서 낙농자조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USDA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이 

장에서는 2006년 의회 보고서에 실린 코넬 학의 낙농자조  평가 내용을 요

약하 다.

5.1.낙농자조 평가 방법

자조 평가의 주요 상은 유제품 마  로그램에 한 수요 증가 효과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우선 우유  유제품의 수요 함수를 추정하여 마

탄력치를 구하고,이를 이용하여 마  효과를 수요 증가로 환산하 다.다

음으로 추정된 수요 증가분과 마 에 투자된 비용을 이용하여,이익증가분과 

투자비용과의 비율을 계산하고,실제로 단 당 투자분에 해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보았다.마지막으로 추정된 이익증가분과 투자비용과의 비

율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95%신뢰도 범 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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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평가모델은,우유자조  마 효과를 분석하기 한 것으로,우유

자조  마 비용에는 생산자와 유가공자 자조  모두를 포함하 다.우유자

조  마  로그램에는 우유 고는 물론이고,PR, ,학교  소비자 교

육,각종 스폰서쉽에 투자된 비용이 포함된다.두 번째 평가모델에는 우유와 모

든 유제품을 포함시켜서,특히,3-A-Day 로그램 등을 통합 유제품 모델을 통

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5.2.낙농자조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우선 가장 요한 데이터는 우유 소비에 한 자료이다.<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1인당 우유소비량은 지난 수 십년간 감소추세에 있는데,최

근 소비량은 1인당 연간 약 185 운드 가량이다.이 같은 우유소비량 감소의 

요인으로는,연령,성별,인종 등의 인구비의 변화,소비자의 우유 선호도 변화,

소비자의 우유 소비행태 변화,우유 마 과 우유와 경쟁 계에 있는 쥬스,

탄산음료,음용수 등의 마  로그램간의 경쟁 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1.1인당 우유소비량(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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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평가모델에는 우유소비와,우유소비에 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들의 

데이터를,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분기별로 정리하여 사용하 다.우유소비에 

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  요한 변수의 하나는,소비자들의 

외식의 비율이 차 높아져가는 사실이다<그림 5-2>.

그림 5-2. 체 식품비에서 외식비 비율(%)

외식이 늘어 갈수록,우유소비량이 어들 수 있다.이는 요식업체에서 우유

를 매하는 경우가 흔치않고, 부분의 소비자들이 우유 외에 탄산음료나 주

스 등의 음료를 마시기 때문이다.<그림 5-2>에서 보듯이, 체식품비에서 외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며,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간 약 

11.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림 5-1>과 <그림 5-2>를 비교하면,우유 소비

감소와 외식비 증가는 분명히 상호 반  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유 소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변수는 체인구에서 어린이 인구

의 비 이다. 체인구에서 어린이 인구가 최  우유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우유 소비변화 분석을 해서는 어린이 인구추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5-3>은 1995년과 2005년 사이 6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1995년 이래 매년 약 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6세 미만

의 인구감소 추세가 우유 소비감소에 향을 미쳤음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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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체인구에서 6세 미만의 소아인구 비율

우유가격은 어떤가?우유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감소하기 마련이다.<그림 

5-4>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우유가격을 동기간동안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 어 비교한 것으로,동 기간 약 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우유

가격 증가 한 우유소비 감소에 일조하 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4.비알콜 음료 가격 비 우유실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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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경쟁 계에 있는 음료의 마  비용을 살펴보자.이들 음료의 마

 비용이 증가한다면,소비자들의 우유소비에 마이 스 향을  수 있을 것

이다.<그림 5-5>는 음용수와 두유의 고비를 인 이션 효과를 감안한 실질

비용으로 표시한 것으로,1995년에 $98million에서 2005년에 $224million으

로,약 129%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경쟁품목의 마  비용 증가는 우

유소비의 감소를 측할 수 있다.

