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덴마크, 육류산업 관련단체 통합 추진

김 정 섭*

덴마크 육류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연합하여 ‘덴마크 육류 협회’

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 및 단일화는 덴마크 육류 산업 부문의 경

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육류 산업 부문의 3대 주요 조직(Danske Slagterier 덴마크 도축사업

자 연합회, 덴마크 축산 및 육류 위원회 the Danish Livestock and Meat Board, 

덴마크 가금류 위원회 the Danish Poultry Council)들이 통합되어 ‘덴마크 육류 

협회(Danish Meat Association)’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돼

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계란 부문 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우산형 조직 안에

서 통일적인 모습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 앞의 세 조직들

이 일년 간 지출하는 예산 합계의 5%에 해당되는 약 210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육류 협회는 연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 자문 서비스, 일

반적 마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 육류 및 계란 산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리고 생산자들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

하는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덴마크 육류 협회는 공식적으로는 이

번 4월 1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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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육류협회의 경  이사로 선임된 크리스티나 흐비드(Christina Hvid)

는 “세 산업 조직들의 협력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국제 무역

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보다 잘 조율된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육류 및 계란 부문은 덴마크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주요 수출 

분야이다. 이번 조직 통합 및 단일화는 이 부문이 덴마크 국내에서 그리고 국

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⑴ 덴마크 도축사업자 연합회는 도축업체, 대규모 양돈업체, 기타 양돈 관

련 기업 및 조직들의 대표적인 산업 협력 단체이다. 

⑵ 덴마크 축산 및 육류 위원회는 쇠고기 부문을 대표하는 산업 협력 단체

이다. 여기에는 소 도축업체, 쇠고기 가공업체, 무역회사, 생산자를 대표하는 

농민 단체인 ‘Danish Agriculture’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⑶ 덴마크 가금류 위원회는 가금육 및 계란 생산자, 도축업체, 관련 기업들

을 대표하는 산업 협력 단체이다. 

⑷ 덴마크 육류 협회는 앞의 세 단체들이 연합한 기술 및 관리 행정 센터로

서 1년 예산이 약 4,000만 유로에 달하며 직원 수는 385명이다. 

자료：http://www.danskeslagterier.dk (덴마크 도축사업자 연합회)