그림 5-5.음용수와 두유 고비(1,000달러)

같은 기간 국민 소득이 감소하 다면 우유소비 한 감소할 수 있다.<그림 

5-6>은 동 기간의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소비자물가 지수로 나  실질소득

으로,1995년 이래 약 30%증가하여,국민소득의 증가는 우유소비에 러스 효

과를 주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자조  평가모델에서 가장 요한 변수인 낙농자조 에서 우유

마 에 투자한 비용을 살펴보자.<그림 5-7>은 고비 비 PR비 등 우

유마  총액을 2005년 달러로 표시한 것이다.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는 

$168million에서 $232million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이후 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5년과 2005년 사이에는 약 10%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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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유마  비용의 감소는 우유소비 감소에 당연히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5-6.국민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달러)

그림 5-7.총 우유마켓 비용(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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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유수요함수를 추정하 다.독립변수

로서는,우유소비자가격지수,비알콜음료 소비자가격지수(우유의 경쟁음료가

격), 체인구  6세 이하 어린이 인구비율,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식품비용 

 외식비 비율,음용수와 두유 고비용,우유 마 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5.3.우유 평가모델 추정 결과

추정된 수요함수를 통해 각 변수가 수요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단 가 필요없는 탄력치로 환산하여 <표 5-1>에 기록하 다.탄력치란,

다른 변수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해당변수를 1%변화시킬 때 변화되는 수요를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를 들어 <표 5-1>에서 가격탄력치 -0.114는 다

른 변수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가격을 1%증가시켰을 때,우유소

비는 0.114%감소함을 뜻한다.식품비  외식비 비율과 6세 이하의 소아인구 

비율 등은 우유소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탄력치 -0.709

와 0.366은 1%의 외식 비율이 늘어날 때 우유소비는 0.709%감소하고,6세 이

하의 소아인구비율이 1%늘어날 때 우유소비가 0.366%씩 증가함을 각각 의미

한다.외식비율이 늘어날수록 우유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식당에서 우유를 매하지 않고,우유를 매한다 하더라도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소비자가 다른 음료를 주문하기 때문이다.6세 이하 소아층이 

우유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이 연령층의 비율이 늘어날 

때,우유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1인당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0.108%씩 우유소비가 증가하고,우유 마 에 1%씩 더 투자할 때마다 우유

소비는 0.056%씩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 로,경쟁품목인 음용수와 

두유 고비용이 1%늘어날 때마다,우유소비는 0.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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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우유 수요함수에서 추정한 주요변수들의 평균 탄력치

변수 탄력치

가격 -0.114*

1인당 소득 0.108**

식품비 외식비 비율 -0.709*

6세이하 소아인구 비율 0.366*

음용수와 루유 고비용 -0.008**

우유마켓 비용 0.056*

주:*95% 이상 통계 으로 유효함. **90% 이상 통계 으로 유효함.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유마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데

이터에 기록된 만큼의 우유마  비용을 사용했을 때와,우유마 을 하

지 않았을 경우를 구분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한 결과, 재의 우유마  

로그램은 체 우유 매의 42%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 다.이를 2001년과 

2005년 기간 동안,분기별로 분석하면 <그림 5-8>과 같다.<그림 5-8>에서 보

듯이,생산자와 유가공업자 자조 은 우유소비를 크게 증가시켰고,이 같은 소

비증가는 통계 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5-8.우유마켓 비용의 투자효과(십억 운드)

투자했을 때 투자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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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총유제품 수요함수와 추정결과

자조  마  로그램이,유제품 체 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

여,총유제품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우선,종속변수로는,국민 1인당 우유,치

즈,버터,아이스크림  요쿠르트 소비량을 우유 고형물질을 기 으로 합산하

고,마 비용으로는 이들 제품의 마  로그램에 사용된 자조 을 사용

하 으며,기타 독립변수로는,유제품 소비자가격지수,1인당 가처분소득,식품

비 외식비 비율 등을 사용하 다.총유제품 수요함수는 1990년부터 2005년까

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 으며,이 모델로부터 추정한 주요변수

들의 탄력치는 <표 5-2>에 기록하 다.모든 탄력치는 90%와 99%이상 통계

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유제품 가격과 식품비  외식비 비율이 가장 크

게 유제품 소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제품 마  비용 탄력치는 

0.074로서,이는,유제품 마 비용이 1%씩 증가할 때 마다,평균 0.074%씩 

유제품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총유제품 수요함수에서 추정한 주요변수들의 탄력치

변수 탄력치

가격 -0.671*

1인당 소득 0.175**

식품비 외식비 비율 0.770*

유제품 마켓 비용 0.074*

주:*99% 이상 통계 으로 유효함. **90% 이상 통계 으로 유효함.

5.5.투자이익 비율(Benefit-CostRatio)

투자이익과 비용을 비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가 투자이익비율을 계산

하는 것이다.총 이익을 총투자비용으로 나 는 것으로,그 결과가 1보다 큰 경

우,이익이 투자비용보다 많은 것이고,1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 로 비용이 이

익보다 많은 것이다.투자비용의 경우,유제품 마  총비용을 사용하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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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유제품 마  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와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다.계산된 총이익과 유제품 마 비용을 

이용하여 투자이익비율을 계산한 결과,2000년과 2005년 사이 투자이익비율은 

4.33으로 나타났다.투자이익비율 4.33은,유제품 마 에 투자한 매 1달러마

다 평균 약 4.33달러씩의 이익을 가져온 것을 뜻하는 것으로,동 기간 유제품 

마  로그램은 상당히 성공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투자이익비율 4.33

의 95%신뢰구간은 최소 3.70에서부터 최고 4.95로서,최소 투자이익 비율 3.70

을 감안하더라도,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유제품 마  로그램은 여 히 

성공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자조  제도의 문제   개선방안

1983년 낙농자조 의 환불(refund)규정을 없애고,오늘날과 같은 의무 자조

 제도로 환한 이래,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농산물 자조  로그램이 결

성되었다.이 같은 발  배경으로는,연방의회가 각종 의무 자조  법안을 통과

시켜서,국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까지 참여시켜 ‘무임승차’문제를 최

소화하 으며,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처하기 한 마  로

그램 개발을 극 으로 개발한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정책 측면에서 보면,WTO의 향으로 농산물가격지지 정책이 차 쇠

퇴하고,농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자조 제도의 필요성이 차 부각되었고,

시장이 차 로벌화 되는 반면 수출 보조  등은 축소됨에 따라 해외 시장 

개발을 해서도 자조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조 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자조 의 필요성이 이처럼 차 증가세에 있

으나,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와 세계화 등으로 일부 문제 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6.1.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

농업생산이 소규모 가족경 에서 규모 기업농으로 차 변화하고,통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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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농산물 랜드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  제도에도 변화가 요

구되고 있다.기존의 자조 제도는 생산자들이 동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이 제품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고하는 데 을 두어왔다.그러나 차 

기업농장이 늘어나고,특히,이들 규모 농장들이 통합경 을 통해 제품생

산을 계열화하고 자체 랜드를 개발함에 따라,제품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

조  고에 문제 이 드러나게 되었다. 규모 기업농은,자신들이 의무 으

로 참여해야하는 자조  고가 자기 제품의 상  우수성을 강조하는 랜

드 고와 배치됨을 문제삼기 시작했고,소규모 가족농장  형 농장들은 

자조  제도가 자신들의 이익을 변하지 않고 기업농에게 상 으로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즉,자조 이 성공 으로 수요를 증가시키

고 가격을 상승시키면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생산단가가 상 으로 낮은 

농이 소농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6.2.언론의 자유 침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자조 은 자 을 공동으로 모 하여 공동의 목 을 

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자조  제도는 다수의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모든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만족하도록 자조 을 

운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최근 일부 생산자와 가축유통 회 등이 

의무자조 제도가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여러 

차례 법원에 제소하 으나,2005년 5월 23일자로 미국 법원은 비육우 자조

 단체가 생산자들에게 자조 을 의무 으로 부과하여 이를 각종 홍보, 고 

 마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이 합헌임을 최종 결하 다.미국 법원은 

결문에서 자조 제도는 정부의 승인과 감독하에 수행되는 ‘government

speech’를 집행하는 로그램이므로 헌법에 명시된 표형의 자유가 이 경우에는 

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 다.

이 같은 법원 결은 돼지고기,우유  여타 농업 자조  사업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나,자조 이 다수의 생산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해서는 이사회의 구성이나 가족농과 기업농,생산자 단체별 커뮤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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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문제 등 자조  운 상 많은 문제 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6.3.수출시장 확

최근 농산물 시장이 세계화하고,체품경쟁이 차 치열해짐에 따라,USDA

의 FAS주 하에 수출시장에서 각종 홍보 로그램의 지출액이 차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수출보조 이나 수출 홍보 로그램은 

WTO등의 무역 정에 명시된 규정들과 배치되는 문제 을 안고 있다.낙농

자조 이 USDEC를 통하여,수출시장 홍보에 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은 이 같

은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한 노력이다.

6.4.자조 평가와 USDA의 역할

1996년에 제정된 농업발   개 법안(FAIRAct)은 모든 국 규모의 자조

 사업은,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낙농자조 의 경우 1년에 한 번씩)그 경제

성을 평가하여 USD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이 같은 경제성 분석이 얼마나 정확하고 객 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가 생산자들이나,의회 계자들,그리고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마  

략수립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는 미지수다.

경제성분석 로젝트는 개 학이나 컨설 회사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되

는데,1996년에 제정된 FAIR에 의무 으로 자조  평가를 명시한 것은 이 같

은 평가 결과를 자조 을 납부하는 생산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의회나 

정부에게 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함이다.USDA가 자조  평가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평가 결과를 생산자 투표와 어떻게 연결지어 사

용할 것인가는 지속 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6.5.개선방안

(1)계열화 생산에 참여하여 자기 랜드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을 의무 자조

 사업에서 제외시킨다.이 같은 조처는 ‘이 과세’(즉,자체 랜드 고와 

품목별 고를 해 이 으로 지출하는 것)를 막고,의무자조 을 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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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들을 로그램에서 제외시켜 생산자들 간의 갈등을 일 수는 있으

나, 체 자조  규모가 크게 어들 수 있다.

(2)자조  사용을 자조  순수 목 에 한정하고,특히,정부나 의회의 정책 결

정을 로비하는 기존의 회 등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킨다.이 

같은 조처는 자조 이 기업 주의 정책 유도를 한 목 으로 사용되어 

가족농은 몰락하고, 기업농만 성장하고 있다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인식

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의 좋은 로 양돈자조 의 경우,2001년 이후 국 양돈 원

회는 양돈업자들의 로비기 인 국양돈생산자연합회로부터 엄격히 분리

되어 운 되고 있다.

(3)생산자 투표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생산자 투표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없

애고 만약 자조  로그램이 성공 이지 못할 경우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무자조 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제도하에서는 일정

수 의 생산자 서명을 받아 농림부장 이 투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

으나,서명 생산자의 자격요건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4)일반 으로 모든 수입업자들을 의무자조 제도에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하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업자들을 의무자조 에서 제외시킬 수 있

다.최근 국내 생산자들이 원산지표시 등의 마  로그램을 이용하여 국

산 농산물의 수요 증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이는 수입업자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자조  사용에 문제가 있다.이 경우 수입업자들

을 자조 에서 제외시킴으로써,자조 을 국내산 제품의 고  홍보에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5)자조 을 수출시장개발자 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연방정부에서 자조 에 

상당하는 매칭펀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미국농산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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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제고시킨다.종래의 수출보조 이 생산자 수익을 증가시키는 소득

보조 의 성격을 가진 데 반해,이는 자조 을 이용하여 시장개발  각종 

마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정부의 매칭펀드 부분이 

WTO의 규정에 반될 수 있다.

정부의 매칭펀드가 해외시장 개발  홍보자 으로 쓰일 경우 WTO규

정에 어 난다면,농민의 자조 만으로 해외시장 마  활동을 지원하도

록 한다.  해외시장에 투자되는 자조  지출액을 달러화의 상  가치

(환율)와 연계하여,환율의 변동으로 미국농산물의 경쟁력이 낮아질 경우 

이를 보상하기 해 보다 많은 자조 을 자동 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6)5년에 한 번씩은 의무 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행 ‘농업발   개

법안(1996FAIR)’은 정부나 생산자에게 자조 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투자

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함이다.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 분석 로젝트에는 지 않은 자 이 소요되기 때문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로그램들은 따로 조항을 만들어 그 의무연한을 늘려  

수 있도록 한다.즉 행 5년에 한 번씩인 로그램 평가를 7년 내지 10년

에 한 번 정도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7)자조  제도를 운 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그 조직과 자  운 상에 

법 인 문제가 있는지를 감독하는 수 에 그쳐야 한다.정부의 간섭은 생

산자들의 자조  운 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자조  사업이 장기 으로 발 하기 해서는 자조

운 을 생산자들에게 맡기고 그 감독 기능도 차 객 인 제3자(third

party)에게 이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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